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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物館学の発展方策と人材養成

黒岩 啓子*

１. はじめに
現在筆者は、「アジアにおける博物館学と専門職員の研修」に関する研究を
進めようとしている。本発表では、この研究テーマに至った背景や課題をも
とに、「博物館学の発展方策と人材養成」について述べたい。
２. 日本の博物館法制度
日本国憲法の下、1947年に教育基本法が、1949年に社会教育法が制定され
た。社会教育法の精神をうけて1951年に博物館法が制定され、生涯学習の振
興に寄与する社会教育のための機関（社会教育法第９条）のひとつとして、
博物館は国民の教育、学術及び文化の発展に寄与する（博物館法第１条）と
規定されている。博物館法が制定された当時は200館ほどしかなかったが、
今や約5700館の博物館が存在しており、社会の変化と共に博物館に求められ
る役割や責任も変わってきている。そして、博物館の運営に携わる学芸員に
望まれる資質や姿についても見直すことが必要となってきている。
そのため2005年に「新しい時代を切り拓く生涯学習の振興方策について」と
いう諮問が行なわれ、2006年の教育基本法改正を踏まえて、2008年2月に「知
の循環型社会の構築を目指して」という副題の答申が出された。ここでは、
博物館の学芸員は「資料の収集、保存、展示、調査研究、教育普及活動等の
多様な博物館活動の推進のために重要な役割を担っており、今後、博物館が
人々の知的関心にこたえる地域文化の中核的拠点として、人々の生涯学習の
支援を含め博物館に期待されている諸機能を強化していく観点から、学芸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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および学芸員補の資質の向上が重要」とされた。
３. 学芸員養成課程の課題
先の答申を受けて博物館登録制度や学芸員制度の見直しが期待されたが、
2008年6月に実施された博物館法改正は抜本的な改革とはならず、2009年に
博物館法施行規則で学芸員資格取得のための法定単位が12単位から19単位に
改正されたにとどまった。日本の大学では講義1科目につき、1回90分で15コ
マ（回）実施し、その後試験もしくはレポート提出等によって単位を認定し
ている。この時間数では多様な博物館の実践や理論を伝えることは非常に難
しい。また、学芸員資格を取得しようと考えている学生であっても、博物館
事業や学芸員の実態に関する認識や理解が低いという現状がある。
国際的に評価の高い英国国立レスター大学大学院のSchool

of

Museum

Studiesは、博物館現場での経験と理論的研究の両面を持つ教員陣のもと充実
した授業計画がなされ、世界各国から留学生を受け入れ、母国での博物館セ
クターの中心的人物となる人材を輩出している。
一方日本では、博物館関連の大学院研究科があるのは30校程度で、博物館
学に特化したところはない。また、学芸員養成課程の教員は、博物館学では
なく美術史や世界史、考古学などの他分野を専門としている場合が多い。そ
のため文部科学省がシラバス作成時の参考として設定した各科目の内容に
添った授業が実施されていない場合もある。さらに、専任教員が少なく、筆
者自身も非常勤講師として教えているが、科目間での授業内容の調整を図り
総合的な講義計画デザインをすることが困難であると感じている。
４. 博物館学の発展方策と高度な人材養成
時代と共に変化し内容も多様である博物館と、博物館に関わるさまざまな
課題やステークホルダーに関して総合的、包括的に研究する博物館学は、理
論と実践の両面から研究することが特に重要であると考える。理論と実践を
常にすり合わせながら博物館学を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姿勢が大切であろ
う。そのためには、レスター大学大学院のように、博物館学に特化した大学
院レベルでの専門教育と研究ができる環境を作り、高度な専門性を持った人
材を養成する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る。
さらに、レスター大学には1999年に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が設置され、英国のみならず世界の博物館と連携して先駆的な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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研究を行っている。日本においても博物館研究を継続的かつ専門的に行い、
研究成果を蓄積しかつ活用することのできる組織や機関の設置が望まれる。
博物館学の研究者が増えることで議論が深まり、博物館現場の具体的な発展
にもつながるであろう。アジアの国々にこのようなリサーチセンターが設立
されれば、研究者の受け入れや相互交流もより活発にしやすくなるのではな
いだろうか。日本はこれまで欧米の博物館の実践や、欧米の研究者が蓄積し
てきた理論に大きく拠って発展してきた。しかし、文化的・社会的・歴史的
背景や状況が異なる日本という文脈で博物館学を捉えることや、さらに欧米
に比べて歴史的・文化的なつながりや類似点が多いアジアという枠組みで見
つめ直すことが必要であると考える。
ところで研究者という点に関してみると、日本の博物館学研究者はまだま
だ国際的な学会や海外での研究会への参加や発表が少ないという課題もあ
る。自国の博物館や博物館学の研究成果について積極的にアウトプットし、
各国の専門家と情報共有し議論することが博物館学の更なる発展につながる
のは明白である。
グローバル化や多文化共生が急速に進展する現代社会において、博物館は
自国の歴史遺産や文化資源などを保護、継承し、それらを享受する場という
だけではなく、異文化を相互に理解し、多様な価値観を尊重できるようにな
る学びの場として、今後ますますその役割と責任は重要になるであろう。よ
り積極的に社会的な課題に向き合い、発信し、様々な人々と対話をする場や
環境となり、より良い社会へと変革していくエージェントとして博物館がそ
の機能を最大限に発揮するためには、それを支える博物館学の専門家と博物
館学研究の更なる発展が不可欠であると考える。
筆者が講義をしている3大学での2012年度アンケート調査結果より。
文部科学省、「学芸員養成課程の充実方策について（第2次報告書）」（2009
年2月）の「大学における学芸員養成科目の改善」に各科目のねらいと内容が
まとめられている。
The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http://www2.le.ac.uk/departments/museumstudies/rc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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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로이와 케이코(黒岩啓子)*

