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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IT의 활용이 사회  역에서 리 사용됨에 따라 요사이 학교교육의 보완  교육환경으로 언 되는 

박물 에서도 가상박물 이라는 일종의 박물  웹사이트가 등장하면서, 박물 의 교육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웹 1.0에서 웹 2.0으로의 웹의 진화

과정에 따라 가상박물 의 역할과 기능에서도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재 국내

외 가상박물 의 사례분석  문헌에 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가상박물 이 지닌 교육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각각의 요소에 한 교육  활용방안들을 모색해보았다. 그 결과, 웹 2.0 기반의 가상박물 은 

디지털 아카이 , 학습용 자료, 그리고 박물 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티의 세 가지 기능과 역할로 

요약될 수 있었으며, 이들 각각 요소에 한 교육  활용방안을 제공하 다.  궁극 으로 본 연구가 지향

하는 바는 가상박물 을 학교교육의 보완  교육환경을 넘어서, 차세  온라인 교육환경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토 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중심어 :∣가상박물관∣온라인 학습환경∣웹2.0∣

Abstract

As digital technologies have strongly impacted the whole social aspects, so museum recently 

emerging as an alternative or supplementary learning environment to school, after active 

adoption to the technologies, gave birth to museum websites called 'Virtual Museums' which, 

then, result in enhancing the educational roles and functions of physical museum.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process of how virtual museum has been developed in 

terms of its educational roles and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web. Especially, the analysis of the status quo of the current virtual museums 

in both Korea and overseas presented specific aspects of the educational elements and roles 

embedded in virtual museum which have been emphasized in many related research and 

studies. The categories of the roles of the virtual museum, as a result, were classified into 

'digital archive,' 'learning resources,' and 'communigy,' each of which were, then, further 

elaborated for its individual educational uses. Eventually this study purposed to expand the 

public awareness and knowledge of virtual museum as the alternative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needed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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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디지털 시 는 일상생활에서의 IT의 활용이 여러 

역과 분야에 리 사용되는 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교육 장에서도 e-learning, Blended learning, 

Mobile learning (혹은 M-learning), U-Learning (혹은 

Ubiquitous)등의 다양한 이름하에 교수학습 매체로서

의 역할이 차 확장,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1][2].

이에 따라 평생교육의 표  기 인 박물 에서도 

IT를 극 활용하여, 가상박물 (virtual museum), 온

라인박물 (on-line museum), 자박물 (electronic 

museum), 디지털박물 (digital museum), 사이버박물

(cyber museum), 웹 박물 (Web museum)이라는 

다양한 이름[3]하에 소  벽이 사라진 박물 [4]이 등장

하게 되었다. 

특히 근래에 들어와 박물 의 역할과 기능  ‘교육’

의 기능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이때에, 가상박물 은 

이러한 박물 의 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써 많은 심을 받고 있다[5][6]. 실제로, 

‘Museum & the Web'1이라는 학회는 1997년부터 시작

하여 가상박물 은 물론이고 박물 과 IT와의 련성

을 문 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최근의 연구동향을 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006년

부터 2009년에 걸쳐 이루어진 논의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가상박물 의 랫폼(Platform)으로서 웹 2.0 

용에 한 논의들인데, 가상박물 에서 웹 2.0의 표

인 서비스인 유투 (Youtube), 키(Wiki), 블러그

(Blog), 리커(Flicker)등을 활용한 사례[7-10]를 비롯

하여, 이들과 련된 이론  논의  이용자 실태분석

[11-13]등을 통해 가상박물 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논

의하고 있다.

둘째는, 가상 박물 의 시물 구   정보 리와 

련하여 기술  측면을 주로 다루는 논의로서, 가상박

1) Museums and the Web은 1997년부터 해마다 가상박물 에 한 컨

퍼런스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 으로 온라인상에서 가상 박물 (자

연, 과학, 문화, 술에 한)에 한 가장 큰 정보의 보고로서 인정

받고 있다. (http://www.archimuse.com 참조) 

물 에서 3D 형태의 시물 이미지 구 을 비롯한 다

양한 기술 분석[14][15], 그리고 최근에는 가상공간의 

표  로그램인 ‘세컨드라이 (Second life)’를 가상

박물 과 목하고자 하는 논의[16][17]까지도 제시되

고 있다. 이들 논의는 주로 이용자에게 실제와 비슷한, 

보다 생생하고 구체 인 경험을 제공하려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상 박물 의 ‘정보 리’와 

련하여, 시멘틱 웹(Sementic Web)을 심으로 정보 데

이터를 통합, 운 하는 방법에 한 설계  시스템 분

석[18][19]을 통해, 가상박물 에서 보다 더 쉽게 정보

를 검색, 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셋째는, 학습 환경으로서의 가상 박물 에 한 논의

로서, 가상 박물 이 지니고 있는 학습  요소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20][21]와 가상박물 을 활용한 

학습[22]에 한 논의들로, 가상박물 을 활용한 교육

 활용에 한 심을 반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 세 역 에서 가상 박물  구 에 

련된 기술 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두 번째 역은 

본 연구자들의 연구 역과 문성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했으며, 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역에서 

제시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여 온라인 학습환경으로

서 가상박물 의 교육  활용  용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첫째, 웹의 진화(웹1.0에서 웹2.0)에 따른 

가상박물 의 기능  역할의 변화를 실제 국내외 가상

박물 의 사이트  련 문헌 들을 분석하여 살펴보

고, 둘째, 이를 기반으로 가상박물 의 구성요소를 정리

하여 각 요소에 한 교육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

다. 궁극 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시 에 박물 이 추

구해야할 교육  역할과 방향을 가상박물 을 통해 보

고자 하며, 나아가 차세  온라인 교육환경으로서 가상

박물 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Web의 진화에 따른 가상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1. 웹과 가상박물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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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박물 은 90년   웹 1.0의 등장과 더불어 시

작하여, 재 웹 2.0 시 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과 강조

에 있어서 변화를 하여 진행되어왔다. [그림 1]은 

(Joan, 2004; Schweibenz, 2004, Sumption, 2006)의 논

문들을 참조하여 본 연구자들이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완성된 그림으로써, 가상박물 의 역할  기능의 변화

를 웹의 진화와 연결 지어 보여주고 있다[4][11][23].

