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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박물관을 통한 지역 발전의 사례를 알아보고 지역사회에 특화된 박물관교육 프로

그램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박물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을 이해한다.
2. 박물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가능성과 그 사례를 살펴본다.
3. 지역사회에 특화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본다.

【 주요어휘 】
지역사회, 박물관교육, 지역박물관, 구겐하임박물관, 발바오 효과, 르네상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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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사회와 박물관

1.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라는 용어는 어의 ‘community’를 번역한 것이다. 일반적으

로 커뮤니티는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하나는 ‘지역성’을 토 로 

한 개념(locality-based community)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성을 초월

하여 공통 이해 관계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인 ‘공동체’로서 개념

(identificational community)이다(김종일, 2006). 이글에서는 지역사

회를 지역성을 토 로 한 커뮤니티 개념으로 규정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활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한다.1) 지역사회의 특성

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사회는 특정한 지리적 구

역을 점유하는 공간적 단위(spatial unit)이고, 구성원, 역할, 규범과 같은 

요소를 가진 사회조직(social organisation)이며, 동류의식과 소속감을 기

반으로 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심리･문화적 단위(psycho-cultural unit)이
다(김종일, 2006). 지역사회를 유형화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던햄(Arthur 
Dunham)의 구분에 따르면 지역사회는 인구의 크기, 경제적 기반, 행정 구

역, 인구 구성의 특징에 따라 구분된다(표갑수, 2003, p. 28에서 재인용).
박물관학에서 ‘community’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로 박물관이 지리적으로 위치한 ‘지역사회(local community)’의 의

미가 있고, 둘째로 박물관이 소장한 유물의 생산자이거나 원소장자 던 

‘인종･문화적 집단(source community)’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레이

터와 에듀케이터, 보존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 및 관람자 등으로 구성된 ‘박

1) 표갑수(2003)는 커뮤니티에 한 맥 런(McMillen)이나 로스(Ross)의 구분을 ‘지리적 지역사회(geographic 
community)’ 와 ‘기능적 지역사회(functional community)’로 번역하 으나, 김종일(2006)은 이해 관계에 기반

으로 한 커뮤니티는 ‘기능적 공동체’와 같이 번역되어야 하고, ‘기능적 지역사회’라는 표현은 오역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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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 공동체(museum as a community)’의 의미가 있다(Crooke, 2007; 
Peers and Brown, 2007; Duitz, 1992; Perin, 1992). 이 세 가지 개념은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서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의미인 지리적 지역사회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살펴보

고, 지역사회의 문화･사회적 거점으로서 지역박물관(regional museum)
을 육성하기 위한 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한 후, 지역적 특성에 특화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을 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지역사회와 박물관의 역할

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으

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Crooke, 2007). 박물관은 우선 지역사회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복원하고 보존한다(Burcaw, 1997). 그리고 문화

의 중심점으로서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

공한다(Ambrose and Paine, 2006). 오늘날 국가 및 지방과 같은 지역사

회의 정체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형

성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일조한다. 그리하여 지역사회에 

소속감과 자부심을 부여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랑스러워하는 전통적 

가치를 유지한다(Ambrose and Paine, 2006). 박물관은 또한 지역사회 

경제에서 수익을 창출한다. 박물관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문화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한다(Davis, 2007). 그 

결과로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취업률을 증가시키고 중앙정부나 국제 투자

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향상시킨다. 특히, 국제적 관광은 지역사회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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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lbéra Jean-Pierre

[그림1] 스페인 빌바오시 구겐하임박물관 전경

한 경제적 이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역사회에서 박물관에 

투자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박물관은 다시 지역 내 

다른 문화 인프라와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지 한 공헌을 한 표적인 예로는 1997년 

10월 스페인 빌바오(Bilbao)시에 건립된 구겐하임박물관(Guggenheim 
Museum Bilbao)을 들 수 있다. 이 박물관은 미국 구겐하임재단(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운 하는 여러 박물관 중 하나로 19세
기 아방가르드미술과 현 미술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

스페인 북부 바스크(Basque)지방의 작은 항구도시인 빌바오(Bilbao)
는 15세기 이래 철광석 광산과 조선소를 중심으로 발전한 공업도시로서 

20세기 중반까지 산업의 활황으로 전성기를 누렸다(주정민 외, 2005). 

