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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회 전반적인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 및 
박물관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
기 위해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를 선택, 활용하기 위한 박물관 전문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박물관 전문인력의 디지털 역량 교육은 일방향적인 이론과 일방향적 실습 교육
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는 참여적 박물관, 협동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 이론을 기반으로 한 교
육 커리큘럼을 제안한다. 학습자는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의 획득, 선택, 활용하는 전 과정을 개별, 협동, 상시, 
전시물, 프로젝트 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다. 우리는 전문가로부터 교육적 측면, 박물관 교육 측면, 
ICT 기술 교육 측면에서 평가받아 그 활용성을 입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박물관 전문인력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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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verall digital transformation in society is rapidly progressing with the corona virus epidemic.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d museums, digital transformation is taking place throughout 
the preservation,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To respond to this, the importance 
of cultivating the digital literacy of museum professionals to select and utilize digital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is increasing. However, the current digital capacity education of museum professionals has 
not reached the cultivation of digital literacy due to one-way theory and one-way practical education. 
To overcome this, we propose a digital capacity building program using virtual museums. We propose 
a curriculum based on participatory museums, cooperative learning, and project-based learning theories. 
Learners experience the entire process of acquiring, selecting, and utilizing digital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through individual, cooperative, constant, exhibitions, and project-based learning programs. 
We were evaluated by experts in terms of education, museum education, and ICT technology education 
to prove its usability and derive improvement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building the digital capacity 
of museum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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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와 결합한 교육적 방안은 다양하게 탐색되고 있다. 
OECD의 미래교육 프로젝트,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핵심역량교
육)에서 미래 사회 인재의 핵심역량을 본격적으로 논의
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 프로젝트에서 21세기 미래 학습자 핵
심역량을 4C로 제시한 바 있다. P21에서 제시한 4C는 
창의성(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동(Collaboration)의 
역량을 말하며, 최근 컴퓨팅 사고(Computational 
thinking)까지를 포함한 5C 역량이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1].

유네스코 ‘교육 2030 아젠다’는 ICT 기술이 교육시
스템, 지식의 전파, 정보 접근성, 양질의 효과적인 학습, 
더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2]. 이처럼 세계적으로도 시민들이 번영하
기 위해 디지털 역량은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2030년까지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전 
분야에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였다[3]. 데이터 축적과 관리방식의 전
환,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환, 대국민 서비스 디지털 
전환, 디지털 대전환 생태계 강화와 같이 디지털 역량
과 크게 관련 있는 4가지 핵심전략을 구성하였으며, 박
물관을 비롯한 유산 분야에서 디지털 역량에 대한 필요
성을 인식하고 디지털의 일상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15년 11월 17일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총회에

서 채택된 ‘박물관 및 컬렉션의 보호와 증진, 다양성과 
사회적 역할에 관한 권고’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변화는 박물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며, 
박물관이 주요 기능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
면 이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사회의 이슈로 박물관에서 디

지털 역량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4].
나형남(2021)은 학예사에게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온라인 박물관 풀랫폼의 확장과 디지털 역량을 포
함한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5].

이처럼 박물관 분야에서 전문인력의 디지털 역량 함
양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물관 전
문인력은 유물 관리, 전시기획,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서 디지털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박물관 전문인력이 디지털 데이터를 전방
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
시 능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리터리시는 디지털 미디어
의 정보 및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정보를 평가 
및 판단하고 선택한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전환시기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6]. 

지금까지의 박물관 전문인력의 디지털 교육은 윤리, 
이론 교육과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연과 실습으
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교육은 박물관 전문인력이 
디지털 정보를 판단, 선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
상박물관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정보의 이해, 
선택, 활용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리터
러시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전반의 지식과 디지털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습 중심의 가상박물
관 활용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참여적 박물관
Simon(2010)은 참여적 박물관을 ‘방문객이 주어진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새로
운 것을 창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서로 
연결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7].

