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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럽 과학관 방문 개관

1. 방문목적

유럽의 우수 과학관을 방문하여 시설, 예산지원, 과학관 운영, 전시관 구
조, 전시물 및 관람 동선, 플라네타리움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과학교육원 신축·이전에 활용하고자 함.
2. 방문기간 : 2010.10.11.(월) ～ 10.18.(월)(6박 8일)

3. 방문국가 : 서유럽(프랑스, 영국, 독일)
4. 방문단 구성 및 담당업무
소
속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과학교육원
도과학직업교육과
교 육 청
도교육청예산과
도교육청시설과
전라고등학교

이름
송국현
김완복
배주열
정인자
구완종
이현명
이 란
이석규
서정모

직위
원 장
장학사
연구사
장학사
총무부장
행정7급
행정7급
시설6급
교 장

담

당

업

무 비 고

총괄
미래, 천문우주관, 지구관, 생명환경, 방문영재관
과학교육원의설립및나아갈방향, 리프렛수집
기초, 유아과학관, 전통테마, 에너지관, 기타
과학관의 운영
영국런던과학관외설치전반에관한행정업무
프랑스 라빌레떼산업과학관 외설립예산업무
독일프랑크푸르트자연사박물관외 시설업무
미주선진과학관과의 비교․제언

동영상
업무진행
사 진
행 정
예 산
시 설

5. 방문을 통한 기대효과

• 과학교육원 건립 대비 우수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용이
• 최근 외국 과학관의 전시 동향 파악 및 분석의 기회 제공
• 전시관 건립 업무 담당자의 업무 추진능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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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문 일정

일 자 도시명 교통편 시간
제1일
08:00
10/11 인천 OZ501 13:15
(월)
17:30
08:00
09:00
제2일
10/12 파리 전용차량 13:00
13:30
(화)
18:00
08:00
제3일
09:00
10/13 파리 전용차량 14:30
(수)
18:00
08:00
10:13
제4일
13:00
E/STAR
10/14 런던 전용차량 13:30
(목)
15:30
18:30
제5일
10/15 런던 전용차량
(금)
런던 전용차량
제6일
LH
10/16
(토) 프랑크 전용차량
푸르트

08:00
10:00
12;00
13:30
18:00
07:00
09:45
13:00
13:50
19:30

07:00
제7일 프랑크
09:00
10/17 푸르트 전용차량 13:00
(일)
15:00
19:00
제8일
10/18 인천 OZ542 12:20
(월)
2

주

요

일

정

교육원 출발
인천 출발
파리 도착 호텔 투숙
호텔 조식 후➙과학관련 방문-3시간소요
라빌레트과학박물관 방문-브리핑 및 설명회
중식
과학필름페스티발
석식 후 호텔 투숙(MERCURE GRAND ORLY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세계3대 박물관중-루브르박물관
PALAIS DECOUVERTE 그랑팔레내부
호텔 투숙 및 휴식(MERCURE GRAND ORLY
또는 동급)
호텔 조식 후
초고속열차 파리 출발➙런던
중식
자연사과학박물관-2시간소요
런던과학박물관 방문-브리핑 및 설명회
석식및호텔투숙(PREMIER TRAVEL INN OR
SIMILAR ADD)
호텔 조식 후
캠브리지로 이동➙국회의사당 탐방
중식
대영박물관
석식 후 호텔 투숙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하여
런던 출발➙프랑크푸르트
중식
구시청사/괴테하우스
석식및호텔투숙(HOLIDAYINNAIRPORT-NORTHADD)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자연사과학박물관 방문
중식
공항 이동
프랑크푸르트 출발

식사
중; 기내식
석: 한 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조: 호텔식
중: 현지식
석: 한 식
조: 호텔식
중: 도시락
석: 기내식

인천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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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요 시설현황

라빌레트 과학박물관

라빌라떼 과학관 중앙홀

가. 0층 주요시설(한국의 1층에 해당함) : 내부 전시관 및 외부 영화관
○ 2～7세 어린이 전용관 : 5개의 테마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
도록 사물을 인지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됨.
○ 5～12세 어린이 전용관 : 6개 섹션에 다양한 과학 활동이 가능한 시
설이 구비되어 있고 테마별 소규모 전시 체험관으로 구성 됨.
○ 전시관 : 그림자와 빛(Shadows and light)
○ 아그노트(Argonaute) 잠수함 : 프랑스 해군 잠수함을 개조하여 전시
관으로 활용하고 있음.
○ 뤼미에르 시네마관 : 3차원 영화관
○ 시넥스 : 움직이는 영화관
나. 1층 주요시설 : 임시전시관과 상설 전시관으로 구성
○ 에너지관 ○ 이미지관 ○ 인간과 유전자관 ○ 혁신 갤러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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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 갤러리관 ○ 수학관 ○ 소리관(sounds) ○ 위성 혁명관
다. 2층 주요시설 : 내부 전시관과 외부 천문관
○ 내부 전시관 : 빛 게임(Light games), 우주 이야기, 과학과 허구
○ 천문관 : 플라네타륨(planetarium) - 천체의 운행을 나타내는 기계로
천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운행을 영상화 함.
라. 지하 1층 주요시설
○ 비디오, 오디오, 서적 등 분야별 전문 도서관, 건강정보센터, 회의실 등
마. 지하 2층 주요시설 : 편의시설 및 외부 영상체험관
○ 수족관, 레스토랑, 카페, 주차장
○ 제오드(Geode) : 1,000㎡ 규모의 반구형 스크린을 통한 입체영화 상영

2. 과학관 신축 시 접목할 사항

○ 상설전시관과 함께 임시전시관이 있어 수시로 바뀌는 전시로 항상 새
로운 전시물의 관람이 가능 함.
○ 3차원 영상체험관 제오드, 움직이는 영화관 시낵스를 비롯해 천문관,
수족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 생활속의 과학, 체험중심의 과학관으로 직접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과학을 이해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과학관
○ 2～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과 5～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어 과학원리를 체험과 놀이로 쉽고 재미
있게 익힐 수 있음.
○ 지붕을 커다랗고 동그란 모양의 천정을 만들어 미적인 면과 자연광
이 그대로 건물 내부까지 들어와 에너지 절약 면이 고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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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 팔레(Grand Palais)

1. 특색

○ 입구 양쪽의 이오니아 양식 원형기둥 옆에는 횃불과 월계수 잎을 들
고 있는 말을 탄 남자의 조각상이 있고, 둥근 기둥과 글라스 돔은 아
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참신한 디자인으로 당시로서는 혁신적
인 것이어서 화제였다고 한다.
○ 그랑 팔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겸하는 건물로 프랑스 국립박물관 협
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전시회만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며,
Palais de la Decouverte는 건물 벽 전체가 아름다운 조각상들로 되어
있어 조각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웅장한 대리석 기둥과 화려한 조각
들은 프랑스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2. 전시 시설

○ 과학박물관(Palais de la Decouverte)은 대중들이 직접 만져보고 들을
수 있는 형태의 전시를 하고 있으며, 동 식물, 해양, 천체, 생물학, 지
질학, 빛, 수학 등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로 구성되어 초 중등 교과 내
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관람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와 함께 기구를 작동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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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자로 설명된 전시물

○ 전시실 곳곳에는 전시물 및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잘 갖추어진 실험 공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과학 원리 설명 공간(1)

과학 원리 설명 공간(2)

3. 과학관 신축 시 접목할 사항

○ 관별로 강의 및 특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다.
○ 장애인을 배려한 바닥 안내길이며 점자 설명판 등은 우리 과학교육원
신축에도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다.
○ 가족이 함께 와서 직접 만져보고 들어보며 원리를 깨닫게 하는 공간
이 참 여유롭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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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과학박물관(The Science Museum)

1. 방대한 전시물 보유

런던 과학박물관은 기본적으로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수집된 방대한 량
의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에는 비교적 큰 전시물들로 가득 차있
어 이것만 보아도 좋지만, 벽 쪽에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진과 그 시
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작은 전시물들이 있어 과학의 발달사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영국의 과학ㆍ기술ㆍ의학
발달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구ㆍ기계류의 실물(제작 1호을 포함해서)은
거의 이곳에 전시하고 있다. 주로 실물 중심의 발달사 전시이지만 움직
이는 전시물도 많으며 산업혁명에 관계된 자료들이 특별하다. 주요 전시
물은 30만 점으로 모든 전시는 10개의 주제로 나뉜다. 각 주제별로 많은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전시는 1개 이상의 주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것은 현대과학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임을 뜻한다.

