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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서 론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인 박물관은 문화의 대변자로서， 사회의 발전을 이 끌어 가는 대표적인 문
화기반시설 중의 핵심공간으로서 그리고 비 정 규의 교육기관으로서의 독창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오늘날 사회는 정치， 경 제적드로 급격한 변화 속에 문화적으로 민감한 영횡탤 받고
있으며 , 하。l 퍼 테크놀러 지 (H yper 표chnology) 라고 히는 첨단기술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는
정보공유시 스템이 현 대인 의 사유체계 와 커뮤니케이션， 전통적인 생 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이와 연관되어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 식수준 ， 문화수준이 총체 적으로 높아짐 에 따라

새 로운문화적 경험 에 대 한기 대 와요구가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을중요시하는문화복지 시대

* 중앙대

예술대학원 박물관

미 술 관학과 예술학석사(박물관교육)， (주) 기 홍성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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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열린 교육의 사회， 평생학습의 사회체제」를구축하고자하는사회적 요구는필수불가결한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박물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적 욕구와 지식 습득
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습의 장(場)이며 , 인간과 문화， 자연의 산물과 그 속에 내재된 상관관계를

직 · 간접적으로 체험 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다 그
러한 의미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은 증대와 동시에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
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대다수의 방문지들이 박물관을 찾는 주요 목적은 여
가시간을 활용하거나 ， 혹은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횟수와 기간도 대체적으로 불

규칙적이 며 적 다 이러한 방문지들에게 좀 더 볼거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감흥의 즐거운 시간
이 되도록하기 위해 서는어떠한것들이 어떠한방법으로준비 되어야하는가?

근본적으로 이 물음에 대한 방법적 대안과 그 제시가 바로 박물관교육의 기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서구에서는 문화이론， 예술행 정 및 경영 그리고 미술교육의 영역에서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습자가 주도응}는 개별화교육과 창의성교육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는 열린교육이 확대되면서 교

수 · 학습지도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다. 아울러 현장학습도 점차 확대되어 학교를 벗어나 사회교
육시설을 활용랜 기회가 많。찌고 있다 1) 현재 어린이의 미 술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미술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미술문화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박물관

미 술관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박물관을 활용한 어린

이 교육프로그램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인 인적자원의 개발이라는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한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연구하고
자한다

ll. 빅물관교육의

기능과 역할

현대의 박물관은 그 깎}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역할이 요구되 고 있는데

이러한박물관의 공공서 비 스기능중의 핵심은 바로교육적 기 능이라고 할 수있다.
흔히 생각하는 ‘교육’ 이라 함은 학교 내에서 의 교육적인 측면을 생각하겠지만 평생교육의 장

1)

김동선초등학교에서 박물관교육의 실태와 효율적인 활용방안」 ， 『박물관과 교육J . 서울， 교육철학회，

p.1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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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으로서 박물관이 대두되고 있으며 ， 박물관 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계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은 단순한 유물 전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
로 전시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괴를 얻을 수 있고 ，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는 성인 ·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는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치원의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교육이란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는 사회교육활동으로
서 수집

보존

전시와 함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이다 넓은 의미에서 박물관이 수행하고 있는 모

든 활동들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물관의 교육대상은 구성원이나 계층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의 흥미와 관심， 감흥으로 인하여 각기 서로 다른 것 이 특색이다

박물관에 의한 교육적 특징은 학교교육과는 다른 커리큐럼 (C따TIcurum) 이 없다는 것과 강제성
보다는 흥미 또는 관심을 유도하여 지식과 정확한 가치의 전달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이에 박물관교육은 학교교육제도가 가지는 한계성을 보완하고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의 차원 에서
대중들의 문회적 요구를 만족시킨디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대두되었다

3)

또한 평생교육의 일환으

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디는 측면과 간접적인 경험의 축적으로 인한 자아발견과 자
이실현의 기회를동시 에 제공한디는것이다 4) 이러한측면을실행과 운영 에 필요한것이 바로 박
물관프로그램인것이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대 중의 문화 향유와 교육을 위해서 박물관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여
여러 대상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의 교육적 목표를 성취