그러나 1980년  이후 지역의 철강･조선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고 바스크 

분리주의자들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지역이 급속히 낙후되었다. 이에 

1991년 바스크 지방정부는 빌바오시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산업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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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기로 하고, 구겐하임박물관을 유치하 다(Zulaika, 2003). 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가 설계한 빌바오 구겐하임박물관은 독특하고 

역동적인 건물 외관으로 완공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Van 
Bruggen, 1999).

빌바오 구겐하임박물관은 1997년 개관 이후 1년 동안 130만 명의 관

람객이 방문했으며, 2003년까지 6년 동안 빌바오 지역경제에 약 1조 5천
억 원(10억 7천만 유로)의 효과를 유발하 다(주정민 외, 2005). 유럽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문화적 유산이 빈약한 빌바오시가 박물관의 건립으

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문화･관광 도시 중 하나가 되었으며(주정민 외, 2005), 이를 두고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2) 더욱 중요

한 것은 구겐하임 박물관으로 인한 지역사회 분위기의 변화이다. 계속되

는 경제 침체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비관주의가 만연했던 지역사회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분위기로 바뀌었으며 지역 주민의 자긍심과 소속감

도 향상되었다(주정민 외, 2005). 박물관은 ‘빌바오시의 부활’을 일으켰

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지역사회의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2) 국 일간지 ‘타임즈(The Times)’ 2008년 7월 9일자에는 “프랭크 게리: 빌바오 효과란 허튼 소리다(Frank 
Gehry: the Bilbao Effect is bulls**t)”라는 기사가 실렸다. 인터뷰에서 프랭크 게리는 처음에 빌바오시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상징적인 건물의 설계를 의뢰했지만, 점차로 이 개발이 도시 전체의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변모해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빌바오 효과’란 단일 건물에 의한 변화가 아닌 지역

사회의 재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게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사회 변화의 원동력이자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지는 구겐하임박물관이라

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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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역사회를 위한 박물관교육

1. 중앙정부의 정책 사례: 영국 르네상스 프로젝트3)

“르네상스(Renaissance)”는 국 중앙정부가 지역박물관에 한 지원

을 통하여 박물관에서의 학습을 증진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포용

하기 위하여 막 한 예산을 투자한 프로젝트이다(서원주, 2008). 국 

문화매체체육부(DCMS)와 ‘ 국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기록원협의회

(MLA)’의 주관 아래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위하여 약 2천7백억 원(1억 5천만 파운드)의 문화매체체육부(DCMS)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 약 2천3백94억 원(1억 3천3백만 파운드)이 

각 지역박물관에 지급되었다.4)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잉글랜드의 지역박

물관들은 더욱 많고 다양한 관람객을 유치하고 소장품을 최 한 이용하며 

직원들을 확충하고 그 업무능력 향상을 증진하여 학교, 지역사회 및 개인 

학습자들과 더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말에 잉글랜드의 지역박물관들은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자원이 부족하고 교육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이 미비하여 그 잠재력을 발

휘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5) 1997년에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이 점을 파악한 뒤, 중앙정부 차원의 책을 수립하여, 2000년 12
월 이후 문화매체체육부(DCMS)의 주관으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 다. 전문위원회는 2001년 10월에 잉글랜드 지방 

3) 이 소제목의 글은 필자가 2008년에 박물관교육연구 2호에 발표한「 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본 지역박물관의 교육적 성과」의 일부를 재구성하여 보충한 것이다.
4) 환율은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1파운드당 1,800원으로 계산하 다.
5) 국 4개 지방의 전체 인구는 2010년 현재 6,200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수도권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 특히 런던의 인구는 756만 명(2007년을 기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

