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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박물관의 전시에 반영된 환경교육 내용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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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assumed that natural history museums have rooms for functioning as institutions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especially in aspects of multi-disciplinary, informal education. So we set goals of this research as finding 1) how 
much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nts are reflected in exhibits of natural history museums, and 2) what those characteristics 
in aspects of dimension, range, and topic are. First, we developed a framework for analyzing of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nts. Second, we applied the framework to seven major natural history museums. As the result,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nts are reflected by 69.1% totally. Especially, the ‘knowledge’ dimension covered mostly, and among 
them the range of ‘elements of Ecosystem’ occupied more than other ranges. With inferring our results, we suggested 
that characteristics of natural history museums in environmental education are followed; spatial-temporal expansion 
of bio-diversity concept, visualizing impacts of human activity against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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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상준(1995)은 환경교육의 4가지 원칙으로 균형성, 통합성, 계속성, 일상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통합성”은 환경교육이 갖는 원칙

1) 중 하나

로, 환경교육 분야에서 간학문적이고 총체적인

특징은 수시로 언급․강조되고 있다. 통합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Drake & Burns(2004)는 통

합의 유형을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통합, 
간학문적(inter-disciplinary) 통합, 초학문적(trans- 

disciplinary) 통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환경교

육 분야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류를 채택

하고 있다. 다학문적 통합은 기존의 영역들에

서 자체의 목표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

경교육을 다루는 방식을 의미하며, ‘분산형’이
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기도 하다. 간학문적

통합은 통합적인 성격의 영역, 즉 환경교육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현재 우리

나라 학교환경교육에서 환경과목을 별도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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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 즉 독립형을 말한다. 초
학문적 통합은 분과적 경계를 넘어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환경교육을 추구하는 방식을 뜻한

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방식

은 다학문적 통합, 즉 분산형 환경교육이다. 교
육과정 상에서는 환경 관련 교육 내용이 환경

과목 외에도, 사회, 과학, 도덕 등 여러 교과에

분산적으로 수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분산형을

추구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렇게 환경

교육에 대해 분산형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학습

자로 하여금 균형있는 환경적 소양을 함양하도

록 할 수 있다(박태윤 외, 2001). 또한, 기존 교

과와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탐색하여 각 교과의

특성에 맞게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즉 분산형 환경교육의 방안을 구안하는 일은

효율적인 환경교육을 위해서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최석진 외, 2000).   
환경교육은 특히 ‘접근(approach)’으로써 다

루어져야 하는데, 학교교육은 분과 중심적이므

로, 접근의 측면에서 환경교육을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Falk, 2005). 또한, 비형식 환경교

육은 평생학습으로써 환경교육이 강조되고 있

는 추세 속에서, 비형식 교육의 목표 중 많은

부분(태도 변화, 감수성 유발, 도덕․윤리적 쟁

점에 대한 의사 결정 등)이 환경교육의 목표와

일치(Ballantyne & Packer, 2005)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비

형식 환경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주목

하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분산형 비형

식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만을 목적으로 가지

지는 않는 학교 밖 교육환경에서의 환경교육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비형식 환경교육의 장

으로써 특히 자연사박물관을 택하였다. 자연사

박물관은 지구과학교육, 생물교육 등 과학교

육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연사박물관에서의

교육은 과목의 단편성을 초월하여 영역과 영

역 사이를 이어줌으로써 주제의 통합적 이해

를 가능하게 하므로(이병훈, 2000) 분산형 비

형식 맥락에 적당하다. 또한, 박물관이라는 장

소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성, 인
간 행위로 인한 환경변화 등을 이해할 수 있

게 해주며, 학습자들이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

용에 관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Kola- 
Olusanya, 2005) 등 환경교육에서 추구하는 교

육 내용, 목표와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예비관람객들이 자연사박물관 전시 내용

으로 ‘생태계와 환경’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인

식(최지은 외, 2004)하고 있으며, 많은 자연사

박물관의 사명 속에 환경교육적 목표들이 이

미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1).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분산형 비형식 환경교육의 가능성

을, 특히 자연사박물관 맥락에서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비형식 과학교

육기관으로 인식되어 온 자연사박물관을 대

상으로, 전시 주제와 의도에 있어서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그 실

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사박물관

이 분산형 비형식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국내외 주요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에

1) 본 연구의 대상이 된 7개의 자연사박물관의 사명에도 ‘도심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교육장(이화여대 자

연사박물관)’, ‘자연자원과 생물종을 보호하고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와 교육의 장(런던자연사

박물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알리고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알려주는 곳(서대문자연사박물관)’, ‘자연

생태학습을 위한 평생학습의 장(목포자연사박물관)’,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의 창조성을 회복하는 

데 역할을 함(경희대 자연사박물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바라키 자연박물

관)’, ‘자연과 문화에 대한 학습과 이해의 장(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 환경교육적 목표를 전적으로 

표방하거나 일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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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환경교육 내용 요소는 얼마나 반영

되어 있는가? 
2) 국내외 주요 자연사박물관 전시에 반영되

어 있는 환경교육 내용 요소는 차원, 영역, 
주제 측면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 

3.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자연사박물관은

총 7곳으로, 국내외 자연사박물관 중 비교적

인지도가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박

물관의 전시 주제와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종합 자연사박물관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의 방문 경험이 있는 박물관들을 선정

함으로써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전시

주제와 의도들이 왜곡되어 해석되지 않도록 하

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자연사박물관은

표 1과 같다. 

