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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문화유산이란 원어 Digital과 Heritage가 합성된 단어로, 문화유산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킨 것을 말한다. 즉 전통문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염준영, 2018: 100).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방법이 다양해진 
데에 있다.

우선 디지털유산은 이미 1990년대부터 정보화사회 도래의 영향이 박물관과 문화유
산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
털적인 보존과 다음 세대에의 전승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2003년 유네스코는 ｢디지
털유산의 보존에 대한 헌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헌장에서 디지털유산은 인간의 
지식과 표현의 고유한 자원으로서 문화·교육·과학·행정적 차원뿐만 아니라 기술적·의
학적·법적 정보를 포괄하며, 디지털로 생성되거나 아날로그 자원으로부터 디지털 형식
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안재홍, 김충식, 2016: 5)

사실 문화재와 관련된 디지털 작업은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부터 시작된
다. 디지털문화유산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의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문
화재 훼손에 대비하던 것에서 시작하였던 것이다. 문화재별로 정밀스캔 및 고해상도 
촬영 데이터를 생성하고 축적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에는 3D 입체영상, 가
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Hologram)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구현
하는 사업을 발전해 왔다. 종래 추구해왔던 문화재 보존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문화유산을 상시 향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나
애리, 2013: 2).

이제는 디지털문화유산이 문화재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축적을 넘어 문화유산의 
새로운 향유방법으로 확대되었고, 특히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과거 오락용에서 다양하게 실험되다가 교육용으로 전환되는 것도 유사
한 맥락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문화유산’에서 머물지 않고,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
츠’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미 교육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교육매체에서 탈피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용 
디지털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고,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e-learning에서 시작되었으나 모바일로 변화하여 스마트 러닝으로 발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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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 실습 등 참여형 교육이 권장되는 반면 실제 실험과 
실습 등이 안전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디지털 기술발전에 의존하고자 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에 대한 수요는 기
하급수적으로 늘기도 하였다. 특히 온라인교육에서도 교육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높아
져서 쌍방향, 실감 영상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기술, 문화,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콘텐츠, 문화콘텐츠, 교육콘텐츠 등은 용어로서 정착된 것을 넘어서 활발한 활용이 요
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문화예술 또는 문화유산 분야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디지털콘텐츠가 논의되고 있음
은 물론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의 
정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던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후 기술발
전이 가속화되면서 가상고고학 분야가 탄생하였고,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뮤지엄으
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디지털콘텐츠 자료 또는 정보들을 교육적으로 활용
하기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사라진 문화유산에 대한 복원이나 박물관 관
람의 보조기구로서 활용되던 것들도 보다 학습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체험형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로 전환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아직까지 문화유산교육 분야에서 
순수하게 교육적 목적으로 기획된 디지털콘텐츠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는 않지
만, 문화유산 보존 또는 박물관 안내와 전시 보조 등을 위해 개발된 문화유산콘텐츠
의 교육적 활용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순수하게 문화유산 교육을 위해 개발된 디지털콘텐츠를 좁은 의미의 디
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라고 하며,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 전시, 관람 등을 위해 제
작된 디지털콘텐츠이지만 교육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넓은 의미의 디지털문화유
산 교육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다. 전자를 ‘문화유산교육용 디지털콘텐츠’ 또는 ‘문화
유산교육 디지털콘텐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후자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을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역시 교육용으로 활용될 때 문화유산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명시적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규정은 없지만, ‘문화재 기
록정보화’에 관한 규정과 ‘문화재교육’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6
조에서는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재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
록 하였다.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재
보호법 제11조에서는 문화재 정보화를 촉진하도록 규정하면서, “문화재청장은 제10조
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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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재의 디지털 정보화가 촉진
되고 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무형문화재 기본계획에 
“무형문화재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동법 제7조), 
특히 무형문화재 조사 및 기록화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
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문화재교육에 관해서는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
의하는 것을 2019년 11월 개정으로 신설하였다(제2조 제2항 신설; 2020년 5월 27일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그리고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
7까지 신설). 무형문화재법에서는 제38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
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문화재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과 일반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욕구를 고려할 때, 앞으로 문화재교육
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화유산 
향유에 있어 디지털콘텐츠 활용 요구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
텐츠 제작 수요도 늘어날 것이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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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 대비해서라도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Ⅱ. 연구의 목적

교육콘텐츠 환경 변화와 디지털 교육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발전에 따라 교수자 – 
학습자 – 콘텐츠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보다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러한 상호작용은 교육현장에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디지털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시작
해야 한다. 교육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부터 교육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에 대해 교육콘텐츠 제
작자가 이해를 해야 하며, 교수자 역시 교육콘텐츠의 변화 양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교육적 목적보다는 
디지털문화유산의 활용도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시와 
답사, 체험 등이 보다 교육과 문화유산 향유라는 목적을 함께 고려한다면 교육콘텐츠
로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기준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실감형 교육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안을 도
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외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관리·활용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디지털 교육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지만 활성화된 영역은 그리 많지 않고 디지털콘텐츠
가 여전히 교육매체로 활용되는 단계에서는 과거 교육매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되
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육콘텐츠 가운데 디지털문화
유산에서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국내외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 관련 사례와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반영사항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역사, 답사, 체육, 실습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
감형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과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관리·활용 관련 사례와 현황을 조사하고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구체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관리·활용을 위한 활
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앞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요는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표준화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라
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디지털 특성, 문화유산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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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교육적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작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현장
에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
발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관리되고 보급되며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셋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작 가능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와 이를 활용
한 이동형 문화유산교육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 국내외 문화유산 교육, 박물관교육과 
미술관교육 등 유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시하고 적
용 가능한 디지털적 방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와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
히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이동형 문화유산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입각하여 디지털 교육콘텐츠에 관한 일반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육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의 가이드라인 작성 및 사례 개
발을 위주로 하였다. 문헌연구이지만 디지털콘텐츠를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
양한 웹사이트를 참고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 가까운 사례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 접근 이외에도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다행히 연구진들이 사
대, 교대, 교육대학원 소속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성의 반영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해외에 있는 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지는 못하였으나, 최대한 웹사이트
를 통해 실제 사례들을 체험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였다. 연구진들의 전공은 문화정책 및 법학, 교육
학, 박물관교육 등으로 다양하였다. 콘텐츠와 기술에 관해 부족한 부분은 주로 
KAIST의 안재홍 교수님께서 자문해 주셨다. 시기적으로 현장의 기관 방문 조사는 쉽
지 않았지만, 다행히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콘텐츠 전시 현황을 
실제로 체험하고 연구에 반영할 수 있었다. 여러 문화유적,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한 답사와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이 연구를 통해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과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유산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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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절차

이 연구는 이론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도출 후, 가이드라인 작성과 이동형 
문화유산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기준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진이 공동으로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문화유산교육에 적용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가이드라인 작성에 있어, 문화유산의 속성, 교육
의 속성, 디지털의 속성의 3측면에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는 문화유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
기 위한 것이어서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에 
관해서는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문회의 등의 검증을 거쳤다. 다만 현장에 직접 적용
하지는 못한 것이어서 향후 실제 적용한 후 수정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남선우 교수님(경희대학교), 심효진 학예연구사님(국립현대미술관), 
안재홍 교수님(한국과학기술원), 홍유나 교수님(인천재능대학교) 등이 자문위원으로서 
고견을 주셨다(가나다 순).

Ⅳ. 연구의 활용 및 기대효과

최근 교육의 각 분야에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활발하다.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은 학생 또는 학습자들에게 훨씬 더 실감나는 교육 내용을 전달해 문화유
산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문화유산 가치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으
로 기대된다.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문화유
산의 가치, 교육적 목적, 기술적 속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
발 기준과 사례 등은 향후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의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향후 수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실제에 사용될 지침보다는 자세
하게 작성되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의 종류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개발 활성화를 통해 문화
유산 향유의 확대, 소외계층의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가치 실
현 등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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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 교육콘텐츠 현황 분석

Ⅰ. 국내외 디지털 교육콘텐츠 현황

1.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발전과 유형

(1)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의의
정보사회의 도래와 정보통신, 산업기술의 발전에 따라 학교환경도 급속도로 변화하

고 있다. 특히 교육 또는 학습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교구 또는 교구재라고 
하는데, 정보통신기술발전에 따라 교구재 역시 디지털화하는 경향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90년대 이전 교육이 학교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라디오나 
방송을 통해 전달됨으로써 보완적, 보충적 성격이 있었다면, 이후 학교 현장 내에서도 
CD, 비디오, 컴퓨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들이 활용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이러닝을 넘어서 스마트 러닝에 이르고 있고, 교과서 없는 교실을 
표방하기도 하며 교실 내에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콘텐츠는 내용물 또는 목차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콘텐츠 용어가 등
장했을 때에는 디지털을 전제로 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나 그 내용물을 포함하게 되었다. 즉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
으로 제작해 처리·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포함한 개념으로 콘텐츠 의
미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콘텐츠가 결합한 개념이다. 기존에 아날로그 형
태로 존재하던 텍스트, 음성, 화상, 영상 등 각종 정보 형태를 0과 1이라는 비트(bit) 
단위로 디지털화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다. 첨단 IT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포맷
으로 가공, 처리하여 정보통신망, 디지털방송망, 디지털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활용하
는 정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있는데, 
이는 정보 콘텐츠를 디지털화 하여 정보기기에 의해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정보 콘텐
츠와 쌍방향성이 추가되어 광대역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존재형식, 멀티미디어콘텐츠는 콘텐츠 내용을 
강조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콘텐츠를 송수신 또는 교환하는 방식의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콘텐츠를 송수신 또는 교환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인터넷, 모바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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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온라인이 컴퓨터의 단말기가 중앙 처리 장치와 통신 회선으로 연결되어 정보를 
전송하고, 중앙 처리 장치의 직접적인 제어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면, 인터넷은 전 세
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
을 말한다. 그리고 모바일은 정보 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을 통틀어 이르는 용어
인데, 대체로 모바일 콘텐츠는 무선 전송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로 서비스 이용을 가
능하게 한 디지털콘텐츠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콘텐츠 방식이기도 하다.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영화, 게임, 정보, 교육콘텐츠 등이 있다.

(2)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발전
콘텐츠는 역사적으로 선사시대 이래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 벽화 → 문

자 시대 이후 비석 등 글 → 종이책 → 인쇄술 → 음반, 비디오, CD 등으로 발전하였
다. 영상기기의 경우만 해도 흑백TV(1956) → 칼라TV(1980) → HDTV(2001) → 
3DTV(2010) → Smart TV(2012) → UHDTV(2015~)로 발전하면서 영상 콘텐츠의 현
실감, 양방향성, 사실감 등이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노영희, 2006). 이러한 영향은 
교육에서도 나타났다. 기술발전에 따라 교육의 방식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화
하고 있다. 종이책 교과서에서 전자교과서로 발전하였고, 교육의 전달 방식도 영상기
기의 발전, 콘텐츠의 발전, 플랫폼 등의 발전으로 인해 e-learning, 스마트 러닝, 모
바일 러닝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육환경을 살펴보면 각 학교의 교실마다 컴퓨터, TV 등 디지털 
매체가 설치되어 있어 다양한 수업 자료들을 손쉽게 감상하고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시에는 개인이 지닌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수업 참고 자
료 등을 검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여 기존의 수업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컴퓨터를 수업 매체로 활용한 
수업에서 학습자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받게 
된다. 단순히 교과서를 읽거나 교사의 강의를 가만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를 직
접 두드리거나, 모니터를 통해 직접 검색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한다(김선아 외, 2013: 107-108).

1996～2005년까지 이미 두 단계에 걸친 ‘교육정보화 종합추진계획’의 실시로 그동
안 교육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 학교 현장에서 컴퓨터를 매개로 한 수업은 거의 일
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업에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확산되었고, 디
지털 교과서와 관련한 최근의 정책 기조에 따라 디지털콘텐츠는 학교 교육에 있어 더
욱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더 나아가 2007년 발표된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의 
‘디지털교과서 상용화 추진계획’ 이후,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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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추진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4). 교육과학기술부
에 따르면 2015년도까지 디지털 교과서가 초, 중, 고교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첨단 교육환경과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것에 비해 그에 상응
하는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컴퓨터 기반 교육을 통한 학
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은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신원석, 2011: 
626; 김선아 외, 2013: 106).

(3) 디지털 교육콘텐츠 활용의 유형
디지털콘텐츠는 발전 단계에서 단순히 전통적인 매체를 디지털로 변환한 방식과 제

작 단계에서부터 디지털기술을 전제로 한 것, 그리고 전달 형식과 기술 형식 등 다양
한 방식에 따라 구분되고 현재에도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으로 유형화하
는 것이 곤란하다. 디지털콘텐츠는 유형에 따라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가 
불분명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유형과 사례를 체계화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컴퓨터가 초기에 등장하던 시기부터 컴퓨터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발전하
였다. 소프트웨어 콘텐츠란 컴퓨터상에서 인스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음악교육이나 미술교육에서 흔히 사용된다. 그리고 통신기술의 발전이 디지털
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쳐 멀티미디어(시청각) 콘텐츠가 등장하였는데, 각종 언어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박물관교육 등에서 오디오콘텐츠 또는 비디오콘텐츠
(동영상 또는 웹: MP3, MP4, html, flash)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프트웨어 콘텐츠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들은 기술발전에 따라 개개 컴퓨터가 아니라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유형 구분이어서, 최근에는 디지털 교과서, 
교육용 포털사이트, 모바일교육콘텐츠 등으로 편입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과거 전통적인 콘텐츠와 구별되
는 개념으로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콘텐츠나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디지털 
교과서나 포털사이트, 어플 등을 통해서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별
도로 구별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기술 방식보다
는 교육현장에서 활용되는 방식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교육용 포털 사이트, 스마트러
닝을 위한 어플,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실감형 콘텐츠 정도로 구분해 보는 것
이 가능하다. 실감형 콘텐츠가 기술 형식을 기준으로 한 구분이기는 하지만, 교육이나 
전달 형식에 있어서 별도의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에도 하나의 영역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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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란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서)에 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

가 문항, 보충·심화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자료와 학습 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
되고 에듀넷·티-클리어 등 외부 자료와의 연계가 가능한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 교육
콘텐츠는 대표적으로 교과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종이책 방식의 교
과서가 전자교과서로 대체되고 있는 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첫 유형으로 꼽을 수 있
다. 물론 디지털 교과서의 형식과 종류도 다양하여 단순한 pdf 파일 형식에서부터 각
종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가 있고 이용 방식에서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용어 사전, 평가문항, 
보충학습 내용 등 학습효과를 높여주는 풍부한 학습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업데이트가 수월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 어디서나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을 통해 교과서 이용 가능하다. 커뮤니티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학습을 
하고 메모, 필기, 검색 등 다양하고 즐거운 학습 경험도 가능하다.

② 교육용 포털사이트
포털사이트는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플랫폼으로

서 검색 및 정보제공 기능이 탁월하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용 포털사이트에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콘텐츠가 탑재될 수 있고, 실제 교사들에게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각종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교육용 포털사이트가 있다. 포털사이트에서도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되기도 한다. 포털사이트는 서비스 제공자가 별도로 있고, 교사나 학생
은 동시에 이용자가 되는 구조이다. 물론 교사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교육자료를 전달
할 수도 있다. 

박물관·미술관교육에서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홈페이지 자체에서 일정한 교육이 이
루어지도록 설계되고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
하면서, 특히 3D, VR 등을 활용하여 e-museum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포털사
이트들끼리 연계하여 거대한 정보포털로 발전되기도 한다.

③ 어플형 교육콘텐츠: 스마트러닝을 위한 모바일교육콘텐츠
모바일 교육콘텐츠(스마트 러닝)는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단말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와 이러닝 신기술이 융합된 개념으로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플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여기에는 다시 쌍방향 통신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SNS형, 포털사이트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어플형, 소프트웨어를 대체하는 어플형, 



- 11 -

SNS 성격을 발전하여 교수자와 학생을 연결하여주는 교육용 어플 등이 발전하고 있
다.

④ 실감형 콘텐츠(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체험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란 다른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나 자신이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주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VR·AR·홀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실
감형 콘텐츠로, 최근에는 이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교육현장에서 적용
되고 있다. 책에서 그림으로만 익히던 것을 VR 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실습할 
수 있다. 자동차 정비, 실험, 수술, 간호, 육아 등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상에서 구분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콘텐츠 미디어 서비스 시장
의 동향을 살펴보면 스마트 콘텐츠, 미디어서비스로 통합되어 그 수요가 점점 증가하
고 있고, 클라우드컴퓨팅·N스크린서비스·빅데이터·SNS·스마트모바일 등의 가상화가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1> 교육콘텐츠의 전달방식 또는 기술발전에 따른 유형

유형 성격

① 디지털 교과서 - 자료의 축적, 추가, 축적, 갱신 등이 용이
- 학습자 수요에 따라 자료의 선택이 용이

② 교육용 포털사이트

- 최근 포털사이트는 교육 목적을 강화하는 추세
- 콘텐츠 그 자체라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
-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의 유형이 매우 다양(MP3, 

MP4, flash, hwp, pdf 등)
- 콘텐츠의 축적, 갱신 등이 자유로움

③ 어플형 교육콘텐츠

- 스마트러닝을 위한 모바일교육콘텐츠
- 실시간적 성격, 쌍방향적 성격
- 어플의 종류는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SNS 등 기능

이 다양함

④ 실감형 콘텐츠
- 가상현실 체험형
- 사용되는 기술은 AR, VR, 홀로그램 등 다양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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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활용 사례

(1) 에듀넷·티-클리어
2000년을 전후한 시기 이후 교육용 포털사이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주로 

교육방송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을 활용한 교육에서 이러닝(e-Learning)으로 급속한 전
환이 이루어졌다. 초기에 이러닝은 주로 전자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의미하
였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
하였다. 이러닝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는 개방성, 학
습방법과 학습량 설정 권한을 교수자에게서 학습자에게로 이양한 융통성, 여러 곳에 
분산된 학습자원을 학습자가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산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각 대학, 기업, 정부에서 이러닝을 활성화하였고,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학업 성취도
를 높이고자 하였다. 기술에 있어서도 HTML5 기반 콘텐츠, Flash 기반 콘텐츠 등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이러닝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수준에 이르
게 되었고, 관련 콘텐츠 개발은 이제 거의 산업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e학습터는 기존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개별 운영하였던 사이버학습을 하나로 모아 
통합 서비스하게 된 사이트이다. 초등하교 3학년-6학년, 중학교 1학년-3학년의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하여 책 교과서와 동일한 내용의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등
이 추가되어 있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다.

[그림 1] 에듀넷 포털사이트

이러닝이 인트라넷, 인터넷 등 네트워
크를 통해 교육이 제공되면서, 시간 및 
지역적 제한은 더욱 사라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정보 제공의 개방성, 효율
성, 신속성 등을 높인 것이 바로 포털사
이트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포
털사이트의 등장은 학습자에게 보다 효
율적인 인프라와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포털사이트에 
탑재할 수 있는 잘 설계된 콘텐츠의 요
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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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는 서책형교과서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기존 교과 내용(서책형 교과
서)에 용어 사전, 멀티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보충학습 내용 등 풍부한 학습 자료와 
학습지원 및 관리 기능이 부가되고, 교육용 콘텐츠 등과 연계가 가능한 교과서 혹은 
교재를 말한다.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와 용어 사전, 평가문
항, 보충학습 내용 등 학습효과를 높여주는 풍부한 학습자료를 포함한다. 학교와 가정 
어디서나 PC, 노트북, 스마트패드 등을 통해 교과서 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지식정보 사회 그리고 유비쿼터스 시대로 발전하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테크놀로지
를 접목한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육용콘텐츠, 교수자와 학습자의 경험 부족 등으로 전면적 실시에 이르
지는 못하고 시범사업 또는 서책형교과서의 보완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 교
과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뷰어가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에듀넷에서는 디
지털 교과서를 부분적으로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림 2] 에듀넷이 제공하는 디지털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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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용 포털사이트 사례: 법무부 법사랑 사이버랜드
법무부는 법사랑 사이버랜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하여 학생 법교육을 활성화하고 시

민들이 생활 속에서 법교육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단순 강의 
형식을 탈피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2019년 12월 
영유아 기초질서 콘텐츠 5편을 비롯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요’, ‘갈등을 해결하는 지
혜’, ‘존중과 배려’ 등 교과 과정과 연계한 초·중·고등학생 콘텐츠 15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셉테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탐방’ 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을 시민들의 시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온라인 
법사랑 사이버랜드 방문 숫자는 265만명 정도이다.

[그림 3] 법교육을 위한 포털사이트 ‘법사랑 사이버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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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관리시스템
온라인 상에서 수업마다 자료의 공유, 과제 제출 관리, 피드백 제공, 학습자 간 의

견 교환이 가능한 것이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이라
고 할 수 있다.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가상 학습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다. 대표적으로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은 학습 플랫폼으로서 무료로 제
공되고 있어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구글 클래스룸의 주요 목적은 교사와 학
생 사이의 파일 공유, 과제 제출, 과제에 대한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있다.