다. 국의 경우에도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1985년과 2000년 

사이의 수도권의 1인당 GNP는 지방에 비하여 6배나 높게 나타났다(배준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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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박물관의 현황과 실태에 한 내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역의 부흥: 잉글랜드 내의 박물관을 위한 새로운 비전(Renaissance in 
the Regions: a new vision for England's museums)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주요 지역박물관들이 그 지역 내 다른 박물관의 모범이 되고 

학 및 국립박물관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새롭

게 태어나야 한다”고 천명하 다(Matthew Evans, 2001, p. 5).
위 보고서의 명칭을 따라 2002년 ‘르네상스(부흥) 프로젝트’가 시작되

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 ‘ 국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기록원협의

회(MLA)’, 국박물관협회, 국박물관장회의, 문화매체체육부(DCMS), 
교육기술부(DfES)6)의 표로 이루어지는 심사단이 구성되어 프로젝트에 

참가할 지역별 시범박물관을 선정하 다. 그 결과 [그림2]와 같이 잉글랜

드는 런던을 포함한 9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각 권역별로 너덧 곳의 시범박

물관이 선정되었다.7) 
각 권역 내 시범박물관들은 ‘허브(Hub)’라는 명칭의 권역 ‘시범박물관연합’

을 구성하 다.8) 이 허브에 속한 박물관들을 중앙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

여 권역 내의 다른 박물관에 모범이 되고 그들을 교육하는 시범박물관으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 다. 따라서 허브에 속한 시범박물관들은 전시

물의 선택이나 전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수집 관리에 이르기까지 박물

관의 모든 업무 분야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되었다. 각 

허브(Hub)에 속한 시범박물관 중에서 보통 하나의 박물관이 해당 권역 

안에서의 활동을 총괄하여 조정하는 ‘선도박물관(lead body)’으로서 위

6) 2001년 프로젝트 착수 당시에 관련 기관이었던 교육기술부(DfES)는 2007년 내각 개편 이후에 부처가 

양분되어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와 혁신 학기술부(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로 나뉘었다. 그 후 2010년 5월에 출범한 보수･자민당 연립정부에서 DCSF
와 DIUS는 각각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와 기업혁신기술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IS)로 개편되었다.
7) 잉글랜드 지방의 9개 권역은 다음과 같다. London, South East, South West, East of England, West 
Midlands, East Midlands, Yorkshire, North East, North West.
8) 동부 미들랜드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브(Hub)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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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잉글랜드 9개 권역

임되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

의 결과 지역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증가하여, 
2005년과 2006년 사

이에 3백50만 명에 이

르는 16세 이하의 아동

들이 시범박물관을 방

문했으며, 120만 명의 

학생들이 박물관활동

에 참가하 다. 또한 

43만 명 이상의 국 내 소수인종이 시범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이는 2002
년 비 18%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7천 명 이상의 박물관 직원들이 

시범박물관을 통하여 업무와 관련된 연수를 받았고, 2008년까지 시범박물

관에서만 학예직 188명을 포함하여 총 580명 이상의 직원이 새로 채용되

었다(MLA, 2006a).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지역박물관들은 그 지역의 여

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의 박물관 관람을 장려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교육성과를 평가하

기 위하여 국 레스터 학박물관･미술관학연구소(Research Centre  fo
r Museums and Galleries: RCMG)에서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박물관을 방문한 교사들과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박

물관을 방문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의 90% 가량이 관람이 즐거웠고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 다. 또한 50% 이상의 학생들이 박

물관경험으로 인하여 학업에 한 흥미가 증가하 다고 응답하 다. 지역

별 특색을 살린 각 지역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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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수준에서 지적, 정서적 학습이 일어난 것도 발견되었다. 또한 르네

상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지역박물관을 이용한 교사들은 박물관을 좀 더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 다(RCMG,  
2006). 이 교사들은 학생들이 박물관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는 학

습의 종류에 해서도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지역박물관의 사례: 영국과 일본

지역박물관(local museum)은 항상 자신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맥락을 

중심으로 활동해왔다(Davis, 2007). 박물관과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는 

표적인 방법으로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지역사회에 특

화된 박물관교육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

한 특성을 ‘역사’와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

었다.

