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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논문은 안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단원미술관의 전시 사례를 중심

으로 콘텐츠 제작과 활용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데 그 목적

을 가진다.

1991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선 후기 화원이자 풍속화의 대가로 알

려진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 ? )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안산을 ‘단

원의 도시’로 명명했다. 이에 안산은 단원 김홍도를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자원이자 문화콘텐츠로 

단원 김홍도를 활용하여 단원조각공원 조성과 단원미술관 운영, 단원 김홍

도 축제 기획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단원 김홍도를 안산의 대표 브랜

드화하고자 했다. 단원미술관은 단원 김홍도의 미술관이라고 지칭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2009년 <사슴과 동자>를 첫 

매입하고 2016년 <화조도>를 매입한 이후 올해까지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총 6점 소장하게 됐다.1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수집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 10월 개관한 단원콘텐츠관의 역할

과 방향은 단원 김홍도의 진본을 소장하지 않아도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단원콘텐츠관을 단원 김홍도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과 보존, 전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디

지털 자료 중심으로 고급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설정했다. 다시 말해 도서관과 아카이브, 미술관(Library + Archive 

+ Museum)의 기능이 결합된 One-Source Multi-Use의 복합문화 정보기관으

로 단원콘텐츠관을 찾는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했다. 이는 소장품의 문제와 고서화(古書畫)가 가지는 전시의 한계를 극복

하고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키는 등 동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1 안산시는 2020년 4월 말, 제35회 마이아트옥션을 통해 <여동빈도>를 매입하여 <사슴과 동자>, 

<화조도>, <임수간운도>, <대관령>, <신광사 가는 길>을 포함해 총 6점의 단원 김홍도 작품을 

소장 하게 됐다. 표암 강세황과 긍원 김양기, 호생관 최북, 현재 심사정, 연객 허필 등의 작품까

지 더하면 총 22점의 고서화를 소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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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여러 방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관람하고자 

단원콘텐츠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터치스크린과 딥 줌(Deep Zoom)2의 기

술을 이용하여 단원 김홍도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실감형 서비스로 제공하

고, 단원 김홍도의 원작을 그대로 해석하여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한 콘텐츠 

전시를 통해 조선 시대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주제어 <국문>, 단원 김홍도, 안산, 미술관 전시, 단원콘텐츠관, 콘텐츠 제작, 

고서화, 아카이브

2 ‘딥 줌’(Deep Zoom)은 웹 콘텐츠를 표현하는 기술로 관람객들이 마우스를 움직여 콘텐츠(이미

지와 영상 등)를 확대하고 축소해가며 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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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단원의 도시’ 안산과 단원미술관의 역할

1990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11월을 ‘김홍도의 달’로 지정하면서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안산시를 ‘단원의 

도시’3로 명명한다. 이에 단원 김홍도를 문화예술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안산 

시내 전역에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담은 벽화 사업을 기획하고 단원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들이 추진됐다. 특히, 안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예

술 축제로 1999년 제1회 단원미술제4가 개최되고 같은 해 단원 김홍도의 

업적을 기리고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임을 공고히 하고자 단원구에 단원미

술전시관을 설립한다. 전시관에서는 주로 단원 김홍도 작품의 영인본(影印

本)을 상설 전시하며. 매년 10월에 열리는 단원미술제 공모전의 수상작품

을 전시하는 등 미술 전시관의 성격을 유지했다. 2013년 4월 단원미술전시

관을 상록구로 이전하고 단원 김홍도 영인본의 전시관을 중심으로 300여 

평의 규모의 제1관과 소규모 전시가 가능한 100여 평 규모의 제2관을 차례

로 건립했다. 2015년 10월 수장고를 갖춘 단원콘텐츠관을 3관으로 증축하

고 2016년 2월에 1종 미술관으로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 2020년 현재, 단원

미술관은 안산의 공공미술관이자 시립미술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술관의 역할은 다채로운 예술을 수용하고 작품 수집과 연구, 전시, 교

육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지역의 미술관은 그 지역이 가진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통해 미술관의 정

3 안산을 단원 김홍도의 도시로 명명한 것은 그의 스승으로 알려진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의 

글 <단원기>에 “김홍도가 어릴 때 내 집에서 그림 공부를 하러 다녔다”라는 기록에서 추측하고 

있다. 이는 김홍도와 안산의 관계성을 확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
4 단원미술제는 1999년부터 단원미술제의 조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주최주관 하에 열렸었다. 

