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회민화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학습지도안
m 학습지도안 1
주제
교육
프로그램명

∨
□ 역사 ∨
□ 민속/생활

∨
□ 미술

□ 자연사

(해당란에 ∨ 표시)

“문자도” - 오침안정법으로 나만의 민화화첩 만들기
-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禮), 의(義), 염(廉), 치(恥)’ 여덟 글자에 담긴 문자

기획의도

의 의미와 상징성을 이해한다.
- 역사이야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띠는 전통체험(전통민화채색,오침안정법)을 진행함으
로써 이론과 실제, 인문교육과 예술활동을 겸한 복합적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대상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교(1-3학년)
초등 사회 > 서민문화/실학/영조와 정조, 전통문화

관련교과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 다양한 삶의 모습들 > 달라지는 문화, 이어지는 문화
>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 서민 문화의 발달 > 조선 후기의 그림
미술 > 전통의 숨결
중학 역사1 > 조선 후기 문화의 변화
지식

교육목표

기술

태도

학습활동
개요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禮), 의(義), 염(廉), 치(恥)’ 여덟 글자에 담
긴 문자의 의미와 상징성을 이해한다.
한국화 물감을 이용해 전통 민화 채색법을 익히고, 전통 책 제본방식인 오침안
정법을 배운다.
역사 속 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조들에게 본받을 점을 생각해보고, 한국인으
로서의 긍지를 다진다.

- 민화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학습한다.
- 동양 미술인 민화와 서양 미술인 팝아트의 공통점인 대중성에 대해 이해한다.
- 자신이 원하는 도안을 선택하고 교육사선생님의 지도하에 전통채색 방식으로 민화를
완성한다.
- 자신이 그린 민화를 표지로 하여 전통 책 제본방식인 오침안정법으로 화첩을 만든다.
교수 ․ 학습 과정(대상학습자:

단

교 사

계

< 오리엔테이션 >
· 길위의 인문학 사업 소개
도입

· 전시장 민화작품들을 보면서 민
화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설명한
다.

전개1

1) 민화 in history_문자도

30명 / 학습시간

120분)

학습자

시간

비고

<오리엔테이션>
·교육 관련 내용 듣기
·민화의 개념과 민화의 각 도상별

15

상징에 대해 메모한다.
1) 민화 in history_문자도

- 문자도 ; 효제문자도에 담긴 문자 · 문자도가 그려진 시기에 대한 이

30분

PPT

의 의미와 상징성을 이해하며 문
자도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과 도
상들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2) 민화 in nowadays
-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 선조들의
표현방식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표
현방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
아보도록 유도한다.
1) 민화 in history_책가도
- 책가도 ; 책을 좋아했던 정조임금
의 이야기와 궁중책가도, 민화책
거리가 갖는 의미와 의의를 전달.
2) 민화 in nowadays
-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 선조들의
표현방식과 오늘날 현대인들의 표
현방식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
아보도록 유도한다.

휴식

체험프로그램 준비

해, 역사적 배경, 관련 인물들에
대해 학습한다.
2) 민화 in nowadays
· 초충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가
질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생각
해본다.
교육

1) 민화 in history_책가도

진행

· 책가도를 만든 정조임금에 대한
이야기와 민화책거리와 궁중책가도
의 차이점을 발견한다.
2) 민화 in nowadays
· 민화 책거리의 특징에 대해 학습
하고 오늘날 민화와 미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생
각한다.

휴식

10분

<체험프로그램 진행>
1) 오침안정법으로 화첩만들기 ; 책
을 소중히 여겼던 우리 선조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오침안정
법에 대해 설명하고 순서에 따라
전개2

지도한다.
2) 전통민화채색
· 전통 채색법(바림) 지도 ; 채색
순서와 바림기법에 대한 지도는

1) 오침안정법으로 화첩만들기
· 교육사의 지도에 따라 바느질 한
다.
2) 전통민화채색

50분

· 원하는 도안을 선택하고 교육사의
지도에 따라 채색한다.

하되 색상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선택하도록 유도
<활동 정리>
· 일찍 끝난 학생들은 전시장 내
정리

책가도 앞에서 특색있는 인증샷
찍는 등 자유롭고 재미있는 시간
을 보내도록 유도한다.
· 참여자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

<활동 정리>
· 완성한 화첩에 이름칸에 자신의
이름, 별명 또는 화첩의 제목 등을
적는다.
· 책가도 앞에서 자신이 만든 화첩
을 들고 친구들과 인증샷을 찍는다.
· 설문지 조사 참여

15분

- 당대 사회의 덕목이 담긴 문자도를 통해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이해한다.
- 문자도와 팝아트를 비교 분석하며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
미를 유발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
기대 효과

- 조선 후기 문화를 인물과 그림을 둘러싼 이야기로 설명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
다.
- 책가도의 시작에서부터 민화로의 변형 발전 양상을 살피면서 조선 후기의 전반의 시대
적 배경과 문화정책에 대해 알 수 있다.
- 민화 향유층인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함으로써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민족의
창조성과 창의력에 대해 인식한다.