참여적 박물관은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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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험으로 확장시킬 수 있으며, 비전문가가 생성
하는 콘텐츠가 가치를 가지고 소통 및 전시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박물관 교육의 효과에 주목하
여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커리큘
럼을 설계하였다. 또한 박물관과 연계한 디지털 문화유
산 실습으로 교육 활동을 구성하였다. 

2.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협동학습이란 집단 구성원들의 학습을 최적화시키기 

위해 함께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8]. 협동학습에는 다양
한 모형이 있고 학습 주제에 맞는 모형을 선택하여 적
용할 수 있다.

Kagan(1994)은 협동학습의 기본 원리는 긍정적인 
상호 의존, 개인적인 책임, 동등한 참여, 동시다발적인 
상호 작용을 제시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가상박물관을 구성하는 기획 단계에 
협동학습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협동하지 않으면 과제
를 달성할 수 없도록 구조화시킨 ‘긍정적인 상호 의존’
의 원리를 반영하였다. 

3.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PBL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또는 문제 기반 학습(Problem-Based Learning)의 약
자로, PBL의 개념을 처음 만든 Barrows&Mayers 
(1993)는 PBL을 “문제를 활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학
습을 진행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10]. 이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며, 많은 학자들이 거
의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구성하는 두 축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협동학습이며, 문제 제시, 문제 해결방안 탐색, 
문제해결, 발표 및 평가 순의 단계로 이루어져 협동학
습과 병행하여 개별학습도 함께 진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박물관 저작 단계에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하여 학습자의 활동을 통해 교육이 진
행되도록 하였다.

Ⅲ. 가상박물관 관련 연구

1. 가상박물관의 정의에 관한 연구
1.1 가상박물관의 정의
ViMM(Virtual Multimodal Museum)은 가상박물

관을 “개인화, 쌍방향 상호작용, 이용자 경험,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박물관을 보완, 강화, 증강한 디지털 
실체”로 정의하고 있다[11].

 
표 1. 국내 가상박물관의 정의 및 범위

구분 지칭
단어 정의 범위

박대정
(2007)

가상
박물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
는 역사, 과학, 문화, 예술에 대한 정
보를 저장·배치·보존·재구성·분산하
는 전시 공간

실제 전시
공간의 디
지털 기술 
활용 포함

유동환
(2020)

디지털
박물관

-박물관과 박물관 자료이 아날로그
적 실제성과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서 디지털기술을 도입한 박물관
-박물관의 모든 활동에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는 박물관

실제 전시
공간의 디
지털 기술 
활용 포함

한문희
(2006)

디지털
박물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디지털 기
술을 활용
한 실제 전
시공간

박재영
(2014)

디지털
박물관

인류 환경의 유·무형적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여  
모든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일체를 
통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한편, 디
지털화한 유물을 체험의 공간에 구
현하여 관람객과 양방향으로 스토리
텔링하는 미래지향적인 박물관

디지털 기
술 활용 실
제 전시공
간

황동열
(2007)

유 비 쿼
터 스 박
물관

정보공간 속의 가상정보와 실물을 
제공하는 물리공간 속의 정보자료가 
서로 상호보완적인 존재로써 유기적
으로 통합하여 양쪽의 공간을 병용
하는 21세기의 이상적인 정보시스
템

물리적 공
간과 가상
공간의 연
동

이민수
(2004)

사이버
박물관

21세기의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
을 이용한 멀티미디어와 가상현실, 
가상스페이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기법

가상공간으
로만 구성
된 웹 박물
관

하지만 가상박물관에 대한 개념은 학자나 기관마다 
정의가 다르며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여러 의미
가 혼재되어 폭넓게 쓰이고 있다.