화학 물질관

기술과 산업관

가. 주제별 분류
○ 농업과 음식관
농업과 음식관은 식량 생산, 과정, 분배의 과학과 기술을 다룬다. 농
업, 생화학, 환경과학, 테크놀로지, 기계작동, 미생물학, 지구과학 등
의 내용이 포함된다.
○ 천문과 우주관
Ⅱ. 방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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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과 우주관은 태양계, 은하계의 연구에 필요한 과학과 기술에 대해
다룬다. 천문학, 항공학, 우주테크놀로지, 진공테크놀로지 등의 주제
를 조지 3세 시대부터 다룬다.
○ 화학과 물질관
화학과 물질관은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물질과 새로운 소재의 생산과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라믹, 유리테크놀로지, 실험화학, 발화, 가
스 산업, 열, 물질과학, 제지, 플라스틱, 방탄복 등의 주제를 다룬다.
○ 통신과 컴퓨터관
통신과 컴퓨터는 일련의 빠르게 발달하는 분야로서 어쿠스틱 컴퓨터,
정보 테크놀로지, 전기, 수학, 측정기술, 라디오 통신, 소리의 재생산,
텔레그랩, 전화, 시간측정 등의 주제를 다룬다.
○ 생활과 레저기술관
생활과 레저기술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과학과 테크놀로지
를 다룬다. 자동차, 도자기, 유리, 시계, 컴퓨터, 전자제품, 전구, 열쇠,
위생, 흡연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 기술과 산업관
기술과 산업관은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작한 테크놀로지의 역사를 조
명하는 것으로, 우주, 농업기술, 생화학, 증기엔진, 수공구, 선박엔진,
채광, 섬유기기, 물 등의 광범위한 범위가 포함된다.
○ 환경과학과 기술관
환경과학과 기술관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탐험에 관한 기
록, 이해, 콘트롤을 다룬다. 따라서 농업기술, 생화학기술, 환경과학과
기술, 지리학, 미생물학, 영양기술, 해양학, 우주기술이 포함된다.
○ 건강과 생물화학관
건강과 생물화학관에서는 헨리 윌컴의 의료 전시부터 다른 의료과학
에 관한 광범위한 전시가 이루어진다. 해부학, 청각학, 생화학, 고전
의학, 민간의학, 현미경, 간호학, 병원, 조제, 흡연, X-Ray 등의 주제
가 다루어진다.
○ 물리학과 시간관
물리학과 시간관에서는 고전물리학, 현대물리학 이에 관련된 기술 등
을 다루며, 어쿠스틱, 항공학, 원자력과 핵, 영상학, 전자, 레이다, 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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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측정, 무게 측정 등이 주제를 다루어진다.
○ 운송관
운송관에서는 파워, 추진, 제어, 몸체 등의 기술을 다루며, 이에 따라
항공기, 비행선, 선박, 동력파워, 항해, 철도, 전투기, 전투함, 자동차
등이 전시된다.
나. 주요 전시물
○ 가정에서의 신비로운 삶 : 자동차 제조 기계, 탄소 전극 전류에 의
한 전기다리미, 자동 전기 팝업 토스터기
○ 패턴 포드(Pattern Pod) : 발자국 패턴, 프랙탈 정원, 변화무쌍한 패턴
○ 우주탐험 : 검은 화살 R4 발사 차량, 호이겐스 우주선 복제품, J-2
로켓 엔진, 비글 2 복제품, 스페이스 랩 2 엑스레이 망원경
○ 에너지 홀(Energy Hall) : 프랜시스 톰슨의 대기 엔진, 트레비식의
고압 증기 엔진과 보일러, 번리 아이런웍스 회사의 밀 엔진.
○ 현대사회의 밑거름 : 스티븐슨의 '로켓'기관차, 롤리 헬기 자전거
MK 2, 아폴로 10 호 사령선, 배비지의 차분기관, 일본 히로시마 원
자폭탄
○ 물질의 도전 : 운석의 조각, 방탄복..
○ 농업관 : 14세기 중세의 쟁기, 해리 퍼거슨의 원형 트랙터, 모튼의
파종기
○ 우주와 문화 : 토마스 해리엇의 달지도, Joint European 엑스선 망
원경 (JET-X), 윌리엄 허셜의 7피트 망원경, 조지3세가 허셜 부부
에게 보내는 편지, 천국의 혁명,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LIGO), 로스의 반사망원경, HESS의 싱글 망원경 모델, 이슬람 사
분의, 유럽 아스트롤라베
○ 시간 측정 : 웰스 대성당 시계, 도버 성 시계.
○ 댄 데어 & 하이테크 브리튼의 탄생
○ 에너지관 : 세계의 에너지, 에너지 링, 에너지 고갈
○ 수학 : Bissaker의 계산자, 하모노그래프, 앨랜 배넛 유리 트리플 클
라인 항아리
○ 컴퓨터 : DEC PDP-8 미니컴퓨터, 싱클레어 집행 휴대용 계산기
Ⅱ. 방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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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패드 : 얼음기관, 라이트 테이블, 열 영상 카메라, 빅 머신
○ 의료 기구 : 신장 투석기, 건강 검진과 인구의 감시, 베이비 블루
○ 18세기의 과학 : 존 로리의 오리지널 태양계의 행성 모델, 전자 차
임벨, 데오돌라이트(경위의)
○ 항공 : 드하빌랜드 DH60G Gypsh Moth(매미나방), 알콕과 브라운의
비커스 비미 복엽기, 글로스터 휘틀 E.28/39 제트기
○ 의료 역사 : 마취를 사용한 최초의 수술, 14세기 해부학의 부흥
○ 수의학의 역사 : 말의 해부 모형, 군사 수의과 구급상자
○ 약의 과학과 예술 : Giustiniani의 구급상자, 17세기 중국 침술 그림
○ 3차원 아이맥스 영화관(IMAX 3D Cinema)

2. 직접 조작 및 체험할 수 있는 체험위주 전시관

수면에서 드라이아이스 조각의 움직임 관찰

전기 회로 연결 체험

○ 로켓 발사장이란 뜻을 가진 론치 패드(Launch Pad)가 있다. 이곳은
소위 과학놀이터라 할 수 있다. 이곳은 런던 과학박물관에서 가장 인
기 많은 곳으로 눈이 아닌 손으로 움직여보면서 과학의 줄거움을 깨
닫게 되고 아울러 과학적인 원리도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이 항상 곁에 있어 언제든
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아이들로 항
상 북적인다.
○ 음악게임인 DDR과 비슷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에너지와 관
련된 문제를 풀고,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이
면서 에너지를 생각해보는 것들은 모두 어렵고 딱딱하게만 할 것 같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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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흥미 있고 재미있게 접근하게 하는 좋은 구성 방식이었다.

에너지관

에너지관 체험활동

3. 과학관 신축 시 접목할 사항

○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관
람해야 하는 고정전시보다는 자신이 직접 몸을 사용하는 체험 위주의
전시물 구성
○ 과학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물에 대한 설
명을 바로 보거나 들을 수 있게 구성
○ 학교 정규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과학 수업과 유
기적으로 연결되게 과학관 이용 프로그램 구성

Ⅱ. 방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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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자연사 박물관

1. 전시장 구성 및 특징
○ 자연사 박물관은 테마별로 총 25개의 갤러리들이 모여 하나의 큰 박
물관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이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 중 하나는 18개의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 라이프 갤러리(Life Galleries)와 무생물을 전시하는 어스 갤러리
(Earth Galleries)로 나누어진다.
○ 라이프 갤러리(Life Galleries)
거대한 공룡 뼈의 전시를 포함한 공룡관, 각종 벌레 및 그들의 환경
적응력을 보여주는 전시장 및 생태학, 인간 생물학, 원시인, 광석류, 어
류 등의 전시관이 포함되며, 영화 쥬라기 공원에 등장했던 많은 공룡
들이 실제로는 백악기 시대에 살았다는 사실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
으며, 다원센터에서는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 어스 갤러리(Earth Galleries)
마치 헐리우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연상케 하는 입구를 지나면 총
7개의 전시장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을 보여준다. 90년대
에 있었던 일본 고베의 대지진을 모델로 해서 일본식 슈퍼마켓의 세트
와 당시의 지진강도와 같은 흔들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관광객들이
직접 지진을 체험할 수 있게 해 놓은 것도 특색 있는 점이다.
○ 이밖에 지하에는 관람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임시 보관 할 수 있은 사
물함 및 외투 등의 의류를 맡기는 공간과 관리하는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1층 로비 입구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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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켄베르크 자연사 박물관