하고， 전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대 중과 소통히는 중요한 매체 가 되고 있다 더욱
이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대부분 학습자의 자발적인 죠얘로 이루어지며，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학습자가 실제 원작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시각적 매체를 통한
학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원작을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습자의 체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원
작의 복제품이나 모형을 이용하도록 매체의 개발도 필요하며 ， 교육대상에 맞는 정보의 제공도 효
과적인 학습을위해서 필요하다 5) 그러므로， 오늘날박물관은문화 예술의 전수및 향유의 중심지
로 자리 매김하고 있어 , 각 박물관은 어떻 게 관람지들에게 소장품과 전시 작품들을 체계적이고 체

험적 으로 이해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부각됨으로써 근대적인 개 념의 단순한 감상의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교육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세분화된 교육대상에 따라
분명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교육법을 연구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

2)
3)
4)
5)

이난영

r박물관학 입문~ ， 서울， 삼화출판사， 200 1.

p.25

염소연 r한국의 박물관과 박물관교육」 . 『박물관학보』 ‘ 서울， 한국박물관 학회 .
이보아 r박물관학 개론.~ , 서울 ， 김영사.

김형숙 r공공교육의 장으로서 미 술관J.

1999. p227

2002 . p.216
예술경영연구 제 l 집 ~ . 서울， 한국예술경영학회‘

2001. p.p.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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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이어지고있다
또한 박물관은 인류의 정신사와 문화유산을 직접 확인하고 배 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교육기관

보다도 훌륭한 체험학습의 장(場)이며， 개방된 학습의 장으로 ‘교육활동의 마당’ 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특히 어린이 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할 때에 모든 지식을 효
과적으로 받아들이므로， 박물관은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어린이 들에게도 폭 넓은 교
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

추진되고 어린이 박물관이 더욱 활성화되어 대

안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 지

만상호협력과보완을통해 질적으로향상된미술교육및 인성교육을함양 - 실현하는데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국내외의 어린이 박물관교육의 연구 동힐t을 살펴보고，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실현될 수 있는 기초자료와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어린이를 위

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에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m. 어린이 를 위한빅L물관교육의 중요성 고찰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 의 정관과 전문직 윤리강령에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한다” 고 정 의 하고 있다 (A museum is defined as a non-profit making ,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 , and open to the public , which
acquires , conserves , researches , communicates , and exhibits , for purposes of study,
education and

e대 oyment ，

material evidence ofpeople and their environment.) 6l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은 생애학습공간으로서， 비정규의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박물관을

움직이는사람과 박물관을 이용하는사람들의 평생위락공간으로서 학습， 교육， 위락을위해 일반
에게 공개되고 사회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박물관의 기능은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관한
물질적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 교육한다.

6)

36

최종호박물관실무지침(l)~ . 서 울， 한국박물관협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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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현대 박물관의 정 의에 서는 박물관의 목적 중의 하나로 ‘교육’ 을 명시하고 있다， 박물

관은 위의 기본적인 기 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사회교
육기관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미 국박물관협 의회 (AAM)7) 는 박물관을 ‘항구적 비영리 단

체 이며 교육과 문화적인 공공기관’ 이라 정의하였 다

박물관은모든연령층에 대하여 교육적 기능을수행할수 있는사회 교육기관으로， 누구든지 언

제든지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 가치 습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기학습의 장(場)’ 이라고 할
수 있으며， 풍부한지원을 바탕으로 인간， 문화 자연 을직 ‘ 간접적으로 체험 할수 있는다양한기
회를 제공하며 능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
다 그런 의미에서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은 확장과 동시에 발전될 필요성 이 있다‘ 이처

럼 부각되면서 많은박물관들이 어린이를위한프로그램을실행하고있다. 박물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린이는 박물관의 잠재적인 관람객이다 오늘날 박물관이 일반인의 삶의 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박물관과의 밀접한 관련을 통때 자연스럽게 생활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한데 이러한측면에서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매우중요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교육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방법인 박물관의 작품들을 눈으로만 보는 학

습이 더 이상 어린이 들에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 보다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고 감각적인 것에 중
점을 두며， 다각적이고 직접 물체를 만져보고 탐색하고 체 험하도록 구체 적 인 교육 형태로 구성되
어진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 및 프로그램의 주제 도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적
원리를 다루어 궁극적으로 우리 인 간 생활과 환경을 이해시키 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어
린이 교육프로그램은 어 린 이의 창의적 사고를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승}는 관람자 중심 의 시 설물