１. 시작하며
현재 필자는「아시아의 박물관학과 전문직원 연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본 발
표에서는 이 연구 주제에 이른 배경이나 과제를 바탕으로「박물관학의 발전방안과 인재 양
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２. 일본의 박물관 법제도
일본국 헌법 아래, 1947년 교육기본법이, 1949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었다. 사회 교육법
의 정신을 이어받아 1951년 박물관법이 제정되고 평생학습의 진흥에 기여하는 사회교육을
위한 기관(사회교육법 제9조)의 하나로서 박물관은 국민의 교육, 학술 및 문화발전에 기여
한다(박물관법 제1조)라고 규정되고 있다.
박물관법이 제정된 당시는 200관정도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약 5700관의 박물관이 존재
하고 있어, 사회 변화와 함께 박물관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도 바뀌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의 운영에 종사하는 학예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모습에 대해서도 재검
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2005년「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평생학습의 진흥 방안에 대해」라
는 자문을 통해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에 입각하여, 2008년 2월에「지식의 순환형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여」라는 부제의 회신을 받았다.
여기서 박물관 학예사는「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연구, 교육보급 활동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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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박물관이 사람들의 지
적관심에 부응하는 지역문화의 핵심적 거점으로서 사람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포함해 박물
관에 기대되는 여러 기능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학예사 및 학예사 견습생의 자질 향상이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다.

3. 학예사양성과정의 과제
앞의 회신을 받고 박물관 등록제도나 학예사 제도의 재검토가 기대되었지만, 2008년 6월
실시된 박물관법 개정은 근본적인 개혁이 아닌, 2009년 박물관법 시행 규칙으로 학예사 자
격취득을 위한 법정단위가 12단위에서 19단위로 개정되는데 그쳤다. 일본의 대학에서는 강
의 1과목에 대해 1회 90분 15회 실시하고 그 후 시험이나 리포트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
하고 있다. 이 수업 시간 안에 다양한 박물관의 실천과 이론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도 박물관사업이나 학예사 실태에 관한 인식
과 이해가 낮은 현상이다.1)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영국국립 레스터 대학 대학원 School of Museum Studies은
박물관의 현장경험과 이론적 연구를 모두 갖춘 교수진의 알찬 수업 계획으로 구성되고, 세
계 각국에서 유학생을 받아들여 모국의 박물관 센터의 중심적 인물이 되도록 인재를 배출
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박물관관련 대학원 연구과가 있는 것은 30교 정도로, 박물관학이 특화
된 곳이 없다. 또, 학예사 양성과정의 교원은 박물관학이 아니라 미술사나 세계사, 고고학
등 다른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문부과학성이 실러버스(sylabus
한 학기 동안의 교수요목) 작성 시 참고로 설정한 각 과목의 내용2)에 따른 수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전임교원이 적고, 발표자 또한 시간강사로 가르치고 있지만, 과목간의
수업내용 조정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강의 계획 디자인을 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

４. 박물관학의 발전방책과 고도의 인재양성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내용도 다양한 박물관과, 박물관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나 기업의
1)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3대학에서 실시한 2012년도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토대로.
2) 문부 과학성,「학예사 양성과정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제2차 보고서)」(2009년 2월)「대학의 학예사 양성
과목의 개선」으로 각 과목의 목적과 내용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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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에 관한 총합적이며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박물관학은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연
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론과 실천을 항상 조정하면서 박물관학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레스터 대학 대학원과 같이, 박물관학이 특화 된 대학원
수준의 전문교육과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 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레스터 대학에는 1999년에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3)가 설치되
어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박물관과 연계하여 선구적인 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도 박물관연구를 지속적인 동시에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 활용하는 조직
이나 기관의 설치가 요구된다. 박물관학의 연구자가 늘어나고 있는 일로 논의가 깊어지면서
박물관 현장의 구체적인 발전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아시아 각국에 이런 리서치 센터가 설
립된다면, 연구자의 수용 및 상호교류도 보다 활발해지지 않을까. 일본은 지금까지 유럽미
주 박물관의 실천이나 연구자가 축적해 온 이론에 의거하여 발전해 왔다. 그러나 문화적․
사회적․역사적 배경이나 상황이 다른 일본이란 맥락에서 박물관학을 파악하는 것이나, 더
나아가 유럽 미주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 연결이나 유사점이 많은 아시아라는 틀에서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구자란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박물관학 연구자는 아직 국제적인 학회나 해외
의 연구회에 참가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적다는 과제도 있다. 자국 박물관이나 박물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각국의 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여 의논하는 것이
박물관학을 보다 나은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세계화와 다문화 공생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은 자국의 역사 유
산과 문화자원 등을 보호, 계승하여 그것들을 감상하고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할 수 있게 되는 배움의 장으로서 앞으로 점점 더 그
역할과 책임은 중요하게 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발신하여, 여
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나 환경을 만들고, 보다 좋은 사회로 변혁해 나가는 에이전
트로서 박물관이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박물관학의 전문가와 박
물관학 연구의 발전이 보다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3) The Research Centre for Museums and Galleries, http://www2.le.ac.uk/departments/museumstudies/rcm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