4. 연구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행된 연구 절차 및 방법은

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http://www.mnh.si.edu

일본 이바라키 자연박물관2) http://www.nat.pref.ibaraki.jp/t/e_index.html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 http://www.nhm.ac.uk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http://namu.sdm.go.kr

목포 자연사박물관 http://museum.mokpo.go.kr/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http://nhm.ewha.ac.kr

경희대 자연사박물관 http://nhm.khu.ac.kr

표 1. 연구 대상이 된 자연사박물관 

다음과 같다.

가. 자료 수집
연구 대상이 될 자연사박물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자연사박물관들의 홈페이지에서 박물

관 개요, 전시 코너별 전시 의도 및 전시 주제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개별 전시물 내용

은 박물관 방문을 통해 수집 가능하지만, 전시

코너 단위의 전시 의도나 주제는 전시물에 표

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자료에 의존하였다. 

나. 분석틀 개발
환경교육 내용 요소에 대한 다양한 선행 연

구들(Engleson & Yockers, 1994; Fien, 1996; Hu-
ckle, 1991; NCC, 1990; Roth, 1992; 교육인적자

원부, 2007)을 분석함으로써 환경교육 내용 요

소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 때, 환경교육 내용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선행 연구

들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환경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을 최대한 포함하여 분석틀을 만들

2) ‘자연사박물관’이라는 용어에 있어서, 한국어로는 ‘자연사’로 번역되는 ‘natural history’의 ‘history’를 시

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역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자연과학의 개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상태 ․ 임종덕

(2005)에 따르면, ‘history’라는 말에는 보고서, 이야기 등과 같은 뜻도 있으며 그리스․로마 시대의 학자들

은 과학과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1700년대 이래 설립된 많은 자연과학 관련 박물관에 대해 자

연사박물관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전통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 이바라키 자연박물관

의 경우, 자연사라는 말 대신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박물관의 구성이나 이념은 통상적인 자

연사박물관을 따르고 있으므로 자연사박물관으로써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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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3). 선행 연구들에서 언급된 내용

요소들을 차원(지식, 기능, 태도, 행동)에 따라

나열한 뒤, 유목화하여 영역을 도출하였다(표 3 
참고). 이후, ‘분석틀 적용’ 과정에서 실제로 자

연사박물관의 전시 주제를 분석틀에 따라 분류

해 보면서 연구자들 간에 일치도와 타당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

틀을 수정․보완하여 자연사박물관 전시 분석

의 맥락에 적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러한

과정을 수차례 거친 후에 분석틀이 완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개발해 활용한 환

경교육 내용 요소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차원

(Dimension)

영역

(Range)

내용

(Example)

지식 [K]

(Knowledge)

1.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계 구성 요소, 생태계 원리 등

2. 환경문제 관련 과학과 기술 과학, 기술의 역할 등

3. 인간사회의 구조 및 역사 환경정책, 환경운동, 사회의 역사 및 요소 등

4. 다양한 환경현안 환경문제, 쟁점 등

5. 인간과 자연의 관계(인간행위의 영향력) 인간의 행위로 인한 자연 변화 등

기능 [S]

(Skill)

1. 비판적 정보 습득 기능 정보 습득력, 비판적 사고 기능 등

2. 사안에 대한 탐구, 분석, 종합 기능 문제 인식, 분석, 탐구, 종합 능력 등

3. 관계 맺기 능력 의사 소통, 협동, 관계 형성 능력 등

태도 [A]

(Attitude)

1. 미래에 대한 고려 희망적 태도, 미래 고려 등

2. 사회적 의식(윤리, 책임감 등) 환경윤리, 책임감, 환경정의 등

3. 관심 및 감수성 미학적 인식, 감수성, 감정이입 등

4. 상호의존성 및 관계,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배려, 다양성 존중, 균형적 시각 등

행동 [Ac]

(Action)

1. 환경적 생활 실천 실천 행동 양식, 녹색 소비 등

2.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정치적, 법적 대응 등

3. 환경 체험 활동 참여 체험 활동 등

표 2. 환경교육 내용 요소 분석틀 

다. 분석틀 적용
개발된 분석틀을 수집된 자료에 적용하여 자

연사박물관의 전시에 반영된 환경교육 내용 요

소들을 코딩화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분석 대

상은 개별의 전시물 단위가 아니라, 전시 코너

단위의 전시 주제와 의도 즉, 홈페이지에서 수

집된 전시 주제 및 의도 소개글이다. 각 코너별

로 차원(dimension)별 영역(range)을 코딩화한

후, 주제(topic)를 추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

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 각자 코

딩을 한 후, 그 결과들을 비교, 합의하여 최종

결과를 얻었다. 