[그림 4] 구글 클래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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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플형 교육콘텐츠
2000년경부터 교육정보화 사업의 시작으로 이러닝이 활성화되었다면, 2010년경부

터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 러닝 추진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 기반
의 교육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어플형 교육콘텐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어플형 콘텐츠는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평가 또는 반복적 연습에 
유용하며, 학습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게임형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어플형 
교육콘텐츠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어학교육, 미술교육, 과학교육 등에서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3D, 시뮬레이션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의 교육용 어플은 학습자반응시스템(LRS: Learner Response System)에 기초
하는 경향이 많다. 학습자반응시스템이란 학습자 참여 학습을 위해 개발된 공학적 도
구를 말하는데, 주로 대규모 강의를 중심으로 한 수업용 의사소통 도구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어플이나 학습도구들은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림 5] 뮤움 어플 [그림 6] 스마트교육 어플 카훗(Kah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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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형 교육콘텐츠는 특정교과의 소프트웨어 성격을 넘어 학습을 위한 소통 수단으
로 활용되기도 한다. 카훗, 소크라티브 등은 수업 중에 학생들의 응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카훗은 노르웨이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개발
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2013년 노르웨이과학기술대, 영국의 투자회사 출신
의 창업자 세 명이 만든 이 앱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퀴즈쇼를 통해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크라티브는 수업 단위로 교사가 방을 설정하고, 퀴즈 이외에 과
목, 반 단위 등 수업 활동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그림 7] 스마트교육 어플 소크라티브(Soc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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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감형 디지털콘텐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를 목표로 청소년 실감 체험

형 스포츠 통합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서상우 외, 2015). 이 사업은 새로운 
스포츠교육 융합 플랫폼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체육 활동 참여
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교육 융합 플랫폼은 가상현실(VR) 스포츠실(이하 
VR 스포츠실)이란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설치 및 보급되었다. 2016년 서울 1개교에서 
성공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2017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 10개의 초등학교로 확대하여 운영했다. 2018년에는 전국지역교육
청 별 1개교씩 178개교로 확대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약 10%에 
해당하는 600개교 설치 및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상우 외, 2015; 박세원 외, 
2018: 1004). VR 스포츠실은 ICT와 체육 교과의 융합뿐만 아니라 체육을 중심으로 
타 교과와의 융합수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운동
공간부족으로 인한 학교체육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책 사업으로 평
가받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박세원 외, 2018: 1005;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
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9).

박세원 외(2018)의 연구에 나타난 VR 스포츠실의 체육 수업 운영 방식과 규모 등
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이다. VR 스포츠실을 활용한 체육 수업의 효용성 분석의 첫 번
째 단계는 VR 스포츠실을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 요소 및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서 시
작한다. VR 스포츠실은 [그림 8]과 같이 초등학교 내 교실 1개 크기(부스크기: 
9m×6m×3m)이며, 인조 잔디 바닥과 공기 청정기, 초강력 배풍 시스템을 통한 청정
활동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사용자 안전을 위한 보호대, 그물망, 휀스 등
이 설치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터치스크린(4m×2.8m), 키오스크 작동 시스템
(kiosk operation system), 빔프로젝터(1920pixel×1080pixel), 최첨단 객체 인식 시
스템, 축구공, 다용도 공 수거 시스템 등이 있다. 특히 키오스크 작동 시스템(kiosk 
operation system)은 i5(3200, 64bit) CPU, 8G 메모리, 지포스750 그래픽카드, 
500G HDD 등을 특징으로 하며 최첨단 객체 인식 시스템은 좌표 인식 카메라, 속도 
측정 카메라, 스핀 측정 카메라, 트리거링 카메라 등이 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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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VR 스포츠실 (박세원 외, 2018)

이를 수업에 적용하면, 공을 던지거나 차는 동작을 통해 스크린에 공이 닿으면 키
오스크 작동 시스템(kiosk operation system)이 이를 인식하여 공의 속도, 궤적, 이
동거리 등을 분석해 줄 뿐 아니라 자신의 기록을 저장하여 친구들과 비교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측면이다. VR 스포츠실은 차거나 던지는 동작을 인식하는 리
얼볼 플랫폼(real ball platform)을 기반으로 학년별 10개씩 약 60개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엘리트 선수 프로그램, 놀이용 프로그램, 융합교육 
프로그램, 범교과 프로그램 등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엘리트 선수 프로
그램은 페널트킥, 프리킥 모드가 있다. ② 놀이 프로그램은 도둑을 잡아라, 농작물 지
키기, 풍선 터뜨리기 등의 게임이 있다. ③ 융합교육 프로그램은 영어와 체육, 과학과 
체육, 수학과 체육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④ 범교과 프로그램은 독도 생태계를 알아
보는 프로그램이 있다. 프로그램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전자통신연
구원(ETRI)에서 서울시 교육청과 MOU 협약을 체결하고 융합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
들의 의견을 수집 및 반영하여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VR 스포츠실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교육도 범교과교육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물론 VR 스포츠실의 한계도 지적되었다(박세원 외, 2018: 1015-1017). 우선 비용
문제로서 사업예산은 2018년 기준 VR 스포츠실 1개소 당 7,200만원과 연간 콘텐츠 
업데이트 비용 700만원 내외였다. 이 비용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시설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그
리고 콘텐츠 자체가 교육보다는 놀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프로그램 
수도 부족하고 수업으로 가능한 종목도 극히 한정된다. 그리고 수업 내용이 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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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전달이나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교육에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적극
적인 개선, 인프라 확충, 교사들의 수업 구성의 변화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유산교육에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은 문화유산 교육의 특성을 반
영하여 유적지나 박물관과 연계, VR 스포츠실의 활용,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등을 
하드웨어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되 일정한 모듈을 마련한다면 공통부분을 추출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함으
로써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곽덕주 외, 2017;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2018; 김영식, 2018).

실감형 디지털콘텐츠는 자동차 정비, 수술, 육아, 간호 등 실제 현장실습이 필요하
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와 교실 내에서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기도 한
다. 최근에는 자동차 정비 기술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로 
익혔던 자동차 부품에 대해 VR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최근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A고등학교에 ‘자동차엔진 정비 훈련 콘텐츠 
개발 및 실감교육 전용교실’을 구축했다. 이 교실은 기자재를 활용한 실습과 VR 실습
으로 각각 구성해 순환 실습이 가능한 전용실습 교육장으로 구성되었다. 전용실습 교
육장에서는 최대 10~15명의 학생이 실습을 할 수 있으며, 직접 체험이 어려운 학생들
을 위해 참관 실습과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사전 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자동
차엔진 정비 실습을 위한 교육콘텐츠는 총 6개 주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학생들은 난
이도에 따라 초급·중급·고급 과정으로 나눠 실습할 수 있고, 학생의 이해도에 맞춰 다
양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시아투데이, 2019.03.20.).

[그림 9] 가상현실에서 지진 대피 안전교육 체험1)

1) 교육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eblog/221167274704 (2017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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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효과 및 시사점

(1) 수업 형식과 내용의 변화
과거에 교육콘텐츠는 교수자가 보유하고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전달하더라도 교수자

는 다시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교육콘텐츠를 반환받음으로 확인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교육콘텐츠의 발달과 디지털콘텐츠의 등장으로 교수자는 수업내용 자체를 전자매체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고 학습자 역시 전자매체로 학습내용을 받아들이거나 질문 등 상
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학습자들이 태블릿 PC 등의 전자매체를 활용하는 수업
환경에서는 디지털콘텐츠가 매체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놓이게 되면서 교육
의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즉 전자매체를 통한 디지털콘텐츠가 교수자, 
학습자 외에 하나의 독립적인 요소로서 수업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김선아 
외, 2013: 114).

<표 2> 교수자-학습자의 상호작용의 변화

전자매체 이전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수업형식

콘텐츠의 발전과
수업형식의 변화

따라서 과거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에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대단히 가까웠던 것에 
반해, 디지털콘텐츠의 등장으로 학습자는 디지털콘텐츠를 통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자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고 있다. 

(2) 교육콘텐츠 관리, 활용 방식의 변화
지식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라 학교교육환경이 교육콘텐츠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교육에서 경직된 학교제도, 표준화된 교육과정,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콘텐츠가 발전되어 왔지만, 최근의 학교교육은 탄력적이면서도 개방적인 
학교제도, 개방적이면서도 맞춤형인 교육과정,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새로운 교육콘텐
츠 보급으로 전환되고 있다(정제영, 2016). 이에 따라 교육콘텐츠는 산업화 시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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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콘텐츠에서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콘텐츠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교육에 활용되고, 이러한 기능이 

모바일 기기와 결합함으로써 학교의 경계가 허물어지기도 한다. 디지털 교과서가 도
입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교과학습에서도 협력 
학습이나 체험 학습, 프로젝트 학습이 권장되고 교과를 넘어서는 통합교육이 시행되
기 시작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요구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3) 교육용 플랫폼의 발전
교육 분야에서도 전통적인 서책형의 콘텐츠 뿐 아니라 최근 ICT의 발달로 디지털콘

텐츠의 개발과 보급이 확산되어 왔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을 지원
하기 위해 국가 주도하에 1996년 9월 개통한 에듀넷 서비스를 비롯하여 민간형 기업
이 주도한 다양한 교육용 포털 서비스가 교육용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오
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이러닝 콘텐츠를 활용한 블렌디드 교수·학습 환경을 제
공하고자 대학 자체적인 이러닝 콘텐츠 개발 뿐 아니라 전국대학이러닝협의체를 통한 
이러닝 콘텐츠 보급이 확산되었고,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 등 디지털콘텐츠를 중
심으로 한 평생교육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이다. 최근에는 교수·학습의 혁신과 
열린 평생 교육을 위한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s, 이하 MOOC) 플랫
폼의 개통으로 디지털콘텐츠의 보급 및 확산은 다각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4) 디지털콘텐츠의 한계 극복 필요성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 등 온라인교육에서 디지털콘텐츠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

나 다음과 같은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첫째, 교수자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 교수자가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하기 어렵고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교육이 교육과정으로 구체화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유산교육은 향유의 일부로서 인식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
육과정에 맞추어 교육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크지 않은 것이다. 디지털문화유산 교
육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크
다. 결과적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학습자가 자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
록 해야 하고,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 전후에 교수자가 구성한 교육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기의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한 교육 진행의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보
통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에서 콘텐츠의 오작동은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 그
리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해당 학생의 경우 수업 참여가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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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도 있다. 
셋째, 학습자의 수준이나 집중도를 고려하지 않고 진도가 나가게 된다는 점이다. 관

람 역시 마찬가지다. 학습자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학습 수행이 어렵지만, 디지털콘텐
츠의 특성상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자에 대한 질의응
답이 학생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학습자가 흥미
를 잃는다.

넷째, 질적으로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이를 위해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일종의 학습보상시스템(Learning Reward 
System)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유산교육에서 굳이 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겠지만, 교
육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거나 체험을 할 때 복사한 것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
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협력이 어려울 수 있다. 학습자들은 단독으로 교육콘
텐츠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교수자는 교육경험을 공유하거나 나눌 수 있는 교수학습
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문화유산에 대한 경시 풍조도 경계해야 한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자칫 문화유산적 가치의 저하, 원본에 대한 경시 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가 있다.

일곱째, 지나치게 흥미위주이거나, 콘텐츠 운영 기간이 짧다. 지속적인 품질관리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교사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 디지털콘텐츠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디지
털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생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학생수준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교과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교과교육이나 특별한 
교육들은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이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5) 시사점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문학, 어학, 음악, 성교육, 창의인성 증진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 교육, 논리교육, 실험 실습, 상호문화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실험, 실
습이나 장소적 제약이 있는 교육에 유용하다. 문화유산교육은 관람, 답사, 체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유산 교과가 독립적으로 있는 것은 아
니지만,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예술교육에서 독립적으로 실시되
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요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는 전시와 관람에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활용하여 
보조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문화유산 교육분야에서도 문화유산콘텐츠가 온라인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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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모바일 또는 가상현실 콘텐츠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문화유산이 급증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DB화 되고 있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생생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면에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를 선호하는 새로운 세대의 학생들에게 흥미와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용 문화유산 포털, 교육용 문화유산 디지털 교과서, 관심과 흥미
를 유발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교육용 어플, 실감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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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현황

1.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발전과 유형

(1) 디지털문화유산의 발전과 교육에의 활용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문화재)을 매개로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문화유산교육은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역사교육의 일부로 인식되거나 박
물관교육, 유적지 답사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문화재’의 개념과 유형이 폭넓게 정의
될 수 있어서 문화유산교육 역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쉽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문화유산교육이 자칫 민족정체성 교육으로 축소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유산교육은 전문가로서 문화재 직업 분야에 요구되는 교육을 차치하고서
라도, 일반시민으로서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향유하는데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태도,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환경교육, 통일교육 
등과 같은 한 분야로서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교육에 있어서 교육 유형은 문화재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
문화재, 사적문화재, 민속문화재, 자연문화재 등과 같이 나누어 볼 수도 있다.2) 그리
고 문화재학습 유형에 따라 문화재 현장체험 학습, 박물관 학습, 문화재 실물 학습, 
문화재 조사탐구 학습, 멀티미디어 문화재 학습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도 서로의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박물관교육
에서도 현장체험과 실물학습, 조사탐구 학습, 멀티미디어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화유산교육에 있어서도 디지털콘텐츠의 활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박물관교육에서는 전시 관람의 보조기구로서, 학교교육에서는 실물을 대신해서 
감상하거나 답사할 수 있는 체험용 교육콘텐츠로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기존
에 디지털문화유산은 복원 관점에서 출발하여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DB화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러한 교육적 요구에 따라 교육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문화유산은 이제 아카이빙, 보존 및 복원, 전시, 교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안재홍, 2019). 활용 측면에서는 문화원형관련기술 로드맵(한국문화콘
텐츠진흥원)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디지털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단계를 디지타이징(디

2) 세계유산에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포함되고 무형문화유산을 별도로 분류할 경우 문화유산에 자연유
산이 포함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사전적 의미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으
로 구분할 경우 개념 체계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를 모두 포괄하는 문화재교육 
용어가 더 타당할 수도 있다. 문화재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자연문화재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문화재 용어와 문화유산 용어 간에 나타나는 혼선에서 연유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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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정보화) 단계 → 아카이빙 단계 → 복원 단계 → 체험 단계 또는 디지타이징 단
계 → 아카이빙 단계 → 복원 및 콘텐츠화 단계 → 교육 및 활용 단계(유동환, 2008)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단계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아
카이빙은 콘텐츠화 단계나 활용 단계에서도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과거 디지털문
화유산이 복원과 보존,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교육과 활용, 체험 등으로 
발전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 문화재 유형과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활용 유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종류를 구체화하기에 앞서 문화유산별 디지털콘텐츠

를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유산은 문화재와 사실상 같은 용어로 이해하기로 하
고 따라서 세계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한
다.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
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다음
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3)

①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
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
자료(考古資料)

②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중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ⅰ) 전통적 공연·예술, ⅱ)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
통기술, ⅲ)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ⅳ) 구전 전통 및 표현, ⅴ) 의식
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ⅶ)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③ 기념물: 다음의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ⅰ)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
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ⅱ)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
관이 뛰어난 것, ⅲ)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
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④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⑤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긴급

3)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유형분류’에서 문화유산을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 
다양하게 범주화하고 있다(문화재청 문화재 유형분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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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예외)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ⅰ)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ⅱ)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
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ⅲ)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
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그러나 디지털문화유산은 반드시 문화재의 유형에 따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본
다.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분류체계를 존중하되, 유산의 성격, 세계유산의 유형, 디
지털콘텐츠의 속성, 교육 또는 체험 방식 등을 반영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문
화유산, 기록유산, 민속문화유산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4)

① 문화유산은 유형의 형상을 갖고 있는 유형문화유산을 말한다. 유형문화유산은 
다시 동산인 유형문화유산과 건축물, 건조물, 시설물, 탑 등을 포함하는 건축문화유산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주로 일상생활들의 도구이거나 예술품들로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이고 후자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주로 근현대문화유
산인 등록문화재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형의 문화유산도 체험적 요소가 가미되는 디
지털콘텐츠가 가능하다.

[그림 10] 고궁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 나눔방

② 자연유산은 문화재보호법상 주로 명승과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자연유산의 경우
에도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높아 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에도 울산 암각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듯이 박물관과도 결합이 가능
하다. 교육에 있어 문화재교육 이외에 역사교육, 과학교육 등과 결합도 가능하다. 자
연유산은 사실 소재지나 현장의 특성상 답사가 쉽지 않고 종류에 따라 훼손이 불가피

4) 최희수(2013). “전통문화유산과 스마트콘텐츠”에서는 기록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무형
문화유산 등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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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도 있으며 천연기념물의 경우 관찰이 쉽지 않기도 하다. 따라서 자연유산은 
교육매체를 통한 간접체험이 실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를 위한 사진 
이외에는 교육 매체가 거의 없었으나 VR 기술 등 디지털콘텐츠의 발전으로 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자연유산의 경우 해설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③ 무형문화유산은 사람에 의해서 전승되는 특성이 있으며 예술적 또는 기술적 가
치가 중요시된다. 사람에 의해서 전승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기도 하지
만, 향유 차원의 교육도 디지털콘텐츠에 의해 가능하다. 무형문화유산은 전수교육의 
특성상 예능과 기능의 교육은 어렵더라도, 디지털콘텐츠화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공연, 
무형문화유산 향유, 무형문화유산 전파,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개발 등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역시 일반 시민들이 내용을 이해하거나 향유할 기
회를 찾는데 무형문화유산의 속성상 일정한 장애요소들이 있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를 통한 교육이나 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④ 기록유산은 한국사 자료 전산화에 따라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디
지털화에 이어 한국학연구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에서 DB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만 기록유산을 기록물이라는 특성과 유산이라는 특성 중 어느 쪽을 강조할 
것인지에 따라 보존 방식과 활용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민속문화유산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
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민속문화유산은 
다시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무형의 민속문화유산은 무형문화유산보다는 
전형이 덜 중요시되고, 다른 교과와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류체계는 디지털콘텐츠에서 한계가 있다. 문화유산 영역에서도 유형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 접근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자체가 융복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과 결합하면 디지털유산의 표현 양상은 훨
씬 더 복합적일 수 있다. 그리고 유산에 대한 핵심적 가치는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3) 소결: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의의와 범위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문화유산 영역에서 보존 및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디지

털문화유산의 수와 종류가 대폭 증대하였다. 그리고 디지털문화유산의 축적이 실제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다만 개발 기관과 목적 등이 서로 달라 중복 개발이 되
거나 활용에 제한이 있다. 분류 체계와 메타데이터가 기관마다 다른 것으로 보여 관
리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문화유산이 보존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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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이외에 활용에 한계가 있다.
디지털문화유산은 보존, 관리, 관람 등이 주된 목적이겠으나, 교육 또는 산업적 활

용이 아쉽다. 이는 전문가나 관리자만을 고려한 디지털화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행히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콘텐츠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을 만들고,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분류표준을 발표하고 박
물관 중심의 국가문화유산 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또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중심으로 유형 및 무형유산에 대한 콘텐츠 지식정보시
스템 구축사업이 이루어졌다(박옥남, 2019: 196).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범주화와 
높은 관심은 문화유산이 가지는 산업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 때문이다. 문화유산은 
원천 소스로서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하여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새로운 콘텐츠
로 재탄생되기도 하며, 문화유산을 활용한 광고나 관광상품이 기획되기도 한다.

그러나 디지털문화유산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교육용 콘텐츠로 개발된 디지털문화
유산=교육매체=교수학습자료의 고안은 매우 미진하다. 그나마 디지털문화유산의 교육
적 활용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
텐츠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전자 즉 교육용 콘텐츠로 개발된 디
지털문화유산=교육매체=교수학습자료를 좁은 의미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라고 
하고, 후자 즉 본래 교육콘텐츠는 아니지만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디지털문화유
산을 넓은 의미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라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유산
포털도 넓은 의미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될 수 있겠으나, 좁은 의미로서 디
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함으로써 넓은 의미의 디지털문
화유산 교육콘텐츠를 발굴하여 좁은 의미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로 전환해 가
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기존의 문화유산 교육에서와 같이 청소년 대상 문화
재교육과 시민 대상 문화재교육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학교 문화재교육, 박물관 교육, 
유적지 답사 교육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문화재 특성과 유형에 따라 디지털 교
육콘텐츠가 다방면으로 개발되어야 하고, 전달 방식에 따라 교과서 형식, 키트 형식, 
온라인 포털 형식, SNS 형식, 소프트웨어 형식, 스마트 어플 형식, 가상현실 체험형 
콘텐츠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들은 교육 목적에 따
라 문화유산 교육, 전시안내(정보제공), 체험 실감형(제작, 모방), 상호작용형, 스토리
텔링형(상상의 복원 포함) 등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유형은 교육내용인 문화유산의 유형, 콘텐츠
의 전달 방식, 콘텐츠에 사용된 기술 방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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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기술 방식이나 전달방식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어 일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문화유산 교육에 있어서도 전술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분류와 유사하게,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달 방식에 따라 디지털교과서, 포털사이
트, 어플, VR 안경이 필요한 실감형 콘텐츠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2.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국내외 대표 사례

사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좁은 의미로 파악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성공사
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다른 분야에서도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이제 시범 단계이자 
본격적인 활성화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유산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육현장에서 원본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답사를 가거나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문화유산 교육 이
외에도 역사교육이나 미술교육, 음악교육 등에서 디지털문화유산을 활용할 경우 간접
적인 문화유산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효과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 절에서 구분한 유형 가운데, 디지털 교과서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개발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교육용 포털사이트는 교육용이라기보다 정보제공형에 
가깝다. 어플은 교육용은 아니지만 문화유산 관련 어플들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 교
육용 어플의 제작도 기대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는 문화유산 복원과 안내, 박물관 
교육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다.

(1) 포털사이트 형
박옥남의 연구(2019)에서는 문화유산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로 총 8개의 사

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국내 온라인 서비스로는 국가문화유산포털, e-뮤지엄, 문화유
산 연구지식포털,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국외 온라인 서비스로는 유로피아나,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 구글 아트앤컬처, World Digital Library 등에 
주목하였다.5)

① 국가문화유산포털은 문화재청에서 대한민국의 지정문화재, 박물관 소장 유물정
보 등 국가문화유산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다. 
국가문화유산포털은 2013년 서비스를 시작하여,6) 전국 국·공·사립 박물관 등 10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물론, 국가기록유산포털, 문화재청 누리집, 사이버문화
재탐방 등에서 분산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를 통합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최대

5) 이하 내용은 주로 박옥남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다.
6) 2001년부터 시작된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가 발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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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유산포털이라고 할 수 있다. 
② e-뮤지엄은 1999년 정보통신부에 의해 시작된 지식정보 DB 사업 중 하나로 시

작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이 개발한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 관리시스템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박물관 포털이다. 
현재 740,000건의 소장품에 대한 이미지 760,000건을 제공하고 있다.