국내 가상박물관의 개념 용례를 살펴보면, 박재영
(2014)은 가상박물관 대상의 범위를 유·무형유산으로 
명시하였고[12], 이민수(2004)는 가상박물관을 가상의 
공간으로만 구성된 웹 박물관으로 정의하고 있다[13]. 
그 외 대부분의 가상박물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전시 공간까지를 포함한 공간으로 정의되고 있으
며, 이러한 가상박물관의 정의를 통해 가상과 실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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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넘나드는 가상박물관의 공간 범위적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2. 국외 가상박물관의 정의

구분 지칭
단어 정의

Geoffrey
Lewis
(1996)

Virtual 
museum

a collection of digitally recorded images, 
sound files, text documents, and other 
data of historical, scientific, or cultural 
interest that are accessed through 
electronic media

ViMM
(2018)

Virtual 
museum

a digital entity that draws on the 
characteristics of a museum, in order to 
complement, enhance, or augment the 
museum through personalization, 
interactivity, user experience and 
richness of content

Ken 
Sakamura

(2003)

Digital 
museum

Museums that utilize digital technology 
for all activities of museums

ICOM Key 
Concepts of 
Museology

(2010)

Virtual 
museum

all the museums conceivable, or all the 
conceivable solutions applied to the 
problems answered by traditional 
museums

Anna 
Bentkowaska

-kafel
(2013)

Virtual 
museum

evolved to encompass new intellectual 
constructs and cultural phenomena, 
reflecting changes influenc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Malraux
(1967)

Museum 
without 
walls

expressed as a "museum without walls" 
in the literary sense and figuratively

Maxwell 
Anderson

(2008)

wireless 
museum

a radical variant of Malraux’ museum 
without walls

국외 연구에서 정의한 가상박물관은 국내 사례에 비
해 박물관을 이루는 디지털적 특성을 광범위하게 다루
고 있다. ICOM(2010)은 가상박물관을 “상상할 수 있
는 모든 박물관, 또는 전통적 박물관에 의한 문제에 적
용되는 모든 상상가능한 해결책들”이라고 언급하였으
며[14], 대부분 가상박물관의 개념 및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가상박물관의 범위 분석을 통한 기존의 국내·
외 사례는 가상박물관을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거나 활
용한 실제 박물관 전시 공간 형태와 가상의 전시 공간
으로만 구성한 웹 박물관 형태, 또는 물리적 공간과 가
상공간을 연동한 시스템 형태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2. 가상박물관 교육에 관한 연구
강인애(2011)는 가상박물관의 교육적 활용으로 다양

한 연구를 제시하였다[15]. 하지만 초등학교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국립어린이박물관 중심으로 연구를 진
행하는 등 그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에 한정되어 있고 
웹 기반의 가상박물관을 보조도구로써 활용하고 있다.

이현민, 김미수(2020)는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수업
에서 가상박물관의 아카이브로서 학습자료 가능성과 
학습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16]. 하지만 역시 가
상박물관을 온라인 교육의 보조도구로 활용한 것으로 
디지털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 기술 측면을 
반영한 학습활동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종욱(2019)은 가상박물관 구축 기법이자 메타버스 
기반 박물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Artsteps를 활용하
여 가상박물관을 직접 기획하고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17]. 
하지만 전문인력을 위한 교육과정이 아닌 교과과정으
로서의 커리큘럼을 제안하였다.

최광식, 남윤재(2021)는 박물관 학예사들의 관점에
서 VR의 교육적 기능과 진정성 가치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박물관 맥락에서 가상현실(VR)의 스토리와 
이미지가 원본을 정확히 재현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가상현실(VR)이 진정성의 가치 확보를 논하
였다[18]. 하지만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측
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가상박물관 활용 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
고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우리는 선행된 가상박물
관 활용 교육 연구 사례를 통해 가상박물관 교육 현황
을 파악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는 가상박물관을 단순 보조도구로 사용하
였으며, 또는 교육 대상이 박물관 관람객에 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 가상박물관을 저작하는 활동 등
을 통해 전시 전문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욱 커리큘럼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Ⅳ. 교육 커리큘럼 설계

1. 디지털 교육 실습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 효과

를 높이기 위해 참여적 박물관의 특징을 바탕으로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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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적용하여 ‘가상박물관을 활
용한 디지털 문화유산의 이해’라는 교육 커리큘럼을 설
계하였다.