3) 학교환경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로써는 Engleson & Yockers(1994)가 미국 위스콘신의 환경교육과정을, 

NCC(1990)가 영국의 국가환경교육과정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2007)가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 환경  

과목의 내용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 다양한 환경교육의 목표에 따라 Fien(1996)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future)의 측면에서, Huckle(1991)은 환경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the environment)의 측면에서, Roth(1992)는 환경소양의 측면에서 내용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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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kle

(1991)

NCC

(1990)

Engleson &

Yockers (1994)

Fien

(1996)

Roth

(1992)

교육인적자원부

(2007)
종합

지

식

․생태계 원리 ․자연적 과정

․지구의 자연

환경

․생태계 구성

원으로서의

인간

․지구의 자원 및

시스템

․생태계의 본질

․자연의 구성

요소

(생태계)

․환경, 생태계의

구성 요소

․생태계 구성원으로

서의 인간

1. 생태계 구성 요

소

․적정기술의 역

할

․과학과 기술의

역할

2. 환경문제 관련

과학과 기술

․사회 구조의 역

사와 본질

․환경정치학 ,

환경운동

․환경의 변화

(역사)

․환경정책

․사회정의(자원

배분 등)

․인간사회발달

의 역사

․다양한 환경철

학

․환경정책

․인간 사회의

구성 요소

(경제, 정치등)

․환경문제와 인간사

회의 변화(역사)

․환경정책, 협약

3. 인간사회의 구

조 및 역사

․다양한 환경

현안

․다양한 환경현

안

․자원과 에너지

․다양한 환경현안

4. 다양한 환경현

안

․인간행위에 대

한 생태계의 취

약성

․자연에 대한

인간 행위의

영향력

․인간행위와

자연과의 조

화

․인간행위의 영

향력, 의존성

․인간과 자연

의 상호관계

및 영향력

․인간과 자연의 관

계

5.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행위

의 영향력)

기

능

․매체, 의사소통

에 대한 비판

적 사고기능

․정보기술 습

득력
․정보 습득력

․비판적 정보습

득․분석능력

1. 비판적 정보습

득 기능

․종합적 사고기

능 (이론과 실

천 통합)

․문제해결력 ․탐구 기능

․문제인식 및 제

기

․자연에 대한 평

가능력

․문제인식 및

분석, 평가

능력

․문제해결력

․환경문제 사안 조

사

․환경문제 사례들의

통합적 파악 능력

2. 사안에 대한 탐

구, 분석, 종합

기능

․의사 소통기

능

․의사 소통 기능

․협동심
3. 관계맺기 능력

태

도

․미래에 대한 고

려

․지속가능발전

위한 요구 인

식

․미래에 대한 희

망적 태도

․미래에 대한 긍

정적 태도

1. 미래에 대한 고

려

․사회․환경정

의
․환경윤리 ․책임의식

․책임의식

․환경윤리
․환경정의 이해

2. 사회적 의식

(윤리,책임감 등)

․환경, 생명에

대한 관심

․미학적 인식,

감수성

․자연에 대한 감

수성

․환경 현안에 대

한 관심

․자아존중감

․감수성과 감

정이입

․환경에 대한

관심

․감수성
3. 관심 및 감수

성

․사회와 자연의

관계 인식

․환경과 인간

의 상호의존

성

․배려와 개방

성

․타인 존중

․인간의 자연의

존성 영향력

․타인 이해

․자연과 인간

사회의 관계

에 대한 균

형적 시각

․다양성 존중

․인간행위의 자연에

대한 영향력

4. 상호의존성 및

관계, 다양성에

대한 인식

표 3.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환경교육 내용요소 추출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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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kle

(1991)

NCC

(1990)

Engleson &

Yockers (1994)

Fien

(1996)

Roth

(1992)

교육인적자원부

(2007)
종합

행

동

․녹색소비

․지속가능성 위

한 실천 방법

학습

․환경적 실천
․친환경적 삶의

방식

․다양한 수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

서의 환경적 행

동(삶의 방식)

․실생활 환경보

전방법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1. 환경적 생활 실

천

․환경문제,환경

정치에 참여

․지역사회,프로

젝트에 참여

․시민행동 참

여

․실천적 대응력

(정치, 법적 대

응 등)

․환경문제 해결

위한 노력

2. 환경문제에 대

한 대응

․환경체험 활동
3. 환경체험 활동

참여

표 3. 계속

라. 결과 서술
분석틀 적용 결과를 가지고 1) 자연사박물관

에 환경교육 내용 요소는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2) 자연사박물관

의 전시 주제나 의도가 차원과 영역, 주제 수준

에서 주로 어떤 환경교육 내용 요소를 반영하

고 있는지 그 특징을 서술하였다. 