미술공모전으로 김홍도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예술행사다. 미술제가 열리는 10일 중 3일간 김

홍도축제가 열리는데, 김홍도의 일대기와 작품세계, 마당극과 풍속화 재현 등 체험 위주의 행

사를 진행했다. 이후 단원미술제와 김홍도축제는 분리･개최되면서 단원미술제는 전국 최고의 

권위 있고 차별화된 미술공모전으로 발돋움한다. 2019년 제21회 단원미술제가 진행되었으며, 

단원미술제를 통해 역량 있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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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과 방향을 확립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러나 대부분의 공공미술관은 그 정체성이 모호하여 종합적인 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작은 미술관들은 지역 작가들과 협회를 대상으

로 대관을 하며 미술관이기 보다 전시관으로 소극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단원미술관 또한 단원 김홍도라는 인물의 이름을 내세운 미술관으로 명칭

에 걸맞은 정체성과 역할이 요구됐지만, 개관 초기 전문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다소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다. 

단원미술관의 역할은 안산을 ‘단원의 도시’이자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

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단원미술관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이자 

풍속화의 대가 단원 김홍도의 업적을 기리고자 ‘단원 김홍도’라는 특정 인물

을 내세운 미술관으로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

관으로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먼저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기반으로 학술적인 연구와 작품의 현대

적인 재해석을 통해 전시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성인 대상의 인문학 강좌 등을 진행하며 단원 김홍도에 대한 포

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단원 김홍도과 같은 작가 발굴을 위해 

전국 규모의 작가 공모전인 단원미술제와 단원미술제 선정작가를 위한 작

가 지원 프로그램, 지역 작가들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신진 작가 발굴과 작업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물론 동시대 이슈를 소재로 

현대미술 전시도 기획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단원 김홍도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단원 김홍도 미술관으

로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미술 문화 발전을 위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필자는 2015년부터 안산문화재단의 학예사로 2016년 단원미술전시관을 

단원미술관으로 등록하고 단원콘텐츠관의 운영과 전시 기획을 담당하고 있

다. 단원콘텐츠관의 개관부터 현재 운영에 이르기까지 본 논문을 통해 단원

콘텐츠 제작과 전시의 활용 그리고 확장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고 논의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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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단원콘텐츠관의 운영과 비전

안산이 소장한 단원 김홍도의 작품은 2015년 단원미술관의 3관으로 콘텐

츠관을 개관할 때까지 2009년 매입한 <사슴과 동자> 한 작품뿐이었다. 단

원미술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만 단원 김홍도의 작품은 대부분 국립중앙

박물관과 간송미술관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소장하고 

있으며 개인 소장자가 많아 작품을 수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단원콘텐츠관이 개관되고 그 역할과 방향은 단원 김홍도의 

진본을 소장하지 않아도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

다. 먼저, 단원 김홍도와 관련한 시각예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관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카이브실을 운영해야 했다. 단원 김홍도와 관련한 

논문, 학술지, 도서 등의 자료를 아카이브 했고,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 

고급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설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시’는 고서화의 특성상 장기간 전시가 불

가능하고, 작품을 교체하며 지속적으로 전시할 작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

에 애당초 ‘다른 방식의 전시’를 구현하기로 했다. 