m 학습지도안 2 (자율학기제 연계 교육프로그램)

주제
교육
프로그램명

∨
□ 역사 ∨
□ 민속/생활

∨
□ 미술

□ 자연사

(해당란에 ∨ 표시)

법.고.창.신 프로젝트 1 ; 뒤를 보며 앞으로 가는 사람들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 및 예술창작활동)

- 박물관 내 인력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 소개하고 업무에 필요한 역량과 직업을 얻기 위
해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다.
기획의도

- 직업탐구에 앞서 청소년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자기고유성’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미래가 아닌 과거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연구하는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설명함으
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가져야할 바람직한 자세, 이른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한다.

학습대상
관련교과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중학교(1-3학년)
중학 사회 1 - 사회화와 청소년기의 특징
미술 : 생활 속 디자인.
예술창작활동 (셀프 브랜딩)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한다.
지식

- 박물관 관련 직업들의 종류와 업무에 대해 배우고 각 업무별 성격에 따라 필
요한 역량에 대해 생각해본다.
- 학예사, 도슨트, 에듀케이터가 되기위한 관련 교육과정 및 학과에 대해 배운다.
- 자신만의 로고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시각

교육목표

화, 단순화해 봄으로써 BI,CI 디자인의 개념을 체득한다.
기술

- 다양한 채색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
- 교육사의 지도에 따라 민화의 채색방식인 바림기법을 익혀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다.
- 박물관내 직업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태도

생각해본다.
-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본다.

1.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이 가져야할 ‘법고창신’마인드를 강
조한다.
학습활동
개요

2. 박물관 관련 직업들의 종류와 업무, 업무별 필요한 역량 에 대해 소개한다.
3. 진로탐색을 하기 위한 노력 중, ‘나 자신에 대한 파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각자
활동지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해 탐구해보고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4. 앞서 진행한 ‘자기이해’ 목록을 바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로고를 디자인을 하여 체험
교구인 텀블러를 장식한다. (교구활용)
5. 조별로 자기자신의 로고 디자인을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교수 ․

단

학습 과정 ( 대상학습자: 30명 / 학습시간 120분)

교 사

계

<오리엔테이션>
도입

· 길위의 인문학 사업 소개
· 교육-체험 진행과정 브리핑
· 조 편성

학습자

시간

비고

<오리엔테이션>
· 교육 관련 내용 듣기

5분

· 교구재 및 활동지 수령

<뒤를 보며 앞으로 가는 사람들>
-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직업, 역할,
업무 별 필요역량에 대해 소개
<뒤를 보며 앞으로 가는 사람들>
전개1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설명 ; 청 - 학예사의 설명을 들으며 질문하고
소년들이 가져야할 ‘법고창신’ 마

PPT
25분

싶은 내용들을 메모한다.

진행

인드의 중요성 강조
- 설명이 끝나면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나 이런사람이야>
- 청소년기에 반드시 필요한 ‘자기
전개2

이해’와 ‘자기고유성’ 에 대해 설
명하고 자기탐구 활동지를 작성
하게 한다.

휴식

전개3

체험프로그램 준비

- 체험 교육 프로그램 설명

<나 이런사람이야>
- 자기탐구활동지를 작성한다.
- 조원들과 작성한 내용을 공유한

20분

다.

휴식

<셀프브랜딩

10분

로고디자인

민화텀블러 만들기>

교육

; 나만의

45분

<셀프브랜딩 로고디자인 ; 나만의 - ‘나 이런사람이야’에서 작성한 활
민화텀블러 만들기>

동지 내용을 바탕으로 나 자신을

- 디자인에 민화의 도상과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로고

적용해볼 것을 유도한다.

를 디자인한다.

- 색연필과 한국화 물감 모두 자유 - 로고디자인을 중심으로 텀블러를
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바림기법을 지도한다.

꾸민다.
-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바림기법을
디자인에 적용해본다.

<활동 정리 & 발표>
- 조별 토의를 통해 학생들이 자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리

<활동 정리 & 발표>
- 자신의 텀블러를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디자인 과정에서 어떤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재미있는 방식

자기자신을 표현했는지 이야기한

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가능한 많
은 학생이 발표할 수 있도록 진
행한다.
- 참여자 설문 조사

15분

다.
- 자기 자리를 정리한다.
- 설문지 조사 참여

- 박물관 관련 직종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교육은 박물관과 더불어 전통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
워 줄 수 있다.
- ‘자기이해’를 위한 파트를 따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고유성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를 마련한다.
기대 효과

-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도와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운다.
- 로고디자인 과정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을 시각화, 단순화해 봄으로써 BI,CI
디자인의 개념을 체득할 수 있다.
- 전통 콘텐츠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접목시키고 응용해보는 시도를 통해 창의력을 향상시
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