마. 결과 해석 및 제언
자연사박물관 전시에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

과 서술을 바탕으로, 자연사박물관 전시가 가

지는 환경교육적 특징을, 특히 내용 요소를 중

심으로 하여 해석하고, 관련된 후속 연구 과제

를 도출하였다. 

Ⅱ. 자연사박물관 전시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실태

1. 국내외 주요 자연사박물관 전시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

각 자연사박물관의 총 전시 코너수 대비 환

경교육 내용 요소가 반영된 전시 코너수의 비

율은 표 4와 같고, 7개 자연사박물관 전체 전시

코너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은 69.1%
로 나타났다.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이 80% 이상

으로 높은 자연사박물관들(목포, 경희대, 이화

여대)은 다른 자연사박물관에 비해 현생 생태

계와 생물종을 주제로 한 전시 코너들이 많았

으며, 이들 전시 코너는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

한 지식 측면을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 비

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이화여대나 경희

대 자연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전시 코너 구분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이어서4) 하나의 전시

코너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환경

교육 내용 요소가 포함될 확률이 함께 높아진

것도 반영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시 코너 중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전

혀 반영되지 않은 전시 코너들에서는 주로 지

구의 역사, 우주, 지각 변동 등을 소재로 하여

순수한 과학 지식을 전달하고 있었다. 

4) 다른 자연사박물관에 비해 전시 코너수가 8개(이화여대), 6개(경희대)로 매우 적은 편이며, 전시코너도 이

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생태코너, 디오라마실, 식물코너, 곤충코너, 무척추동물코너, 척추동물코너 

1,2, 지구과학코너’,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한국산 암석․광물․동식물화석 및 외국산 암석류, 한국산 

포유류와 외국산 조류, 한국산 조류, 한국산 곤충류와 외국산 나비류, 한국산 어류․거북류․외국산 어류 및 

한국산 어류, 한국산 식물’로 매우 포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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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박물관 총 전시 코너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된 전시 코너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17 13 76.5%

일본 이바라키 자연박물관 25 17 68.0%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 24 12 50.0%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21 10 47.6%

목포 자연사박물관 35 30 85.7%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 8 7 87.5%

경희대 자연사박물관 6 5 83.3%

전체 136 94 69.1%

표 4. 자연사박물관 전시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

2. 국내외 주요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에 반영된 
환경교육 내용 요소의 특징

가. 차원 측면에서의 특징
환경교육 내용 요소를 코딩할 때, 하나의 전

시 코너에도 여러 내용 요소가 겹쳐서 해당하

게 되면 중복코딩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전시코너의 수보다 코딩 결과의 개수가 더 많

게 나타났다. 본 절에서 자연사박물관 전시의

환경 교육 내용 요소의 차원별, 영역별 반영 특징

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전체 코딩 결과의 개수(총
169개)를 총합으로 하여 각 차원과 영역의 반영

자연사박물관
빈도수 (반영 비율[%]) 총

코딩수지식(K) 기능(S) 태도(A) 행동(Ac)

스미소니언 11 (50 %) 1 (4.5%) 8 (36.4%) 2 (9.1%) 22

이바라키 14 (45.2%) 7 (22.6%) 8 (25.8%) 2 (6.5%) 31

런던 12 (63.2%) 1 (5.3%) 5 (26.3%) 1 (5.3%) 19

서대문 11 (55 %) 0 (0 %) 7 (35 %) 2 (10 %) 20

목포 28 (60.9%) 2 (4.3%) 12 (26.1%) 4 (8.7%) 46

이화여대 13 (54.2%) 1 (4.2%) 8 (33.3%) 2 (8.3%) 24

경희대 5 (71.4%) 0 (0 %) 2 (25.6%) 0 (0 %) 7

전체 94 (55.6%) 12 (7.1%) 50 (29.6%) 13 (7.7%) 169

표 5. 자연사박물관 전시의 차원별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

비율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인 7개 자연사박물관에

서의 차원별 반영 비율을 살펴 본 결과는 표 5
와 같다. 

7개 자연사박물관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내용

요소를 코딩화한 결과, 전반적으로 “지식” 차원

에 대한 반영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태도, 행
동, 기능 순으로 나타났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지식 차원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박물관 교육

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알고 있던 지식을

확인․재고하는 것’이 1차적인 결과로 여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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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연사박물관의 차원별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 

  

그림 2. 체험 ․ 조작형 전시물의 사례 (이바라키 자연

박물관) 

는 것(Sachatello-Sawyer 외, 2002; 백령, 2005)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해석된다. 