1. 시설

○ 전경은 박물관이라는 경직되고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전 건축물에
들어간다는 친근감이 있고,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드
나드는 사찰 같은 느낌이다. 건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 과학
또는 자연하면 어렵고 따분하고 생각하기도 싫을 것 같지만 건축물
규모에 비하여 작은 출입구부터 들어가면 넓디넓은 중앙 홀이 기다리
는 관람객 또한 지루함을 느끼지 못하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중에도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구조가 더욱더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 개방형 공간으로 실내의 넓은 장소에 다양한 전시물 한눈에 바라다 볼
수 있고, 중앙 홀을 중심으로(중앙 홀에도 전시물 전시함) 수평 및 수직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여 관람시간 단축하여 지루함을 최소화 하고 있다.
○ 중앙 홀 천장은 돔 형식으로써 천창을 설치 자연채광을 충분히 활용
하고 있어 자연의 고마움을 직접 느끼게 한다.

외부 전경(좌측건물이 박물관)

계단을 이용한 전시(수직이동)

○ 중앙 홀에 엘리베이터를 개방형으로 설치 수직 이동시에도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각층에 어떠한 테마의 전시물이 전시되어 있
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각 전시공간은 소규모가 아닌 대형 구조로 가변성이 있는 칸막이 시
설이 가능하여 전시 성격에 따른 칸막이를 조정하여 설치하고 전시
동선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하였다.
Ⅱ. 방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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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층(2개층)을 개방형으로 하여 내부에 계단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관
람이 수직 전시 동선을 단축하고 있었다.
○ 테마별 전시공간을 수평ㆍ수직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이동 동선 최소
화하고 단순한 전시 동선으로 시간을 단축하여 지루한감을 일부 해소
한다.
○ 특히 카페테리아 및 레스토랑 설치는 박물관이 순수한 전시물만 설치
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관람시간 동안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어린학생
들에게 지루한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물 및 음료수를 구입할 수 있
는 공간과 대화의 장이며, 가족 또는 동행자와 담화와 식사 및 휴식
을 취할 수 있고 인근지역주민 및 비즈니스 의 미팅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중앙홀 엘리베이터(개방)

대형전시공간(가변성 칸막이)

○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관람전에 보관하여 자유스
럽고 편안한 관람이 가능하고, 이동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
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
○ 출입시 양측 기둥에 냉난방 설비공급 루버를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불
쾌감을 해소 하였으며,
○ 우리나라와는 달리 실내공간이 대형화되어 있으나 옥내소화전을 곳곳
에 매립하지 않고 노출형으로 설치하였으나 전시공간과 조화를 이루
어 이질감을 느낄 수 없도록 하였다.

2. 전시장 관람 소회

○ 전시물은 다양하고 방대하지만 우리의 자연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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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전시물도 있다.
○ 자연사 박물관이지만 기존의 전시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순환 및 세계
박람회 등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는 전시물을 유치하여 세계변화에 대
응하기도 한다.
○ 산업전시, 미술전시, 디자인 쇼 등을 유치하고 각종 행사에 공간들을
제공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각 전시물별 설명서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별도의 설명자가 없어도
관람자 혼자 체험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전시관이 개방되어 있지
만 훼손 또는 도난에 대한(CCTV등) 강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형 전시 공간

우주선 전시

3. 과학관 신축 시 접목할 사항
○ 학생의 탐구활동과 교원의 연구 및 과학교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내부 전시공간을 대형화한 가변성 칸막이를 설치가 가능한 전시물 규
모에 맞는 칸막이 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인 공간이 필요하며, 탐구활
동 공간을 테마에 맞는 소공간(10～20명)을 제공하여 실지 체험 및
탐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 과학교육원 전시시설은 학생들만이 관람하는 공간이 아닌 학부모 지
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어렵고 지루한
생각을 버리고 흥미를 가지고 언제라도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하나의 과학관을 설립하더라도 첨단과학에 대한 관심과 미래과학에
Ⅱ. 방문 기관

15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과학체험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과학을 전공한 전문
가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 순수 탐구활동만이 아닌 전시 또한 흥미를 가지고 체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간과 가족이 동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카페테리아,
휴식 공간 등) 제공으로 친근감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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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교육원 신축에 대한 제언

1. 서언
과거의 과학관은 역사(history)와 과학창조물을 보여주는데 그쳤지만 현
재와 미래에는 현대화된 시설의 놀이·활동공간(센터)이 되어야 한다.

2.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나?
○ 전시물이 몇 년씩 똑같은 형태로 전시된다면 관람자에겐 별 의미 없
는 전시물이 된다. 따라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시물의
내용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전시물의 제작가가 워낙 고가임)
○ 관별로 강의 및 특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장애인을 배려한 바닥에 안내길과 전시물의 점자 설명판이 필요
○ 학생의 탐구활동과 교원의 연구 및 과학교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 내부 전시공간을 대형화한 가변성 칸막이로 전시물 규모에 맞는 공간
조정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며, 탐구활동 공간을 테마에 맞는 소공간
(10～20명)으로 제공하여 체험 및 탐구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학생들만이 관람하는 공간이 아닌 학부모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
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언제라도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한다.
○ 하나의 과학관을 설립하더라도 첨단과학에 대한 관심과 미래과학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
Ⅲ. 과학교육원 신축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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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식 공간(카페테리아 등) 제공
○ 과학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전시물에 대한 설
명을 바로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구성
○ 학교 정규교육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과학 수업과 유
기적으로 연결되게 과학관 이용 프로그램 구성
○ 소득격차에 따라 과학정보 습득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과학관 방문을 지원하는 등 세심한 관리방안 강구
○ 프랑스가 자랑하는 과학박물관인 라빌레트는 학습 지향적이다. 지하
1층의 놀이터 형식으로 구성된 어린이용 전문 과학관, 지하 2층의 전
문 도서관, 2층의 중등학생용 학습장, 천문관 등이 마련되어 있다. 학
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운 지구와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법
을 라빌레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점을 고려 해 볼만 하다.
○ 과학관을 제2의 과학교실로 탈바꿈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 중 하
나는 과학큐레이터 양성이다. 학습에 도움이 될 전시물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끈질기게 찾아나서는 상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 눈으로 보는 과학(Eyes-On)에서 체험하는 과학(Hand-On) 전시로 전
환해야 한다.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작동해 보며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 높은 전시물이 있어야 하고 특별 전시를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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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로움이 묻어나는 예술적인 과학관
- 전시관을 중심으로 -

정 인 자

전북과학교육원 장학사
jeong051@jbedunet.com

1. 설레는 마음
과학관 이전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다. 잘 모르는 사람
들은 유럽 연수라고 하니까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무척 무거웠
다. 너무 긴 비행에 지칠 대로 지쳤지만 새로운 과학관 설립을 위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이며 새로운 뭔가를 찾아야 했기에 머릿속은 늘 과학관에 대
한 생각뿐이었다.
2010년 10월 11일 오후 1시 15분에 인천 공항을 출발 11시간의 긴 비행
을 마치고 프랑스 샤를드골국제공항에 내렸지만 7시간이라는 시차 때문에
아직 대낮이다. 수속을 마치고 숙소로 들어가 짐을 풀고 내일 갈 프랑스
제 1의 라빌레트 과학 박물관에 대한 설렘을 안은 채 꿈나라로 갔다.