③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행한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역시 문화유산 관련 사이
트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은 2016년에 시작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 
및 산하 문화재연구소 등 총 8개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관련 원문정보, 
발굴연표, 고고학사전, 고고학저널, 문화유적 총람 등 연구정보의 통합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④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에 대한 공연 전시, 
교육정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2015년 시작되었다. 무형문화재, 
인류무형유산 등 문화재를 중심으로 관련 영상, 도서, 음원, 사진 콘텐츠의 탐색이 가
능하다.

⑤ 유로피아나(Europeana)7)는 유럽 전역의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미술관에서 생
성된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로, 2008년 출범된 이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추진 아래 유럽 지역 내 28개국 1500여 개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미술관 콘텐츠의 통합검색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2018년 10월 현재 약 58,000,000건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⑥ Digital Public Library of America(이하 DPLA)는 미국 내 문화유산 관련 정
보의 통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로 도서관, 기록관, 박
물관 협력을 기반으로 2013년 출시되었다. 2018년 10월 기준 DPLA를 통해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음성자료를 비롯한 미국 내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콘텐츠 29,000,000
건이 제공되고 있다.

⑦ 구글 아트앤컬처(Google Arts & Culture)8)는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로 시작하여, 협력 기관의 작품 이미지를 고해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1년 시작되었으며, 현재 70개국 1,200여 개의 미술
관, 박물관, 도서관이 참여하여 20만 점 이상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⑧ World Digital Library(이하 WDL)은 유네스코와 미국 의회도서관이 운영하는 
세계문화유산 디지털도서관이다. 2009년 시작된 프로젝트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유산 기관이 참여하여 풍부한 컬렉션을 무료로 접근하게 함으로써 문

7) https://www.europeana.eu/en
8)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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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유산에 대한 지식확충은 물론, 국가 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그림 11] 구글 아트앤컬처(Google Arts & Culture)

그런데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체로 정보제공형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포털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기능과 정보제공 기능에 충
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홍보형 콘텐츠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전시형 
콘텐츠의 경우에도 아직은 홍보 목적이 크다. 이에 반해 체험형 또는 교육형 콘텐츠
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형 중에는 최근 해외 사이트들에서는 강연을 온라
인으로 제공해주는 경우가 있어 어느 정도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
이트들이 교육콘텐츠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교육자와 전문강사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최근 문화유산 답사 또는 관람에 있어 교육과 체험이 대단
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답사, 전시, 견학, 강의, 안내, 해설, 체험, 실습 등
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 2014). 디지털문화유산 
역시 교육적 활용을 위해 교육형 또는 체험형 콘텐츠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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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뮤지엄 형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박물관 전시와 관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박물

관 관람을 돕던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는 박물관 방문 대신에 온라인 상에서 뮤지엄을 
방문하거나 교육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최근의 박물관들은 기술환경 발전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 온라인 컬렉션이 등장하고 온라인 상에서도 인터랙티브한 체험들까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구보경, 2017).

[그림 12]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전시9)

 

[그림 13] 루브르 박물관 버추얼 전시10)

9) http://www.museum.go.kr/site/main/content/vr_museum
10) 좌: https://my.matterport.com/show/?m=hwx4WpEt8AV
  우: https://www.youvisit.com/tour/louvremuseum

https://my.matterport.com/show/?m=hwx4WpEt8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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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상현실 체험형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한 것이다. 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로 3차원 

가상 공간을 만든 후 사용자가 그 공간 안에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이에 대해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기술이 변화된 것으로 불려진
다. 가상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가상세계에 완벽하게 몰입하게 함으로서, 몰입하는 동
안에는 현실세계를 볼 수 없다. 그러나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실체 환경과 가상물체가 
겹쳐져 합성된 환경을 같이 보여준다. 이러한 증강현실은 가상환경과 실제환경의 중
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GPS센서를 통하여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을 인식하여 스
마트 폰의 여러 안내 서비스에 증강현실 콘텐츠를 추가하여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증강현실 게임은 현실공간에 가상 콘텐츠를 중첩하여 상호작용하면
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VR 기술은 이러한 미래지향적 디지털 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한 원천기술이다. 첫째, 
3차원 모델링 기법은 실물 자료의 입체적인 정보를 정밀하게 구축함으로써 실물에 가
까운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를 만들고 재현하는데 기여한다. 둘째, 사용자 
조작이 가능하여 체험의 폭을 넓혀주며, 장애자도 다른 지각장치를 통해 체험할 수 
있고, 사이버 상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VR 기술은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체험을 보다 현실감 있게 
구현함으로써 콘텐츠의 체험범주를 확장시켜 준다. 넷째, 전 세계의 박물관과 인터넷
으로 연결하여 풍부한 자료와 콘텐츠를 교류함으로써 지속적인 개발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강영환, 2016: 447).

역사학과 문화유산학계에서는 20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고고학, 건축사, 미술사 
등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과거 이미지를 디지털기술로 복원하여 가상의 물리적 체
험 방식으로 재현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디지털 복원이 문화유산 그 자체 또
는 역사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일반 대중이 과거의 모습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새로운 문화기술(CT)을 사용하여 일반 대중이 역사
콘텐츠의 체험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유산과 역사의 대
중화가 시도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넘어서 대중문화와 예술에 산업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90년대 초 가상(현실) 고고학(Virtual 
Archaeology)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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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로마 리본 프로젝트11) [그림 15] World Heritage on EON 
Experience VR12)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3D’와 함께 ‘디지털복원’이라는 이름이 가상현
실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13) 문화유산이나 역사유적의 디지털 복
원이든 가상현실의 구현이든 이들은 모두 Computer Graphics(CG)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 가상현실감 또는 
가상현장감이라는 용어로 번역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의 
관련성은 이들 복원이 결국 가상현실상에서의 복원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적이 존재하는 실제의 공간이 아닌 가상이지만 현장감이 있
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유산의 복원을 ‘VR복원’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박진호, 
2001; 이창순, 2010; 양정석, 2017).

‘경기도 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시스템(vrkg21.net)’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경
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남한산성, 화성, 전곡리 구석기
유적, 회암사 등과 경기도 역사에서 중심적 가치를 지니는 실학과 효와 같은 역사 주
제를 한글․영어․일어․중국어 4개국어로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실감형 디지털콘텐
츠였다(강진갑, 2007). 그러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VR로 복원한 대표적 사례는 미륵사지 서탑이다.14) KBS방
송에서 황룡사의 영상복원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에서의 추
체험(追體驗, enactment)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방향성은 1996년 
경주 황룡사 영상 복원과 2000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확대 재생산된다. 나아가 

11) https://www.romereborn.org/
12) https://eonreality.com/eon-reality-preserves-historical-sites-and-artifacts-for-the-

 future-with-eon-world-heritage-initiative/
13) 이를 ‘가상현실 역사학’으로 개념화하기도 하였다.
14) 익산미륵사지 서탑 VR 복원에 관해서는 김기호 외(1992) 참조. 문화유산의 VR 복원은 일본이 좀더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소개는 양정석, 2017.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2000년 초부터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만남’을 목표로 다양한 방식의 문화유산 디지털
화를 위한 여러가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https://eonreality.com/eon-reality-preserves-historical-sites-and-artifacts-for-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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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복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폭 수용되면서 문화원
형 콘텐츠 제작의 중심에 있게 된다.15) VR복원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복원에 머
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공개됨으로써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유산 향유의 한 방편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이미 소멸된 문화유산의 복
원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거나 산업적 이용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형유
지’ 또는 ‘진정성(Authenticity)’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대 이
후로는 VR복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인 진정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한 VR복원의 Version 
Up이라는 새로운 측면이 부각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문화유산의 VR복원은 현재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유적, 예를 들면 평양의 고구려유적 등에 대한 접근
(accessibility)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양정석, 2017).

이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원형’이라는 용어가 개념적으로 정립되기 시작
하였고, 디지털콘텐츠화하면서 디지털유산 용어도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사멸된 문화
유산의 경우 ‘추정복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가상현실로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라도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실(‘원형’)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진정성을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VR복원의 역사적 
또는 객관적 수준이 문제되는 것이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이는 역사적 연구 성과를 진실되게 반영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실제 복원과 
달리 VR복원이야말로 역사연구의 성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가역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교육에 있어서도 복원의 이
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5) 2010년 세계백제대전으로까지 이어졌다.



- 37 -

[그림 16] 디지털문화유산 나눔방

2020년 5월 국립중앙박물관은 디지털 실감 영상관을 설치하였다. 영상관2에서는 보
존과학실, 박물관 수장고, 감은사 사리함 VR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이용 시간
은 8분 정도이다. 

[그림 17]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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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발전을 위한 시사점 

(1) 문화유산 교육의 특성 고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결국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문화유산 교육

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점은 뒤에서 보는 제3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 장에서 살펴본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디지털유산의 활
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화유산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발달은 영
어, 미술, 과학 분야보다는 뒤쳐져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화유
산 교육에서는 활용가능한 광범위한 디지털콘텐츠가 많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외국
에서도 디지털유산을 활용한 박물관교육이나 디지털 뮤지엄이 상당히 단기간 내에 개
발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유산이 이미 보존, 복원, 관리, 향유 분야에 광
범위하게 축적되고 있으므로 문화유산 교육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디지털문화유산은 문화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교육콘텐츠로 발전 가능하다. 매
장문화재나 역사문화환경은 역사교육과 결합할 수 있고, 동산문화재는 주로 박물관교
육 또는 미술교육 등과 결합이 가능하며, 자연유산은 과학교육이나 수학교육과 결합
이 가능하다.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음악교육, 미술교육, 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중에 어느 교과와 
결합할 수 있을지 세심한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문화유산 교육이 교과교육이 아닌 
현실에서는 독자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제작할 수 있지만, 최근 교육학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융합교육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2) 교사의 디지털콘텐츠 활용 역량 제고
문화유산교육에서 디지털콘텐츠 활용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김선아 외, 20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12; 황연주, 2002). 첫째, 디지털콘텐츠를 활
용하여 교수학습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다. 교과서에 
모두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미술 관련 정보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탐구할 수 있
으며, 신속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고 이로써 학습자 상호간의 협력이 증진되어질 수 
있다. 둘째, 웹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
들을 접할 수 있다.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기에 미술수업을 어려워하거나 흥미가 없던 
학습자도 쉽고 재미있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적 제
한을 벗어난 학습 환경을 통해 교실 내에서의 작업으로 일관되던 종래 미술수업의 장
을 넓혀줌으로써, 생각과 경험의 폭을 확장하여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넷째,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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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콘텐츠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사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는 디지털콘텐츠에 익숙해져야 한다. 교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활용 교육이 절실하다.

활동이론(Activity Theory)에 따르면 주체(학습자)가 객체(학습내용)에 대하여 도구
(컴퓨터)를 가지고 행동을 할 때, 학습내용은 그 자체로 보여지기 보다는 도구에 의해 
제한되기도 하고 조작되기도 한다(백영균, 2005: 117-118). 이때 객체와 도구는 주체
에 의해 스스로 창조되기도 하고 활동 단계에서 변형되기도 한다. 학습내용이 컴퓨터
를 통하여 디지털화되었을 때, 학습자 스스로 학습 내용을 증진하거나 통제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콘텐츠 자체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학습자에게 어떤 행동의 기회가 주어지는지, 수업 활동이 어떤 학습자의 반응을 전제
하고 있는지에 따라 수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김선아 외, 2013).

따라서 문화유산교육에 있어 디지털콘텐츠를 소재로 교육하는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또는 교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여 교육할 경우 장애 요
소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의 특
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교육용콘텐츠 제작상 고려 사항
교육콘텐츠 제작에 있어 기술적으로 요청되는 사항들이 있다. 
우선 서비스의 이용이 특정 기기가 아닌 PC, 태블릿, 스마트 폰 등 가급적 다양한 

기기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콘텐츠 구동이 편리해야 하고 접근성이 높아야 한
다. 불가피하게 기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기기의 소유나 사용 가능성 여부에 따
라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결국 교육자원이 된다. 교육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플랫폼이 호환 가
능해야 하고 국내 및 해외와 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지속적인 활용과 응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에 위배되
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는 가급적 원본 파일이 교육기관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규격이 교육에 적당하여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끝으로 콘텐츠의 품질이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효과, 저작권, 
윤리성(개인정보보호, 선정성 등), 접근성, 무결성, 안전성 등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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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형 문화유산 교육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자기주도적으

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작용과 체험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감형 콘텐츠 또는 체험형 디지털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
다. 앞서 살펴본 VR, AR 등은 사용자가 완전히 몰입할 수 있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되고 있다.

가상현실에서 파생된(발전된) 증강현실을 이용한 디지털문화유산은 건축문화유산에
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유산의 경우 주변의 지형과 자연환경, 동식물 
등을 재현해야 하고 장소적 맥락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형과 경관, 자
연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축소모형이나 디오라마 류의 전시기법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
다. 그러나 동적으로 연출하는 3차원 입체영상 VR 기법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강영환, 2016: 451). 이러한 장소적 맥락 외에 스토리텔링과 오감체
험이 가능해서 VR 기법을 활용한 자연유산 디지털콘텐츠 활용이 문화유산교육에 도
입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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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및 관리·활용 방안

Ⅰ.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1. 논의 

가이드라인은 본래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술이 아닌 실
행을 염두에 둔 현실적인 방향과 제한을 기술하는 것이다(최성호, 2010). 즉, 가이드
라인은 최소한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서, 특정한 설계방향을 제공하고, 그것에 따라 구
체적으로 개발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활용을 위
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가이드라
인’이란, 문화유산 관계자들이 기술 및 환경변화에 맞춰 교육적 목적을 두고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개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는 개발이
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가이드라인’에서의 유의점은 기존의 콘텐츠 
개발과 달리 ‘문화유산’과 ‘교육’이라는 고려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을 활용한 
콘텐츠는 보존을 전제로 한 가치(기능, 능력)의 확대과정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의 발견과 가치화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김상헌, 김나윤, 2011). 또한 교육콘텐츠
는 교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였거나 교육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를 의미하고, 교수-학습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
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안성훈, 박혜영, 고대곤, 2005). 교육콘텐츠로서 교육의 목표
를 성취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매력적인 교육 경험을 주어야 한다. 
교육콘텐츠는 기존의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문화유산과 융합되어 ‘디
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교육성과까지 고려한 체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은 콘텐츠 개발의 기본적인 유의점에 대한 논
의와 함께, 교육콘텐츠에서 다루는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매체 선택, 동기
유발전략, 평가 설계 등의 요소, 문화유산교육으로서의 역할 고려 등과 관련되어 통합
적으로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
츠 개발 가이드를 제시하고, 디지털문화유산 개발 입문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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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호의 하위범주로서 문화유산교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00년대
부터이다(김용구, 2018). 문화유산의 보호를 활용과 교육을 통해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성하는 노력으로서,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였다. 그동안 문화유산교육
이 문화유산을 통한 통일적인 국민의식의 확보에 있다면, 이제는 문화유산과 상호작
용하며 다양한 교육목적 속에서 문화유산 보호가 이뤄지는 양산으로 변화하였다(김용
구, 2018). 특히나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달에 따라 디지털환경으로서의 변화는 디지
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라는 새로운 문화유산 교육의 분야를 등장시켰다. 

본 연구에서의 제작 가이드라인은 이들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 문화유산, 
콘텐츠 3가지 측면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그림 18]참조). 개별적으로 각각의 요소를 
접근할 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1) 문화
유산, (2) 교육, (3) 콘텐츠의 측면으로 다양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8]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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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유산

문화유산교육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요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과 문화유산
교육의 정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국립국어원, 2020). 인간이 자신의 문화를 계승·
상속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은 이러한 문화유산의 개념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박수진, 임이랑, 2020). 

즉 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문화재를 가꾸고 보호해 나가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를 향유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문화재청, 2007), 교육적 요소를 강조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 보호행위, 
향유적 측면을 바탕으로 기존의 전통문화에 대한 애호, 문화다양성 증진, 역사의식 제
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김용구, 2018).

그동안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존 측면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어, 향유의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의 패러
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와 더불어 교과중심의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융합
교육을 통한 다양화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교육도 그동안 제한
적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성 교육, 지속발전교육(김용구, 2018), 평생교육(박수진, 임
이랑, 2020)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의 디지털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유산교육의 본질인 문화유산을 둘러싼 역
사의 이해와 논의를 통한 역사적 사고의 증진이나 문화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디
지털 플랫폼에 단순히 옮겨놓기만 한 2차원 이미지를 기반으로 전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양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과 사회적으로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에 비
해 상대적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의 개발의 부족함이 두드려져 보이기도 한다(이지
혜, 김정화, 2018). 이와 관련되어 문화유산을 디지털화를 함에 있어서 유의점을 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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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교육 이해
문화유산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교육의 목적이 다음 [그림 19]와 같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확인하야 한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교육콘텐츠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행하였던 단순히 지식중심의 전달식 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학습자의 궁극적 목적인 보호, 향유로서의 가치를 체득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차원의 학습, 
문화재가 하나의 소재가 되어 선조들의 생활, 문화, 역사의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
라, 직접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만들고 체험하며 스스로 문화창조를 할 수 있도록 문
화유산 교육은 나아가야 한다(이윤정, 2013). 

[그림 19] 문화유산교육의 이해 

다음 <표 3>에서도 기존의 문화유산교육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유산교
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변화와 그 방향을 함께 가고 있다. 미래사
회에 적응할 수 있는 학습자로서 육성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핵심역량은 공통적으
로 창의성,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력 등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방법으
로 제시되고 있는 프로젝트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 문제기반 학습
(Problem Based Learning, PBL), 협력학습 등은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
심의 교육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학습자로 하여금 강의실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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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통합적으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기
회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개 교과교육 중심의 문화유산교육에서 벗
어나서 여러 개의 교과가 융합된 융합교육, 자유학기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결된
다면 문화유산교육이 진행될 다양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기존의 문화유산교육 새로운 문화유산교육
과거와의 관계 과거 지식의 확장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 확보

교육주체 교수자 중심 학습자 중심
교육 목적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강화 사회적 맥락의 확보

주요 학습자 관람객 또는 방문자 주민
공간범위 유물 또는 유적의 점유 공간 지역, 생활공간

해석 방식
국민주의적 해석, 
전문가의 해석 독점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해석, 
해석의 민주화

출처: 김용구, 2018: 162.

<표 3> 기존의 문화유산교육과 새로운 문화유산 교육 

시대변화는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을 확대시켜, 2019년 「문화재보호법」은 다음 <표 
4>와 같이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조항들을 신설하여 개정하였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교육과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를 논의해야 한다. 문화재교육과 문화유산교육은 
각자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국가 내지 시도지방 지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문화유산인 문화재보다 문화재 외연을 둘러싼 민족자산이 문화유산으로, 문화
유산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해석된다(유동환, 2013). 따라서 문화유산교육은 문화재교
육보다 더 큰 범위이나, 법령을 통해 문화재교육이 언급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최
초임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의해 문화재교육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문
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재 애호의
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는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재기본계획에 문화재
교육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22조의 2부터 7까지는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문화재 교육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 문화재 교육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재 교육지원센
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교육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해 문화재교육 프로
그램 인증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재교육 활성화 기반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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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을 법령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
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
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구분 조항
1 제2조(정의) ②항
2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항 7의4. 문화재교육에 관한 사항
3 제22조의2(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진) 
4 제22조의3(문화재교육의 실태조사)
5 제22조의4(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6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7 제22조의6(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등)
8 제22조의7(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의 취소)
9 제88조(청문)

<표 4>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교육관련 내용

또한 문화재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박동석(2018: 259)은 14가지 구
성원리를 제안하였다. 이들 중 ① 간한문적이어서 교육과정 영역들간의 연계를 이룬
다. ② 총체적이어서 전체 문화재와 각문화재 요소들, 인문문화재와 자연문화재, 유형
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다. ③ 각 문화재와 사회적·문화적 개념
들을 통합시킨다. ④ 지역적인 문화재와 인류 전체적인 문화재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
식을 형성한다 고 밝히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문화재간의 상관성 및 교육내용과의 
연계를 통해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문
화유산 교육의 역할로서 추가하여 살펴봐야 한다.

변화된 사회에는 문화재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화재교
육이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문화유산은 개발,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
와 같은 분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현정, 2019). 이러한 사
회적 변화가 요구하는 문화유산교육의 변화요소를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표 5>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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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요소 문화유산교육

고령화 사회, 
평생학습 사회

평생교육

다양화, 
다문화 사회

문화 다양성교육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 

교육

<표 5> 문화유산교육의 질적 전환

먼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그동안 문화유산교육이 주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는 것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측면으로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할 수 있
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필두로 여가시간의 증가
는 사회구성원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인 평생교육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생활터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
공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문화유산교육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에서 평생교육의 차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유산은 국가의 상징물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와 자
원으로 인식하였다(김용구, 2018). 즉 문화유산교육을 통해 역사의식 함양과 국민정체
성 제공을 지원하였다. 특히나 우리사회가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어
서면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현재, 문화유산교육을 활용하여 국민 공통의 시민성을 
육성할 수 있다. 류호철(2014)도 문화유산의 6개의 활용 유형을 설명하면서, 그중 하
나로 세계적 활용을 언급하였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문
화재의 역할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공통된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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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문화유산교육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과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콘텐츠 부분에서 다루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
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WCED, 1987). 특히 2016년에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아래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로, 향후 15년 간 추진할 새로
운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제시하였다
(황세영, 김남수, 2016). 제시된 17개의 목표는 각각 단 하나의 주제만을 설명하지 않
고, 여러 주제 간의 연결이 되어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설명한 
평생학습이나 문화다양성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은 미래세대를 위
한 기여를 고민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유산이 가진 가치계승의 역할은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지역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인 활동 분야의 하나로 세계문화유산 및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 활동을 제시하고 있기
도 하다. 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시켜 주는 요소로, 문화
유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유념하여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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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문화유산
디지털문화유산은 디지털로 창조된 독특한 인간의 지식과 표현으로 구성된 산물이

며, 디지털로 생성된 문화적, 교육적, 과학적, 행정적, 기술적, 의학적, 법적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유산을 범위로 한다(유동환, 2013). 구체적으로 디지털유산을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 고고학적, 과학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나 건축물, 물건이나 무형물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만들거나 문화유산의 아날로그 자원 형태를 디
지털로 변환한 것,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을 기록, 모델링, 배포, 전시, 공
유, 보존하고자 재생산된 문화유산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디지털문화유산은 다양한 
포맷으로 나타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문화유산의 한계로 
언급되는 영구손상 없는 보존이 가능하다.