로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직접적인 체험을 제 공하며 흥미로울것을강조하고， 어린이만을대
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가족및 학교그리고지역사회가함께 챔할것을강조한다.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역할과 중요성
박물관교육은 소장자료의 특성으로 인 한 문자중심의 학교교육과는 달리 실물을 보여 주는 전시
가교육형태의 중심이 다 전시를통해 제공되는실물자료들은관람자자신의 학습정도와 이해 정

7)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 rMuseums for a New CentmYJ , Washington. D.C: Am 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84 , pp55-71
AAM의 보고서 rMuseums for a New CentmYJ 에 서 박물관 교육을 박물관 내에 서의 학습 전시의 교육적
위력， 박물관 학습에 관한 연구， 박물관과 학교의 연계성

박물관과 성인교육의 측면에서 토의하고 박물 관 학

습과정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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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라 각기 다른 교육적 효과를 얻게 된다 다시 웹서 전시를 통한 교육은 관람자가 자발적
으로 조배하고， 전시되어 있는 실물자료와 직접 교류하는 방법이므로 자신의 체험과 학습의욕에

따라지식을얻게 되는특성이 있다.
그러므로박물관의 장점은아이들에게 실물을통해 직접 체험할수 있는현장교육의 기회 를 제
공한디는 점이다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 교육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 들에
게 문화를접할수 있는기회를부여하며， 미적 감수성을높이고상상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미술문화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인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빅물관의 교육적 잠재력을 일반 대중과 연결
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구성은 이러한 박물관의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중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당하며，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박물관 교육활동이 증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박물관 프로그램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들이 직접 물체를 만져보고 탐색하고 체
험하도록 구성되어진다 이렇듯 박물관의 학습은 창의적， 체험적， 사회적이고 놀이적이며 모험적
요소를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와 프로그램의 주제도 일상생
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험적 원리 를 다루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생활과 환경을 이해시키는데 중
점을두고있다
흔 듀이 (John Dewey) 는 실제로 체험하면서 배운다 (Le없ning

by doing)" 라는 진보적 인

주장

아래 1940년대 미국의 대부분의 학교에 큰영향을끼쳤으며， 어린이박물관들은 이러한개념을응
용하여 어린이들이 실제로 만지고조작할수있는전시 품들을고안해냈다

〈표 1) 박물관 학습의 특징

4
경험적 원리의 실용화

4
인간생활과 환경의 이해

결론적으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란 박물관의 교육부서가 제공하고 운영히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이라는 문화공간을 통해 박물관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며 , 다른 사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같이 포괄적인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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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것으로 8)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9)

1) 평생교육으로서의 타기관과의 차별성 박물관교육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박물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식정보의 생산과 소통을 통해 학습사회
에 기여해야 한다. 박물관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전 연령
층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대상층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박물관을 찾도록 핸 동기부여 를 제공함으로써 박물관이 갖는 독특한 비 형식적인 학습환경

은 학습자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침여， 교육방식 및 과정의 비정형성， 기관에 따른 융통성， 학습의
시

공간적 제약이 없는점을특정으로유도한다 대부분기족이나친구등을동반한사회적 체험

에서 이루어지며 , 놀이 (play) 적 요소와 융합되고 학교교육과는 다른 사고과정을 촉진한다 무엇보
다 비형식적 학습은 개개인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평생학습의 태도를 길러주며 틀에 박힌 교육을
탈피하여 실행할수있는장점을지닌다

2)

여가활용에 동기부여 를 제공하는 형식의 박물관교육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 여가활동 중에 박물관을 이용히는 계기 를 마련함으로써 일
반인들의 박물관 관람을 유도하고 제공한다 따라서 믿L물관은 여가기관으로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즉， FLL물관에서는 배움으로써 즐겁고， 즐겁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강화되는 이상
적인 교육형태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박물관 방문에서 교육적인 경험과 여가활용의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박물관 이용의 여가적 의미를 존중하고， 교육적
요소와 오락적 요소가 결합된 에듀테인먼트 (edutainment) 장으로서 , 더 나아가서는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에듀인포테인먼트 (edui따b떠inment) 10) 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과 전달 방법에 있어 진지한 학습경험을 제공하되 전문 지식을 대중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에 따르는 사회적 현상에 대비하여 박물관에서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보
낼 수 있도록 방법 론적인 측면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3) 실물기반 학습 (Object-based l earning) 의 박물관교육
빅L물관의 특징은 시물을 수집하고 보관하며