2. 연수는 진행 중
가. 라빌레트 과학 박물관

이름만 들어도 오싹한 도살장이 있던 마을이 파리 시민의 자랑이자 세계
적 과학관으로 변신한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이다. 파리의 과학산업과학관
(Cite de Science et de Industrie)은 라빌레트 과학 공원과 붙어있는 명소
로서 흔히 라빌레트로 불린다.
라빌레트는 유치원생에서부터 중고등학생은 물론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과학의 원리를 찾아주는데 주안을 두고
설계되었다. 최대 수혜자는 물론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과 일반인이다. 놀
Ⅳ.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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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인지 과학관인지 구분하기 힘든 유아용 전시장은 철저하게 실질적인
과학 원리를 이해시키려는 전시 방식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과학관 내부
를 될 수 있는 한 공개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도살장에서 쓰는 철재물을 그
대로 두고 전시장을 구성한 것도 참 특이하게 느껴졌다. 천정은 채광을 조
절할 수 있게 온실구조로 설계되어 영구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게 했
고 그 안에선 나무가 자라고 자연 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온다. 실제로 이곳
을 찾는 관람객들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
로 쉽게 만든 과학 전시물과 이를 설명해 주는 모니터를 활용해 과학의 원
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라빌레트는 항상 고정된 내용으로 운영되
는 걸 거부한다. 매달 주제를 정해 끊임없이 전시물을 바꿔주는 것이 특징
이기도 하다. 우리 과학관의 고정된 전시관의 전시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매월 전시물이 바뀌고 그러한 기획에 따라 많은 사람들
이 항상 새로운 과학 현상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라빌레트 과학관의
특징이다. 또 과학관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학교의 과학학습을 연장
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라빌레트의 색다른 모습이었다.
우리 과학교육원 전시장에도 도입해야할 부분인 것 같았다. 세계 최초의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를 생각해 내고 달나라로 가는 포탄선이란 개념을 만
들어낸 천재 작가 쥘 베르느를 배출한 나라 프랑스. 그 심장 파리에 위치
한 과학 박물관 라빌레트는 1979년 미래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파리시의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건축 계획의 하나로 탄생해
이제 파리 시민은 물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도 인기를 끄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전시물들도 원리는 과학자가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한다고 한다. 예술과
과학의 절묘한 만남을 실감하게 하는 과학관인지 미술관인지 착각을 일으
키게 하는 아름답고 실질적인 과학관의 모습을 보며 우리 과학교육원의 건
축 및 전시실도 과학의 기본 아래 예술이 접목된 차별화된 과학교육원이
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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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랑팔레(Grand Palais) 과학박물관 (Palais de la decouverte)

그랑팔레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세운 건물로 샹젤리제 거리
끝자락에 위치해 어느 쪽에서 바라봐도 그림처럼 보이는 훌륭한 건축미가
압권이다. 지금은 다양한 미술 작품 등을 전시하는 특별 전시회용 갤러리,
발견의 전당이라 불리는 과학박물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관별로 강의 및 특별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점, 장
애인을 배려한 바닥 안내길이며 점자 설명판 등은 우리 과학교육원 신축에
도 간과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사항인 것 같다. 가족이 와서 직접 만져보
고 들어보며 원리를 깨닫고 하는 모습들이 참 여유로와 보였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과학관이 많이 있다. 하지만 과학관을 활용하는 문화
가 조금 부족한 듯 싶다. 학생들, 가족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전시되어
있는 과학원리를 탐구하고 직접 조작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
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과학관이 그냥 전시에만 그치지 않
고 실제로 과학을 탐구하고 원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
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좋은 시설 못지않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태도
또한 더욱더 중요한 것 같다.
Ⅳ.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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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런던과학박물관(The Science Museum)

1851년에 열린 제1회 만국박람회의 과학기술관계 전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857년에 사우스켄싱턴박물관(현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런던 소재)
한쪽에 예술과 과학기술 전시부를 개설한 것이 시작이었다. 1964년에 현재
위치로 옮겼으며, 1909년부터 과학부문을 독립하여 현재 이름으로 바꾸었
다. 1975년에 설립한 국립철도박물관, 1983년에 설립한 국립 사진·영화·텔
레비전박물관 등의 부설 박물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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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과학·기술·의학 발달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구·기계류의 실물(제
작 제1호를 포함해서)은 거의 이곳에 전시하고 있다. 주로 실물 중심의 발
달사 전시이지만 움직이는 전시물도 많으며 산업혁명에 관계된 자료들이
특별하다. 주요 전시물은 약 30만 점으로 농업·식품기술, 화학·물질기술, 가
정·레저기술, 환경과학과 기술, 물리학·도량법·시간, 천문학·우주, 통신·컴퓨
터, 공학·산업, 의학·건강·생명과학, 운송 10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한다.
부속 과학도서관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박물관은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과 12월 31일을 제외한 매일
문을 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전시실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은 과학 놀이터 론치패드이다. 로켓 발사장
이라는 뜻을 가진 론치패드는 눈이 아닌 손으로 움직여보면서 과학의 즐거
움을 깨닫게 되고 아울러 과학적인 원리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전시물이나 프로그램을 만든 후 안전한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까지
각 분야 전문가는 물론 과학적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다고 한다. 이제 과학
이 전시나 원리 이해 등을 넘어 예술이나 건강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다.
전시되어 있는 것의 90%가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는 새로
운 전시물을 수집하는 것이고 또 수집도 중요하지만 보존하는 것이 더 중
요하다는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런 전시물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해하게
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우리 전시실도 마찬가지이다. 항
상 고정된 그런 전시물뿐 아니라 새로운 전시물을 수집하여 보여주고 체험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새로운 전시관에는 이런 것 들이 많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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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을 위해 나이별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으며 그 곳
은 마치 놀이터 처럼 들어가 만지고 놀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학생들 뿐
아니라 부모가 같이 와서 활동하고 쉴 수 있는 그래서 과학관이 지역사회
의 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과
학관, 실생활과 동떨어지지 않고 같이 하는 그런 과학관이 유럽 과학관에서 느
낀 특징이었다.

라. 런던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

자연사 박물관은 건물이 클래식하고 아름답다. 자연사와 관련된 4억여점
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중 동식물 표본, 물고기 화석, 광석표본,
공룡 화석, 25만 년 전의 나비 화석, 1300년 된 나무 등이 전시되어 있다.
우주와 지구 탄생관에는 자연을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으로 관찰하는
자연 탐사관으로 은하계 형성과 지구 탄생의 비밀을 보여주는 영상 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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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월석 등의 우주 암석 표본을 통하여 우주의 실재성을 체험하며, 과거
에서 현재에 이르는 지구의 변천사를 입체적으로 전시하여 천체와 우주 공
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사라져 버린 고대 생물관 고생대, 공룡이 대표적인 중생대, 인류의 출현과
더불어 현재 지구의 모습 및 생태계를 갖추기 시작한 신생대로 구분되어 전시
되어 있으며 세계의 암석을 매체로 한 유익하고 흥미로운 암석관, 세계 각 지
역의 희귀보석 원석과 보석들을 전시한 보석 원석관, 생물관 등 미로와 같은
구성으로 알차게 꾸며진 전시실과 곳곳에 쉴 수 있게 의자와 공간들이 자연사
박물관의 이미지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다.
우리 과학교육원에도 쉴 공간 마련, 동선을 생각한 전시실별 배치 등이 고려되
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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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프랑크푸르트 자연사 박물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이다. 지구의 탄생에서부터 편재
까지의 자연사에 관한 전시내용으로 흥미 가득한 과학관이다.

3. 연수를 마치며
샘이 나고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고 풍부한 문화유산, 그 곳에서 여유롭
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세느강 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 한
강이 있고 유로스타보다 더 아늑하고 깨끗한 KTX, 돈을 내지 않고도 마
음 놓고 갈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 아직은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물, 사
계절이 뚜렷한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그리웠다.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신축은 예산이나 규모 상 유럽처럼 세계적인 그런
크고 웅장한 과학관은 아니어도 그곳의 장점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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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즐겁게 과학교육원을 찾고 가족이 함께 와서 체험하고 그 속에서
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과학교육원을 신축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예산이나 시설 전시 부분 등 여러 분야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새로
운 과학육원 신축에 밑바탕이 되어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특징있는 과학육원 신축이 되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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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앞선 과학 현장을 다녀와서

이 현 명

전북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 행정7급
sensible@jbedunet.com

1. 들어가며

2010년 9월 전북교육청에서의 첫 근무 시작과 함께 전북과학교육원 신축
이전 업무를 맡게 되었다. 내가 아는 과학교육원은 20여년전 초등학교 때
몇 번 가봤던 전북학생과학관이 전부고, 그 기억조차 지금은 가물가물한데
전북과학교육원을 신축이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
웠다. 그러던 차에 전북과학교육원 설립을 위한 유럽의 선진과학관 방문연
수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나에게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유럽과학관
방문연수는 그렇게 희망과 의욕으로 시작되었다.