실제로 문화유산 교육진흥 활성화 주요사업 중 하나가 ‘영상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요자 참여 확대로 콘텐츠 기반의 문화유산 생산’으로, 디지털문화유산은 교육사
업 부분에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표 6>참조). 이제까지 진행된 사업은 주로 기
존에 만들어진 디지털문화 콘텐츠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분 목적 내용

디지털문화유
산 콘텐츠
제작사업

·3D 입체영상, 홀로그램, 
AR·VR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기록화 
및 콘텐츠 제작·활용과 문
화유산 접근성제고 및 문
화향유 기회 확대

·2011~2016년까지 석굴암 등 12건의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전국 초·중학교, 국내외 공공기관 디
지털콘텐츠 배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아시아문화전
당, 해외문화원 등 콘텐츠 배포(`15)

·수원화성 UHD급 3D입체영상·VR 콘
텐츠제작 및 디지털 기록화(’17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문
화유산영상관’ 전시 콘텐츠로 활용

문화유산 
프로그램 제작 

및 
문화유산채널 

운영

·고품질의 문화유산 콘텐츠
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국
민의 문화유산향유권 신장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를 
구축, 교육적으로 활용함
으로써 문화유산 보존, 전

·동영상, 사진, 칼럼 등 다양한 형태
의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문화유산
채널(k-heritage.tv) 및 외부 플랫폼
을 통한 보급

·방문자별 콘텐츠 이용목적과 보유콘
텐츠 활용현황 교차분석을 통해 방

<표 6>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의 디지털 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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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는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콘텐츠, 교육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콘텐츠(반문섭 외, 2005), 교육 및 교육지원에 활용될 목적으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가공하여 오프라인,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한 
콘텐츠(정광훈 외, 2018)로 목적자체가 교육에 있는 교육콘텐츠와 주로 문화재 보존
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 문화유산콘텐츠하고는 접근방식의 목적이 다르다. 문화유산콘
텐츠는 디지털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의 역할과 가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목적을 둔, 디지털 복제차원(van der Vaart & Ray, 2014)에서 논의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유산 콘텐츠와 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구분이 명확하게 제
시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상도가 높은 생생한 문화재를 경험하
는 것을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의 사례로 안내되고 있다(이지혜, 김정화, 2018). 교육
의 본질인 지식의 이해 심화와 호기심의 증대와 같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다룸에 있어서는 명확히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기록, 재현/재생산, 체험관련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가 생산
되고 함에 따라 다음 [그림 20]과 같이 디지털문화 교육콘텐츠의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보존/관리 차원
을 통해 개발된 문화유산을 활용차원으로서의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교육을 목
적으로 하여 보존/관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함을 통해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산출물이 문화유산의 재생산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구분 목적 내용
승에 기여하고 미래 활용
가치 증대

문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등 콘텐츠 
큐레이션 도입

·MCN, 웹드라마, VR 등 제작기법 
다변화

출처: 이승규 외, 2017, 4차 산업혁명 대응 문화재 정책방향 설정 연구.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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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기능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함에 있어서 유의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표 7>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호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에서도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와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통해 문화
유산의 원형을 유지하는 것이 보존, 관리, 활용의 기본원칙이며, 나아가 국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화 과정에 있어서의 제35
조(허가)와 같이 관련 규정을 지키는 것은 개발에서의 기본 확인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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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
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③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
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를 받아야 한다.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표 7> 「문화재보호법」에서 문화재교육콘텐츠 제작 상 유의 사항 관련 내용

 
디지털문화유산의 다룸에 있어서 보존은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주요 목적 중 하

나이다. 기존의 실물복원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달리, 결과물이 디지털 데
이터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콘텐츠로 손쉽게 가공하며, 원본
을 손상시키지 않고 문화재의 파괴된 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절감
될 수 있다. 교육콘텐츠지만, 문화유산이 활용되기 때문에 보존으로서의 역할을 동시
에 할 수 있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개발 그 자체가 재생산의 역할을 하지만, 학습자에 
의해 콘텐츠가 활용되고 그에 따른 산출물 자체가 문화유산을 확대 재생산을 하는 순
환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창조적 교육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이 그 시대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화된 과거의 문화유
산이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만나 현재를 반영한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으로서 디
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가상현실을 활용
한 문화유산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자 콘텐츠를 통해 특정 산출물을 제작하는데 
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나(이종욱, 2019), 앞으로 교육환경은 학습자 중심으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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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바탕으로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변화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에 따라 재생산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상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유산으로서의 평가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8>
과 같다.

구분 내용

문화유산교육
역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가?
문화유산 보호 가치를 공유하는가?
문화유산 향유를 지원하는가?

확장
국민공통 시민성을 기르는데 지원하는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디지털문화유산

목적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는가?

보존
문화유산 보호원칙을 지켰는가?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가? 

재생산
교육콘텐츠로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문화유산 재생산 기능에 기여하는가? 

<표 8> 문화유산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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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이 장에서 다루어질 교육과 다음 장에서의 콘텐츠는 교육콘텐츠의 품질관리 차원으
로 다양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6; 정광훈 외, 
2018). 문화유산교육맥락을 고려하여 이들을 정리하고, 교육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매체 선택, 동기유발전략, 평가 설계 등이 다루고자 한
다.

(1) 교육목표
교육목표는 학습맥락에서 성취해야 하는 목적을 구체화한 것으로 측정 가능하고 관

찰가능하게 진술한 것이다(강명희, 정재삼, 조일현, 이정민, 임규연, 소효정, 2017). 
교육목표를 설계 과정과 개발 과정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 학습 
전략과 매체의 선정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한다. 교육목표는 교육콘텐츠의 목적, 학습
자 분석, 환경 분석, 학습 과제 분석 등을 종합하여 도출된다. Mager(1975)에 의하면 
교육목표는 교육내용과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내용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적 목표를 
포함한다. 이지혜와 김정화(2018)에 따르면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디지털 기
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을 이해형(지식에 대한 논의, 교환), 창의형(새로운 
가치로 구성), 확산형(지식의 공유와 협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에 따른 유형 분류로,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행동목표 기술이 필요하다. 목표기술은 Bloom이 개발한 교육목표 분류체계
(Bloom’s Taxonomy)를 2000년대 제자들이 <표 9>과 같이 개정하여 구체적 목표를 
기술하였다(계보경, 김재옥, 2013). 

개정된 텍사노미 목표 기술

창조하기
설계하기, 구성하기, 계획하기, 제작하기, 발명하기, 창안하기, 
만들기

평가하기
확인하기, 가설화하기, 비평하기, 실험하기, 판단하기, 
시험하기, 탐색하기

분석하기
비교하기, 구조화하기, 해체하기, 속성파악하기, 개요화하기, 
찾기, 체계화하기, 통합하기 

응용하기 시행하기, 수행하기, 사용하기, 실행하기

<표 9> 개정된 텍사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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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정된 Bloom의 개정된 텍사노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활용되는 교육활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 Churches(2008)는 디지털 텍사
노미를 발표하였다(<표 10>참조).

이해하기
해석하기, 요약하기, 추론하기, 주석하기, 분류하기, 비교하기, 
설명하기, 예시하기

기억하기
인지하기, 열거하기, 묘사하기, 알아보기, 검색하기, 
이름붙이기, 배치하기, 찾기

디지털
텍사노미

디지털적 요소

창조하기

프로그래밍(Programming), 영화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동영상 방송, 인터넷 방송, 음악파일 제작(Filming, 
animating, videocasting, podcasting, mixing and 
remixing), 감독, 연출하기(Directing and producing), 
게재하기(Publishing)

평가하기

블로그/블로그 코멘트 달기 및 반응(Blog/vlog commenting 
& reflecting), 쓰기(Posting), 수정(Moderating),
협력과 네트워킹(Collaborating and networking), 
테스트(알파/베타)(Testing (Alpha and Beta)), 
실증(Validating)

분석하기
합치기(Mashing), 링크걸기(Linking), 
분해하기(Reverse-engineering), 해킹하기(Cracking)

응용하기
실행 및 운영(Running and operating), 재생(Playing), 
업로딩 및 공유(Uploading & sharing), 해킹(Hacking), 
편집(Editing)

이해하기

전문 검색(Advanced searching), 검색 연산자 검색(Boolean 
searching), 블로그 저널 작성(Blog Journalli ng), 범주화 
및 태그 달기(Categori sing & t agging), 코멘트 및 주석 
달기(Commenting & annotating), 구독(Subscribing)

<표 10> 디지털 텍사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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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목표를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자로
하여금 도전할만한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 이후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
으로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육내용
교육콘텐츠 설계단계에서 교육목표가 설정되었으면, 이에 따른 내용을 구성해야 한

다. 내용선정은 학습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구성의 타당성, 정확성, 
구체성, 학습 분량, 윤리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백남진(2008)은 내용 구성에 있
어서 지식과 활동 측면으로 살펴봐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식측면은 지식내용의 수준
과 양의 적정성으로, 활동 측면은 활동의 질과 유의미성을 언급하였다. 

먼저, 지식측면에서의 수준의 적절성은 실제 교육받을 ‘특정 학습자’를 고려하여 교
육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것으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설계를 위하여 학습자의 
배경, 경험, 적성, 동기, 학습, 인지양식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강명희 외, 2019). 
기영화(2002)가 제시한 내용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점을 교육콘텐츠 맥락에 따라 수
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 대상자의 특성, 경험, 태도, 가치를 반영한다. 
② 개인, 집단,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내용을 지식, 기술, 태도, 가치로 구성한다.
③ 변화하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맥락을 반영한다.

다음으로 양의 적성성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자가 집중할 수 있는 학습시간을 고
려하여 콘텐츠의 재생시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학습시간을 고려한 교육설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효정(2019)은 젊은 성인들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한 5-15
분 내외의 짧은 강의를 설계하였다. 학습 콘텐츠의 시간이 대개 15분을 넘지 않게 설
계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홍원준, 임철일, 박태정(2013)도 모바일 학습환경에서 동
영상 분할을 10분, 15분 내외로 제공한 결과, 교육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혜숙(2016)에 따르면, 2000년생 이후를 일컫는 Z세대의 생활에 대해서 연구한 일상

기억하기

중요 표시하기(Bullet Pointing), 표시하기(Highlighting), 
북마킹(Bookmarking), 소셜 네트워킹(Social networking), 
소셜 북마킹(Social bookmarking), 인터넷 검색(Searching), 
좋아하는 것 북마킹(Favoriting/local bookmarking), 
구글링(Goo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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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의 평균 집중 시간은 8초로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비형식 학습 공간으로서
의 박물관 교육콘텐츠 역시 학습시간과 학습자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평균 집중시간에 
대해 고려하여 콘텐츠가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활동 측면의 질과 유의미성은 콘텐츠를 통한 교육의 과정이 교육목표를 성취하도록 
활동자체가 가지고 있는 적절성과 학습자가 인식하게 되는 교육자체에 대한 유의미성
을 의미한다. 이 둘은 상호연결된 체계 속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그동안 문화유산교
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왔던 한계에서 벗어나 학습자로 
하여금 보다 능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즉 학습자 스스로가 기
존의 인지구조와 의미있게 학습의 내용을 연결하면서 인지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콘텐츠가 구성되어야 한다. 즉 의미있는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환경에서 지식을 개발하고, 활동에 반영하고, 배운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Jonassen, Howland, Moore, & Marra, 2003). 즉 고차원적 의미있는 학습을 위해
서는 콘텐츠를 활용하여 하나의 창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구조
가 되어야 한다.

(3)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교육 환경에서 제시되는 교육방법

은 기술의 활용과 연관되어 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학습자 주도, 테크놀로지 활용 
수업을 언급하고 있다(임철일 외, 2018). 이는 NMC Horizon report(Johnson, 
Becker, Estrada, & Freeman, 2015)에서도 언급한 박물관교육 트렌드로 참여경험
의 중요성 확장, 창의성의 경계 확장 등과 관련되어 있다. 즉 디지털사회에서 교육은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이전과는 다른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디지털의 변형가
능성(고비용을 추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정보의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 상호작용
성(정보이용자가 동시에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음), 재생산성(한번 생산된 디지털콘텐
츠는 무한 반족 재생산이 가능)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를 이용하여 이전까지 교육의 한계로 제시되던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발달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환경은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환경과의 차별성을 가
지고 있어, 학습자로 하여금 직관적이고 몰입감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상상력을 자극
할 수 있다(Huang, Rauch, & Liaw, 2010). 특히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
로써, 개인과 콘텐츠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기
술의 발달은 공간의 물리적 제약을 넘어서 학습자의 오감을 통한 경험학습 기회를 제
공하고, 학습에 대한 맥락성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개념의 습득이나 이해 차원을 넘
어서 지식적용 부분에 있어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개별화되고 몰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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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콘텐츠 제공은 유의미학습으로서의 교육활동에 있어서의 능동적인 학습자로서 
학습자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디지털문
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2차원의 이미지와 텍스트로 문화재에 대
한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상호작용적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다(이지혜, 김정화, 
2018). 

디지털교육환경에서는 다양한 교수매체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기존 오프라인에서
의 제약된 환경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디지털 매체를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매체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실
제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고려하여 적용 및 도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즉, 가장 최신의 매체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며 화려한 멀티미디어가 언
제나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수매체라고 가정할 수도 없다. 교수-학습 상황에서 매체의 
선정은 교수목표 달성에 필요한 학습내용 전달과의 연계성 속에서 다양한 상황을 고
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이성흠, 윤대선, 박정원, 윤옥한, 2013). 

디지털매체로서 대표적인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시각 데이터(서류, 
매체, 실제행동)들을 통합하여 어떠한 정보를 실제 현실처럼 느끼도록 해주는 기술을 
의미한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서 가
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이도록 하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최근에는 AR과 VR의 융합이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혼
합현실(Mixed reality)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김희수, 박태정, 2016). 증강
현실은 실제 세계의 공간속에서 가상객체를 삽입하는 기술로서, 학습자들은 증강현실 
기술 기반 수업에서 가상객체들을 손으로 직접 다루면서 능동적으로 학습을 수행하며 
흥미와 몰입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의 질이 확보될 수 있어, 
교육평가 영역으로서 이 부분을 포함하고자 한다.

(4) 동기부여 전략
학습자가 흥미롭게 교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 동기 부여에 대한 전략을 

선정한다. 정규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교육환경과 달리 디지털문화유산 콘
텐츠를 활용하는 평생교육 측면에서의 박물관이나 가상 박물관에서의 교육 환경은 인
지적, 정의적 영역이 통합된 총제적, 맥락적 상황을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학습자들
의 자발적인 참여, 주도적인 활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이종욱, 2019).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동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과 동기에 관한 대표적인 모형으로 Keller의 ARCS 모형이 있다. ARCS 모형은 
학습 동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을 이해하고,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제를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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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Keller, 1987a)(<표 11>참조). 

구분 내용
A(주의력, Attention) 학습자의 흥미를 끌거나, 학습 호기심을 유발하는 요소
R(관련성, Relevance) 학습의 필요한 목적에 대한 인식도
C(자신감, Confidence) 학습자의 성공에 대한 신념
S(만족감, Satisfaction) 학습자의 성취에 대한 보상

<표 11> ARCS이론

ARCS모형은 네 가지 요인 주의력(Attention), 관련성(Relevance), 자신감
(Confidence), 만족감(Satisfaction)으로 구성되고,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설계하는 데 다음과 같이 각 요소가 활용된다(Keller, 1987a; Keller, 
1987b). 첫 번째 동기부여 요소인 주의력은 학습자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 
자극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집중은 학습자의 호기심, 주의환기, 선
호하는 감각 등과 연관된다. 학습자의 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하위 전략 3가
지는 지각적 주의환기, 탐구적 주의환기, 다양성이 있다. 

두 번째 동기부여 요소 관련성은 학습자의 필요와 목적과 연관이 있다. 학습자는 
학습하는 내용이 흥미롭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동기가 높아진다.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친밀성, 목적 지향성, 모티브 일치가 있다. 

세 번째 요소 자신감은 학습의 학습자의 학습지속과 성취에 영향을 준다. 학습자가 
성공에 대해 기대하며 학습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달성 가능한 목
표 수준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또한 학생이 실수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도전을 하게
하고, 노력에 따라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학습의 필요조건 제시, 성공
의 기회 제공, 개인적 조절감 증대 전략이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만족감이다. 학습자가 노력의 결과에 대해 만족한다면 학습 동기는 
유지 될 것이다. 만족감은 유발된 동기를 계속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소이다. 만
족감을 높이는 하위 전략 요소로 자연적 결과 강조, 긍정적 결과 제공, 공정성 지원
이 있다.

(5) 교육평가
평가는 학습자가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점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

며,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합한 피드백을 줄 수 있다(정광훈 외, 2018). 교육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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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츠 자체의 학습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개념으로 교육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효과
성과 효율성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차승희, 김현배, 2005). 효과성은 기대되었던 
교육목표가 실제로 달성된 정도를 의미하며, 효율성이란 학습자의 개인적 욕구가 충
족된 정도로서 확인될 수 있다. 즉, 교육자체를 통한 학습자의 변화정도와 관련된 평
가, 학습자가 교육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정도와 관련된 평가로 구분하여 다룰 수 있
을 것이다. Gorman(2007)도 학습유효성이 반영된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의 평가 단
계를 다음 <표 12>와 같이 언급하였다. 반응 학습, 행동, 결과로 구분된 각각의 평가
요소는 위계를 갖고 구분되지 않고, 서로 연관되어 종합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반응수준 학습수준 행동수준 결과수준
·만족
·즉자적 반응
·느낌
·생각
·감정

·지식
·이해
·습득
·능력
·기술

·인식
·태도
·활용 능력
·행동의 변화

관람자
·감상
·장기적인 개인적 효과
박물관
·사회적 영향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출처: Gorman, A., 2007, Museum education assessment: Designing a framework. p. 210

<표 12> 박물관교육의 평가 단계

양지연(2012)은 그동안의 박물관교육이 주로 반응수준의 평가만 이루어진 한계를 
벗어나 학습, 행동, 결과 수준의 실제 ‘교육’으로서의 평가를 통해 사회적 효용을 입
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교육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항목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
한 평가요소는 즉각적으로 제공되었을 때, 학습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및 자가진
단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어(성민제, 이대현, 2017), 교육콘텐츠에서 평가의 
요소가 함께 포함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으로서의 평가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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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목표
목표 선정 목표가 명확한가?

수준 결정
학습자가 누구인지 정의하였는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목표가 선정되었는가?

교육내용

지식 수준

내용이 교육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선정 및 
조직되었는가?
내용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양 적절성
학습자의 특성(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 학습 내용,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분량인가?

활동 질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활동인가?
콘텐츠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가?

유의미성
학습자가 교육의 유미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학습자가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교육방법 및 
매체 선택

매체 선정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매체와 기술을 선정하였는가?

디지털활동
학습자가 다양한 디지털적 요소를 활용하는가?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가?

동기유발전
략

동기 유발 동기유발 전략을 사용했는가?

지속 학습
지속적으로 학습을 유지해 가기 위한 전략을 
포함했는가?

교육평가
평가 설계 목표를 고려한 평가방법을 마련했는가?

피드백 평가결과를 바로 제공하는가?

<표 13> 교육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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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텐츠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실
재감을 연출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또한 그 가상의 세계 안에서 관람객이 유물이나 
유적을 조작할 수 있는 상호작용 커뮤니케이션의 경계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켰다(강영
환, 2016). 특히 과거 전시물중심의 일방향 전시가 아닌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높은 수준의 몰입감과 현실
감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지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심소연, 문정민, 
2014). 이러한 문화유산콘텐츠는 일반 대중들이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이해하는데 있
어 현 시대의 대중들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적극
적으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는 시각 
정보를 복제물을 통해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현장감이나 실물감을 연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인 해설 위주의 콘텐츠로서 관람객과 소통하기 어렵고, 흥미
를 유발할만한 몰입요소가 부족하다(강영환 2016).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장에서
는 기술적 측면의 콘텐츠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고려할 품질관리 요소로 공통되게 논의되는 것은 무결
성, 저작권, 윤리성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8). 또한 다양화된 기술접목으로 인
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성 문제를 추가하여 콘텐츠 품질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무결성
무결성은 오류 없는 정확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능과 내용측면으로 구

분된다. 콘텐트가 흐름의 끊어짐 없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여 작동되는 것을 기능측
면으로, 내용무결성은 표현된 콘텐츠가 틀린 표현 없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상
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2) 저작권
저작권은 저자의 저작권을 명시하고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사용에 대한 관리

를 확보 하는 것 등을 통합하여 살펴보는 것으로, 저작 확보, 초상권, 저작권 표시, 
저작물 이용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의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만 한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
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
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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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된 콘텐츠의 저작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국제저작권표시방법 CCL 또

는 공공누리 표기법이 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자가 일정
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라이선스 표시로, <표 14>와 같이 사용가능 조건을 표기할 수 있다. 전 세계 사용되
는 국제표준으로,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저작권자의 의
사에 따라 일정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방식이다. 

내용 문자표기 라이선스 이용조건

저작자 
표시

CC BY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만 표시
한다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
다.