이를 주제로서 연구 전시， 교육하는 기능이다 따

8) 이윤선어린이 를 위한 미 술관 교육프로그 램 운영에 관한 연구J . 서 울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p24
9) 양지연‘ 「박물관 미 술관의 교육프로그 램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r예 술경영 연구』 ‘ 서울， 삶과 꿈 .200 2
10) Education과 Informati on과 Entertainment의 합성어 로 ， 교육적 요소

정보적요소

오락적요소를 내포하

는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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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박물관교육은 소장품과 전시물 지체가 교육의 주제이자 소재 이며， 사람의 오관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이를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 지 는 형 태는 학교교육 내지는 문화예 술기 관에서의 교육과
는 차별화 되는 박물관교육의 특정이다 다시 웰H 서 빅L물관교육의 이론과 방법은 바로 실물기반
의 학습을전제로하여 형성된다고볼수있다 박물관교육프로그램을자체의 소장품과전시물을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그 박물관은 차별화 되고 특색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표 2) 체험학습의 목표

능동적참여

훨펀5
γ

n

펀프) 다 l 젊게 배육

@ 췄굵〕

지진감
협동심

2 어 린이 교육프로그램 사례
어린이 를 위한 박물관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유형은 부모를 동반하거나 학교의 차원에서 방문하
여 자율적으로 전시장을 체험하는 1차적 방문， 학교의 의뢰에 의해 박물관 직원 이 안내하는 주제
별 학습프로그램， 박물관이 직접 운영하는 주제별， 연령별 워크숍 프로그램， 지역과 연계한 프로
그램 등으로 분류된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또한 ， 강연， 안내관람， 영상프로그램， 워크숍， 심포
지엄 등의 유형이 포함되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미 술사학자 ， 미술교

육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박물관에서의 전문인력은 박물관의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 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대 중의 예 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이해 를 높이기 위해서 다
양한형식으로제공되며， 현대의 미술， 문화 · 교육적 가치에 따라여러 가지 형태로 재발되며， 실

행 되고 있다 그 외에 목표별로 분류하면 ， 일반교육(교양교육， 취미활동) , 전문교육， 특별교육， 특
별봉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며 , 시간 범위의 분류는 정기적 인 프로그램과 비 정기적 인 프로그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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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 안에서의 프로그램과 박물관 밖

에 서 의 프로그램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박물관 안에서의 프로그램은 미취학 어린이 를 대상으
로 한 프로그램과 취학 어린이의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 프로그램， 특별행사 프로그램 등이 있다.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의 교육적 잠재력을 일반 대 중과 연 결 하는 중요한 매개체의 역할
을 하는 것이다. 박물관교육은 작품의 창작과 수용을 매개하는 중추적인 기능이다 박물관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참여자가 문화를 이해하고 ， 나아가서 그것을 즐기는 과정에서 심 미적 경험의 폭
을 넓히고 정서적 체혐의 다OJ:한 기회를 가짐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의 구성은 이러한 박물관의 잠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중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 적당하며， 실용적이며 다양하고 자율성을 가진 교육프로그램 들을 통해서 박물관 교육활동이
증대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표

3)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형식별 분류

구분

내

용

안내 관람 (guided

tour)

갤러리 대답 (gallel)' 떠]k)
이론， 감상 중심 프로그 램

강연 Oecture)
깅좌(course)
세미나 (seminar)
심 포지 엄 (syrnposium)

형식

실기 중심프로그램

이론 ， 감상 ， 실기 병행
프로그램

특별행사프로그램

워 크숍 (workshop)

실기수업 (studio

classes)
감상 제작수업 (gallery--s tudio classes)
박물관 학교 (museum schooD
행사와 페스티벌 (event & festival)
콘서 E ， 영화，연극

연계 프로그램 (collaboration
기타

program)
program)
확장 프로그램 (e았end program)
대여 프로그램 Ooan service)