자연사

박물관

빈도수 (반영 비율[%])

지식(K) 기능(S) 태도(A) 행동(Ac)

1 2 3 4 5 1 2 3 1 2 3 4 1 2 3

스미소니언
6

(27.3)

1

(4.5)

4

(18.2)
0 0 0 0

1

(4.5)
0 0

3

(13.6)

5

(22.7)
0 0

2

(9.1)

이바라키
8

(25.8)
0 0

3

(9.7)

3

(9.7)

1

(3.2)

4

(12.9)

2

(6.5)
0 0

3

(9.7)

5

(16.1)
0

1

(3.2_

1

(3.2)

런던
6

(31.6)
0 0

3

(15.8)

3

(15.8)
0

1

(5.3)
0

1

(5.3)

1

(5.3)

1

(5.3)

2

(10.5)

1

(5.3)
0 0

서대문
6

(30)
0 0

3

(15)

2

(10)
0 0 0 0 0

2

(10)

5

(25)

1

(5)
0

1

(5)

목포
23

(50)

1

(2.2)
0

1

(2.2)

3

(6.5)

1

(2.2)
0

1

(2.2)
0

1

(2.2)

5

(10.9)

6

(13.0)
0

2

(4.3)

2

(4.3)

이화여대
7

(29.1)
0 0

4

(16.7)

2

(8.3)
0 0

1

(4.2)
0

1

(4.2)

2

(8.3)

5

(20.8)
0

1

(4.2)

1

(4.2)

경희대
5

(71.4)
0 0 0 0 0 0 0 0 0

2

(28.6)
0 0 0 0

전 체
61

(36.1)

2

(1.2)

4

(2.4)

14

(8.3)

13

(7.7)

2

(1.2)

5

(3.0)

5

(3.0)

1

(0.6)

3

(1.8)

18

(10.7)

28

(16.6)

2

(1.2)

4

(2.4)

7

(4.1)

표 6. 자연사박물관 전시의 영역별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

예외적으로 이바라키 자연박물관의 경우, 지
식-태도-행동-기능의 순이 아니라, 지식-태도-기
능-행동의 순으로, 특히 기능 차원의 반영 비율

이 두드러지게 높았는데, 이는 이바라키 자연

박물관 전시 중 탐구를 강조한 체험․조작형

(Hands-on) 전시물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

기 때문이다.

나. 영역 측면에서의 특징
보다 구체적인 내용 요소의 반영 비율을 알

아보기 위해 영역 측면에서 조사 대상인 7개 자

연사박물관에서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

율을 살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영역별 환경교육 내용 요소 중에서는 “생태

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K-1)” 영역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었고, 이어서 ‘상호의존성 및

관계, 다양성에 대한 인식(A-4)’, ‘관심 및 감수

성(A-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순위로 나타

난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은 7개 자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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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자연사박물관의 영역별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 

박물관에서 모두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 전달

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연사

박물관이 자연의 기능과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

을 밝혀 이를 이해시킴으로써 자연을 존중하고

걱정하는 태도를 유발한다(이병훈, 2000)는 기

존의 자연사박물관에서의 환경교육에 대한 인

식과 유사하다. 
비교적 높은 반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

역들(K-1, A-4, A-3)은 7개 자연사박물관에 골

고루 반영되고 있는 반면, 반영 비율이 낮은 영

역(예. 미래에 대한 고려(A-1), 비판적 정보 습

득 기능(S-1) 등)은 일부 자연사박물관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 때, 특정 자연사박물관

에서 비중을 두고 반영함으로써 전체 반영 비

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영역도 있는데, 예를 들

어, ‘인간사회의 구조 및 역사에 대한 지식

(K-3)’은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에서 인류학

을 자연사의 한 분야로 중요하게 포함시키면서

다양한 인종, 나라의 문화를 전시함으로써 반

영 비율이 다소 높아졌고, 이바라키 자연박물

관은 스스로 ‘박물관 공원’을 표방하면서 체험

형 전시를 상대적으로 많이 구비하여 ‘사안에

대한 탐구, 분석, 종합기능(S-2)’ 영역의 전체

반영 비율 순위를 다소 높게 하였다.
학교교육에서의 분산형 환경교육을 논하면

서 제안된 과학과에서의 환경교육 내용 영역을

보면,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 과학-기술-사
회(STS), 문제해결 기능 개발’(박태윤 외, 2001), 
‘자연환경 요소와 생태계, 자원, 환경오염, 환경

윤리’(신동희․이선경, 1999) 등이 있다. 그런데

이를 본 연구, 즉 맥락을 학교 밖, 특히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동시킨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생태계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는 것은 공통