2. 파리의 라 빌레트 과학관

라 빌레트 과학관은 프랑스의 이미지에 맞게 과학과 예술이 절묘하게 잘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첨단의 과학기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건물과 전시물들의 구성이 마치 예술작품을 볼 때 느끼는 감동까지 얻
을 수 있는 곳이다. 전시물의 원리는 과학자가,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하여
과학을 예술로 옷입혀 과학은 딱딱한 것,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
라 자연스럽게 생활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곳에서는 상설로 전시되고 있는 전시장 이외에도 큰 공간에는 비정기
적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길게는 2년이 넘게 전
시되고 있어 임시로 이루어지는 전시물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내용의 전시물들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런 비정기 전시물을 많이 전시하
는 것도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발맞춰 나가는 과학교육의 장으로써 역
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 빌레트 과학관에서는 어른들도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단순히
수박 겉핥듯이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는 모습은 프랑스의 과학 발전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과학
28

프랑스, 영국, 독일 과학(박물)관 방문 결과보고서

을 공부가 아닌 문화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우리의 과학교육원에서도 많
이 발견하였으면 좋겠다.

3. 파리의 그랑팔레 과학박물관

이오니아식 둥근 지붕이 인상적인 그랑팔레 과학박물관은 발견의 전당이
라고도 불린다. 그랑팔레의 각 전시관마다 한켠에는 조그마한 강의실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과학박물관을 방문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과학의 원리를 재밌고 이해하기 쉽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때
마침 빛이 만들어내는 색깔에 대한 수업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실제 빛을
이용하여 진행되는 수업에 아이들은 즐거워했고, 아이들의 눈 높이에서 질
문과 대답을 이끌면서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하는게 인상적이었다.
또한 유럽과학관을 방문하면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물을 보면서 과학체
험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커다란 생쥐가 미로를 탈출하는 과정과 상자 속
에서 살고 있는 개미들을 내시경을 통해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 귀뚜라미
의 소리를 바로 그림으로 표시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보여주고 설명하
는 전시관이 있다.
그랑팔레 과학박물관에서 운영되는 교과과정에 충실하면서 학교 교육과
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체험활동(관찰활동) 위주의 전시 및 과학교실은 학
생들의 학교 과학수업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거 같다.

4. 런던 과학박물관

런던 과학박물관 안에는 과학ㆍ기술ㆍ의학 발달사를 대표하는 중용한 기
구기계류의 제작 1호를 포함한 실물들로 가득차 있다. 영국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수집된 방대한 양의 주요 전시물만 해도 30만점이 넘는다. 전시물
에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진과 그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작
은 전시물들이 있어 전시물에 대해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박물관에서 가장 인기있는 장소인 론치 패드는 만지고 냄새 맡고 듣고
몸으로 뛰면서 오감을 총동원해 익히는 각종 아이템이 널려 있다. 자건거
패달을 밟으면 힘이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 빛을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림자 사진을 찍으며 잔상 효과를 본다. 비눗물로 표면장력 효과를 실험해
보고, 커다란 관을 통해 소리의 전달을 확인한다. 이들에겐 신나는 놀이가
Ⅳ.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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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과학공부다. 또한 아이들이 항상 북적이는 만큼 이곳에는 체험전시물들
에 대해 설명해주는 선생님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아이들의 궁금증을
즉시 풀어주며, 컴퓨터도 옆에 배치되어 있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1세기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개발한 월컴 윙에서는 의식, 노화, 유전자
등 어렵게 느껴지는 첨단과학의 내용을 다루지만 지루하게 고정 전시물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난해한 주제를 재미나게 풀어보는 컴퓨터 게임과 퍼
즐이 널려 있어 ‘게임방’처럼 청소년들로 붐빈다.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각각의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과학활동을 체험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이 개발이 필요함을 배울 수 있다.

5. 마치며

짧은 8일간의 유럽 과학관 탐방이었지만 어느 연수 못지않은 많은 정보
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파리의 라 빌레트 과학관과
그랑팔레 과학박물관, 런던의 과학박물관의 명성은 허장성세가 아니었다.
과학박물관에 온 아이들은 전시물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실험해 보며 즐거
워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과학’, ‘재미있는 과학’이 얼
마든지 실현가능한 것임을 확인했다.
우리 과학교육원도 유럽 과학박물관처럼 과학을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게 전시물들을 손으로 만져보고 실험해 보며 즐겁게 과학을 배울 수 있
는 장소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학생들이 과학의 기본 원리와 현상을 체험
과 놀이를 통해 탐구하고 생활의 과학을 실천할 수 있는 첨단 과학교육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주고, 발견의 기
쁨을 맛보게 하고, 더 나아가 상상력을 과학으로 옷 입혀 미래과학을 주도
해 나갈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요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전북과학교육원 신축이전을 추진해 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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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을 다녀와서

이 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과
bunhong2@jbedunet.com

1. 출발에 앞서

전북과학교육원 설립을 위한 유럽과학관 방문 연수자로 추천되어 연수자
별 중점 참관내용으로 나에게 배정된 곳이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이다.
이번 연수의 목적이 유럽의 우수 과학관의 시설, 운영, 전시관 구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파악하여 2013년 개원 예정인 과학교육원 신
축․이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과학교육원
설립에 이번 연수단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책임감에 많은
부담을 갖고 출발 전 방문 예정 과학관과 관련한 연수보고서와 인터넷 등
사전 자료를 수집하게 되었다.
특히 나에게 역할 분담된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에 대해 사전 자료를 수집
하면서 평소 과학관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소 다르다는 생각을 하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렵다거나 과학관련
전공자들이나 하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주말에 연인이나
가족과 함께 영화관이나 미술관을 방문하는 모습은 머릿속에 쉽게 그려져
도 과학관을 방문하는 모습은 상당히 낯선 풍경이니 말이다.
그런데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은 파리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이 찾는 박
물관이라는 기사와 함께 과학 관련 종사자 아닌 일반 관광객들의 개인 블
로그 등에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에 관한 여행기 등이 다수 탑재된 것을 보
고 단지 고리타분하거나 어렵기만 한 과학관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과 함
께 연수길에 올랐다.

2. 라빌레트 과학박물관

유럽과학관 중 첫 방문지였던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은 1986년 설립된 짧
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유럽 과학관의 원조로 꼽힐만큼 파리의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날 역시 평일 아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Ⅳ.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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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세만큼이나 많은 관람객들로 상당히 붐비고 있었다.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은 라빌레트 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래 1867
년 세워진 도축장이 있었던 곳을 1970년대 가축시장을 파리 교외로 옮기면
서 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였다고 한다.
1986년 3월 개관한 과학관은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관 건물 밖
에는 아이맥스 영화관 ‘제오드’, 움직이는 영화관 ‘시낵스’, 천문관 ‘플라네
타륨’ 등이 있다.

1층 내부 전경

1층 내부 전경

3차원 영상체험관 제오드

시설 안내 설명

시설 안내 설명

시설 안내 설명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은 한마디로 체험중심의 과학관이었다. 누구든 과학
원리에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의 요소를 충분히 비치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흡수했던
지식을 직접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과학을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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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 체험

전시물 체험

전시물 체험

과학관의 전시관은 상설전시관과 임시전시관으로 나뉘어 임시전시장에는
전시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2～9개월 단위로 수시로 바뀌는 전시, 항상 새
로운 전시물의 관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과학 현상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기획되고 있다.
기획되는 전시장 또한 우리가 흔히 관공서 건물에서 느끼게 되는 딱딱함
이나 색채의 건조함과는 다른 느낌으로 파트별 색감 등이 차별화되어 감각
적이었는데 과학박물관 안내자에 따르면 미술관의 큐레이터처럼 전문적인
과학 큐레이터 등 인력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수한 기획전시와 빠른 전시 교체 주기가 가능한 것 또한 전시․기획․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배치되었기 때문으로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인력 구성이 중요한 것은 동서양 어디서나 같은 모양이다.