‘One-Source Multi-Use’ 즉, 단원콘텐츠관을 복합문화 정보기관으로 도서

관과 아카이브, 미술관(Library + Archive + Museum)의 기능을 결합한 공간

으로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 소장의 한계와 고서화(古書畫) 전시의 한계를 해결하고 미술관

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시키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0년 올해 단원콘텐츠관이 개관한 지 햇수로 5년이 흘렀다. 현재까지 

제작된 단원 콘텐츠는 단원 김홍도의 원작을 그대로 해석하여 미디어 콘텐

츠로 제작하거나 현대 작가들의 작업 스타일을 반영하여 재창조하는 방식

을 이어오고 있다.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보고자 단원콘텐츠관을 찾는 관람

객들에게 터치스크린과 딥 줌(Deep Zoom)의 기술을 이용하여 단원 김홍도

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실감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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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클리블랜드 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의 갤러리 원과 같이 관

람객이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미술관의 작품을 탐색할 수 있도록 3개의 터

치스크린에 멀티 터치(Multi-touch)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단원콘텐츠관

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단원의 작품을 확대, 축소

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비록 진본의 아우라를 느낄 수 없지만, 고화질의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단원의 섬세한 붓 터치를 자세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만족도가 컸다.

2) 단원의 작품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1) 단원콘텐츠展 <단원 김홍도의 거리풍정>

단원콘텐츠관의 가장 큰 과제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들을 콘텐츠화하는 일이었

다. 소장하고 있는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 

없기 때문에, 전시의 주제로 다룰 단원의 

주요 작품들은 원작을 복제하고 이를 콘

텐츠화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

다. 단순히 진본의 이미지를 복제하여 벽

에 거는 방식에서 벗어나, 단원콘텐츠관

은 관람객들이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를 

기반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단원 김

홍도의 천부적인 예술 세계에 흥미와 공

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 단원의 폭넓은 작품

세계를 아우르며, 콘텐츠관을 찾는 다양

한 연령층이 고서화라는 장르와 그 안의 

이야기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콘

텐츠 제작에 많은 연구가 필요했다. 
| 그림 1 | 전시 메인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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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김홍도의 거리풍정>은 단원콘텐츠관에서 진행한 첫 번째 콘텐츠 

아카이브 전시로 ‘단원이 그리고 표암이 쓰다’라는 부제와 함께 기획되었

다. 이 전시는 2016년 12월 오픈하여 상설전시가 끝난 이후 이 전시를 기반

으로 2017년 울산중구문화의전당을 비롯해 횡성과 창녕, 제주도, 중국 등 

지역의 문화예술회관과 해외에서 순회전을 진행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전시는 단원 김홍도의 대표 작품으로 알려진 �단원풍속화첩� 25점과 

《행려풍속도병行旅風俗圖屛》<그림2>을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업 방식을 통

해 다양한 매체로 재해석하여 조선 후기 서민들의 일상과 한국적 정서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 그림 2 | 행려풍속도병(부분), 비단에 엷은 채색, 1778,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행려풍속도병》은 산천을 유랑하면서 마주친 서민들의 다양한 세상살이

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표현한 작품으로 산수 인물화 형식을 가진다. 1778

년 김홍도의 나이 34세 때 강희언(姜熙彦, 1738~1782년경)의 집으로 추정되

는 담졸헌澹拙軒에서 그린 그림이다. 이 작품은 단원 김홍도의 그림과 각 

폭의 상단에 표암 강세황(豹菴 姜世晃, 1713~1791)의 해학적인 세태평이 

덧붙여져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중요한 작품을 기반으로 

현대미술 작가 진기종과 미디어 작가 차동훈은 작가 고유의 작업 방식을 

통해 고서화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작품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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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진기종, 거리풍정-훔쳐보기(부분), 

66x146x50cm, 혼합재료, 2016

  | 그림 4 | 진기종, 나루터(부분), 

46x76x60cm, 혼합재료, 2016

진기종 작가는 <그림 5>와 같이 배경 위에 축소된 모형들을 세워 입체적인 

장면으로 제작하는 디오라마(diorama)를 통해 《행려풍속도병》 8폭 중 5폭(노

변야로路邊冶爐: 길가 대장간, 노상풍정路上風情, 과교경객過橋驚客; 놀란 

나그네, 파안흥취破鞍興趣; 훔쳐보기, 나루터)을 <그림 3,4>와 같이 두 개의 

디오라마 작업으로 재구성했다. 작가는 단원 김홍도 작품의 다채로운 표정과 

움직임을 세심하게 포착하며, 단원 김홍도 풍속화의 특징들을 그대로 구현해

냈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첩은 대부분이 배경을 생략하고 인물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나, 《행려풍속도병》은 풍속화와 산수가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과 서민 사회의 삶을 은유와 풍자로 엮어낸 것이 특징이다. 