1) 지역의 역사에 기반을 둔 박물관교육

국에서는 서기 43년부터 로마인의 침략이 시작되었는데, 잉글랜드 

남서부의 농업지 인 데본(Devon)주(州)에는 침략 초기인 서기 50년경

부터 약 250년간 로마군 가 주둔하 다(Palliser, 2000). 따라서 이 지

역에는 로마군의 병  같은 고  로마의 유적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데본주(州)의 주도인 엑시터(Exeter)시에 있는 ‘왕립 알버트공 기념박물

관(Royal Albert Memorial Museum)’은  1861년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

인 알버트 공이 승하하자 그를 기려 건립한 것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공



244  한국박물관교육학

공도서관 및 부속 예술학교로 구성되어 있다(Royal Albert Memorial 
Museum and Art Gallery, 2010a).

왕립 알버트공 기념박물관은 미취학 아동과 가족 그리고 학교연계를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특히, 학교연계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

고 있는데, 학교연계 프로그램은 국가 교육과정과 연관된 역사적 시 를 

중심으로 데본지역의 로마인, 고  이집트, 튜더(Tudor)시 의 가정, 런
던 화재, 제2차 세계 전 등에 관한 워크숍과 그 외에 미술 및 직물에 

한 교육도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의 역사와 관련된 ‘데본지역의 

로마인’ 워크숍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주요 단계 2를 

상으로 최적화되었으나 1단계나 3단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었

는데, 그 프로그램은 <표1>과 같다.9)
또한 인구 도가 현저히 낮은 농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박물관은 데

본주의 벽지학교 12곳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상회의 시설을 설치하여 

‘로마인과 시민의식’에 한 수업을 개설하 다(MLA, 2006a, p. 8). 로마 

통치 하의 국사는 국의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민교육 역시 국 정부가 교과과정에서 강조해온 분야이다. 이러한 방

식으로 인구 도가 낮은 농업지역에서 벽지학생들이 멀리 있는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프
로그램의 내용 또한 지역사와 접하게 관련된 교육과정을 다룸으로써 지

역적 특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습 동기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다(서원주, 
2008).

왕립 알버트공 기념박물관의 학교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우수한 박물관교

육 사례로 인정받아 2006년에 유산교육신탁(Heritage Education Trust)
에서 수여하는 샌드포드상(Sandford Awards)을 수상하 다.
9) 국의 학년제도는 5세 준비반을 시작으로 16세의 11학년까지 12개 학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12개 학년을 다시 주요 단계(Key Stage) 1, 2, 3, 4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략적으로는 국의 주요 

단계1(KS1)은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주요 단계 2는 초등학교 고학년, 주요 단계 3은 중학

교, 주요 단계 4는 고등학교 과정 정도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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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본지역의 로마인

시작
• 교사와 성인 인솔자가 영국 마을의 지도자와 성인 역할을 

하고 학생들을 가상 모닥불 주위에 원형으로 앉힌다.

09:40-10:20

• 임박한 로마인들의 침입에 대해 ‘영국인’으로서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한다(민속의상을 입고 스토

리텔링과 핸즈온을 병행한다). 영국인들은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다.

휴식시간

10:40분경
• 로마군대가 도착한다. 로마의 군단병들이 자신을 소개하

고 학생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로마의 유물을 보여준다.

11:40분경
• 강의실로 이동. 학생들이 로마군인의 갑옷을 직접 입어보

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점심시간

13:15분경

• 마을의 지도자와 성인들이 응전 대응책에 대한 토론을 개

시하고 학생들이 이에 대해 논의한다(토론이 시작되면 성

인들은 관여하지 않는다.)

13:30분경

• 로마인들과 싸울 경우의 승산과 로마군인의 실상에 대하

여 더 알아보기로 결정하고 성인들은 학생들을 다른 방으

로 데려가 영국식 전투 방법을 가르친다.