특별 프로그램 (special

N . l:인L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은 그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고 인력이나 기능 · 시설 적 측면에서도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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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많은 수의 박물관이 건립되고 박물관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박물관과 일반 대중으로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개선하고 계획

실

행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박물관의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도 전국의 박물
관 · 미술관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다. 반면 국외의 박물관에서는 어린이를 중요한 교
육대상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부분 모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 (표 참조-어린이 대상 국내외 박물관프로그램)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국내의 현행 어린이 대상 박물관교육이 변회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박물관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하다 각 박물관은 미래의 미술문화의 주역으로 어린이를 의식하고， 교육적인 가능성을 포착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국내 국 · 공립박물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의 특성상，

표준적이며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을 수용해야 하며， 사립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별 교육목적에 따라 그 특성을 살린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대상과 목적에 따

른 특정 대상에 게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다양하고 능률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
서는 전문직원으로 구성된 교육담당 부서가 필요하며， 조직된 교육부서가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

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박물관에서의 전문인력은 박물관의 제 기능을 효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주요한 인적 자원이다 큐레이터 등 전문인력들의 활동은 곧
박물관 - 미술관의 성격을 결정한다. 국외 기관들의 경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교육부서가 존재
하며， 전문직원들을중심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 운영하고 있다.
다시 댐서，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박물관·미술관의 교육부서 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하며，
특정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실행， 평가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담당자는 미술가， 학교 교사， 미술
교육자， 특정분야전문가등과협력적인 관계 를 유지하면서 다양한관점을수렴하고， 박물관의 교
육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박물관교육 활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 어린이만을 대상으로 히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프로
그램이나 초등학교 연계프로그램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물관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교육과는 차별성을 갖는 비형식적인 교육으로 학
교와의 상호연계를 강화해야 하며 ，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박물관

· 미술관과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끌어내야 한다.
더욱이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매체로 대두되는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박물
관 - 미술관 홈페이지에 어린이를 위한 웹 (web) 기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쉽고 흥미롭게 미

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는 측면도 바람직하

다 국내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 부설 어린이미술관，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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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프로그램 ( Fami ly Program) 비교분석표
국내박물관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

-

국내 박물관명칭

효로그램명

국립중앙박물관

엄마아빠와 함께 박물관을

박물관공부， 문화재모형 만들기

서울역사박물관

가족체 험교실

문화영화 상영-귀중유물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삼성어린이박물관

기족과 함께 박물관나들이

할머 니

손녀 공예교실

-

민속문화체험 만들기 또는배우기
가족문화프로그램
일일기족미술교실

5) 가족프로그램 ( Fami ly Program) 비교분석표
-

국외박물관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국외 박물관명칭

프로그램명

보스톤박물관

가족동반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어 린이 웹 (Web) 프로그램
기족통반프로그램

클리브랜드미술관

용

어린이가 포함된 가족어 린이박물관 관람，

가족을위한특별 프로그램

〈표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내

웹 (Web ) 프로그램

내

용

가족， 매 달 첫 일요일-실시와 감상활동
유아， 아동~Charles

H.

T머ly강의시 리 Z

,

가족영상， 미술관탐구 등
이동-미술게임 , 기족가이 드， 웹 휠동

유아， 아동토요교실， 계절학교 ， 영화관람
이동 Kids’ Project-어린 이 들이 인터넷을
통해제작과정 탐구

등의 소수의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그 반면 국
외기관들의 경 우 대부분이 어린이 들을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박물관 · 미 술관
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관심을 이끌어낸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례를 들어봄으로써 우리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웹 프로그램 (Web System Program) 활용
1) 시 애틀미술관의 웹 프로젝트 <My Ar t Gallery)
시애틀미술관의 웹 교육프로젝트인 <My Art Galleη〉에서는 미술관의 소장품을 온라인에 전시
하는 새 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것 을 대 중과 소통시키는 방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 이 있다. 이 프
로젝트의 특정은 미 술작품 전시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미술관의 역할 등의 많은 쟁점을 도출

해낸 것 이다 즉 웹을 사용해 관람객을 소장품으로 끌어들이 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 러
한 아이디어로 구축된 웹 사이트 (web site) 에서 학생들은 온라인 전시기획 과정의 요소들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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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탐구， 비교， 설명문기술등을포함하는시각적 분석괴정을도입할수 있었다 ，