| 그림 5 | 진기종 작가의 디오라마 제작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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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회화에 대한 매체의 재해석으로 진기종 작가는 <그림 5>와 같이 병

풍의 폭마다 다른 주제와 장소를 하나의 공간에서 풀어냈다면, 미디어 작가 

차동훈의 작품은 평면 회화를 시간성과 공간감이 있는 입체적인 영상으로 

구현하고 있다. 차동훈 작가의 3D 그래픽(3D graphic) 영상 역시 단원 김홍

도의 《행려풍속도병》 8폭 중 5폭을 주제로 제작한 영상이다. 3D 그래픽 

기술은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의 이미지로 만들어 인간이 시각적으로 느끼

는 원리를 모방해 영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다. 작가는 작품의 인물들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여 평면의 작품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영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단원 김홍도가 거리를 거닐며 실제 마주쳤을 법한 당시의 

풍경과 분위기를 짐작하여 고스란히 영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또한, 관람객들이 《행려풍속도병》을 이미지로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폭

마다 쓰여진 강세황의 제발(題跋)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에 담아냈

다. 제발을 통해 그림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그린 이의 사상이나 예술관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 쓰여진 강세황 글귀들은 작품

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 그림 6 | 차동훈, 거리풍정(나루터), 4min. 3D 그래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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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 차동훈, 거리풍정(길가대장간), 4min. 3D 그래픽, 2016

단원콘텐츠관을 개관하면서 첫 번째 콘텐츠 작업으로 제작된 작품은 우

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디어 작가 이이남의 작품이다. 이이남 작가가 제작한 

<김홍도 해피니스 Kim Hong-do Happiness>는 총 13분 정도의 영상으로, 

단원 김홍도의 산수화와 풍속화를 현대적인 관점과 기술로 재해석한 작품

이다. 이이남 작가에 따르면, 고전적 요소와 함께 현대적인 아이콘과 소재

들이 디지털 세계에 공존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호소통을 이루고자 제

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이남 작가의 작품은 풍속화뿐만 아니라 산수화에

도 뛰어났던 단원 김홍도의 정신과 예술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으

며, 마치 단원 김홍도의 작품 속 인물들이 관람자를 영상 속으로 인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한다. 이이남 작가는 영상의 모든 소스를 김홍도의 작품

에서 그대로 따와서 포토샵을 이용해 애니메이션처럼 간단한 움직임을 주

는 방식으로 제작했다. 

13분의 재생 시간 동안 단원 김홍도의 다양한 장르 작품들을 총망라하는 

이 작품은 한국의 사계절에 따른 풍경과 조선 시대 소박한 서민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현대인의 일상에 단꿈을 맛보게 하는 서정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28 기획: 퍼포먼스/뮤지엄

| 그림 8 | 단원콘텐츠관 전시 전경_이이남, 김홍도 해피니스, 영상, 13min, 2016

(2) 안산시 소장 진본展 <단원아회檀園雅會> 

| 그림 9 | 단원콘텐츠관 전시 전경(2019)

<단원아회>는 안산시가 소장한 총 19점의 작품으로만 기획한 전시로 안

산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인들의 작품세계를 소장품을 통해서만 

소개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시실 안쪽에 설치한 터치

스크린의 멀티터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개별 작품들을 아

카이브하여 관람객들이 좀 더 많은 작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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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 전시실 터치스크린의 활용

<그림 10>을 살펴보면 세 개의 모니터 중 양쪽의 모니터 화면에 <균와아

집도筠窩雅集圖>의 인물을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작가별로 아카이브해 놓

은 작품들을 확대, 축소하여 볼 수 있다. 가운데 모니터는 그동안 단원콘텐

츠관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을 비롯하여 전시 별로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