저작자 
표시-비

영리

CC BY 
NC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
이 필요합니다.

저작자 
표시-변
경금지

CC BY 
ND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
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
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저작자 
표시-동
일조건변
경허락

CC BY 
SA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
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저작자 
표시-비
영리-동
일조건변
경허락

CC BY 
NC SA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
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
*)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
다.

<표 14> CCL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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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
비스,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선스이다.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
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고, 문화재청에서 개발
된 콘텐츠도 공공누리 표기를 해야 한다. <표 15>와 같이 4개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1-4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의 숫자를 선택하여 표기해야 한다.

(3) 윤리성
콘텐츠의 윤리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리성은 콘텐츠의 내용이 주관적으로 치우치

저작자 
표시-비
영리-변
경금지

CC BY 
NC ND

·저작물 ‧ 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을 표시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이용을 원하면 저
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
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출처: 한국저작원위원회 

홈페이지(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093) 에서 출력

유형 의미 라이선스 이용조건

제1유형 출처표시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 가능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출처: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에서 출력

<표 15> 공공누리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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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구
사회적 가치관, 선정성/폭력성, 개인정보보호등과 같은 구체적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국가, 민족, 문화, 인물, 장애, 상품, 단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 및 윤리적인 편견이나 선입관,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명예훼손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 선정성, 폭력적인 용어, 이미지, 자료,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안전성
콘텐츠의 안전성이다.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해진 기술들은 문화유산교육 

적용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
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디지털매체 활용에 있어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한다면, 일부 학습자의 연령으로 인한 사이버 멀미
(motion sickness) 현상 등에 대한 고민도 추가해야 한다. 

변하영과 박철원(2019)은 사이버 멀미는 최근 디지털 사용이 늘어나면서 몸은 움직
이지 않거나 제한적인 상태임에도 시각 신호가 더 활동적으로 전달되어 발생하는 것
으로 언급하였다. 사이버 멀미는 차 멀미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노출되더라도 쉽게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Gavgani, Walker, Hodgson, & Nalivaiko, 2018). 실제 환경
과 가상현실 속 화면의 차이에서 오는 시각 정보의 부자연스러움, 영상의 해상도, 색
상, 밝기 차이가 감각 부조화를 일으켜 사이버 멀미가 발생하게 되는데, 연령에 따라 
멀미의 발생 정도가 다르다(변하영, 박철원, 2019). 같은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증
상의 정도는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12세까지 멀미에 감수성이 높고 성인이 될수
록 감소한다(Paillard, Quarck, Paolino, Denise, Paolino, Golding, & 
Ghulyan-Bedikian, 2013).

이외에도 시력저하, 어지럼증, 심리적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어, 몇몇 기술 사용에 
있어서 연령기준을 두고 있으며, 오프라인 어트랙션의 사용의 경우는 신장을 기준으
로 탑승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2018). 따라서 VR콘텐츠
의 경우, 30분 이용 시, 10-15분의 휴식을 권장한다(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2019). 또한 디지털콘텐츠가 가진 높은 몰입감은 학습자로 하여금 
과 몰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기술사용에 대한 안정성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콘텐츠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콘텐츠를 제작하
기 위한 기술규격이 2005년 공개된 이후에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2015)’을 따르고 있다. 다음
<표 16>과 같이 인식의 용이성(모든 콘텐츠는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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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용이성(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견고성(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영역 구분 영역 구분

인식의 
용이성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이해의 
용이성

가독성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예측가능성
명료성 콘텐츠의 논리성

운용의 
용이성

입력장치 접근성 입력의 도움
충분한 시간제공

견고성
문법 준수

광과민성 발작 예방(깜빡
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웹어플리케이션 접근성
쉬운 네비게이션

<표 16>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영역 구분 검사항목

인식의 
용이성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
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
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명료성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한 지시 사항 제공)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텍스트 콘텐츠
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
어야 한다.
(자동 재생 금지)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표 17>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른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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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간의 구분)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운용의 
용이성

입력장치 접근성

(키보드 사용 보장)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
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초점 이동)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
로 이동해야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
야 한다.
(조작 가능)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충분한 시간제공

(응답시간 조절)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정지 기능 제공)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
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과민성 발작 예방(깜빡
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초당 3~50 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
하지 않아야 한다

쉬운 네비게이션

(반복 영역 건너뛰기)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
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제목 제공)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
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적절한 링크 텍스트)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해의 
용이성

가독성
(기본 언어 표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
시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사용자가 의도하
지 않은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콘텐츠의 논리성

(콘텐츠의 선형 구조)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
서로 제공해야 한다
(표의 구성)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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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기에 따른 접근 차이를 두지 않기 위한 다양한 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는지
와 관련되어서도 논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입력 도움

(레이블 제공)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
이블을 제공해야 한다
(오류 정정)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해야 한다

견고성

문법 준수
(마크업 오류 방지)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
가 없어야 한다.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콘텐츠에 포
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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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의 결과에 따라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의 평가 
영역과 내용은 다음 <표 18>과 같다.

구분 내용

무결성
기능 각 기능은 오류가 없이 작동하는가?

내용 내용의 표현상(맞춤법, 오탈자 등)의 오류는 없는가?

저작권

저작물 확보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가? 

초상권 초상권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저작권 표시
국제저작권표시방법 CCL 또는 공공누리 표기법을 
통해 저작권을 제시했는가?

윤리성

사회적 가치관

콘텐츠의 내용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학습 내용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선정성/폭력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

안전성

건강
이용에 있어서 건강저해 요소(시력, 어지럼증, 멀미 
등)는 없는가?

과몰입
이용에 있어서 장시간 노출에 따른 과몰입을 유발하
지 않는가?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따르고 있는
가?

다양한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가?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표 18> 콘텐츠 평가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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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을 위한 평가 영역과 내용은 다음 <표 19>와 같다. 
각 항목은 제작 맥락에 있어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및 조정될 수 있다.

구분 내용 Y N

문화
유산

문화
유산
교육

역할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가?
☞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문화유산 보호 가치를 공유하는가?
☞ 문화유산이 대표적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문화유산 향유를 지원하는가?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장

국민 공통 시민성을 기르는데 지원하는가?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는지 검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계승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

디지털
문화
유산

목적
문화유산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었는가?
☞ 콘텐츠 제작의 목적이 교육에 명확하게 

있는지 검토

보존

문화유산 보호원칙을 지켰는가?
☞ 문화재 원형유지의 원칙과 

제작과정에서의 허가원칙을 지켰는지 
검토

- 문화재의 원형유지 기본 원칙을 
준수하였는가?

- 제작과정에 있어서 허가를 받았는가?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하는가? 
☞ 교육콘텐츠로서의 역할과 함께 문화유산 

<표 19>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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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Y N

보존에 기여하였는가 확인

재생산

콘텐츠로서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  교육용 이외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가를 검토

문화유산 재생산 기능에 기여하는가?
☞ 학습자가 생산한 산출물이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

교육

교육
목표

목표 
선정

교육목표가 명확한가?
☞ 콘텐츠를 통해 학습자가 얻게 될 지식, 

기술 및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

-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동(지식의 이해, 응용, 사고, 창의성, 
흥미, 태도, 가치관, 지능 등과 관련된 
일반적 및 특수적 행동 등)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는가?

- 디지털 교육활동과 관련된 목표인가?

수준 
결정

학습자가 누구인지 정의하였는가?
☞ 교육 수준, 내용, 양 등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자가 명시되었는지 확인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목표가 
선정되었는가?
☞ 결정된 학습자의 수준에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는지 검토

교육
내용

지식 
수준

내용이 교육목적에 맞게 타당하게 선정 및 
조직되었는가?
☞ 학습자가 최초로 인식한 교육기대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
내용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가?
☞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표현이 학습자가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검토

양 
학습자의 특성(연령이나 발달 수준 등), 
학습 내용, 학습 시간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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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Y N

적절성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적합한 분량인가?
☞ 콘텐츠의 길이가 의미있는 학습을 

고려하였는지 확인(약 10-15분 내외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는 콘텐츠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남)

활동 질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활동인가?
☞ 교육목표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활동인지 

검토

콘텐츠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제공하는가?
☞ 학습자의 활동을 통해 콘텐츠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유의미
성

학습자가 교육의 유미의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
☞ 교육 이후, 학습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검토 
학습자가 콘텐츠를 활용하여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 학습자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검토 

교육
방법 
및 

매체 
선택

매체 
선정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매체와 기술을 
선정하였는가?
☞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교육 목적이 
최대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을 
선택하였는지 점검

디지털
활동

학습자가 다양한 디지털적 요소를 
활용하는가?  
☞ 디지털의 특성(변형 및 결합 용이성, 

상호작용성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디지털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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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Y N
☞ 학습자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한 

개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검토

동기
유발
전략

동기 
유발

동기유발 전략을 사용했는가? 
☞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지속 
학습

지속적으로 학습을 유지해 가기 위한 
전략을 포함했는가?
- 학습자의 자율성을 제공하는가?

- 실재감(학습자가 교수학습상황과 과정에 
실재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정도)을 
제공하는가?

교육
평가

평가 
설계

목표를 고려한 평가방법을 마련했는가?
☞ 목표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선정하였는지 확인

피드백

평가결과를 바로 제공하는가?
☞ 디지털콘텐츠로서의 특성으로 평가의 

결과를 학습자에게 즉시적으로 
제공하는지 검토

디지털

무결성

기능
각 기능은 오류가 없이 작동하는가?
☞ 모든 기능이 오류가 없이 제공되는지 

확인

내용

내용의 표현상(맞춤법, 오탈자 등)의 오류는 
없는가?
☞ 모든 내용이 오류가 없이 제공되는지 

확인

저작권

저작물 
확보

사용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
하였는가?
☞ 디지털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문제가 없는지 검토

초상권
초상권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가?
☞ 디지털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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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Y N
또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

저작권 
표시

국제저작권표시방법 CCL 또는 공공누리 표
기법을 통해 저작권을 제시했는가?
☞ 개발된 콘텐츠를 제3자가 이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윤리성

사회적 
가치관

콘텐츠의 내용이 주관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객관적이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가?
☞ 교육콘텐츠로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지 

확인

학습 내용이 종교, 지역, 이념, 성, 계층, 
다문화가정 등과 관련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 교육콘텐츠로서 적합하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선정성/
폭력성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
지 않는가?
☞ 교육콘텐츠로서 적합하지 않은 선정성,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안전성

건강

이용에 있어서 건강저해 요소(시력, 어지럼
증, 멀미 등)는 없는가?
☞ 기술적용에 따른 건강저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

과몰입

이용에 있어서 장시간 노출에 따른 과몰입
을 유발하지 않는가?
☞ 흥미유발 전략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과몰입을 유발하는지 확인

접근성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따르
고 있는가?
☞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 인식의 용이성(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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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Y N
공하는 것)

- 운용의 용이성(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 이해의 용이성(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 견고성(사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
록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다양한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가?
☞ 기기 시스템의 제한이 없이 구동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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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앞 장에서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품질관리를 위해 개발단계에서의 가이드
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논의하였다면, 본 장에서는 콘텐츠의 보급확산을 위한 활용관리
의 측면에서 현재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
안하고자 한다.

1. 관리 현황

온라인상에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실제 교육활
동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공유·유통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개발된 디
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요자인 교사나 교육개발자가 자료에  
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기개발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
츠를 관리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유산 전반은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을 통해, 특
히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https://www.iha.go.kr)를 통해 관리되고 있다(<표 20>참조). 

국가문화유산포털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표 20> 문화재청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국가문화유산포털에서 디지털문화유산과 관련되어 ‘3D문화유산 → 주제별 3D문화
유산’에 따르면, 3D 영상으로 본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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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영상으로 본 한국의 세계유산은 창덕궁과 양동마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교
과서 속 문화유산은 성덕대왕신종을 포함한 28개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초등, 중
등, 고등으로 구분하여 각 프린팅, 모델링, 스캔, 영상으로 구분된 3D유형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는 ‘자료분류별 검색 → 공연/전시/교육  
→ 교육’ 에 들어가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제공된 8종의 자료에는 어린이를 위한 
무형문화유산 교재, 2016체험교육으로 만나는 무형유산 등과 관련된 자료가 PDF형태
로 제공중에 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에서의 
교육콘텐츠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1>와 같다. 

구분 콘텐츠 1 콘텐츠 2

문화재청

고인돌 교육용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2019)

수원화성 교육용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2019)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표 21> 문화재청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먼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문화유산교육자료에서 제공하
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는 2종이다. 이들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 링크를 클릭하
면, 문화유산채널의 미디어-융복합콘텐츠(https://www.k-heritage.tv/main/heritage)
로 연결이 된다. 이는 융복합콘텐츠,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 문화유산 AR 콘텐츠로 구
분되어 있다. 교육자원으로서 융복합콘텐츠,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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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용을 목적으로 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2종이다.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에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문화재 고수 → 문화유산 e-Learning, 문화유산 e-교실, 동영상으로 배우는 문화재
가 있다. e-Learning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swf파일은 구동이 되지 않고 있으며, 동
영상으로 배우는 문화재의 하위로 한국의 세계유산 애니메이션, 동영상, 문화유산으로 
배우는 한국사, 함께 나누는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용자의 접근의 
편리성과 콘텐츠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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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방안

(1)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단계 체계화
교육 목적의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고, 그것의 질적 수준이 제고되기 위

해서는 교육콘텐츠 제작 측면에서의 질관리와 제작 이후의 아카이브를 통한 콘텐츠 
관리, 보관 및 재가공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콘텐츠 제작 측면에서의 질관리를 위해서 교육콘텐츠 개발 절차를 체계
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Jones과 Richey(2000)는 프로토타입 개발 방법으로 [그
림 21]과 같이 계획, 분석, 설계, 프로토타입, 개발, 운영, 평가 및 피드백의 단계를 
제안하면서 이들 단계는 동시적이고 중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출처: Jones & Richey, 2000: 78.
[그림 21] 프로토타입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 체계

이를 반영하여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을 분석, 설계, 개발, 검수, 운영, 평
가라는 각 단계를 마련하고 [그림 22]와 같은 관계자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콘텐
츠가 개발, 활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내용 선정 및 조직, 설계, 교
육내용 구성, 기술 적용 등의 과정에서의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맥락전문가는 학교
교육차원, 평생교육차원으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주
며, 내용전문가는 문화유산의 이해에 있어서의 지식적 측면을 담당하고, 교수설계전문
가는 교육을 하나의 체제로 보고 체제를 구성하는 학습자, 교육내용, 방법, 환경 등의 
상호관련성에 기초하여 이러한 요소들이 교육목표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고, 기술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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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가 구현될 수 있도
록 한다. 

[그림 22]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체계 구축

이들 외에도 전문가에 의한 품질평가와 사용자들의 객관적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
다. 전문가에 의한 품질평가로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가칭)’을 
운영할 수 있다. 품질관리위원회의 품질평가 결과가 콘텐츠 수정보완의 단계에서 반
영되어 최종적으로 콘텐츠 개발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개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만족도와 사용성 평가 등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콘텐츠가 공개된 이후, 사용에 있어서의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평가의 상황들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콘텐츠의 수명주기는 2-3년 정도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재개발, 미활용 콘텐츠의 경우에는 폐
기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역할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1.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운영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관리에 대한 심의 및 자문
 3.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업체 선정에 대한 심의
 4.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내･외부 품질인증체제에 대한 자문
 5. 기타 관련된 중요한 사항

<표 22>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품질관리위원회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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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활용에 있어서 사용자인 학습자에 의한 객관적 평
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실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사용성 평가가 중요
하다. 따라서 실제 현장 적용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평가를 모니터링하여 향후 콘텐츠 
유지, 폐기 등을 고려하고 차후의 콘텐츠 개발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2) 문화유산 교육포털 구축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문화유산과 관련된 교육콘텐츠는 산발적으로 다양한 기관

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개발된 교육용 문화유산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문화유
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문화유산 교육포털(가칭)’이 마련되어야 한다. 문화유산
교육과 관련되어 누구나가 손쉽게 접근하여 교육받고,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를 교육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포털은 필요하다. 문화유산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차원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포털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유산교육 종사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나 문화유산 교육포털을 통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서 강조되고 있는 문화재교육의 확산을 추구할 수 있다(법령에서는 문화재
교육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교육으로 제시한다).  

다음 [그림 23]과 같이 문화유산 교육포털은 크게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문화유산교
육, 문화유산교육 인증제, 문화유산교육 자료연계의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먼저,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개발된 콘텐츠를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접
근성을 높이고, 교육콘텐츠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문화
유산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지도안을 제공·공유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활용
의 발판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문화유산 콘텐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수요계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화유산교육은 학생/선생님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유산교육, 
에듀케이터를 위한 직무교육,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으로 구분된다. 학교교육을 중심
으로 관심있는 학생들이 포털자체 내에서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교사도 학교현장에서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연수과정을 제공한다.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유산교육은 평생교육차원에서의 문화유산
교육을 단순히 오프라인으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듀케이터를 위한 직무교육에서는 문화유산교육을 위한 다양한 
직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전국의 문화유산교육
이 필요한 학교, 평생교육 기관,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관련 내
용을 설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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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문화재 교육포털 기능(안)

문화유산교육 인증제는 문화유산교육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자체, 기업, 교육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해 전문성있는 문화유산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청장의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4) 디지털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활용
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끝으로 문화유산교육 자료 연계는 교육자원으로서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연결해 준다. 이상의 포털은 각
각의 설명된 기능과 함께 문화유산교육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요자중심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수립
문화유산 교육포털이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보급하여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유산교육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콘
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신규콘텐츠 개발을 위한 로드맵
을 수립되어야 한다.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유산교육을 위한 콘텐
츠 개발 및 관리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존에 있는 교육콘텐츠의 노
후화 및 중복 콘텐츠 등을 면밀하게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의 성과 검증
을 기반으로 하여 기 개발된 교육콘텐츠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문화유산 교육콘
텐츠 개발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마련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문화유산과 학교교육에서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연계를 위해 교육 
실천의 대상자인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여 콘텐츠 개발의 우선순
위를 마련해야 한다. 사회과 중심의 교과교육 외에도 최근에는 융합교육을 통해 다양
한 교과와 문화유산교육이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교과 
과정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와의 연계를 통해 문화유산교육의 확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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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여 문화유산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유산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차원에서도 문화유산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 5일제, 주 52시간제도 등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은 앞으로 평생교육차원의 문화유산교육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
와 연계하여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능동적 평생교육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디지털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인증제 활용
개발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통하여 활성화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23>와 같이 2019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 6에 따
르면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자는 문화재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문화재청장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발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
텐츠나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인증받게 함으로써 문화재교
육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 질적 개선, 문화재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제
도를 통하여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의미와 관심을 유도하고, 우수 모델을 제공함으
로써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 6)
②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내용·교육과목·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인증할 수 있다.

<표 23>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법령

실제로 교육프로그램 인증과 같은 경우, 현재 「환경교육진흥법」  제13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인증)에 의한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나  「인성교육진흥법」 
제12조(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의한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등이 운영 중에 
있다. 환경교육의 경우에는 환경보전협회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인성교육의 경우 한국
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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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안)은 다음 [그림 24]와 같으며,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제 운영을 목
적으로 하고 있는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평가를 운영할 수 있다. 인증신청 단계
에서의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단계에서의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를 통한 인증자
격 유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을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앞서 개발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
츠 품질관리위원회(가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그림 24]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절차(안)

(5) 에듀케이터 연수과정 개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활용을 위해서는 에듀케이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에

듀케이터가 교육콘텐츠를 얼마나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화유산 교육
의 성공이 결정된다. 특히 문화유산 교육포털이 구축된다면 이들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이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
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에듀케이터가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이
나 활용단계에 있어서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
술, 콘텐츠 개발 단계, 활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제 개발된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표 24>와 같이 디지털문화유산 교육
콘텐츠의 이해라는 기초연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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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제목 내용

1차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이해
-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정의
- 적용 사례  

2차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체험
-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체험
- 디지털 기술 이해

3차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제작 1
-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단계
- 에듀케이터의 역할(커뮤니케이션 등)

4차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제작 2
-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품질관리
- 콘텐츠 개발 경험 공유

5차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평가
- 사용성(만족도, 지속성, 흥미 등) 평가 
- 공유 및 확산

<표 24>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이해 기초 연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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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개발

Ⅰ.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사례

1.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기준 

디지털 교육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인해 학교뿐만 아니라 문화
기관에서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이 된다.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내용이나 기술적 방식
이 매우 다양하고, 콘텐츠 제작 기술의 지속적인 발달로 인해 그 유형을 구분하는 데
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꾸준히 디지털 교육콘텐츠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콘텐츠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적 의미를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문화유산 교육에서의 최근 대두되는 이슈는 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지식 정보 습득 
차원의 학습만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교육 역
시 교육계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맞추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문화유산 
교육은 지식과 정보 습득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체험하며 스스로 재구
성하고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윤정, 2013). 즉 문화유산교육은 문
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보존 측면에만 중점을 두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유의 
측면이 강화될 수 있도록 발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유산교육은 가장 
유력한 문화유산보호 노력이자 행위로 단순한 과거성의 회복이 아니며 과거와 현재적 
맥락을 결합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김용구, 2018). 

문화유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 차원의 학습, 문화재가 하나의 소재가 되어 
선조들의 생활, 문화, 역사의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학생들이 문화유산을 
만들고 체험하며 스스로 문화창조를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 교육은 나아가야 한다(이
윤정, 2013). 이를 위해서는 문화유산교육의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된다. 학
생이나 시민들이 지식이나 정보 전달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경험을 바
탕으로 스스로 문화창조의 주체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문화유산 교
육의 지식이나 정보 중심, 문화기관 중심, 교사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
다. 