시 애틀미술관의 <My Art Gallerγ〉의 웹 팀 (web team) 은 사용자들과 시간적 인 측면에서 즉각
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면 곧 그들을 잃게 된다는 문제의식과 큐레이터의 역할에 대한 점을 착안
하여 흥미롭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전시기획에 대한 아이디어 를 소개히는 것을 우선 과제로 설정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온라인 상으로 미 술관의 소장품에 대한 관찰학습과 질의응답，
탐색， 해석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기장 갤러리’ 를 창조해 나기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흥미로

운 점은 시애틀미술관의 웹 팀이 전시안내자로서 ‘mona’ 와 ‘pablo’ 라는 캐릭터를 개발하여 저
술적 강의’ 방식에서 ‘이야기 중심의 대화 방식’ 으로 전환하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미 술관의 웹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대한 모색과 토대를 마련했다
는점을주요하게 평가해 볼수있다

2)

버클리대학미 술관(BAM) 의 어린이 를 위한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 가이드

(An Interactive Multimedia Guide for K.i ds)
버클리대학미술관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y Art Museum) 이 시도하고 있는 표준구
조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웹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소장품정보 구축은 바람직한 모델로
제시된다 BAM은 1993년부터 미술관의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미술문화정보의 네트워 크 프로
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 온라인 컬렉션 가이드 (0띠ine Collection Guide)" 프로젝트도 이 가운
데 하나이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적인 의미와 미술사적인 맥락을 제공하며， 쉽게 이용될 수 있는
소장품 정보를 보여주고 소장품 관리자， 정보관리자， 큐레이터와 같은 박물관 전문가들이 보다 정
보이용 방식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성 을 증가시킬 해결책 을 추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 웹 사
이트에서는온라인 가상전시 감상의 기본적인 상호작용으로 Hands-on' 활동을통해 어린이들로
하여금 미술과 건축에 대하여 생각한 것을 말해보고， 다른 어린이들이 쓴 글도 읽어보도록 하고

있다

BAM 가상박물관 전시는 9개의

주제와 소장품으로 기획되어 있으며， 9개의 공간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 각각의 작품 감상시 용어들을 제시하여 클릭하면 바로 용어집 (Vocabulaη Terms) 으

로 연결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그 용어가 쓰이는 맥락 속으로 들아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스
템화해 놓고 있다 즉，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인터랙티브한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오프라인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온라인 상에서 만족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또 다른 면모와 시도를 지속적으로 행하여 보다 나은 프로
그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11)

11) 박선혜미술관교육의 이론과 실제 j ，미술관학강좌 2000~ ， 서 울 ， 국립현대미술관 2002 , pp.1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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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은 지속
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위 해서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그 대상을 연령별， 학년별로
세분화하는 것 이 보다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 어린이의 학습능력은 연령， 환경， 지적， 사회적， 정
신적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어린이들의 연령과 학습능력에 알맞게 교육하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 직접 ~K겨 함으로써 어린이의 능력은더욱계발되기 때문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의 선정， 조직은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교육의 목표를 나타내는 중요

한 요소이다. 주제와 내용은 교육목표에 반영된 요구와 이념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어린이의
흥미와 관심 , 능력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제와 내용의 다OJ한 접근 방식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물관은 반드시 관람객 의 요구와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경우 어린이의 능력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어
린이 에게 즐거움과미술에 대한친밀감을줄수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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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6) 국내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교

식

제공기간

국내

일시적 이며 이벤트적 형식이 많음

비 교적짧음

국외

장기적

학기 중에 지속적인 시스범 제공

체계적인 교육 목표 설정

비

고

비효율적
학교단체 프로그램의 경우

반복진행함효과가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의 목표， 침여 대상인 어린이와 박물
관의 요구와상황을고려하여 다양한유형이 개발되고적절히 제공되어야한다 어린이 들은자연
스러운호기심 에 의한지극， 침여， 발견을통해서 가장효과적으로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
의 흥미를 유발하고 미 술에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퀴 즈， 게임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며 ， 실제 미술품 등의 작품을 감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간단한 스케치， 세밀한 관찰， 활동