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팅해놓았다.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은 콘텐츠관의 

초창기 때 제작된 콘텐츠부터 최근 제작된 콘텐츠들을 확인하면서 지속해

서 늘어나고 있는 단원 김홍도의 미디어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1 | 차동훈, 입간入看, 3min. 3D 그래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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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소장 진본전 <단원아회>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차동훈 작

가의 영상작품 <입간入看>은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뉜 전시실의 입구 쪽에 

설치되었다. 단원 김홍도가 자연 속에서 풍경의 이미지를 사냥하는 과정

을 몽환적으로 그려낸 영상으로, 이 작품은 단원 김홍도가 산천을 돌아다

니며 그린 수많은 작품의 창작 과정을 은유적으로 보여 준 작품이다.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기까지 단원 김홍도가 공간에 그어 보았을 상상의 선

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사라지고 다시 그어지기를 여러 차례 반복한 후, 

단원 김홍도만의 작품으로 완성된 선들만 남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상 

작업이다.

3. 결론

1) 콘텐츠를 통해 전통을 잇는 방식

단원콘텐츠관에서 현재까지 제작된 콘텐츠는 단원 김홍도의 원작을 그

대로 해석하여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현대 작가들의 작업 스타일을 

반영하여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단원콘텐츠 제작 시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업 방식에 의해 단원 김홍도의 작품에 나타나는 특징 

혹은 그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소개한 단원콘텐츠 작품들도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 현대 작가의 작업 

방식을 통해 재현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형식의 콘텐츠를 도출하면서 

작가 저마다 단원 김홍도 작품의 특징이 콘텐츠에 구현될 수 있도록 진행하

고 있다. 단원 김홍도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며, 결국 단원 김홍도의 예술성과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단원콘텐츠관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제작과 기획의 가장 큰 목적은 단원

미술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단원 김홍도의 작품세계에 관심을 갖고 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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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서화를 관람객들

이 어렵고 지루하게 느끼기보다 남녀노소가 흥미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을 이용하는 관람객들이 한 작품의 고서화를 감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다. 박물관의 제한된 조도 

아래 고서화를 감상한다는 것은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는 일로, 작품에 쓰인 

한자의 제발을 읽고 이해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관람객 대부

분이 작품을 온전히 감상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작품의 이미지만 훑어보

는 식의 관람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단원콘텐츠관은 하나의 고서화

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이를테면, 단원콘텐츠관의 첫 전시로 앞서 거론한 <단원 김홍도의 거리

풍정>에서 단원 김홍도의 <행려풍속도병>을 디오라마로 제작한 것은 평면

의 이미지에서 볼 수 없는 현실감 있는 장면들을 입체를 통해 여러 방향에

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차동훈 작가의 작업을 통해 

평면의 이미지를 약 4분 정도의 3D 그래픽 영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장면마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반영하고자 진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똑같이 3D 캐릭터로 제작하여 옷깃의 일부와 새의 깃털이 바람에 나부끼듯 

실제와 가깝게 표현했다. 더불어 관람객들이 고서화를 쉽고 재미있게 감상

할 수 있도록 병풍의 폭마다 상단에 적은 표암 강세황의 세태평을 한글로 

풀어 자연스럽게 영상으로 풀어냈다. 고서화의 좋은 제발은 그림의 가치와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작가의 생각과 예술관을 알 수 있어 그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 

고전이나 전통을 잇는 것은 단순히 자료의 수집과 연구, 진본 작품의 소

장 여부가 아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이해와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콘텐츠의 제작과 활용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들이 작품

에 흥미롭게 접근하여 고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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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원콘텐츠관의 과제

지난해 단원콘텐츠관은 안산시 소장 진본전 진행을 위해 전시공간을 리

모델링하면서 고서화 전시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췄다. 개관 초기 도서관

과 아카이브, 미술관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문화 정보기관으로 운영하고자 

도입했던 멀티터치 시스템을 개선하고 디지털 시스템을 추가했다. 디지털 

이미지 아카이브에서 나아가 미디어 콘텐츠 아카이브로 확장하고, 전시의 

주제를 다루는 범위도 단원 김홍도와 표암 강세황에서, 18세기 안산을 기반

으로 활동한 예인들과 당시 안산의 문화예술로 그 범위를 점점 확장하고 

있다. 단원콘텐츠관의 개관 이후 지난 5년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카이

브 구축을 비롯해 콘텐츠 제작 및 전시 기획, 교육,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

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들과 해결해야 할 일

들이 많다. 