적이지만, STS나 환경오염, 환경윤리보다 ‘상
호의존성과 관계,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자연

사박물관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반영되고 있

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자연사박물관 ‘전시’라는 표현의 한계

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환경교육 내용

영역도 있었다. 예를 들어 실물 전시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에 비해 미래를 표현하는 것의 어

려움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고려(A-1)’ 영역이

낮은 비율로 반영되고 있고, 가치적인 것을 전

시로 구현해내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
회적 의식(윤리, 책임감 등)(A-2)’ 영역의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 주제 측면에서의 특징 
자연사박물관 전시를 통해 실천가능한 환경

교육 내용 영역이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 측면에서의 특징

을 분석하였다.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반영된

차원과 영역에 대해서 어떤 주제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표 7을 얻었다. 이는 자

연사박물관 전시 맥락 안에서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통해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으로, 자연사박물관에

서의 환경교육의 방향성 및 특징을 제언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표에서 괄호 안의 글자

는 해당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연사박물관의

머리글자를 의미한다5).
본 연구 결과, 자연사박물관이 가장 많이 반

영하고 있는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

5) 박물관의 맥락별 특징에 따라 어떤 주제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기 위한 것으로, 미국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스), 일본 이바라키 자연박물관은 (이),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은 (런), 서대문 자연사박

물관은 (서), 목포 자연사박물관은 (목), 이화여대 자연사박물관은 (화),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은 (경)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모든 자연사박물관에서 해당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는 (모)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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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영역 주제

지식

[K]

1. 생태계 구성 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개념 설명(서),

산림생태계 소개(서․목),

인간의 생태계 내 위치(동물의 일종으로서의 인간)(서․스), 식물의 구조 및 종류

와 진화(서․경․목․화․이),

동물의 종류 및 진화(경․목․런․이․스),

단세포 생물의 역할과 진화(서․이),

육상생물의 종류(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모), 해양생물의 종류 (연체

류, 갑각류, 극피류, 어류)(서․경․목․화․런),

특정 지역의 자연과 서식생물 소개(목․화․이)

2. 환경문제 관련 과학과 기술
곤충연구의 필요성, 의미 소개(목)

다학문적인 해양연구 소개(스)

3. 인간사회의 구조 및 역사 아프리카 원주민의 삶, 북미 문화, 한국문화 전시(스)

4. 다양한 환경현안

자연파괴와 오염(전쟁으로 인한 열대림 파괴, 관광으로 인한 산호초파괴, 폐수로

인한 해양오염) (서․목․런․이)

시대에 따른 해수면 변화(서)

자원과 광물(런)

생물다양성 감소(목․화․런․이)

외래식물 유입(화)

적조현상(화)

5.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인간행위의 영향력)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자연으로부터 옴을 이해(서․목․화․런)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됨을 설명(인간의 활동이 생물들의 생

존을 위협하는 상황 설명)(서․목․런․이)

인간의 활동이 지구환경에 영향을 줌을 설명(런․이)

기능

[S]

1. 비판적 정보 습득 기능
주사현미경으로 대상 관찰 통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구조가 있음을 이해(목)

멸종위기종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기(이)

2. 사안에 대한 탐구, 분석,

종합 기능

스케일 비교 통해 생물의 실제 크기 알기(이)

현미경, 광학기기, 바이오스캐너 등 사용해보기(이)

한 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음을 배우기(스)

3. 관계맺기 능력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고 관계맺기(목․이․화)

태도

[A]

1. 미래에 대한 고려 인간의 활동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런)

2. 사회적 의식

(윤리, 책임감 등)

자연 보존 노력은 인간이 해야 함을 이야기(화)

지구에서 보다 책임감있게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런)

3. 관심 및 감수성

동물 울음소리 체험(서)

살아있는 동물 관찰 및 만져보기(서․목․화․이․스)

생물종을 소재로 한 생활용품․예술작품 전시(경․목․화)

동물들의 특성을 인간행위에 빗대어 표현(목)

자연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런)

4. 상호의존성 및 관계, 다양성에

대한 인식

인간 행위로 인한 자연 파괴는 결국 인간의 생존에도 불리한 결과를 낳음(서․이)

생태계 내에서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함(서)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생물들로 진화하였음(서․목․런․이․스)

다양한 생물종을 소개하며 다양성을 이야기(서․목․화)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의도(서)

다른 생물종이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런)

인간 문화도 다양하게 혼합되어 형성됨(스)

행동

[Ac]

1. 환경적 생활 실천
자연과의 공존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일까?(서)

지구에서 책임감있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런)

2.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정부․국제회의의 노력 사례 제시(이․목․화)

3. 환경체험활동 참여

살아있는 생물 관찰 및 인터넷 실시간 관람, 만져보기․먹이주기 등 체험활동

(서․화․스․목)