1층 내부 전경

이미지관 안내

이미지관 내부 전경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이 다른 과학관과 비교시 차별화된 시설이 있었는데
그곳은 1층에 위치한 어린이관(Children's City)이었다. 1992년 만들어진
이 곳은 2～7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과 5～12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어 어렸을때부터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과학원리
를 재미있는 놀이로 익힐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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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전시관 안내

2～7세 전시관

5～12세 전시관

전시물 체험

전시물 체험

전시물 체험

또한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육
적 효용성에 주목하면서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서 방문하고 있는 곳으
로, 과학관이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학교의 과학학습을 연장하는 공간
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성공적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전시장 곳곳에서 초등학생 및 중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직접 체험하며 과학 원리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자녀를 동반한 개인 방
문객 또한 상당수로 전시물을 자녀와 함께 체험하며 설명해 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은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을 준다. 그곳에서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닌 즐거운 놀이
였다.

3. 연수를 마치며

일상에서 벗어나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기쁨보
다는 교육가족들과 도민의 관심속에 설립되는 과학교육원이기에 부족하고
조그만한 아이디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출발한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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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누군가 그랬던가.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직접 만지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
게 과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학을 즐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었
다.
물론 우리의 과학교육원 설립이나 운영 시 라빌레트 과학박물관처럼 세
계 규모의 시설 확충이나 인력 배치 등 막대한 지원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훌륭한 시설이나 양적 전시물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가 보고 듣고 체험하며 경험을 통해 과학을 느낄
수 있는 과학교육원, 고품질 콘텐츠로 전국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앞세우
고 찾아오게 만드는 경쟁력 있는 과학교육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과
함께 연수를 마친다.
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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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립과천과학관과 선진국의 과학(박물)관 운영

□ 국립과천과학관
1. 시설 및 구성

전라북도에는 과학관 형태의
기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북
과학교육원의 경우도 설립이후
30여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시
설 및 구성 상태를 알아보는데
참고하기 부적절하므로, 2008년
개관한 국립과천과학관(사진)의
전시관과 전시물 현황을 이용
하여 과학관에 설치되는 시설
물에 대해 살펴보겠다. 새로이
건립되는 과학관의 경우, 점점 더 첨단이고 더 대형화 하는 추세여서 구성
형태나 전시물 주제 등을 알아보는데 실제적인 예를 살펴보는 것이 더 타
당할 듯하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관 별 전시물 내용은
가. 첨단기술관 - 생명과학, 정보통신, 에너지․환경, 우주항공, 기계․소재
등 237주제
나. 기초과학관 - 수학분야, 물리분야, 화학분야, 생물분야, 지구과학, 실
험실 및 천체투영관 79주제
다. 어린이탐구체험관 - 자연과 에너지, 꿈꾸는 어린이, 미래를 향하여
35주제
라. 자연사관 - 탄생의 장, 변화의 장, 진화의 장, 생동의 장, 생명의 장,
탐구의 장 등 159주제
마. 전통과학관 - 하늘의 과학, 땅의 과학, 사람의 과학, 생활과학, 응용
과학, 전통과학체험교실 등 66주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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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시설
1) 옥외 전시장 - 예듀테인먼트 기능의 6개 테마파크 68주제
2) 생태체험학습장 - 도심 속의 학습 및 휴게공간 48주제
사. 명예의 전당
아. 천체투영관 및 천체관측소
1) 천체투영관 - 광학식천체투영기, 디지털돔영상장치, 통합제어시스템,
부대시설
2) 천체관측소 - 광학망원경, 전파망원경, 태양망원경, 중소형망원경
자. 기타 곤충생태관 등이며 그 외 어울림홀, 큐시홀, 과학기술사료관, 휴
게시설, 옥외공간, 캠프장, 조형언덕, 지질동산, 공룡동산, 과학광장,
조각공원 등이 설치되어 있다.
바

2. 프로그램 운영

과학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익스플라네타리움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이나,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므로
국립과천과학관의 프로그램을 자세히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개관 후 실제
적인 운영기간이 짧아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아직 이른 면이 있
으나, 운영과정에 따라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가. 전시물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테슬라코일, 휴머노이드 마루, 지진체험실, 스페이스캠프, 생동하는 지
구, 에도몬토사우루스, 천체투영관, 3D 영상관, 천체관측소, 사상의학체험
감별 등을 1일 5-7회 인터넷이나 현장 접수 등을 통하여 참가자가 참여
하거나 체험하도록 운영한다.
나. 교육프로그램
과학체험학습 일일 프로그램, 주말프로그램, 과학교실 프로그램 등이
있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과학원리 체험공간을 제공한다.
다. 과학전문기관프로그램
강의실과 실험실을 과학교육전문 외부업체에 대여하여 케이넥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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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실, 전자박사 영재로봇과학, 포디프레임 수학과학창의교실, 하이터
치 하이테크 실험과학교실, 생명과학 탐구교실, 스키오 생각하는 과학․
수학, 오즈나라 과학탐사대 등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다.
라. 연중행사
캠프 및 이벤트가 분기별 또는 연중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이비행기․종이
로켓 전국대회, 로봇댄스경진대회, 나도 큐레이터 경진대회, 천문캠프 등이
운영되고 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ExplOratorium
1. 설립 배경

1954년에 Expo기념관을 플랭크 오펜하이머 (Frank Ophenheimer)박사가
고등학교 과학교사로 재직하면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과학교육 (Informal
Require Science)을 위한 과학관 설립취지 하에서 개조 임차하여 1969년에
개관하였고 처음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기부를 받음으로써 전시를 시
작하였다.

2. 특징

과학관 존립의 가장 큰 요소는 재정, 인력관리, 개발자(아이디어뱅크) 이
세 가지라고 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Exploratorium은 12명의 개발자
에 의해 새로운 아이템이 꾸준히 개발되고, 300여명의 운영위원과 자원봉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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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기부금과 아이디어의 판매로 재정도 확보된 꿈
의 과학관이다.
시설은 1층 평면 구조에 2층 간이시설구조로 되어있으며 주로 체험활동
중심의 전시물로 구성되었다. 자체개발한 신규아이템을 투입하여 3년 주기
로 전시물을 교체하고 주로 물리, 자연현상의 원리 중심 전시물을 테마별
로 전시하고 있으며, 수학에 관한 전시물이 돋보이며 2층은 생명관을 운영
하고 있다.
매년 50만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Exploratorium을 찾고 있다고 한다.

3. 특색 있는 운영

○ 샌프란시스코의 파인아트(Fine Arts) 궁전에 설치된 이 체험과학관은
과학, 예술, 인류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650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
어 있음. 전시물을 실제로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놀이 공원처럼 마음껏 체험하고, 실험
할 수 있는 실험실의 형태로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임.
○ 과학관의 주된 목적은 세계의 여러 진기한 현상과 많은 과학적 진리
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환경과 프로그
램,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하여 이해하고 좀 더 발전적인 사고를 형성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Exploratorium은 과학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과학,
예술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의 역할, 교사들의 자기계발을 위
한 National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박물관들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
○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 자연과학 현상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재
미있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 전시물을 통해 보여줌. 지구 속 자연 현
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그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를 원리로서 이해하여 각자의 것으로 만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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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놀이로
써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신기해 보이기도 하는 동시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통해 전시물을 하나하나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 Exploratorium은 직접해보는 즐거움을 관람객들에게 선사함. 이것은
뭐든지 직접 만져보고 둘러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어린이들에게 최대
의 자유와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가져다 줌.
○ Center for Museum Partnership 과 연계된 Partner Museum 직원 교
육, 새로운 아이템 교육방법, 사용방법 Support을 하고 있으며, 신규
과학교사, 복직교사, 기존 과학교사 등 방문 등 교사방문을 실시하고
있음.
○ King's college, 캘리포니아 대학, Exploratorium 세 기관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8개 기관이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년 주기
로 전시품을 교체하기 위해 1년에 1/3의 전시물을 개발하여 1년동안
과학관에 전시하고 그 후 교사를 대상으로 컨텐트 교육을 시키고 있
으며 새로운 컨텐츠 개발․보급이 주 목적임.
○ 304명의 직원과 엔지니어,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원 50명과 개발담
당연구원 12명이 프로그램개발과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제작
소가 전시장내에 공개 되어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지적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유럽 등 전 세계에 프로그램을
제공 해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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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출발전 연수자료

1. 라빌레트 과학박물관

원
별

어

위

명 Cité des Science et de l'Industrie
칭 라 빌레트 과학 박물관, 과학 도시
치 프랑스 파리 19구 라 빌레트 단지

◎ 박물관의 역사

프랑스 파리 19구 라 빌레트 공원(Parc de la Villette) 북쪽에 자리
하고 있는 거대한 전시관이다. 전체 면적 3만㎡로 과학박물관으로는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과학 기술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
고 첨단산업육성을 고무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과거 라 빌레트
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지어졌던 도축장을 새롭게 정비해서 전시관 건
물로 사용하고 있다. 1973년 건설이 중단된 미완성 도축장을 철근과
유리를 활용해 첨단 과학 산업 전시관으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건축가 아드리앙 팽실베르(Adrien Fainsilber)와 아일랜드
출신 기술자 피터 라이스(Peter Rice)였다. 물과 식물, 빛의 3가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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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 설계를 한 아드리안 펜실베르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복합 전시관
으로 과학박물관인 쿠베르트궁전(Palais de la Decouverte)과 그랑 팔
레(Grand Palais)의 장점이 추가되어 1986년 3월 개관하였다.