지， 질문과 토의의 방법 을 활용하여 사고의 폭을 넓게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특히 박물관의 어린
이교육 프로그램의 방법을 일차적으로 미 술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관심， 즐거움을 불러일으
키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식， 이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놀이의 개념을
혼합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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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관람객분석표
관객구분

Main 관객
어린이 층 (5-13세)

〈표
구

Main 관객

8) 관람객의 성향 분석
성

분

어린이

가족층
Sub 관객
잠재고객

가족층

향

낀
닝r

λ"=1

스타일

: 소극적-타인지향

접근

교육과 연계 호기심 자극 교육적 차원에서 조뼈 유도

스타일

: 가족행복 추구

접근

스타일
접근

부모의지가많음 호기심 반응(1 3세 미만층)

의도적 방문 유도

가족 자녀와함께하는방향유도

감각지향적 지성적 지향형 타인의식형
새로움을추구하는감각부각형으로함께하는방향유도

우리나라의 어린이박물관 교육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고 인력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열

악한 환경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우선적으로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운영하는주체인 박물관의 인식의 변화가필요하다.

2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전문직원으로구성된 교육담당부서가필요하다‘

3. 어린이들을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정보를 제공하고， 박물관으로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관
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특성화， 내용의 전문화가중요하다

4.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의 선정， 구성은 어린이 를 위한 박물관교육의 목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제와 내용은 교육목표에 반영된 요구와 이념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
어린이의 흥미와관심 ， 능력 수준을고려해야한다.

5. 박물관은 관람객의 요구와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어린
이를 위한 프로그램일 경우 어린이의 능력 수준과 흥미 를 고려하여， 어린이에게 즐거움과 미

술에 대한 친밀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6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운영방법에서 소수의 제한된 인원에게 공급되는 실정이므로 어린이 개

인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침여시키는 교육프로그램보다는 더 많은 어린이에게 교육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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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도록혜택을줄수 있는방법이 요구된다

7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어린이들의 계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성은 지속적이
고 단계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구성시 대 상을 연령별， 학년별로 세분화

하는 것이 효과적 전달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직접 침여함으로써 어린이의 능력은 더욱 계
발되며， 더 많은어린이들에게 교육혜택을주어야한다‘

8

조뼈의 폭을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히는 문제이다 어린이들에게 미술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표준적이며 보편적
인 프로그램들을통해 보다많은대상을수용해야한다

9

어린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확장되어 성인과
함께 이루어 질 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 특히 목적에 따라서는그특성 을살린 다양한내용
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 대상과 특정 대상에게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10 개인 위주의 어린이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프로그램과 다양한 접근방
식으로의 학교교육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11.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설정한다
12.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미술관 홈페이지에 어린이를 위한 웹 기반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
여， 쉽고 흥미롭게 미술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다 많은 어린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는 측면도 바람직하다 ，

VI. 결론
다변화하는 환경과 더불어 박물관교육도 변화되어야 한다 레저수단으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

해 박물관이 최근 들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도 강조됨 에 따라， 교육프로그램도 전시 및 소
장품 내 용을 넘어서 타 장르의 문화예술 전체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 나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박물관과 관람객의 상호소통에 의한 것으로 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는 기술적 환경
의 변화， 즉， 인터넷과같은전자매체의 활용에 의해 촉진되었다고볼수 있지만중요한원인은관

람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박물관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박물관에 존재하는 실제 작품들은 박물관 경험과 박물관의 교육적 잠재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박

물관의 총체적 인 목적이 교육에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박물관에서의 교육은 소장품， 즉 인간 경

험을문화적 맥락， 시간과공간상의 위치에서 모색하는것을통하여， 박물관이라는특정한영역에
서 연구와 탐색， 보고 듣고 해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만져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상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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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은 교육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 을 제시해주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박물관 현장이 학교 현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

화된기능을보인다‘
끝으로 박물관은 문화의 요람으로서 한 나라의 문화예술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어
그 나라의 문화수준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물관교육은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박물관이 일회성의 장소가 아니라는 특성을 살려 박물관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기능을 확대， 정착시켜야 한다 더욱이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어린이 들
에게도 폭 넓은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모색을 추진하고 휠성화되어 대안 공
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들이 숙제를 하기 위하여 부담스럽게 박물