본 연구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상박물관 구
축 기법과 포토그래메트리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웹 기반 소프트웨어 Artsteps는 
가상 전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저작도구로써 사용자는 
별도의 설치 없이 사진, 영상, 텍스트, 3D 오브젝트 등
의 다양한 콘텐츠를 나만의 전시 공간 내에 자유롭게 
배치하고 구현할 수 있다.

포토그래메트리는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실사 사진
을 기반으로 3D 모델링을 구현하는 기법으로 DSLR 카
메라 또는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각도의 여러 장의 사진
을 찍은 후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사진을 정합하
고 3D 가상 유물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란 문화유산이 진실한 가치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진정성의 판단요
소에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체계, 위치와 주변 환경, 언어, 무형유산, 정
신과 감정 등 내외부 요소가 존재한다[19]. 우리는 포토
그래메트리 기술을 활용해서 전통적인 재료와 재질 특
성을 반영하는 디지털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은 가상박물관 저작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가상박물관을 기획 및 구축하며, 포토그
래메트리를 통해 획득한 3D 가상 유물을 본인의 가상
박물관에 배치하는 과정 등을 통해 디지털 실무 능력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그림 1. 웹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가상박물관 저작 예시

그림 2. Photogrammetry를 활용한 3D 가상 유물 데이터 
수집

2. 가상박물관 활용 교육 커리큘럼 설계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측면, 박물관 교육 측면, ICT 

기술 측면의 3가지를 반영하여 교육 커리큘럼을 설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교과목과 교과 비율을 편성하고 
학습 목표 및 교육 일정을 구성하였다.

그림 3. 교육활동 구성의 3가지 측면

표 3. 교과목 편성
구분 과목명 교육시수
이론 디지털 문화유산의 현황 2

이론 디지털 문화유산의 법과 제도 2

이론 가상박물관의 현황 및 분석 2

이론  및 실습 가상박물관 저작 도구 및 기법 4

실습 사진측량 실습 6

실습 가상박물관 저작 6

기타 교육 안내 및 만족도 조사 1

계 23

표 4. 교과 비율
구분 계 이론 실습 기타
시간 23 7 15 1

비율(%) 100 30 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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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 교육 일정
구분 1일차 2일차 3일차

09:00-10:00 디지털문화유산 
관련 법규와 
제도(강의)

가상박물관의 현황 
및 분석
(강의)10:00-11:00 교육 안내

11:00-12:00 디지털문화유산의 
현황(강의) 사진측량법(실습) 가상박물관 

제작(실습)

13:00-14:00 디지털문화유산의 
현황(강의)

사진측량법(실습)
가상박물관 
제작(실습)

14:00-15:00
가상박물관 

제작도구 및 기법
(강의+실습)

15:00-16:00
16:00-17:00
17:00-18:00 교육 만족도 조사

표 6. 교육활동 계획

과목명 구분 학습 
구성 학습목표 교육

장소
디지털 

문화유산의 
현황

이론
개별
학습

디지털 문화유산 관련 국내법, 
제도, 정책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실

디지털 
문화유산의 
법과 제도

이론
디지털문화유산의 개념과 

국내외 활용 사례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강의실

가상박물관
의 현황 및 

분석
이론 협동

학습

가상박물관의 개념과 유형을 
알고, 조별로 가상박물관의 

필수요소에 대한 의견 나눔과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강의실

가상박물관 
저작도구 및 

기법

이론
실습

상시적
학습

가상박물관 저작도구 및 기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힌다.

전산실습실

사진측량 실습
전시물
기반 
학습

포토그래메트리를 통한 3D 
가상 유물 데이터를 수집한다.

박물관 및 
전산실습실

가상박물관 
저작 실습

프로
젝트
기반 
학습

가상박물관 저작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획득한 가상 유물을 
배치하여 가상박물관을 

저작해본다.