단원콘텐츠관은 813.57㎡ 규모의 복합 전시관으로 1층은 수장고, 2층은 

콘텐츠전시실과 아카이브실, 다목적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관람객이 단원콘텐츠관을 방문해서 관람이 가능한 곳은 2

층의 콘텐츠전시실과 아카이브실로, 전시해설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시 

해설과 자유 관람으로 콘텐츠관에 머무는 시간은 약 40~50분 안팎이다. 짧

지 않은 시간이지만 길지도 않은 시간이라 단원콘텐츠관에서 관람객들이 

얻어갈 수 있는 자료와 정보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콘텐츠관을 방문했

던 관람객이 지속해서 재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새로운 관람객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콘텐츠와 스토리텔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지난해부터 단원 김홍도 연구과제 공모사업을 통해 단원 김홍도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콘텐츠의 축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인문, 사회, 예술,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단원 김홍도를 조명할 수 있는 연구 과제를 통해 단원의 아카이브를 

좀 더 확장하고 나아가 안산의 문화예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단원콘텐츠관은 연관 기관과 기업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체험형 전시가 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전시의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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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단원 김홍도라는 인물과 작품세계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와 탄탄한 스토리텔링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전문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단원콘텐츠관에서 구현하기 쉽지 않았던 증강현실과 가

상현실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을 통해 관람객들이 생동감 있는 전시

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년보다 앞으로의 5년이 더욱 중요하다. 단원미술관과 단원콘텐츠

관이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의 고유자산인 ‘단원 김홍도’의 

예술성과 가치를 알리고 안산의 대표 브랜드로 확고히 정착시키고자 노력

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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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y of Connecting to Tradition through Content

Kim, Sangmi

Danwon Art Museum

Curator, Exhibition Department

This study is aimed at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content production, 

utilization and expansion, focusing on the exhibition case of Danwon Art 

Museum run by Ansan Cultural Foundation.

In 1991,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med Ansan as 

the City of Danwon since it is believed to be the hometown of Danwon 

Kim Hong-do (1745~?), a pain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 

well-known master of genre painting. As a result, Ansan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utilize Danwon Kim Hong-do for its unique resource 

through internal and external business such as the creation of Danwon 

Sculpture Park, the operation of Danwon Art Museum, and the planning 

of Danwon Kim Hong-do Festival. However, the biggest problem with 

Ansan is that there are not many collections of Kim Hong-do. Ansan has 

owned a total of six works as of May this year: a deer and a boy, 

flowers and a bird, A view of clouds on the water, Daegwallyeong, 

Yeodongbin, A way to Singwangsa. Accordingly, Danwon Contents 

Center has set up a vision to systematically collect, preserve, and display 

various visual and artistic materials related to Kim Hong-do, offering 

high-quality information based on digital data. In other words, it is a 

complex cultural information agency of One-Source Multi-Use, which 

combines the functions of libraries, archives and art galleries so that 

visitors' desire is satisfied. It reflects the contemporary trend of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ancient paintings and satisfy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art museum. From the opening of the Danwon 

Contents Hall, the original work of Kim Hong-do has been interp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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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duced as media contents or recreated as a new form of art by 

modern artists. Exhibition using technologies such as touch screen and 

‘deep zoom’ helps visitors to heighten their experience of the archives 

and get inside the world of the genius painter.

5

Keywords Danwon Kim Hong-do, Ansan, Exhibition, Danwon Content Museum, 

Content Production, Old Painting, Digital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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