생물 구조에 대한 퀴즈 풀기(이)

표 7. 자연사박물관 전시에 나타난 환경교육 내용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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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은 주로 식물과 동물, 특히 육상생물과 해

양생물의 종류를 소재로 다뤄지고 있었다. 특
히 이렇게 다양한 생물종의 소개는 각 생물종

들이 어떻게 환경에 맞춰 진화 혹은 형태가 변

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환경과

생물의 ‘상호의존성 및 관계, 다양성에 대한 인

식(A-4)’까지 반영하고 있다. 생물들의 종류에

대한 교육은 기존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도 이뤄지고 있지만, 자연사박물관의 맥락에서

는 생물종과 서식 환경에 대한 실물 혹은 디오

라마 전시를 통해 시․공간적으로 보다 다양한

범위까지를 동시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자연사박물관에서의 환

경교육을 이야기하면서 다룰 수 있는 환경현안

(K-4)으로 생물다양성을 꼽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이외에도 인간 행위로 인

한 자연 파괴와 오염이 매우 구체적인 사건 제

시와 함께 제공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리

고 이러한 주제는 인간의 간섭과 활동이 생태

계 균형을 파괴해 다른 생물 혹은 인간의 생존

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간

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지식(K-5)’과 구체적 사

건을 통해 자기 주변의 지역과 자신을 관계짓

는 능력(S-3)으로까지 확장․반영된다. 이렇게

인간 행위의 영향력을 가시화하여 전시를 통해

사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자연사박물관이 가

지는 고유한 환경교육적 특징이 될 수 있겠다.
‘관심과 감수성(A-3)’은 살아있는 생물을 관

찰하거나 직접 만져보는 등 환경 체험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주로 반영되고 있는데, 사실 사

례수는 적지만 생물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이나

생활용품들에 심미적 가치를 두어 전시로써 제

공하고 있는 사례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가

시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연사박물관만이

가질 수 있는 보다 특징적 요소로 보인다. 
‘살아있는 생물에 대한 체험(Ac-3)’은 관심과

감수성 측면에서 뿐 아니라, 행동 차원 중에서

도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사실 자연사박

물관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은 주로 어류나 곤

충, 파충류에 국한되어 있다. 제한된 공간 안에

서의 전시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이나

체험에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

면 박물관 자체에서의 환경체험을 제공하려기

보다 현실적으로는 전시를 통해서 실천이나 대

응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현재로써는 그 사례가

적긴 하지만,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일 혹은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거나(Ac- 
1), 국가․국제적 차원에서 환경 현안(주로 생

물다양성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

고 있는지 알려주는(Ac-2) 전시 구성이 자연사

박물관 맥락에 더 적합한 환경교육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4. 인간행위의 영향력 표현한 전시물 사례(이바

라키 자연박물관) 

 

그림 5. 나비를 소재로 한 예술작품 전시 

사례(목포 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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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환경실천을 표현한 전시물 사례(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

     
본 연구결과, 기능 차원에 대한 반영 비율은

전체적으로 가장 적었지만, 특히 이바라키 자

연박물관에서는 기능에 대한 반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고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전시를 구성하거나 다양한

도구(현미경, 바이오스캐너 등)를 활용해 직접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교

육의 기능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었다. 전시 구

성은 각 자연사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교육방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현재 자연

사박물관들은 대부분 ‘관람’에 초점을 두어 설

계되었기 때문에 기능적 측면의 반영 비율이

적게 나타났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이바라키

자연박물관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자연사박물

관에서 환경교육 기능 측면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환경

교육에 대한 과학교육의 역할로써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가 ‘기능’인데(박태윤 외, 2001) 반해, 
현재 자연사박물관 전시에서는 그 역할이 축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및 제언

비형식 교육의 장으로서 박물관은 오래 전부

터 대중교육의 기능을 해왔다.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역시 인구, 환경 질, 생태 문제 등을 해

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하

고 가치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

어 왔다(Alexander, 1996). 특히 최근에는 급변

하는 환경 시대를 맞아 자연사박물관의 사명과

역할이 지구와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어지고 있다(이병훈, 2000). 그러나 우

리나라에서 환경교육과 관련한 국가적 계획을

세울 때, 환경교육의 주체로서 대개 학교와 사

회단체, 기업, 지자체 등이 거론되곤 한다(이선

경 외, 2005; 정완호 외, 2005). 박물관이 환경교

육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이 인식되거나 고

려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자연사박물관의 여

러 교육 방식6) 중 ‘전시’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도 분석을 통해, 전시 내용 측면에서 자연