관을찾는것이 아니라， 우리 생 활속에서 휴식과교감을통한성장의 공간이며， 전시의 경험을통
해 다양한 생활%씩과 표현을 체험하고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찾을 수 있도록
희망찬박물관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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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삼성어린이박물관 가을 느낌 표현’ 체험행사

- “나의 가을 나무엔 보라색 별 모양 나뭇잎이 달렸죠

• ‘내가느낀 나만의 가을을만들어요 1"
• 어린이들이 보고 느낀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
• 삼성어린 이박물관은 2003년 11 월 한 달 동안 어린이 자신이 느낀 가을의 모습을 미술작업을
통해 표현하는 이색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가장눈길을끄는행사는매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가을나무꾸미기’
갈색 종이 를 말아 윗부분은 가윗집을 내어 나뭇가지로 만들고 그 가지 끝 에 자기만의 가을
느낌이 가득한 나뭇잎을 만들어 붙이는 것이다 어린이 개개인이 느끼 는 가을이 다르듯 나뭇
잎의 모양도다oJ'하고개성적 이다 별 모양에서 동그라미 모양까지 그형태뿐아니라색깔도
보라에서 연두색까지 어린이들의 상상력만큼풍부하다

• 매주 일요일에는 콩팔 흑미 등 다양한 곡식을 나무 판에 붙여 표현하는 ‘곡식콜라 주’ 와 색깔
톱밥을 이용해 그림을 완성하는 ‘톱밥 그림’ 행사가 각각 마련된다 (www.samsungkids.org)

이 렇듯이 박물관에서의 어린 이 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생활 속의 문화공간과 여유공간” 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며 놀거리 ， 교육， 재미와 감동 등을 다양한 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문화활동

을 통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어린이 를 위 한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의 박물관’ 의 모습으로 다가
서길기대한다

• Fun & Play

놀러가기 딱 좋은 박물관)

• Art & Nature

색다른 휴식과 감동을 꿈꾸는 박물관)

• Education

배우는 즐거 움이 기득한 박물관)

• Kicls' Corner

아이 들이 자라나는 박물관)

(http ://www.serimuse. 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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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Programs Development
and a Practical Use Plan in the Museums
- Focused on Educational Programs for Children Suh , Myung-Ae'

These days museums became to be located as the main place of keeping culture and arts. So
this fact became a major issue how each museum could make people understand artworks and
exhibited pieces systematically and experimentally. Many museums are interested in carrying on
an active role of leaming over simpJe appreciation in the pas t. These efforts are drawing a

σend

that sets an obvious education goal according to subdiviclecl eclucation subject with various
eclucation methocls , and developing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Al though it is harcl to defrne the role of museum as a social eclucation institute , the goal of 디l at

is to nature ancl to realize the quality upgraclecl art ancl cha.racter eclucation by cooperation ancl
support rather than competition among schooJ , home, ancl public or pIivate

educa디onal

institutes

Museums are unclergoing experimental studies in many ways in orcler to realize ancl improve
these problems. Especially, as the clemancl and expectation of the people towards musewns a.re
increasing , they became to pe.rform eclucational fw1ction for exhibition is also strengthening ancl
the expectation 때CI preference of people are rapidJy expanding in more an active way.
Moreover, as peopJe can see ancl learn the mental history and cuJtural Jegacy of human being
따rectly，

it can be saicl that museums are goocl place for experience study more than any other

eclucational institutes , and they can be saicl as a ‘totally opened learning place' and ‘education
center’ , not in a traditional way. ConsideIin g these t:raits , c비lψen can learn specialized as weU as
common knowledge effectively though they experience clil"ectly. Museurns therefore , shou lcl

띠/

settle as a core place of art eclucation by looking for various ways of offering chances of
eclucation for chilclren, ancl activating chilclren’ s museum
• Supervisor. Kee Corporation Ltd .. / Museum Educator. Grad uated from the Dept. of Museum &
Gallery Studies. Grad uate School of Ar ts. Chung-An 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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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uggests a developiJ1 g d i.rection for i.mproving and activatÎ11g children’ s museum
educational program by examining a new tendency. It analyzed and compared the development of
sCler따fic

educational programs operation , subjects , contents , characteristics , and educational

methods, and tried to build the basic data and i.mproving method that can be realized to activate
children’ s museum education programs and development of art education based on museum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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