• 로마 군인들이 영국인 성인들과 교대하여 학생들을 로마

식 군인으로 훈련시킨다.

20분 간 평가회 또는 추가 발표

출처: http://www.rammuseum.org.uk/Romans-in-Devon/

<표1> 영국 왕립 알버트공 기념박물관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기반을 둔 박물관교육

일본 긴키(近畿)지방 시가현(滋賀県)에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인 비

와호(琵琶湖)가 있는데 그 면적이 670km²로 시가현 전체 면적의 약 1/6
을 차지한다. 약 400만 년 전에 탄생한 비와호는 시가현 지역사회의 생활

방식에 매우 큰 향을 끼쳐왔으며 지역 주민들은 자연과 공존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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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받으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이 호수에는 다양한 생태

계가 발달되어, 50여 종의 고유종을 포함해 략 1,100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滋賀県立琵琶湖博物館, 2010a). 비와호 남부 쿠사츠시(草津
市)의 호숫가에 위치한 비와호박물관(琵琶湖博物館)은 비와호와 자연환

경, 역사, 생태, 생업 등에 한 이해를 높이고 ‘호수와 인간’의 새로운 

공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1996년 10월에 개관하 다(滋賀県立
琵琶湖博物館, 2010b; 김종 , 2009).

비와호박물관의 특징은 지역의 자연환경인 비와호를 교육의 주제이자 

소재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는 비와호에 서식하는 

어류의 종류와 생태, 그리고 관련된 어로 도구 등에 한 것이다(김종 , 
2009). 비와호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은 크게 ‘즐기기’와 ‘학습’ 및 ‘연구’
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첫째, 즐기기 항목에는 체험학습과 관찰학

습, 현장체험교실 등이 있다. 둘째, 학습 항목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강좌,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와 심포지엄이 있다. 2010년에 실시되고 있

는 비와호박물관의 학습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을 상으로 하는 지리 및 

생물 과목 강연이 있고, 고등학생 이상의 일반인이 지역 내 어류의 기생충

에 해 학습하고 실제로 물고기를 해부하여 기생충을 찾는 워크숍이 있

다(滋賀県立琵琶湖博物館, 2010b). 학습자들이 실물표본을 직접 만져 

볼 수 있는 핸즈온(hands-on)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조

장한다(강인애 외, 2010). 비와호박물관에서는 실물표본에 한 핸즈온

에서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물고기를 해부하도록 지도하면서 

지역의 생태에 한 이해를 높이고 동시에 과학 및 보건교육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 및 원예사들을 

상으로 박물관의 활용에 한 조언이나 생물을 기르는 방법 및 조사 방법 

등을 소개하고 플랑크톤 채집용 그물의 제작 실습을 실시하여 비와호에서 

직접 플랑크톤을 채집하여 관찰하도록 한다(滋賀県立琵琶湖博物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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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지막으로 연구 항목의 프로그램으로는 각종 연구 세미나가 있다.

3) 지역의 사회･문화 특성에 기반을 둔 박물관교육

맨체스터(Manchester)는 잉글랜드 중북부에 위치한 국에서 두 번째

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 맨체스터는 산업혁명 기간 이후 방적공업을 통

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공업화된 도시가 되었으며, 맨체스터와 리버풀 사

이에 세계 최초의 공  철도가 건설되었다(Davies, 1999). 따라서 역사

적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가 맨체스터로 유입되었고 현재에도 외국

인 인구 비율이 높다. 예를 들어 현재 맨체스터 인구의 15%가 외국 출생

자이며(잉글랜드 평균 9.2%), 전체 인구의 81%만이 백인(잉글랜드 평

균 91%)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맨체스터에는 유태인을 비롯하여 남아

시아인, 아프리카인 등 다양한 소수인종이 거주하고 있다.
맨체스터박물관(The Manchester Museum)은 그 지역의 제조업자이자 

수집가 던 존 필립스(John Leigh Philips)가 수집한 ‘경이로운 방(cabinet 
of curiosities)’을 그의 사후에 맨체스터 자연사학회(Manchester Natural 
History Society)가 구입하여 설립하 고, 1868년에 맨체스터 학교에 통