◎ 전시관 및 시설

상설 및 비상설 전시관 뿐 아니라 반구형의 대형 영화관, 어린이를
위한 특별 교육관, 수족관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첨단 과
학 산업 전시단지 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건물
내부에 나무들이 자라고 자연 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온다. 미생물을 관
찰하는 생명공학에서부터 우주 탐험에 이르기까지 과학과 기술발전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실험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9000평의 넓은 전시
관으로 어린이들의 도시(Children's City), 수족관(Aquarium), 천문관
(Planetarium) 등의 13개 체험관과 제오드(Geode)극장, 도서관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전시관에서 공원으로 가는 길목에는 프랑스 해군의 잠수함이었던 아
그노트(Argonaute)를 개조하여 1989년 10월부터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982년 은퇴까지 툴룽(Toulon) 군항의 함대소속이었던 잠수함
은 2,147일 동안 32,700시간의 잠수기록을 가지고 있다.
※ 전시회 목록(2010년 9월 기준)
- 에너지(Energy)
- 테크노 갤러리(Techno Gallery)
- 가짜 복제품에 대한 스포트라이트(Fake! Spotlight on counterfeit
goods)
- 맛있는 식사!(Enjoy your meal! Food from every angle (9-14
years old))
- 내일을 건설하기 위한 나의 원료 지구(My raw earth for building
tomorrow)
- 위성 혁명(Earthwatch : the satellite revolution)
- 우주의 위대한 이야기(The Great Story of the Universe)
- 혁신 갤러리(Innovations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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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와 빛(Shadows and light (5-12 years-old))
- 빛 게임(Light games)
- 소리(Sounds)
- 이미지(Images)
- 수학(Mathematics)
- 인간과 유전자(Man and his genes)

◎ 관람시간

*화요일~토요일 : 9:30am~6:00pm(일요일 7:00pm)
*월요일 휴관
*박물관 패스 무료 입장

<기술과 미래>

지난9, 10월호에 프랑스 파리의 과학관을 이야기하면서‘라 빌레트 과
학관’에 대한 소개를 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프랑스에 가서 과학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한다고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
바로‘라 빌레트 과학관’이다. 이곳은 프랑스의 이미지에 맞게 과학과
예술이 절묘하게 잘 연결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최첨단의 과학기술
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과 전시물들의 구성이 마치 예술작품
을 볼 때 느끼는 감동까지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 빌레트 과학관은 파리의 지하철 7호선인‘Porte de la Villette’역에
바로 붙어 있어 아주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다. 파리의 북동쪽 교
외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가축을 잡고 팔던 도축판매장이었다. 약 20
여 년 전인 1986년에 이곳을 과학관으로 만든 것이다. 또한 이곳은 여
가와 문화의 중심지를 세운다는 계획 하에 만들어진 종합공원이라고
할 수 있어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물론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한다.
웅장하면서도 멋들어진 전시장 건물 이외에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시관 뒤편에 있는 제오드다. 제오드는 커다란 구형인 지구의 모습을
닮은 모양으로 겉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마치 거울과 같이
(1,2,3,4,5,6,7,8,9,10은 전시장을 나타냄) “라 빌레트 과학관에서 가장
유명한 구조물인 제오드. 이 커다란 구 속에서 보는 아이맥스 영상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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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랑 팔레(Grand Palais)
◎ 설립

그랑 팔레는 1900년 파리 에펠탑과 더불어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만든
건축물이다. 지금은 각종 전시장과 전람회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랑 팔
레 내부에는 발견의 전당(Palais de la Decouverte)이라고 불리는 과학박물
관이 있다.

그랑 팔레 입구

◎ 특색

홀 길이 200m, 너비 55m이며 높이 43m인 지붕은 돔 형태로 정교한 청
동조각이 세겨져 있으며 유리 지붕은 자연 채광을 돕고 밤에는 내부 조명
에 따라 황홀하고 신비감을 드러낼 정도의 아름다움을 발한다고 한다.
과학박물관(Palais de la Decouverte) 입구 양쪽의 이오니아 양식 원형기
둥 옆에는 횃불과 월계수 잎을 들고 있는 말을 탄 남자의 조각상이 있고,
둥근 기둥과 글라스 돔은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의 참신한 디자인으
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것이어서 화제였다고 한다.
그랑 팔레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겸하는 건물로 프랑스 국립박물관 협회
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전시회만 개최하는 것이 특징이며, Palai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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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uverte는 건
물 벽 전체가 아름다운
조각상들로 되어 있어
조각 전시장을 방불케
한다. 웅장한 대리석 기
둥과 화려한 조각들은
프랑스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de la

구 양쪽 조각상

입

3. 런던 자연사 박물관 [Natural HIstory Museum]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곳의 수집품들은 대영박물관의 한 켠에 습기
차고 비좁은 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들을 당시 자연사 수집품의 총 책임자
였고 학계에서 '공룡'(dinosaur)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리차드 오웬 교
수(Richard Owen)가 정부를 설득해 현재의 위치에 새로운 박물관을 건립하
게 되었다. 7년여 간의 공사 끝에 1881년 영국박물관에서 분리하여 개관하
였다.
정문을 들어가면 아주 큰 공룡의 뼈대(약 26M)가 자리 잡고 있으며 좌측
으로는 공룡관, 우측으로는 파충류관이 있다. 전시실은 크게 생물을 전시하
는 라이프 갤러리(Life Galleries)와 무생물을 전시하는 어스 갤러리(Earth
Galleries)로 나누어진다. 각관은 크게 Life(삶), Earth(지구), Wildlife
Garden(야생생태), Darwin Centre(종의 기원)으로 나뉘고 관람은 우측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관람을 하고 어느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지만 관람을 마
치고 나올 때는 기념품점이 있다. 다윈센터에서는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지진의 시뮬레이션도 경험해볼 수 있다.
(지구관 안에 고베지진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주기적으로 바닥이
흔들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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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던 과학 박물관 [The Science Museum]

설 립 연 도 1857년
소 재 지 영국 런던
규
모 전시물 약 30만점
과학기술 발달사를 대표하는 기구·기계
주 요 소 장 품 영국의
류의 실물, 산업혁명 관계자료 등

◎ 박물관의 역사

1851년에 열린 제1회 만국박람회의 과학기술관계 전시자료를 바탕으
로 하여, 1857년에 사우스켄싱턴박물관(현 빅토리아 앨버트 미술관:런
던 소재) 한쪽에 예술과 과학기술 전시부를 개설한 것이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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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에 현재 위치로 옮겼으며, 1909년부터 과학부문을 독립하여 현
재 이름으로 바꾸었다. 1975년에 설립한 국립철도박물관, 1983년에 설
립한 국립 사진·영화·텔레비전박물관 등의 부설 박물관이 있다.

◎ 위치 및 개장시간

박물관은 12월 24일부터 12월 26일까지 3일과 12월 31일을 제외한 매
일 문을 열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영국 런던
사우스켄싱턴에 있다.