2018 지역문화유산교육 가이드북에서 제시하는 문화유산교육의 개념 체계에서는 문
화유산에 대한 교육, 문화유산을 통한 교육, 문화유산으로 문화행하기를 강조하고 있
다. 특히 문화유산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선조의 지혜를 이어 받고 전통을 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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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양인, 문화적 감성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창의융합인재, 세계와 소통하고 자기고
장을 아끼는 미래형 공동체 시민을 말한다. 

다음은 문화유산교육, 디지털 교육콘텐츠 관련 앞 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
육콘텐츠 사례 발굴 및 개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 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문화유산교육을 통해서 문화 정체성을 확립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을 향유하고 
나아가 개인의 삶과 지역 사회에서 문화 향유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다. 

둘째, 교수자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참여의 주체로서 학습자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전문가나 국가의 독점적 해석보다는 문화유산에 대한 개인적이고 일상적 해
석을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해석의 다양성을 공유, 확산시키도
록 자극한다. 즉 문화유산에 대한 단일한 해석이 아니라 학습자의 개인적이고 일상적
인 해석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넷째, 특정 교과교육 중심의 문화유산교육에서 벗어나서 여러 개의 교과가 융합된 
융합교육은 미래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에 융합
적 접근을 꾀하는 문화유산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고령화 사회와 평생학습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서 평생교육
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유산교육이 주로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되
는 것에서 벗어나 평생교육 측면으로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생활터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
공해야 한다.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보다 다양한 층위의 대상을 위한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양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문화유산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문화다양성의 시대에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계기와 
자원으로 문화유산을 인식하는 것(김용구, 2018)이 필요하며, 국민 공통의 시민성/공
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문화유산교육콘텐
츠를 개발해야 한다.  

일곱째, 지구상의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와 이슈는 최근 교육의 핵심적 과제가 아
닐 수 없다. 문화유산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시켜 주는 요소로, 
지속가능성을 유념하여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보면 지나친 디지털 기술력 의존에 따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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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재현성을 경험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 있는 문화유산 정책 역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 콘텐츠와 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구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
아, 대체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통해 해상도가 높은 생생한 문화재를 경험하는 것을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의 사례로 안내되고 있다(이지혜, 김정화, 2018). 디지털 기술력
의 활용은 문화유산의 보존 기능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의 
기록과 재현의 경험만으로 관람자의 경험을 확장시켜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것은 단순히 
학습 내용을 디지털화 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화유산 교육이 지향하는 바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변화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 역시 고려해야 
한다. 즉 이는 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수용자 입
장에서 특정한 교육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지와 관련지어 살
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디지털 미디어를 보편적 소통의 매체로 활용하고 있다. 문자의 시대에서 
인쇄 매체를 넘어서 20세기의 전자기술의 도입은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등 더욱 다
양한 전달 매체로 확산되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음성, 음향, 동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초고속 인터넷망은 새로운 소통의 구조를 형성하였
다. 이러한 멀티미디어의 세계는 이전의 아날로그 미디어와 다른 특징을 지니는 데 
그것이 바로 인터렉티비티(interactivity)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
용하여 다양한 전문영역이 연결되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사
회가 도래했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개인은 동등한 주체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세
계구성의 공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양해림, 2006). 이전의 혈연, 지연, 학연의 사회
가 수직적 연결망이었다면, 현대 사회는 수평적 연결망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
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디지털 생비자(Prosumer)의 개념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
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권성호, 심현애, 2005). 디지털 생비자의 수행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디지털 생비자의 수행 영역과 관련된 세 가지 축으로서 ‘상징체계의 
다양성’,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그리고 ‘미디어 텍스트의 개인소유와 공유’를 
제시하였다(권성호, 심현애, 2005).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권성호, 심현애, 
2005: 229-235).

첫째, 상징체계의 다양성. 학습자가 미디어 텍스트를 표현하는데 상징체계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는가와 관련된다.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징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여러 가지 상징체계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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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미디어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학습자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수용만 하느냐 
혹은 수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미디어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느냐와 관
련된다. 미디어 텍스트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으로 생산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미디어 텍스트의 개인소유와 공유. 학습자가 미디어 텍스트를 개인 차원에서 
소유하느냐 타인과 공유하느냐와 관련된다. 학습자들이 미디어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현선(2006)은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멀티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말과 글, 이미지와 영상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고 또한 스스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텍스트와 이미지 혹은 동영
상으로 표현하는 어린 세대에게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경험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증강현실 기반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에 관한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문화유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치우쳐져 있으며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모색이 매우 부족함을 강조하였다(전지윤, 
2019). 또한 박선희(2017)는 문화재의 감상과 정보 확인에 그치는 가상현실 기반 교
육을 넘어서 가상현실에서 문화유산교육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였다. 

이지혜와 김정화(2018)은 디지털문화유산 교육 분석의 틀로 이해형, 창의형, 확산형
으로 구분한 바가 있다. 특히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산출물이 문화유산의 재
생산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된 과거의 문화
유산이 교육을 통해 학습자를 만나 현재를 반영한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과정으로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문화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은 
새로운 역량을 요구한다. 따라서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개발에서 고려해야 요소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모드가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VR, AR 등의 요소 중에서 어떠한 요소를 활용하는가? 단일 모드인가? 다중 모드인
가? 

둘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교사 주도형인가? 사용자 주도형인가? 
셋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관람자의 한 가지의 감각만을 활용하는가? 혹

은 보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도록 하는가? 
넷째,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이용자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가? 이용자의 창

작을 자극하는가? 혹은 공유와 확산을 꾀하는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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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 무엇인가? 
다른 플랫폼과의 연결을 자극하는가? 다중적 플랫폼을 사용하는가? 

여섯째,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후, 결과를 개인 소유로 마무리 되는가? 혹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지는가?

 
2. 웹사이트 기반 디지털 교육콘텐츠

1994-2004년까지의 대부분의 웹사이트를 웹1.0으로 부르며, 기본적으로 디렉터리 
검색을 말한다. 사용자들은 체계적으로 분류된 자료를 카테고리별로 검색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웹2.0에서는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
으로 사용자가 직접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을 말한다(위키피디
아, 2020).

(1) EdMuse 
○ 개요 

EdMuse16)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박물관 및 문화기관의 디지털문화유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API 기술을 활용한 학습환경에서 협력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
형 플랫폼이다. 교사들에게는 과학 관련 여러 가지 주제 중심으로 수업 자료를 제공
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자료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Erasmus plus Agency의 지원을 받아 EdMuse 프로젝트 파트너에 의해 개발되었
다.

출처: http://www.edmuse.eu/edmuse-platform/
[그림 25] EdMuse 과학 교육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사이트

16) http://www.edmuse.eu/edmuse-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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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문화유산 관련 링크와 수업 설명 및 관련 학생활동까지 개발하여 제안하였으며, 일

종의 피피티 형식처럼 수업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면, 기후, 태양계, 지구, 빛 등의 다양한 주제들이 있다. 

다음은 빛이라는 주제의 내용 예시이다17). 

출처: http://www.edmuse.eu/edmuse-platform/lessons/Light/LIGHT-C.Koutsospyrou.pdf
[그림 26] 주제 ‘빛’

 
○ 특징

- 학생을 대상으로 유럽의 다양한 기관의 소장품 자료를 검색하고 학생 개별 연구
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였다.  

-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유산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 수업의 사례를 
제공하였다. 

- 과학 관련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산과의 연계성을 통해 융합 교육 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 

17) http://www.edmuse.eu/edmuse-platform/lessons/Light/LIGHT-C.Koutsospyro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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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metkids 
○ 개요

#MetKids18)는 어린이들을 위해 그리고 어린이와 함께, 어린이가 메트로폴리탄과 
함께 만든 사이트로, 인터렉티브 맵을 사용하여 박물관을 탐색하고, 어린이 관람자들
이 만든 비디오 시청하며, 미술 작품 관련 재미있는 정보를 찾고, 집이나 전시실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다. 7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을 위해 블로그
에 질문도 하고 친근하게 만들어진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성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metkids의 내용은 인터렉티브 맵, 타임머신, 비디오 자료

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18) https://www.metmuseum.org/art/online-features/metkids/ 

출처: 
https://www.metmuseum.org/art/online-features

/metkids/

[그림 27] 멭키즈 홈페이지

    
출처: 

https://www.metmuseum.org/art/online-features
/metkids/

[그림 28] 맵의 도입 부분



- 93 -

○ 특징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이트 운영으로 시각적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색상과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고 있다. 
- 소장품 소개와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인형극 동영상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 미술 혹은 미술관과 관련한 어린이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은 어린이들

의 눈높이에서 미술과 미술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렉티브 맵의 세부 내용(재미있는 정
보) -시대와 지역 그리고 빅 아이디어에 
기반하여 탐색할 수 있는 5000년의 타임
머신

인터렉티브 맵의 오브제 관련 어린이들이 
만든 애니메이션

어린이들이 시대와 지역, 빅 아이디어 중
심으로 소장품 검색이 가능한 타임 머신

유물 관련 어린이 창작 비디오와 
어린이들의 질문에 대한 영상 등의 

비디오 제공
출처: https://www.metmuseum.org/art/online-features/metkids/

[그림 29] 맷키즈의 여러 메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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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기반 디지털 교육콘텐츠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사용자간 자유
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기반
의 사회적 관계망을 제공한다. SNS는 기존 오프라인 상의 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
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인맥을 생성하고 확대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
다. SNS는 이외에도 마케팅, 지식과 게임, 공공 부문 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노규성 외, 2013). SNS가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하며, 문서작성, 쇼핑, 동영
상, 게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는 다양한 
소셜 플랫폼이 서로 연결되고 웹 페이지들이 소셜 플랫폼과 연결되기에 이르렀다. 이
에 따라 사용자는 참여와 공유 그리고 개방을 통해 소비자가 아닌 생비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노규성, 2014). 

(1) 게티 블로그의 게티 아이리스 
○ 개요

2010년 4월 오픈한 게티 미술관의 블로그에서 2020년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흥미로운 프로젝트인 게티 아이리스는 게티의 소장품을 중
심으로 일상용품 세 가지를 활용하여 일반인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명화를 집에서 재
창작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이다.19) 게티 블로그는 큐레이터, 교육자, 과학자, 학
자, 디지털 전문가, 초청 연사, 인턴 및 기타 많은 사람들이 작성한 게티 커뮤니티의 
전체 프로젝트이다. 다양한 작품을 대중에게 쉽게 소개하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사
람들의 접근을 돕는다. 

○ 구성
전문가들의 Podcasts, 관람자들과 함께 할 프로젝트 등 최근 다양한 이슈들을 올리

는 공간이다. 다음은 최근 사례 중 사회적 변화에 대한 게티의 전략을 볼 수 있는 사
례이다.  

① 게티 아이리스: 전세계의 창의적인 천재가 일상용품으로 재창조한 게티 미술작
품 프로젝트 Waldorf, S. & Stephan, A. (2020. 03. 30.)

-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재미있는 도전을 제안한 것으로, 집에 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사용하여 좋아하는 미술 작품을 재창작하는 것이다. 

19) 
http://blogs.getty.edu/iris/getty-artworks-recreated-with-household-items-by-creative-geni
uses-the-world-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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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프로젝트는 암스텔담의 Rijksmuseum과 Between Art and Quarantine 인스
타그램(https://www.instagram.com/tussenkunstenquarantaine/)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출처: 
http://blogs.getty.edu/iris/getty-artworks-recreated-with-household-items-by-creative-geniuses

-the-world-over/
[그림 30] 게티 미술작품 재창작 예시

②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 
- 어머니날을 위한 게티 꽃다발 만들기: 꽃 관련 게티 미술관의 소장품을 감상하고, 

꽃다발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다. 
- 창의적인 10대를 위한 사진의 기초: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멋지게 사진 찍는 기초 

방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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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blogs.getty.edu/iris/how-to-make-a
-getty-inspired-bouquet-for-mothers-day

/
[그림 31] 꽃다발 만들기 안내 

      출처: 
http://blogs.getty.edu/iris/photography-fun

damentals-for-the-creative-teenager/
[그림 32] 창의적인 10대를 위한 

사진의 기초 안내 

○ 특징
-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술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게티의 소장품과 일반 대중들의 일상의 삶과 연계하기 위해 재미있게 참여하는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 게티 미술관의 블로그 인 게티 아이리스를 통하여 진행된 게티 챌린지, ‘미술 작

품 따라하기’는 감상자가 직접 작품 안으로 들어가거나 일상의 물건을 자신의 방식으
로 창작하는 주체로서 관람자의 지위를 새롭게 갖는다. 

- 게티 챌린지라는 해쉬태그를 사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의 사
례를 보여준다.  

http://blogs.getty.edu/iris/how-to-make-a-getty-inspired-bouquet-for-mothe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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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앱 기반 디지털 교육콘텐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앱이라 줄여서 부르며, 채팅과 대화에서부터, 영어 단어 검색, 건강상태 체
크 앱 등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처리하도록 도와준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경우, 
작품 가이드에서부터 사용자의 창작을 도와주는 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앱과 
SNS, 웹, 온사이트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도록 함으로써, 관계망이 더욱 확대
되고 있다. 

(1) 내셔널 갤러리의 키즈 앱
○ 개요

내셔널갤러리 키즈20)는 어린이들이 놀이하듯이 일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되었다. 어린이들의 예술적 표현과 창조성을 장려하고 자기주도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서 어린이들에게 평생 지속되는 예술에 대한 개인적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자 하였
다. 

○ 구성
내셔널갤러리 키즈 앱은 국립미술관 소장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8가지의 활동과 드

로잉할 수 있는 스케치북과 관람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장한 작품을 전시할 수 있
는 개인적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앱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친근한 인터페이스, 사용하기 쉬운 도구, 탐험 중시, 주
의 깊은 관찰, 미적 자기표현력 등의 중요한 활동과 능력을 중시한다. 

10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초상화/ 풍경/ 바다풍경/ 정물화/ 액션 페인팅/ 색채 탐색/ 색의 세계/ 콜라주/ 

스케치북/ 나의 갤러리

20) https://apps.apple.com/us/app/ngakids-art-zone/id904766241?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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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pps.apple.com/us/app/ngakids-art-zone/id904766241?ls=1
[그림 33] 내셔널 갤러리 키즈 사이트와 초상화 재창작 코너

출처: 
https://apps.apple.com/us/app/ngakids-art-zone/id

904766241?ls=1
[그림 34] 작품의 이미지 재구성 및 

애니메이션 

 출처: 
https://apps.apple.com/us/app/ngakids-art-zone/i

d904766241?ls=1
[그림 35] 나의 갤러리 예시 

○ 특징
- 어린이들이 새로운 미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자의 

역할을 갖도록 한다. 특히 사용법이 쉬워서 다양한 주제와 양식 중에서 자신이 원하
는 것을 고르고 이를 토대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쉽게 그리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앱이라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관람자들은 작품을 자유롭게 변형 
및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회화 작품의 이미지에 움직임을 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
는 것처럼 작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오브
제를 직접 변화시켜나가는 활동은 미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며 재창조 활동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앱 상에서 갤러리에 관람자들이 제작한 작품을 저장하여 자신만의 전시회를 구성

https://apps.apple.com/us/app/ngakids-art-zone/id904766241?ls=1
https://apps.apple.com/us/app/ngakids-art-zone/id904766241?l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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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작 그리고 전
시에 이르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4. 온사이트 기반 디지털 교육콘텐츠

온사이트 기반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유적지 등의 물리적인 전
시 공간에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실감 영상관
○ 개요

2020년 5월 오픈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21)은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만든 다양한 문화유산 실감 콘텐츠를 제공하는 전시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문
화유산을 실감 콘텐츠로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문화유산의 환상적 세계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설전시관의 1층, 2층, 3층의 지정된 공간과 경천사 십층석탑에 
미디어파사드를 제작하였다. 

○ 구성
- 디지털 실감 영상관 1: 디지털 실감 영상관 1은 상설전시관 1층 중근세관 내에 

위치한다. 프로젝션 맵핑 공간으로 첫 번째 콘텐츠는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와 연계
한 참여형 콘텐츠로 구성되었다. 책가도는 서가에 책이나 문방구류 이외에도 장수, 부
귀, 다산 등 여러 가지 복을 기원하는 여러 가지 물건이 그려져 있다. 관람객은 전시
실에 비치된 태블릿 PC로 책장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채우거나, 자신의 얼굴을 
찍어서 책가도를 채울 수 있다. 또한 책가도에 놓여 있는 작가들의 인장처럼 자신의 
이름을 새겨 둘 수도 있다. 완성된 이미지는 마주하는 벽면의 대형 책가도 영상으로 
이동되어 다른 관람객이 제작한 내용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두 번째 콘텐츠는 폭 60m, 높이 5m의 3면 파노라마 스크린의 초대형 영상으로 관
람객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한다. “금강산에 오르다”,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 “신선들의 잔치” 4종의 콘텐츠가 교차 상
영된다. 등장인물을 3D로 구현하고,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의 궁중무용 모션을 캡처하
여 그림에 입히고 미디어아트로 재현하였다. 

21)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digital_real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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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digital_realistic_1
[그림 36] 영상관 1 파노라마 스크린 

 
- 디지털 실감 영상관 2: 상설전시관 2층 기증관 내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2은 초고

해상도 미디어와 가상현실(VR)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첫째, 태평성시도를 활용한 터치스크린 코너는 8K 고화질로 원본의 이미지를 제공

하고, 각 폭마다 목화솜 타기, 장원급제, 화분 운반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둘째, 가상현실 콘텐츠는 크게 박물관 수장고, 보존과학실 그리고 감은사 사리장엄 
가상현실로 재현하였다. 예약에 기반하여 해드셋을 끼고 관람객들이 수장고를 다니며 
소장품을 확인하고, 보존과학실에서 유물 수리 체험을 할 수 있다. 감은사 사리장엄구
의 세부 조각을 살펴보고 감은사에 담긴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다. 

- 디지털 실감 영상관 3: 상설전시관 1층 고구려실 내에 위치한 디지털 실감 영상
관 3은 전면과 양측면, 그리고 천장 4면에 프로젝터 영상을 투사하여 안악 3호 무덤, 
덕흥리 무덤, 강서대묘를 재현하였다. 

- 경천사 십층석탑: 경천사 십층석탑에 미디어 파사드, “경천사탑, 층마다 담긴 이
야기”를 제작하였다. 손오공의 모험, 석가모니의 삶과 열반 등 석탑에 새겨진 조각의 
의미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을 미디어 파사드로 표현하였다. 수요일과 토요일 8시에 
10분간 플레이 된다. 

○ 특징
- 책가도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관람자들이 상호작용하며 체험하

고 창작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준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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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실감 영상관 3에서 고구려의 고분 실내를 보면서, 다양한 모티브와 별자
리 등에 대한 추가적인 디지털 영상 작업으로 고분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제공한다. 

- VR 체험으로 일반인들이 다가갈 수 없는 박물관의 공간과 작업에 대한 소개 그
리고 체험이 흥미로웠다. 

(2) 대만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의 ANiMAL 전시(2018)

출처: https://vimeo.com/345626894/description
[그림 37] Animal: Art Science Nature Society 전시 

○ 개요 
대만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획한 전시로, ANiMAL은 예술, 과학, 자연 및 

사회의 렌즈를 통해 동물 관련 문제와 이야기를 다양한 시대에 접목시켜 이 지구상의 
파트너인 동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기획하였다.  

○ 구성
전시회는 기후변화, 환경파괴, 인구 증가, 전쟁, 밀렵 및 종간 바이러스 전파와 같

은 오늘날 동물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 연구분야에서 동물에 대해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시는 전체적인 개요와 과학적 탐구, 상징과 동음의 말장난, 종
교적 창조물에서 대중적인 상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동물우화, 자연과 동물의 조
화와 부조화, 현대미술에서의 동물 정체성 수정 등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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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effreyshawcompendium.com/curation/animal-art-science-nature-society-exhibition/
[그림 38] Animal: Art Science Nature Society 전시 스토리텔링 내용   

 
○ 특징

-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구현된 동물들을 과학적, 사회적, 예술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상호작용함으로써 관람객이 의미 
모색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가상 체험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오래 전 동물의 재현, 동물의 서식지 VR로 확인하기, 돼지와 소의 입장에서 가축 체
험 AR 등의 내용이다. 

https://www.jeffreyshawcompendium.com/curation/animal-art-science-nature-society-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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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AR 체험은 인간으로서 동물을 공감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공감을 통해 관람자가 윤리적 상상력으로 나아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5. 온라인과 온사이트 기반 디지털 교육콘텐츠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화는 인공지능과 더불어 사이버 물리 시스템 
(Cyber-Physical Systems, CPS)이다. 실제 세계와 사이버 세계를 센서(input)와 인
공지능(think)과 제어기기(act)로 연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
이 융합됨으로써, 더욱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되었다. 실제의 물리적 공간과 디지털 
정보와 가상공간의 융합은 예술문화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데에도 많은 시
사점을 준다. 

(1)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신도 동물 깨우기 전시감상 체험 콘텐츠
○ 개요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앱에서 ‘사신도 동물 깨우기’전시 감상 체험 콘텐츠22)를 
개발하였다. ‘사신도 동물 깨우기’는 고구려 고분 벽화의 사신도에 등장하는 동물을 
깨우기 위해 상설전시관에서 9가지 전시품을 찾아 미션을 완수하는 내용이다. 미션을 
완료하면 자신이 선택한 동물이 깨어나 함께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전시품을 AR 기
술을 기반으로 마커를 인식, 360도로 관찰하며, 미션을 해결하면서 전시품의 용도와 
의미를 알아가도록 설계되었다. 