전산실습실

Ⅴ. 평 가 

본 연구에서는 교육 커리큘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육 분야와 박물관 분야, ICT 디지털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교육 커리큘럼 설계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1. 연구대상
학습활동 구성 측면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였으며, 국립대학박물관 관장
(전문가 A), 교육원 교육기획부서 관계자(전문가 B), 국
립 박물관 디지털부서 학예연구관(전문가 C)을 대상으

로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의 내용 타당도 평
가를 진행하였다.

교육 커리큘럼 평가 항목은 교육적 측면과 박물관 교
육 측면, ICT 기술 측면의 활동을 세부적 학습 영역으
로 나누어 [표 7]과 같이 설계하였다. 또한 동일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전문가 평가로 교
육 커리큘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7. 교육 커리큘럼 평가 항목
학습 
구성 설문 항목 학습 영역

교육적 
측면

개별적 학습 및 즉각적 피드백 제공 개별맞춤 학습

그룹 단위 활동
학습자 간 상호작용 및 공유 활동 협동 학습

사후 학습이 가능한 교육환경 제공
박물관 현장과 연계한 상시 학습 상시적 학습

전시물을 활용한 교육활동 제공
자기주도학습, 탐구학습, 맥락학습 전시물 기반 학습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 활동 포함 프로젝트 기반 학습

박물관 
교육 
측면

전시물을 활용한 가상박물관 교육활동 실물중심 학습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학습 체계 제공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공유와 소통 비형식 학습

교육활동을 위한 보조 자료 제공
능동적 계속 교육 평생 학습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교육적 활용 학제 간 학습

ICT 
기술 
측면

디지털 기기 활용
소프트웨어 사용법 숙지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
용

디지털 테크놀로지 적용 디지털 기술 적용

여러 플랫폼을 통한 가상박물관 접근 멀티 플랫폼

2.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와 

체크리스트를 통한 평가 자료를 취합하여 교육적 측면, 
박물관 교육 측면, ICT 기술 측면별로 재구성하였다.

표 8. 전문가별 커리큘럼 평가 결과

구분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교육적
측면 

교과과정 단원별 
교수학습 방법 

확인을 위한 명시 
필요

협동학습 영역에서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토론식 수업 

제안

포스트 코로나시대 
문화유산 대상의 
현장 활용 가능 
교육과정 설계는 

유의미함

박물관
교육
측면

박물관 및 디지털 
문화유산 국제 

법규와 제도 관련 
내용 추록 권고

민간, 사립 박물관, 
미술관,·전시관 등의 
다양한 가상박물관 
사례 추가 권장

상호작용 측면에서 
가상박물관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 

혹은 모델 설계 방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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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결과, 디지털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는 
본 연구에서 설계한 가상박물관을 활용한 디지털 문화
유산 교육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문화유산을 대
상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 설계는 유의미
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박물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전문가는 향후 교육과정의 발전과 확장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내용, 메타버스 콘
텐츠 활용 등 보완할 내용을 제언하였다. 

Ⅵ. 결 론

4차 산업혁명과 시대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
래 디지털 역량은 점차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상박물관 활용 교육 커리큘럼은 포
토그래메트리와 같은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복제품을 
통해 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이것의 교육적 활용 사례
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육 커리큘럼은 디지털 문화유
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함양과 디지털 기기 및 소프
트웨어를 활용한 가상박물관 저작 실습 교육 등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의 디지털 실무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학점은행제 및 사회교육과정 
등의 다양한 교육영역과 연계하여 학생 및 일반인 대상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으로의 확장 및 
활용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교육 및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시 전문인력을 위한 가상박물관 활용 교육 커리큘럼 
평가를 실시하여 유의미성과 보완점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상박물관 활용 교육 커
리큘럼은 설계 및 전문가 평가 단계에서 그쳐 실제 전
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효과성을 입
증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 
본 연구에서 설계한 커리큘럼을 통한 전시 전문인력 대
상 가상박물관 활용 교육의 검증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가상박물관 활용 교
육 커리큘럼 설계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디지털 역
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실습 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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