◎ 전시관

영국의 과학·기술·의학 발달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기구·기계류의 실
물(제작 제1호를 포함해서)은 거의 이곳에 전시하고 있다. 주로 실물
중심의 발달사 전시이지만 움직이는 전시물도 많으며 산업혁명에 관
계된 자료들이 특별하다. 주요 전시물은 약 30만 점으로 농업·식품기
술, 화학·물질기술, 가정·레저기술, 환경과학과 기술, 물리학·도량법·시
간, 천문학·우주, 통신·컴퓨터, 공학·산업, 의학·건강·생명과학, 운송 10
개의 주제로 나누어 전시한다. 부속 과학도서관도 세계적으로 유명하
다.
런던 과학박물관, 바로 이곳은 영국 과학의 발달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Making the Modern World’라고 불리는 이
곳 은 지금부터 250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7개의 시대로 나누어 특징
적인 과학의 전시물을 이용하여 과학의 발달을 설명하고 있다.
중앙에는 비교적 큰 전시물들로 가득 차있어 이것만 보아도 좋지만,
벽 쪽에는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진과 그 시대의 특징 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작은 전시물들이 있어 과학의 발달사를 공부 하고 싶은 사
람들에게는 금상첨화인 곳이다.‘ 왜 런던과학 박물관에서 과학의 발달
사를 배우나?’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만 과학의 발달에서 영국의 과학 자들이 한 업적을 생각하면 그리 놀
랄만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들 중에는 영국
인이 많다. 뉴턴, 돌턴, 다윈 등 물리, 화학, 생물 등 여러 분야에서 가
장 대표적인 과학 자를 뽑으라면 다 영국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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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놀이터 론치 패드(Launch Pad)>

과학박물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어디일까? 지층에 있는 전시
물들은 단지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가 되고 놀랍기는
하지만 사실 흥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 다면 직접 몸으로 만
져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볼
것이다. 런던 과학박물관에는 바로 이 런 곳이 있다. 로켓 발사장이라
는 뜻을 가진 론치 패드(Launch Pad)이다. 이곳에는 소위 과학 놀이
터라고 할 수 있다. 눈이 아닌 손으로 움직여보면서 과학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아울러 과학적인 원리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다.
사실 런던 과학박물관말고도 세계의 많은 과학관에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다. 런던 과 학박물관은 이런
추세에 맞추어 4층에 새롭게 론치 패드관을 확장하여 개장하였다.
론치 패드관 이외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은 바로 에너지관이었
다. 에너지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 로 과학과 관
련된 많은 것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런 던 과학관에서는
에너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크게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여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런던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내 곳곳
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과학과 관련된 것으로는 앞에
서 소개한 자연사박물관, 그리니치 천문대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과학
박물관(Science museum)이 대표적이다. 런던 과학박물관은 런던 사우
스켄싱턴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박물관 거리에 있다. 자연사
박물관, 빅토리 아·앨버트 박물관과 인접하여 항상 많은 사람들이 방
문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입장료가 없기 때문에 영국인은 물론 관광
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 론치 패드에는 항상 아이들이 북적거릴 만큼 흥미롭고 재미있는 아
이템들로 가득하다.
론치패드 옆에 있는 강의실에는 과학관에서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원
들이 재미있는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은 비눗방울의 과학을 체험하면
서 강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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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과학박물관의 시초는 1851년에 개최된 만국 박람회의 전시품을
모아놓은 사우스 켄싱턴 박물관(1957년 개관) 이다. 이 전시물을 시작
으로 과학과 관련된 전시물들이 많아져 1909년에 지금 이 자리에 과
학박물관을 만들었다. 올해로 개관한지 100년이 되었지만, 그 속에 있
는 전시물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들로
가득했다.
영국 과학관은 아래 그림과 같이 모두 7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지
하부터 3층까지 5개의 층이 전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4층 과 5층은 일
부만 구성되어 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입구를 들어가서 보는 처음 인상이 사
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는다. 영국 과학관의 입구 를 들어가면
간단하게 가방검사를 받고 넓고 높은 공간으로 들 어서게 된다.
지층에는 여러 가지 큰 전시물들이 많이 있다. 증기의 힘을 이용하
여 오래전에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답게 가장 처음에 전시되어 있
는 것이 증기기관이었다. 이와 같이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물들
이 있었고, 우주여행에 관련된 것에서부터 최신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었다.

<층 주요 전시물>

지하 - 우리집의 비밀, 론치 패드
지층 - 에너지관, 우주 탐험관, 근현대 과학발달사관
1층 - 물질관, 원거리통신관, 농업관, 측량관, 기상관
2층 - 항공관, 수학관, 해양기술관
3층 - 18세기 과학, 론치패드(Ⅱ)
4층 - 의학 역사관
5층 - 약학관, 수의학 역사관
학생들이 직접 에너지 장관이 되어 여러 가지 발전소를 세우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게 하는 시뮬레이션은 여러 번 해봐도 재
미있었다. 그리고 도시 모형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빙 둘러서 정
전이 된 병원에서 심장박동기를 단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기를 수
동으로 공급하는 게임이나, 음악게임인 DDR과 비슷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여가면서 에너지와 관련된 퀴즈를 풀고, 몸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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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생각해보는 것들은 모두 어렵
고 딱딱하기만 할 것 같은 에너지를 흥미있고 재미있게 접근하게 하
는 좋은 구성 방식이었다.
본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신관 건물인 웰컴 윙에는 신관의 이미지
에 맞게 미래의 모습을 꾸며놓은 곳이 있었다. 3층에 있는‘인 퓨처(In
Future)’가 바로 그것이다. 이곳에는 프로젝터에서 나온 빛을 둥근 테
이블 위에 비추고 이 테이블 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랏빛 형광색의 테이블은 터치스크린 형태로 되어있어 손으
로 커다란 화면을 조작할 수 있었다.
단지 한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활동인데,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투표를 하면서 과학
적 소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남자가
임신을 하는 상황을 제시해주면서 찬반을 물어보고 그 결과를 누적하
여 보여주거나 우주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스크린에 보여주는 것은 마
치 미래에 온 듯 한 착각에 빠지게 하였다.

<영국은 과학이 만들어진 곳>

런던 과학관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위에 이야기한 론
치패드와 같이 직접 체험하면서 즐기는 과학관이 첫 번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과학의 역사와 과학적 업적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측면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지층의 ‘근현대 과학발달사관’과 4층에 있는 ‘18세기
의 과학, 열물리관, 광학관(광학관은 론치패드관의 확장으로 없어졌다)’등
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국은 과학이 만들어진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명한 여러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그 오랜 명성을 이
어오고 있다.
이런 과학적인 전통은 과학의 문화로도 만들어져 있어 과학 강연에도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고, 역대 왕족들도 과학
에 대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과학관에는 18세기의 과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전시물들에 대한 설명은
전시물 자체에도 있지만, 동영상을 이용하여 실제 18세기에 어떻게 이 전
시물들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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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은 유럽 여행을 갔을 때 한번쯤은 꼭 방문하는 곳이다.>

과학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그 과학의 근원을 찾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가기 전에는 꼭 런던 과학박물관
의 홈페이지(http://www.sciencemuseum.org.uk/)를 방문할 것을 추천
한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진리는 어느 곳
에서도 성립한다. 과학관에서는 몸이 허락하는 만큼 오래 있어도 또
여러 번 방문하여도 볼 것이 많이 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알
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 프랑크푸르트,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 Senckenberg Museum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자연사 박물관이다.>

1821년 의사인 젠켄베르크 박사의 개인 수집품에서 시작되었고 젠켄
베르크 박사의 뜻을 이어 받아 괴테가 시민들에게 제안하여 설립되었
다.
현재 6000㎥에 이르는 대지에 지구 역사를 담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화석과 광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고생물학에 대한 전시가 충실하다.
정원에 있는 실물크기의 티라노사우르스의 골격과 유럽에서 하나뿐
인 디플로도쿠스의 공룡뼈가 큰 볼거리이며 어린이에게 인기가 많다.
흥미 위주 사진들을 포스팅했지만 전시물들 중엔 빙산의 일각에 불과.
빅뱅 이후로 지구의 탄생과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팡게아에서의 대륙
분리, 시기별 지구상의 모습 등을 알기 쉽게 디지털 시청각자료들로
설명해두었고, 영역별로 굉장히 전시물들이 심도있게 전시되어있다.
광물관 사진은 전체사진 하나만 실었지만 직접 보면 자연상태의 가공
전의 빛나는 보석들에 경탄을 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은 3층 건물로 1층- 화석과 광물, 2층- 동식물 3층- 어류,
곤충, 해양무척추동물이 전시되고 있으며, 지하에는 수장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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