사박물관이 가지는 환경교육적 특징을 도출하

였다.
먼저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국내외 주요 7개

자연사박물관은 69.1% 정도로 환경교육 내용

요소를 반영하고 있었다. 자연사박물관의 규모

나 지향하고 있는 주제에 따라 많게는 87.5%에

서 적게는 47.6% 비율로 반영하고 있었는데, 
많은 반영 비율을 보이는 경우는 주로 박물관

내 전시 코너의 구분이 매우 넓어서 하나의 전

시 코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거나, 박
물관이 현생 생물의 다양성을 주제로 지향함으

로써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 전달이 주

를 이루는 경우였다. 이는 자연사박물관의 맥

락에 따라 반영될 수 있는 환경교육 내용 요소

와 그 비율이 달라짐을 시사하는 것으로, 후속

적으로 여러 각 자연사박물관의 맥락에 따라

환경교육 내용 요소가 반영되고 있는 바를 보

다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 주

는 결과이기도 하다.  

6) 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경험을 통한 지식의 확장이 교육으로 정의되는데, 이 때 박물관 경험을 세분하면, 

“공간, 전시와 전시물, 소통”으로 나뉜다(백령, 2005). 공간에 대한 경험은 박물관이라는 건축 자체에 대

한 방문을 통한 교육, 전시와 전시물에 대한 경험은 전시관람을 통한 교육, 소통에 대한 경험은 안내관람

이나 교육프로그램, 방문객 간 상호작용을 통한 교육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전시를 

통한 교육에만 초점을 두어 환경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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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내용 요소의 차원 측면에서는 ‘지
식’ 차원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과학교육의 환경교육적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

식인 인지적 측면에서의 역할(Baez, 1991; 신동

희․이선경, 1999; 박태윤 외, 2001), 즉 과학교

육은 환경교육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기능이나 행동 차원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 반영 비율은 매우 낮았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자연사박물관이 기능이나 행동 차원에

서의 환경교육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 결과는 현재의 현상적 실태

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자연

사박물관의 사명 속에는 환경교육적 목표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해 기능과 행동 차원의 환경교육 내

용 요소 반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영역 측면에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의 반영이 가장 높았는데, 이를 주제 측면

에서 특징 분석을 한 결과, 생태계 구성 요소에

대한 지식들은 주로 생물학적 분류에 근거해

다양한 생물종들의 표본이나 실물을 보여주고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데 자연사박물관은 방대한 시간 규모를 다루는

공간이므로 수평적 생물다양성뿐 아니라, 생물

의 탄생에서부터 현생 생물에 이르기까지 수직

적인 시간 구조 속에서의 생물다양성도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설명하는 중에는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물의 진화나 적응 등을 다룸으로써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의존성을 설명하고 있기도 하

다. 이렇듯 방대한 시․공간 규모에서의 생물

다양성을 자연사박물관이라는 한정된 공간 속

에서 동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연사박물관 전시 내용의 환경교육적

특징, 즉 “시공간적으로 확장된 생물다양성에

대한 학습 제공”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에 반영된 환경교

육 내용 요소 영역들 중 ‘상호의존성 및 관계, 
다양성에 대한 인식’, ‘다양한 환경현안’과 ‘인
간과 자연의 관계’ 등이 상대적으로 반영 비율

이 높았다. 이들에 대한 주제 측면에서의 특징

을 살펴보면, 인간에 의한 자연파괴․오염 및

그 피드백, 인간의 간섭 행위가 다른 생물의 생

존에 미치는 위협, 인간이 필요로 인해 자연으

로부터 얻는 것들 등이 다뤄지고 있었다. 이
때, 추상적인 가치나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현

안들이 자연사박물관 전시를 통해 다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들을 가시화하려는 노력을 살펴

볼 수 있다. 자연 파괴․오염의 사례나 멸종위

기종 실물모형 등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인간

행위의 영향력을 방문객들에게 체득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인간 행위의 영향력을 가시화”함
으로써 자연사박물관 전시가 특징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인간이 필요로 인해 자연

으로부터 얻는 것들의 구체적 사례로 유용식물

이나 자원광물 등이 있는데, 이는 자연을 자원

으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한계를 가지

기도 한다. 사실 같은 환경교육 내용을 다루더

라도 맥락에 따라 접근방식이나 교육방법 등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환경교육을 왜곡

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환경교육 내용에 대한 분석만을 수행

했으나, 후속적으로는 그 내용을 다루는 목표

나 접근방식,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환경교육 내용 요소들을

근거로 분석틀을 만들고, 그를 ‘현재’ 자연사박

물관 전시에 적용함으로써 자연사박물관만이

가지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환경교육 가능성을

발견해 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가진다. 하지

만, 자연사박물관 전시에 반영된 환경교육 내

용 요소의 특징을 밝혀냄으로써 그동안의 환경

교육 연구와 실천에 있어서 다소 소외되었던

분산형 비형식 환경교육이라는 분야에서 특히

자연사박물관을 새로운 환경교육의 장으로써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적이고 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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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보여준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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