○ 구성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관람객들이 각자 자신이 가진 기기에서 접속, 활용

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국립중앙박물관 앱(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즐기기-사신도 동물 
깨우기)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ticle_1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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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사신도 깨우기 어플리케이션의 이미지와 항목

이미지

항목 1. 어플리케이션 
실행

원하는 캐릭터를 
골라서 입장, 

게임 시작

2. 게임화면 &  
퀘스트화면

전시품 선택 
및 발견 후 
마커 작업

이미지

항목
3. 게임화면 &

AR 퀘스트 결과 
화면

AR 인식으로 
전시품 탐색, 

미션 수행, 해설 
공유

4. AR 카메라화면
& 엔딩화면

캐릭터와 사진 
찍기 등 추가 

활동 후 마무리

 출처: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ticle_16858

○ 특징
- 국립중앙박물관의 상설전시와 연계한 앱으로, 디지털콘텐츠와 아날로그 전시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게임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여,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

토록 하였다. 
- 입장 단계에서 어린이들이 특정한 캐릭터를 선정하는 점은 개별 관람자들의 흥미

와 관심을 이끌고, 이후 경험이 개인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이 정보의 제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의 참여

와 창작을 고무시키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앱에서도 
사진찍기 활동을 통해서 관람자가 박물관 그리고 소장품과의 연결고리를 만들도록 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ticle_1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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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리브랜드 미술관의 아트렌즈 갤러리 (ArtLens Gallery)         
○ 개요 

-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에 있는 클리블랜드 미술관의 아트렌즈 갤러리23)는 
대중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미술관의 소장품을 발견하고 향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아트렌즈 갤러리는 아트렌즈 스튜디오, 아트렌즈 전시회, 아트렌즈 월, 아트렌즈 
앱 등으로 구성된다. 

○ 내용
클리브랜드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의 아트렌즈 갤러리(ARTLENS 

Gallery)는 다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 아트렌즈 갤러리의 5대 기본요소
명칭 내용 성격

아트렌즈 전시 쌍방향 작품 체험 미디어 쌍방향 전시뷰어
아트렌즈 전시월 쌍방향 거대 디스플레이 전시 디스플레이

아트렌즈 스튜디오 참여형 예술창작 시스템 쌍방향 체험도구
아트렌즈 앱 인터넷 연계 모바일 어플 개인적 창작체험도구

아트렌즈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예술아카이브 전시오브제 정보인프라
출처: 유동환, 2018,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시의 방향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oh0511&logNo=221302363868 

① 아트렌즈 전시: 관람자들이 미술작품과 대화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참여를 하
는 체험형 갤러리이다. 24개월 단위로 20개의 소장품이 바뀌어 전시되어 재방문 관람
자들에게 참신한 경험을 제공한다. 구성, 상징, 움직임과 감정 그리고 목적과 같은 주
제로 16개의 새로운 게임으로 구성된다. 터치스크린 기술을 너머서 관람자 몸의 움직
임과 얼굴 인식을 통해서 몰입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현재 2019년 6월 재개관 전시에
서는 중세에서 현대까지의 장식 예술 총 21개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23)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oh0511&logNo=22130236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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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브랜드 미술관의 아트렌즈 갤러리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그림 39] 아트렌즈 전시실 장면
 

② 아트렌즈 전시월: 12미터가 넘는 인터랙티브 멀티 터치 아트렌즈 전시월은 세계 
최대 규모이다. 작품을 유형, 주제, 목적, 형태, 색상에 따라 그룹화된 미술 작품을 선
별하여 표시하고,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도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아트렌즈 스튜디오: 아트렌즈 스튜디오는 하이테크(high-tech), 스크린프리
(Screen-free) 활동을 중심으로 2012년부터 운영한 ‘스튜디오 플레이(Studio play)’
를 혁신기술, 움직임, 놀이를 통해 예술을 관찰하고 창조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줄 
공간으로 2016년 재개장하였다. 아트렌즈 스튜디오에서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을 사
용하여 관람자들에게 움직임과 놀이를 통해 소장품에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모든 연령대의 관람자들이 소장품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예술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 REVEAL and ZOOM 공간: 대형 비디오 벽으로 관람자들이 미술작품을 자신의 
몸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크게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다.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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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브랜드 미술관의 아트렌즈 갤러리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그림 40] REVEAL and ZOOM 공간

- 창작 스튜디오: 도자 물레, 콜라주 메이커, 초상 메이커, 페인트 플레이 등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관람자들이 놀이하듯 움직임 기반의 방법으로 미술 기법을 실험
할 수 있는 상호작용 공간이다. 관람자가 제작한 이미지는 미술관의 Tumblr 사이트
에서 공유할 수 있다.  

- 메모리 게임, 짝 찾기 게임, 선과 형태로 소장품 찾기 등의 활동이 제공된다. 

출처: 클리브랜드 미술관의 아트렌즈 갤러리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그림 41] 관람자의 움직임에 따른 도자의 형태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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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클리브랜드 미술관의 아트렌즈 갤러리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그림 42] 페인트 플레이 영역

④ 아트렌즈 앱: 이 앱은 사용자들이 어디에서나 소장품을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게 
해준다. 학생과 교육자에게도 매우 좋은 앱으로 개인 맞춤형 투어를 만들어 다른 사
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관람자들은 대화형 지도, 좋아하는 미술품을 탐색할 
수 있고, 사용자 지정 해석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다. ArtLens 앱은 Bluetooth 기술
을 사용하여 미술관의 아트렌즈 전시월 및 아트렌즈 전시와 연결된다. 아트렌즈 전시
월에서 좋아하거나 아트렌즈 전시의 게임에서 탐색 한 모든 작품은 앱의 "You"섹션에 
저장되며 아트렌즈 갤러리 입구의 디지털 비콘에 표시된다. 이 앱은 개별 투어와 증
강 현실을 통해 미술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징
- 아트렌즈 갤러리는 디지털 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간을 

구성하여, 관람자의 체험과 소통을 자극하였다. 
- 시각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관 관람 문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움직임과 놀이

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를 구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관람자들이 신체를 
움직이며 작품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것이다. 

- 창작 스튜디오에서는 디지털 방식의 다양한 표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관람
자들이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앱을 통해서 관람자들이 개인적으로 탐색한 자료를 저장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이 보다 개인화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https://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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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사례

1. 키트형 사례 

(1)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꾸러미 
○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은 어린이들에게 다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 꾸러미 사업을 
2010년 베트남 꾸러미와 몽골 꾸러미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내 
다소의 외국인 및 결혼이주자의 나라를 우선으로 다문화꾸러미 개발 국가를 선정하였
다. 2012년에는 상호문화이해를 위해 한국꾸러미도 개발하였다. 다문화꾸러미의 실물
자료는 각국 현지에서 구입하며, 자료와 더불어 제작 과정과 현장을 기록한다. 

○ 내용
- 꾸러미의 구성은 소개, 생활, 세시풍속, 학교생활의 네 가지 큰 분류로 구분된다. 

큰 꾸러미와 작은 꾸러미로 제작된다. 실물자료와 영상자료를 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으며, 조작활동이 가능해서 흥미와 호기심을 줄 수 있게 디자인한다.  

출처: 천진기,  2015, 다문화꾸러미 활용 안내서
[그림 43] 필리핀 작은 꾸러미와 큰 꾸러미 예시 

- 학습자료는 국가 소개 교재와 실물자료 설명이 담긴 자료정보 카드, 국가의 대표
적인 동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동화책 등으로 구성된다. 다문화꾸러미 매뉴얼을 제작
하여 이용 방법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꾸러미 활용 문화다양성교육의 기본 
원리는 실물자료를 활용한 진정성 있는 체험의 기회 제공과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구성, 탐구활동과 체험 및 협력활동의 학습 환경, 통합적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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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기반한다.

출처: 천진기,  2015, 다문화꾸러미 활용 안내서
[그림 44] 필리핀 작은 꾸러미(축제) 부분 예시

출처: 천진기,  2015, 다문화꾸러미 활용 안내서
[그림 45] 필리핀 교수학습지도안 예시 

   출처: 천진기,  2015, 다문화꾸러미 활용 
안내서

[그림 46] 필리핀 교육 교구재와 
활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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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진기,  2015, 다문화꾸러미 활용 안내서
[그림 47] 필리핀 교육진행과정 예시

- DVD 자료는 교재의 내용에서 관련 영상을 제작하며, 동화책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다양하게 활용한다. 전통 악기 연주가의 전통 음악 녹음과 현지인의 인사말 
등의 녹음 자료로 구성된다. 

○ 특징
- 다문화 교육을 위한 명확한 교육 원리를 기반으로 방대한 실물 자료를 체계적인 

분류 기준에 수집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 교재 소개 및 수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한 다문화꾸

러미 활용 안내서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 실물 자료 이외에도 CD, DVD 자료를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감각을 통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 환경부의 환경교육 교구대여
○ 개요

환경부의 행정적 지원과 감독 하에 환경보전협회는 환경교육교구 무상 대여사업을 
수행하며, 계획과 결과 보고를 한다. 환경교육 교구대여 사업의 목적은 주제별, 수준
별 다양한 환경체험교구를 학교 및 기관, 단체에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환경교육 효과
를 높이고자 한다. 교육정책 및 대국민 환경이슈를 반영한 교구 연구 개발을 통해 수
요자 맞춤 환경교육콘텐츠 제공을 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동기 유발 및 친환경 생활
을 실천하는 행동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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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① 교구의 형태는 친환경소비, 누리과정 연계교구, 놀이교구, 입체퍼즐, 관찰표본, 

보드게임, 분류카드, 실험교구, 만들기 교구, 온라인 게임 등의 체험형, 놀이형, 실험
형으로 구성되었다. 

<표 27> 환경교육 교구 종류

구분 종류

대여물

생태계 25종(초등21종, 중등4종) 에너지5종(초등2종, 중등3종)
물 14종(초등) 지속가능발전 9종(초등2종, 중등5종)
폐기물 2종(초등) 누리과정 11종

기후변화 10종(초등7종, 중등3종)
도서 5종(유아1종, 초등2종, 중등1종, 
전연령 1종)

온라인 3종(초등에너지 1종, 자원순환 1종, 기후변화 1종) 

출처: 환경부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37

② 교사용과 학생용 그리고 연령별로 구분되며 2020년 현재 총 8개 주제, 90종(온
라인 3종 포함)이 있다. 교구별로 사용설명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제작하였
다.

출처: 환경부의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336

[그림 48] 환경교구대여 예시
(나도 그린슈머) 

  출처: https://youtu.be/oP92fd_72L4
[그림 49] 환경교구대여 예시
(나도 그린슈머 안내 동영상) 

https://www.keep.go.kr/porta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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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의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336
[그림 50] 환경교구대여 예시

(친환경 건축) 

 
출처: 환경부의 환경교육포털 

https://www.keep.go.kr/portal/336
[그림 51] 환경교구대여 예시

(친환경건축 수업 지도안 매뉴얼) 

○ 활용 방법
- 대여 대상: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 연 2회 꾸러미 대여 가능
- 대여 기간: 7주 (택배 운송기간 포함)

○ 특징
- 환경보전협회를 통한 교구재 개발, 수행 및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 체험형, 놀이형, 실험형 등의 다양한 형태의 교구를 개발하였다. 
- 유투브 동영상 자료를 통해 교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유투브 동영상 자료 조회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호주의 Museums Victoria의 학습 키트(Learning Kits)
○ 개요

뮤지엄 빅토리아는 멜버른 뮤지엄, Scienceworks, 이주 뮤지엄, 아이맥스 멜버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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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 전시관을 아우른다. 이 키트는 자연과학과 역사 과목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와 학습 교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키트는 빅토리아
주의 교육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 구성
- 자연 드로잉, 문제해결, 호주의 이민 이야기, 호주의 첫 인류, 코딩과 로보틱스, 

그래프 소개, 인류 이야기, 장난감의 역사, 이탈리아 어와 스페인어 관련 키트 등이 
있다.

- 체험, 모형, 포스터, 자연물, 미술 재료, 실물 자료 등의 다양한 교재들로 구성된
다.   

출처: 
https://museumsvictoria.com.au/learning/

outreach-program/learning-kits/the-huma
n-story/

[그림 52] 인류 이야기 학습키트 

    출처: 
https://museumsvictoria.com.au/learning
/outreach-program/learning-kits/drawin

g-on-nature/
[그림 53] 자연 드로잉 학습키트

○ 활용방법
- 1주-3주 동안 키트는 학교에 우편으로 배달되고 사용 후 멜버른 뮤지엄으로 다

시 보내면 된다. 
-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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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1주 혹은 3주 단위로 유료(키트별로 다름, 85호주달러/1주-150호주달러/3주)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적이다. 
-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키트가 제작되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

이다. 

2. 설치형 사례

키트형보다는 큰 규모로, 장소를 이동하며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교육콘텐츠 사례
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의 백제금동대향로 설치형 교
구재,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티움 모바일의 설치형 사례가 해당된다. 

(1)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찾아가는 VR 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 개요

2017년 경기도와 (재)경기콘텐츠진흥원가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및 콘텐츠 복
지 제공을 위해 마련한 와우스페이스는 지름 10m, 높이 5m 규모의 에어돔으로 내부
에 VR시뮬레이터, 사운드체어 360° VR영상체험, 증강현실책(AR Book)등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VR/AR콘텐츠를 체험하는 설치형 공간이다. 2019년에는 SK텔레콤의 티
움24) 모바일을 제공받아 운영하며, 경기도내 주요 행사와 경기북부지역의 문화, 정보
통신 소외 지역을 찾아서 체험을 제공한다.

      
     
    

24) 티움 (T.um)은 5G 기반의 새로운 ICT 기술들로 꾸며진 체험형 전시관으로 테크놀로지, 텔레커뮤니
케이션의 T와 MUSEUM(뮤지엄), 싹을 틔움 등의 UM(움)을 결합한 이름으로 SK텔레콤 철학인 새로
운 ICT기술로 미래의 싹을 틔운다는 것을 반영한다. 2014년 8월 어린이들의 ICT 정보 격차 해소를 
목표로 탄생한 세계 최초의 이동형 ICT 체험관이다. 1세대는 에어돔 형태였으며, 2세대는 우주정거장 
컨셉의 이동형 체험관이며,  3세대는 국내외 방문을 위해 무게를 줄인 피라미드 형태의 체험관이다. 
현재는 컨테이너 형과 텐트형 등 구성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치되고 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893629&memberNo=1834&vTyp
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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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트코딩스쿨 모습 태블릿 PC로 하는 축구 게임 모습

미래직업체험관 모습 홀로그램

VR/AR 체험관 모습
VR/AR 체험관에서 신신사임당

체험 모습

 출처: 경기도민기자단 https://blog.naver.com/gyeonggi_gov/221571220424
[그림 54] 2019 와우스페이스

○ 구성
2019년 와우스페이스는 SK텔레콤의 VR체험시설 티움모바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한다. 체험시설은 ‘미래직업연구소’와 ‘잠수함’, ‘열기구’ 등 3개로 구성되었으며, 
방문지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 미래직업연구소: 홀로그램과 VR/AR 등 ICT 기술 체험을 통한 미래 진로 체험 
프로그램, VR을 통한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리듬게임전문가, 요리사 체험과 AR을 
통한 경찰관, 소방관 체험 가능. 자신의 적성과 흥미도 검사 가능.

- 잠수함: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로 홀로그램 통신, 해저 내비게이션, 해저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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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미래 기술 체험 
- 열기구: 고공탐험 체험 VR기구로 숲의 상공, 암벽 사이, 화산 주변 등의 체험 

○ 운영방법
- 경기도내 교육청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 대상을 확정하고, 초등학교 혹은 지역의 

청소년관련 행사 현장에 설치된다. 

○ 특징
- 와우스페이스의 미래직업연구소 한 쪽에는 경기도 VR/AR기업 콘텐츠 체험 공간

을 마련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스타트업 홍보와 시장성테스트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6인의 육성을 직접 듣는 나라사랑과 독립운동 이야기, 
민족영웅을 만나다(역사)/신사임당 작품을 바탕으로 한 설치미술과 VR 미디어 아트 
콘텐츠, 신신사임당(예술) 등의 프로그램이 함께 한다. 

- 티움모바일의 ICT 체험관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장소의 역사
적, 문화적 특징을 반영한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6-18일까지 함양 남계서원에 설치된 티움 모바일 체험관에서는 선비정신을 통해 본 
미래 직업이라는 주제로 게임과 VR로 ICT 진로체험을 하였다. 장소특정적 프로그램
으로, 훈장님 특강, 남계서원 투어, 민속놀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요리연
구가(전통음식), 드론 전문가·로봇공학자 등이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졌다.  

(2) 국립중앙박물관 백제금동대향로 어린이 교육상자 사례 
○ 개요

국립중앙박물관은 2019년 12월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를 주제로 어린이 교
육상자를 개발하였다.25) 백제금동대향로에 담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어린이 눈높이
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체험 방식을 사용하여 개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나라 대표 문화재의 폭넓은 이해를 통한 어린이 문화 감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3벌의 상자를 만들어서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 소속 박물관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초등 교과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향후 다른 문화재를 선정
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 구성
교육상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개발되었다. 5개의 대형 교육상자 세트가 2벌 개발하

25) 국립중앙박물관 국보제287호 백제금동대향로, 어린이용 교육상자 최초 개발 보도자료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ticle_16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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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3개의 작은 상자로 구성된 보급형 교육상자 3벌 개발되었다. 대형교육상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백제금동대향로의 본고장인 국립부여박물관의 어린이 교육에 활용
된다. 보급형 교육상자는 국립부여박물관의 주관 하에 학교 대여 사업을 통해 문화재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형교육상자의 구성
첫 번째 상자: ‘백제 위덕왕이야기’ 백제금동대향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백제 수도의 변천 및 성왕과 위덕왕대의 영상물 상영되며, <어린이결사단, 
백제를 구해줘!>란 어린이 만화 영화가 상영된다. 

두 번째 상자: ‘백제 사람들이 꿈 꾼 세상’라는 주제이며, 백제금동대향로 뚜껑과 
몸체의 초대형 입체 전개도가 제시되고, 그 안에 표현된 다양한 인물과 동물을 어린
이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상자: ‘백제 어린이 오케스트라’는 백제금동대향로 속 오악사의 악기를 고
증하여 어린이들이 악기 소리를 직접 듣고 만져볼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상자: ‘백제의 옷차림’은 백제 악사복, 여인복, 〈양직공도〉 속 백제 사신복
을 어린이들이 직접 입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상자: ‘백제금동대향로의 꿈’은 백제금동대향로를 직접 체험하는 코너이
다. 백제금동대향로의 정교한 복제품에 향을 피우거나 디지털 돋보기를 통해 향로의 
부분을 확대 관찰할 수 있으며, 향로가 발견된 능산리사지의 발굴조사 모습도 영상으
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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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육상자 백제금동대향로 펼친 
모습1

대형교육상자 백제금동대향로 펼친 
모습2

백제 위덕왕 이야기(1부) 백제 사람들이 꿈 꾼 세상(2부)

백제 어린이 오케스트라(3부) 백제 옷차림(4부)

백제금동대향로의 꿈(5부) 대형교육상자 백제금동대향로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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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결사단, 백제를 구해줘!” 만화책

출처: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post/article_16436
[그림 55] 백제금동대향로 교육상자 보도자료 

○ 활용방법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어린이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어린이 결사단 백제를 구해줘!>

라는 연계교육 프로그램에서 활용된다. 초등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진행
될 예정이다. 

○ 특징
- 박물관의 오브제에 대한 융합교육 관점에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백제금동대향로

를 중심으로 의상, 음악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 백제 관련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였다. 
- 전체적인 교육 내용 구성에 스토리텔링을 근간으로 한 점이 특징적이다. 
- 백제금동대향로 모형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향을 피우는 

체험도 제공한다. 
-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3. 버스형 사례

버스형은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로 트레일러 혹은 버스 등과 같은 형태를 말한다. 시
흥 예총의 아트캔버스(버스), 한국전파진흥협회 VR트럭,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버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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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 개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역 미디어 소외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해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한다. 버스에는 방송체험과 미디어 교육이 가능한 
시설이 탑재되어 미취학 아동, 초중고학생들이나 주민, 장애, 노인 등에게 다양한 미
디어 체험을 제공한다. 

출처:  
http://www.m-i.kr/news/userArticlePhoto.h

tml
[그림 56]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나눔버스

  

출처: 
https://blog.naver.com/incheoncomc/221325946

323
[그림 57]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나눔버스 스튜디오

○ 구성
-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TV체험, 라디오체험, 더빙체험으로 구성된다. 
- TV체험: TV 뉴스를 직접 제작하며, PD, 아나운서, 기자, 논설위원, 기상캐스터, 

카메라맨 등의 방송관련 직업을 탐색해보는 미디어 진로체험 교육
- 라디오체험: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PD, DJ, 리포터, 엔지니어 등의 방송관

련 직업을 탐색해보는 미디어 진로체험 교육
- 더빙체험: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영상에 목소리를 입혀보며 내레이터, 성우 등 방

송 관련 직업을 탐색하는 미디어 진로체험 교육

○ 활용방법
- 연초에 신청 공모를 통해서 노인, 장애인, 도서산간 학교 혹은 자유학년제 프로그

램으로 중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회 2시간으로 운영된다. 

○ 특징
- 버스 내부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문적인 실습 경험을 

제공한다. 
-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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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의의가 크다. 

(2) 시흥시 이동미술관, <아트 캔버스> 사례
○ 개요

시흥시의 이동미술관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문화예술을 경험하기에 어
려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시흥 시민과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저변 확대를 위해 
2017년 3월 시흥시와 경기도 미술관이 기획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사
업을 (사)한국예총 시흥지회가 위탁운영을 맡아 운영 중이다. 2017년 첫 전시에 이어 
2020년부터 두 번째 기획전시인 <우리동네 마음지도>(채은영 큐레이터)를 통해 향후 
3년간 지역 내 초등 4-6학년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획전시
에는 공모를 통해 지역작가 및 초청작가 7인을 선정하였다. 