합되었다(The Manchester Museum, 2010a). 현재 박물관의 소장품은 궁

술, 고고학, 식물학, 이집트, 인류학, 화폐 등 다양한 분야의 6백만 점 이상

으로 이루어져 있다.
맨체스터박물관은 지역사회의 다문화적 특성을 인지하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의 망명자들을 초 하여 박물관이 소장한 세계 각국의 유물을 

각 개인이 겪은 경험에 따라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 다(MLA, 
2006a, p. 8). 이러한 시도는 호주에서 토착 원주민들이 그들의 문화유산

에 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이 박물관 유물을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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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전시에 반 하도록 한 조치와 맥락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Kelly and Gordon, 2002). 사회에서 인종적으로 소수이자 경제･정치적

으로 소외 계층인 외국인 망명자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유물

을 재해석하고 전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은 다양한 인종

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의 사회 통합을 위하여 큰 의의가 있다(서원주, 
2008).

Ⅲ. 결론 및 시사점

이상으로 지역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문화･사회적 거점으로써 지역

박물관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역의 특성에 특화된 박물관교

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박물관은 지역사회에 문화, 사회, 경
제,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문화유산이 일천

하고 산업과 경제의 침체로 낙후된 지방 소도시 던 스페인 빌바오는 구

겐하임박물관의 건립을 통하여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관광도시가 

되었다. 또한 국 중앙정부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교육 

기회의 향상에 지역박물관을 통한 박물관교육이 막 한 역할과 비중을 차

지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벽지 및 낙후 지

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하 다. 그리고 지원을 받은 지역박물관

들은 그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민

들의 박물관 관람을 장려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 결

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에 한 관심과 경험이 향상되었고 지역 학생들의 

학습열이 증가하 다.
이와 같이 박물관은 지역사회와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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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이 명확한 정책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관련된 

특별전을 열거나 계절별 교육프로그램을 운 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박물관의 역할의 전부는 아니다(Duitz, 1992). 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주

민들이 박물관을 통한 문화･교육활동의 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

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그들의 경험과 의견을 기록하고 박물

관 전시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반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박물

관이 명확한 정책과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를 상으로 하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으로

는 일반 성인을 위한 박물관 학의 개설이나, 문화 강좌, 강연회 개최, 답
사 진행 등이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강인애 외, 2010). 이렇게 

박물관에서 ‘전문가’들이 ‘비전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제공

하는 형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에서 ‘역사의 증인’이자 ‘문화의 주체’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들로부터 지

역사회의 정치･사회･교육･일상생활 등에 한 체험담을 채록함으로써 지

역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보존하는데 일조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박물관은 구술사 자료를 축적하고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전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회, 2009).
우리나라 역시 지역 간에 경제 및 문화시설의 격차가 크고, 지역박물관

들이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서원주, 2008). 따라서 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 보

았듯이 지역박물관이 주민들의 문화･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

를 기획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서원주, 
2008). 그러나 외부의 지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스스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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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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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박물관은 지역사회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문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박물관의 건립이나 확충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정책이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정부는 문화산업을 통해 도

시를 재활성화하기로 하고 빌바오에 구겐하임박물관을 건립하 다. 구겐하임박물관

은 완공되자마자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고, 문화적 유산이 미약했던 빌바오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문화･관광 도시 중 하나가 되어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국 정부는 잉글랜드의 지역박물관을 지원하여 소외된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 다.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지역박물관들은 그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역민들의 박물관 관람을 장려하고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경험이 증가하 고 지역 내 학생들의 학업에 한 흥미

와 의욕이 증진되었다. 교육적으로도 지역박물관은 역사와 환경 그리고 사회 ․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

라 역시 지역박물관이 주민들의 문화 ․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

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스스로를 지역사회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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