○ 구성
- 전시 작가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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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외부와 내부   

[그림 58] 시흥시 이동미술관, 2020 
아트캔버스 버스 (송미주, 너와 함께)

- 교육키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8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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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아트캔버스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활동지 일부

○ 활용방법
- 초등학교에 홍보를 한 후, 1년 일정을 예약제로 운영하며, 2차시 수업을 기본으

로 시흥 관내 초등학교로 버스와 2인의 지역 작가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시흥 관내 크고 작은 행사에서 시민 참여 전시 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특징
- 이동미술관 <아트 캔버스>는 독립 큐레이터의 전시 주제에 따라 시흥시의 작가와 

외부 작가를 초대한 기획 전시를 버스 내부에 설치할 뿐만 아니라 버스 외부의 랩핑 
작업 역시 작가의 작품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 기획 전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과 교구재를 개발하고, 도슨트의 역할과 강사의 역할을 함
께 할 지역 강사를 버스와 함께 파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예약 기반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초기의 버스 구매 등의 비용이 크지만, 이후 전시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서 축적된 전문성이 다음 전시 기획과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되고 있다. 

- 지역 미술가들의 전문성을 전시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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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영 방안

1. 교육콘텐츠 개발 시 고려 사항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체험관 개발 시 앞서 논의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
발 기준뿐만 아니라 이동형의 특징을 반영한 기준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개발 시 고
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이용자의 이해를 목표로 하는가? 이용자
의 창작을 자극하는가? 

②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교사 주도형인가? 사용자 주도형인가? 
③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모드가 텍스트, 이미지, 동영

상, VR, AR 등의 요소 중에서 어떠한 요소를 활용하는가? 단일 모드인가? 다중 모드
인가? 

④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관람자의 한 가지의 감각만을 활용하는
가? 혹은 보다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도록 하는가? 

⑤ 이동형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 무엇인
가? 다른 플랫폼과의 연결을 자극하는가? 다중적 플랫폼을 사용하는가? 

⑥ 이동형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후, 결과를 개인 소유로 마무리 되는가? 
혹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지는가? 

 ⑦ 이동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과 공간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
려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전 학습이나 사후 학습과 연계하는 활동을 계획하였는가? 
공간면에서는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였는가?

 

[그림 60]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시 
기술에 대한 고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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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콘텐츠 개발 사례

(1)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 방안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이용자의 이해뿐만 아니라 창작을 자

극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둘째,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서 교사 주도형보다는 

사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사용자 주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한다. 
셋째,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에서 제공되는 모드가 텍스트, 이미지, 동

영상, VR, AR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다양한 모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관람자의 다양한 감각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한다. 
다섯째, 이동형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오프라인 전시와 교육 체험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웹사이트, SNS 등의 콘텐츠를 함께 개발한다. 
여섯째, 이동형 디지털 교육콘텐츠를 경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다. SNS 등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을 모색한다. 

일곱째, 이동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과 공간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버스를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을 분리하여 관람하도록 
할 때 사전 학습 키트를 활용하여, 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문화유산
교육의 체험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삶에 의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후 학습 역
시 잘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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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사례: 치유와 창조의 디지털문화유산 여행
○ 개요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의 의
미를 살펴보고, 그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치적, 사회적, 전 지구적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문화유산교육을 통해서 개인적, 지역적, 국가적 정
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하여 개인, 집단,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세계 시민성과 지속가능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콘텐츠
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두 가지 방향의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은 문화유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준수하면
서 동시에 디지털 콘텐츠와 이에 기반한 교육 방법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
털 콘텐츠의 내용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가 지닌 특징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된다. 이는 문화유산 교육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
라서 본 모듈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신장을 함께 신
장시키도록 하였다. 

○ 목표
본 사례의 <치유와 창조의 디지털문화유산 여행>은 다음의 목표를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에 기반하여 치유와 창조라는 주제와 관련된 무형, 유

형 문화유산의 개념과 지식을 이해한다. 
둘째, 그 문화유산에 담긴 역사적, 과학적, 정신적, 예술적 가치를 탐구한다. 
셋째,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문화유산을 활용 및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넷째,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연대를 촉진한다.

○ 특징
<치유와 창조의 디지털문화유산 여행> 구성에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콘텐츠. 전체 문화재와 각문화재 요소들,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간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한다. 각 문화재와 사회적·문화적 개념들을 통합시
킨다. 지역적인 문화재와 인류 전체적인 문화재와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에 기반하여 전체적인 콘텐츠 구성을 하여야 한다. 

둘째, 융합교육에 기반한 콘텐츠.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은 간학문적이며, 교육과정 
영역들간의 연계를 융합적으로 이루어가도록 한다. 과학, 예술, 인문학 등 다양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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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분야의 관점에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음식의 과학적 효
능이나 음식의 배색이나 그릇과 상차림 등에 있어서 예술적 요소와 음식의 유래 관련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셋째, 주도적 참여자, 창조자, 생비자로서 학생 혹은 지역 주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문화유산의 향유 주체인 학생 혹은 지역 주민은 더 이상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적극적인 참여의 주체이며, 창조자 그리고 생비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갖도록 활동을 구성한다. 

넷째, 현대 삶과의 연관성을 갖도록 구성한다. 문화유산 교육의 관점이 과거의 정보
와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대 삶과의 연관성을 갖기 위한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도록 한다. 

○ 교육방법
<치유와 창조의 디지털문화유산 여행>의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맞춤형 학습 지원 및 학습자 주도의 교육을 지향한다. 
둘째, AR, VR 인터렉티브 아트, 미디어 파사드 등의 다양한 테크놀로지 기반 콘텐

츠를 활용한 디지털 체험 기반의 교육이다. 
셋째,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과 창의적 표현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교육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학습에 대한 맥락성을 강화한다.
다섯째, 설치형의 경우 관람자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

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키트형의 경우 다양한 관람자층을 대상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면 장소를 이

동하며 보다 다양한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일곱째, 문화유산포털이나 블로그 등과 같이 연관 웹사이트, SNS 앱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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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교육프로그램 예시1: 치유와 복을 추구한 창조적 음식문화

문화유산 예시 설치형의 디지털 기법과 콘텐츠

Ÿ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 산신에 게 
기원/ 다양한 풍속/ 단오 부
채/ 앵두 화채, 수리취떡/ 
놀이 등

Ÿ <식료찬요>에 담긴 음식 
치료법

Ÿ 나쁜 귀신을 내쫓고 건강
을 기원하는 수수팥떡

Ÿ <김장문화> : 음양의 조
화를 이루는 발효 식품으로 
암 억제와 정장 작용의 김
치

Ÿ 현대 푸드 스타일리스트
Ÿ 신윤복의 <단오풍정>, 김
홍도의 <씨름도> 등

Ÿ 청자/ 분청사기/ 백자
Ÿ 전통 계승한 현대 도자기 

Ÿ 단오제의 영상 기반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Ÿ 디지털 가상체험활동 코너에서 치유밥상/음식 
만들기

Ÿ 디지털 가상체험활동 코너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

Ÿ 홀로그램 : 단오제의 굿 장면을 홀로그램으로 
재현       

Ÿ

Ÿ 가족이 함께 하는 김치 만들기 체험 활동

Ÿ  SNS 기반 활동

- 학생들의 핸드폰을 활용하여 개인화하여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 다양한 문화 챌린지 활동 공유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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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예시 키트형의 디지털 기법과 콘텐츠

Ÿ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 무
형 문화유산) : 산신에 게 
기원/ 다양한 풍속/ 단오 부
채/ 앵두 화채, 수리취떡/ 
놀이 등

Ÿ <식료찬요>에 담긴 음식 
치료법

Ÿ 나쁜 귀신을 내쫓고 건강을 
기원하는 수수팥떡

Ÿ <김장문화> : 음양의 조화
를 이루는 발효 식품으로 
암 억제와 정장 작용의 김
치

Ÿ 현대 푸드 스타일리스트
Ÿ 신윤복의 <단오풍정>, 김

홍도의 <씨름도> 등
Ÿ 청자/ 분청사기/ 백자
Ÿ 전통 계승한 현대 도자기 

Ÿ 단오제 스토리텔링 기반의 애니메이션/ 시네
마토그래픽 시스템 

- 단오 관련 회화의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Ÿ 푸드 스타일리스트 체험하는 치유의 상차림 

(모형 혹은 앱 기반 활동)
- 다양한 전통 음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
타일리쉬하게 상차림하기, 가족이나 친구를 위한 
치유의 상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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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교육프로그램 예시2: 창조적 융합과 치유의 건축

문화유산 예시 설치형의 디지털 기법과 콘텐츠

Ÿ 양동 서백당 (한옥과 과학)  
Ÿ 소쇄원 (자연과 조화를 이루

는 건축) 
Ÿ 강화 성공회 성당 (전통과 

서양 건축의 창의적 융합)
Ÿ 숭례문 화재와 문화유산의 

가치
Ÿ 현대 치유의 건축: 서양의 현

대병원건물 

아이들을 위한 컬러 테라
피: 멕시코 유아 종양 클리
닉

Ÿ 놀이 기반의 한옥 VR 체험 
Ÿ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전통 건축 재창작 

3D 프린팅
Ÿ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로 보는 건축의 아

름다움

Ÿ 건축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미디어 아트로 
표현하기

Ÿ 촉각형 인터페이스
-  건축 기반 디지털 가상 창작 체험 활동

Ÿ 4면 소쇄원 3D 영상- 치유 건축 체험하기

Ÿ   SNS 기반 활동

https://t1.daumcdn.net/cfile/blog/191CFC264B673A2D22?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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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예시 키트형의 디지털 기법과 콘텐츠

Ÿ 양동 서백당 (한옥과 과학)  
Ÿ 소쇄원 (자연과 조화를 이루

는 건축) 
Ÿ 강화 성공회 성당 (전통과 서

양 건축의 창의적 융합)
Ÿ 숭례문 화재와 문화유산의 가

치
Ÿ 현대 치유의 건축: 서양의 현

대병원건물 

아이들을 위한 컬러 테라
피: 멕시코 유아 종양 클리
닉

Ÿ 건축 모형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 전통 건축 중 정치, 교육, 종교 관련 건축 
모형을 통해서 전통 건축의 특징을 이해한다. 
- 이러한 모형에 비추어 보는 미디어 파사드
를 통해 건축의 아름다움을 체험한다. 
- 개인, 가족, 단체로 건축의 역사와 의미를 
생각하며 미디어 파사드 제작하고 공유한다. 
Ÿ 힐링 스페이스 만들기
- 전통 건축 모듈 혹은 레고를 활용하여 힐링 
건축 만들기

Ÿ   SNS 기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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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콘텐츠 운영 방안 예시

(1) 원칙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개발은 문화유산 향유의 취약 지역이나 취약 

계층에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동형 콘텐츠로,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간 디지털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의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다. 또한 아날로그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을 수행함으로
써, 다양한 계층에게 창조적 문화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의 운영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관람자들의 다양한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서 관람자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한
다. 

② 관람자들이 체험한 활동의 결과를 개인적으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공유와 확산
을 위한 플랫폼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③ 유아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활동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간의 혹은 동반자들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성인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향유되는 
공간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시간과 공간 등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텐트를 활용하는 경우,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텐트의 내부와 외부를 다 함께 
사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텐트 공간 구성 시 도입과 정리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활동의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순차적 체험을 위해서 사전 학습 키트를 활용하거 시간의 효율
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다. 

⑤ 관람자들의 삶에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후 학습 혹은 
실천적 모색이나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혹은 지역에서 문화유산 보존과 계승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지속적으
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체계적이며 지속
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평생교육의 의미
와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프로그램 운영 사례
본 보고서에서는 문화재청에서 2020년 하반기 개발 예정인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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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간략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2020년 이동형 체험
관 전시 콘텐츠 개발의 추진 목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형 체험관’ 운영을 통
해 다양한 전시콘텐츠 향유기회 제공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며, 전략방향은 지역밀
착형 문화유산 콘텐츠, 생애주기별 맞춤형 콘텐츠,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최신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프로그램이 통합하여 개발한다. 체
험관의 문화유산은 한국의 정원, 공룡 화석 등이며,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와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상자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다음은 그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을 정리한 
것이다.

놀이로 만나는 창의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가칭 <비밀의 정원>과 <화석 발굴과 복원으
로 만나는 공룡 이야기>의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다.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운
영에서는 디지털 교육콘텐츠가 전시와 교육이 융합된 형태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양자
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동형 텐트의 형태와 지역 거점시설 이용 프로그램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문화유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비밀의 정원>과 <화석 발굴과 복원으로 만나는 공룡 이야기>를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기획하여야 한다. 정원이나 공룡 화
석이 관람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매개되는 지점을 기획하여야 한다. 

텐트 운영을 위해서는 텐트의 내 외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텐트 외부에 전시 
혹은 외부 면에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이미지로 랩핑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원이나 공룡 화석 관련한 다양한 창작물들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공룡 화석의 경우 공룡 연구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서적 등 다양한 창작물
이 있으며 공룡 화석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시 이러한 대중문화의 창작물들을 활용함
으로써 대중들의 친근감을 높일 수 있다. 

텐트1 텐트2 지역거점시설
강연/공연 연계 3면 
다면영상전시콘텐츠 

체험존
<비밀의 정원>

HMD VR, AR, 교육상자 등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화석 발굴과 복원으로 
만나는 공룡 이야기> 

강연, 공연, 진로체험 
연계 해커톤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날로그 

프로그램 

교
육
목
표

Ÿ 문화유산의 역사적, 과학적, 정신적, 예술적인 내용과 지식을 놀이를 통해 이해한
다.

Ÿ 문화유산 관련 놀이 체험활동을 통해서 역사적, 과학적, 정신적, 예술적 가치를 탐
구한다.

Ÿ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Ÿ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놀이 경험과 활용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연

대를 촉진한다. 
Ÿ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는데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이에 대해 실천하는 태도를 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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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도입(10분)-상영(15분-20
분)-창작(20분)

도입(10분)
-본 프로그램(40-60분)

-창작(10분)
프로그램별 상이

프
로
그
램
구
성

Ÿ 도입 프로그램
- 문화유산 골든벨/ 퀴즈 

등으로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놀이 활동/ 혹은 
단체 퀴즈대회 (학생 대상)

- 정원에 대한 선호 
이미지로 진단하는 개별 

성향 및 스티커 배부

Ÿ 본 프로그램
- 문화유산(정원) 영상 

상영 (디지털 스토리텔링/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
- 앉거나 누워서 볼 수 

있는 영상 
- 미디어 아트와 융합된 
음악 콘서트 (실내악이나 

오페레타, 가곡 등)

Ÿ 창작 프로그램
- 비밀의 정원 프로젝트: 
단체가 함께 비밀의 정원 

만들기 미션 수행하기 
(학생 대상)

- 정원 영상/ 향기 등을 
활용한 요가 프로그램 

(지역주민)

Ÿ 도입 프로그램 (개인화)
- 공룡 화석지에서 발자국 혹은 

공룡 알로 공룡의 모습 
상상하기 

- 나의 공룡 마스코트 선택하기 
(스티커 붙여서 

개인화->관심분야가 비슷한 
사람끼리 소통가능)
Ÿ 본 프로그램

- 공룡화석지 영상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정보/ 화석 
발굴과 보존 주제) (5분)

- 공룡 화석 입체 퍼즐 맞추기
-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1> 

2018년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 백악기 플레이파크 

체험존(실외): 역할극 무대, 극기 
체험 등

-지역적 특징이 나타난 화석의 
이름짓기 게임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엔시스/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등) 
- 공룡 캐릭터 창작 및 디자인
- 공룡 복원가(예: 김진겸 대표 

이야기)(진로교육) 
(환경교육: 사람과 동물의 공존) 

- <증강현실 공룡 랍토르> 
서적+ 디지털 입체영상 (김진겸)

- 공룡 동영상 활용하여 
문화유산 홍보 동영상 창작 

(간단한 동영상편집 툴 제공)
Ÿ 정리 프로그램

- 공룡 포토존 (공룡 화석지와 
공룡 알 모형 구현) 

Ÿ 강연 
- 김진겸 대표의 공룡 

복원 이야기
- 현대인의 관심과 
흥미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이야기

Ÿ 공연
- 전통과 현대 음악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연, 

예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 참여형 음악 공연
- 미디어 아트와 전통 

음악의 협연
Ÿ 해커톤

- 문화유산 교육용 
보드 게임 개발
- 문화유산 관련 

디지털 스토리텔링 
개발

- 문화유산 관련 홍보 
동영상 제작

- 문화유산 관련 
인포그래피 제작

-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

운
영
방
법

Ÿ 동선
- 사전 사후 프로그램 

모두 1체험존에서 
진행하는 방안 고려
Ÿ  대기인원의 운영
- 30명 이내의 한 반 
규모의 학생들이 관람 

가능하도록 구성/ 그 외의 
관람자들은 2, 3체험존 

진행

Ÿ 동선 
- 도입과 정리 영역은 일정하게 

운영하며, 나머지 영역은 
자유로운 동선

Ÿ 대기인원의 운영
- 실외 백악기 파크 체험존의 

활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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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활용

(1)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활성화
∙ 문화유산 교육 포털, 문화유산 디지털 교과서, 문화유산 앱 등을 활용한 문화유산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보급
∙ 디지털문화유산 활용 교육프로그램 창작 대회: 교사 또는 문화유산 에듀케이터, 대

학생 등 대상 디지털문화유산 활용 교육프로그램 대회 및 시상작에 대한 포털 또
는 디지털교과서 수록

∙ 디지털문화유산 홍보 대회: 지역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기록유산, 무형문화유
산 등 소개와 홍보를 위한 동영상, 애니메이션, 포스터 등의 개발 활동으로, 다양
한 창작 앱을 활용하여 제작 및 SNS 업로드 및 공유 

∙ 문화유산 앱 개발 해커톤 
   - 전통 건축이나 한옥과 같은 유형유산, 단오제나 김장문화와 같은 무형유산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앱 개발 해커톤
∙ 과학유산, 자연유산 등은 일반인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 고취

(2) 학교 연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융합교육 활성화
∙ 지역문화유산 네트워킹 프로젝트: 지역 수준에서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문화유산 이

야기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과 온라인 네트워킹을 통해 상호 지역 문화유산에 대
해 조사하는 활동

∙ 문화로 하는 진로교육: 문화재 발굴과 보존, 예술가, 문화전승자, 전통 문화 기반
의 디자이너, 공연가 등 다양한 문화 관련 진로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하는 프로
그램

∙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의 활용 및 창작 활동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 문화유산 콘텐츠의 적극적인 활용과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3D 프린터 혹은 아

두이노와 같은 디지털 방식의 메이커 교육 체험 프로그램
∙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활용 디자인 씽킹 프로그램
   - 디지인 씽킹의 과정을 통해서 문화유산 기반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하기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화, 개인과 공동체, 지속가능

성 등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하기

(3) 일반시민 대상 평생교육 및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연계
∙디지털문화유산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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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미디어 속 문화유산 텍스트와 이미지 분석하고, 치유와 창조 기반의 문
화유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문화유산 홍보 UCC  혹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콘텐츠 개발하는 프로그램

∙디지털문화유산을 활용한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유산 복지 확대
   - 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고취
∙ 디지털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유산 힐링 프로그램
   -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주민의 심리적, 정서적 치유
   - 건축, 정원, 무형 등의 문화유산과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명상, 요가 등의 다

양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힐링 경험을 SNS에서 공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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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제언

이 연구는 국내외 디지털 교육콘텐츠 제작·관리·활용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관리·활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제작 가능한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와 이를 활
용한 이동형 문화유산교육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디지털문화
유산 교육콘텐츠는 다른 교육 분야보다 발전이 늦었지만, 디지털문화유산은 일찍이 
보존, 복원 분야에서 일찍이 시도되어 향후 교육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음
을 확인하였다. 최근 역사교육과 박물관교육 등에서 이러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교육콘텐츠는 기술발전으로 디지털 교과서, 교육용 온라인포털, 스마트교육
을 위한 교육용 어플, 가상현실을 활용한 교육콘텐츠 등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박
물관 분야에서는 e-뮤지엄이 전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컴퓨터기술을 활용한 유적
지 복원도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실제 사례 검토 결과는 향후 디지털문
화유산 교육콘텐츠 개발에 일정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 가이드
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특성, 문화유산적 특성, 
교육적 특성을 각각 고려한 것이다. 향후 교육콘텐츠 개발시, 디지털 전문가, 문화유
산 교육 전문가, 교육공학 전문가 등이 함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체크
리스트의 경우 처음 개발하는 것이어서 상세하게 작성하였으나, 개발하는 콘텐츠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실제 교육콘텐
츠 개발에 적용한 후 수정,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내외 문화유산 교육, 박물관교육과 미술관교육 등 유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디지털적 방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와 운영 방안도 소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디지털문화유산 교
육콘텐츠의 개발은 문화재청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다만, 외국의 주
요 사례와 견줄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법, 교수자 교육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유산 교육이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
록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 제작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향후 개발될 디지
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관리되고 보급되며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향후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가 활성화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도 함께 제시하고
자 한다. 우선,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콘텐츠의 축적이 문화유산교육 포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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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접근과 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문화유산 채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가칭 문화유산 
사이버랜드와 같은 별도의 교육용 포털사이트 구축을 고려할 수 있겠다. 둘째, 문화유
산 교육용 e-book 제작이 시급하다. 문화유산 교육은 지역이나 학교급별, 문화재 유
형별 등 맞춤형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은 디지털 교과서
로 통해 효율적으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유산 교육 포털, 문화유산 
교육용 디지털 교과서와 더불어 문화유산 교육 어플이 필요하다. 현재 ‘나만의 문화유
산 해설사’ 어플도 유용하지만, 포털과 디지털 교과서와 연계된 어플이 있다면 교수자
나 학습자나 수월하게 교육에 접근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이 시행될 경우에도 어플을 소개하고 어플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본다. 넷째, 이동형 디지털문화유산 교육콘텐츠는 문화유산 향
유에서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에게 유익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태도
를 함양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때 개발되는 콘텐츠는 향후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개발됨으로써 학습자의 지역과 수준, 연
령 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가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관람, 답사, 향유, 지식재
산권, 산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유산 향유에 일조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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