그림 1. 웹의 진화에 따른 가상박물관의 역할 변화

가상박물 의 등장은 웹의 등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웹이 진화함에 따라 가상박물  역시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우선 제1 세 로 규명지

을 수 있는 기 가상박물 의 모습은 소  ‘ 자 로

셔(electronic brochure)’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24]. 

이때의 역할은 주로 물리  박물  홍보를 한 것으로

서, 시일정, 박물 의 치 안내, 특별 시나 상설 

시와 련된 간략한 소개와 설명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

는 것이다.

1세  가상박물 의  다른 역할은 물리  박물 이 

지니고 있는 소장품, 시물을 디지털 이미지로 바꾸어

서 온라인 상에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언 한 

‘ 자 로셔’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가상박물 에서 제

시하는 디지털화된 시물 이미지  설명을 한 후,  

실제 물리  박물 을 직  방문하고자하는 생각을 좀

더 진시키기 한 목 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물리

 박물 에 소장된 다양한 시물, 소장품에 한 

문 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디지털 아카이  형태로 

온라인상에 제시하게 됨으로서, ‘디지털 라이 러리

(digital library)’라는 박물 의 새로운 기능  역할[15]

를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1세  박물 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

한다면, 그것은 ‘일방  정보제시’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웹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비록 웹을 통해 근할 수 있는 

정보의 깊이와 양은 많았으나, 그것을 방문객이 직  

수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으며, 그냥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그쳤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90년  말에 웹에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을 

가능  하는 여러 기능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하는데, 마

찬가지로 가상박물 에도 웹에서의 상호작용성을 가능

 하는 기능이 추가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

어 가상박물 은 제 2세 를 맞이하게 된다.

제 2세  가상박물 은 1세  가상박물 의 기능에 

상호작용성이 덧붙여지면서, 학교교육에서 주로 언

되는 e-Learning2과 비슷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따라

서 2세  가상박물 은 ‘학습박물 (learning museum)’ 

[26][27]이란 명칭을 부여받게 된다. 다시 말해, 1세  

가상박물 이 지녔던 ‘디지털 아카이 ’로서의 특징을 

활용하고 나아가  박물 과 방문객, 방문객과 방문객 

간의 소통,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기능도 덧붙이

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상박물 을 활용한 학습

환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를 들어, 가상박

물 내에 애니메이션, 고화질의 실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의 다양한 형태를 빌어 이루어진 디지털화된 시물, 

그리고 련 문가들의 견해와 그들의 연구물 시물

들 (디지털 아카이 )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은 자유로

운 선택을 통한 탐구학습을 할 수 있으며, 박물 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시 이나 이메일 등의 커뮤니 이

션 도구를 활용한 상호작용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때의 상호작용은 ‘가상박물  내’에서의 상호

작용으로서 가상박물 을 활용한 여러 학습내용이나 

활동 등은 가상박물  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제한되

어있는 ‘닫힌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이해, 생각 등이 가상박물 에서 제공되는 디지털 오

2) e-Learning은 주로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학습환경으로서, 

멀티미디어형태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교수자와 학

생, 학생과 학생간의 소통, 상호작용성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온라

인 게시 , 인터넷 채 , 이메일 등)을 활용한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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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object)나 내용에 반 될 수 있는 범 는 매우 제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편으로는 웹 2.0의 등장과  한

편으로는 박물 교육 방법으로서 구성주의

(constructivism)3 가 거론되면서, 가상박물 은  한 

차례의 변화에 돌입하게 된다. 곧, 제 3세  가상박물

으로의 도래가 시작된 것이다. 

3세  가상박물 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앞서 

2세 의 가상박물 이 ‘박물  내에서의 상호작용성’으

로 특징지어진 것과 달리, ‘박물 의 벽을 넘어선

(Beyond the museums walls)’ 근으로 확장된다는 

이다4. 박물 의 벽을 넘어선 가상박물 의 의미는, 이

과 비교하여, 방문객(학습자) 심  근  상호작

용성이 훨씬 폭넓게 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다. 

앞서 1, 2 세  가상박물 의 경우에는 그곳에서 제

시하는 다양한 디지털화된 시물 련 정보와 자료들

이 주로 박물 의 큐 이터나 련 연구자들의 견해를 

일방향 제시하는 형태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학습자나 

방문객들의 생각이나 견해, 심 등은 거의 반 될 수 

없는 닫힌 구조와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었다. 반면에 3

세  가상박물 은 웹 2.0이 제공하는 기술  특징을 

기반으로 이 보다 훨씬 유연하고 손쉽게 학습자 심

의 활동  폭넓은 상호작용성을 구 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3세 의 가상박물 은 ‘학습 

네트워크 박물 (Museum learning network)’을 실

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이

의 가상박물 은 박물 이 심이 되어 정보를 제공하

고  방문객들은 그것을 받아 활용하는 구조라고 할 때, 

학습네트워크 박물 에서는 오히려 그곳을 방문한 학

습자(방문객)들이 물리  박물 을 답사하여 수집한 자

료 등을 여러 방법을 통해 새롭게 편집, 정리한 내용을  

박물  웹사이트에 올려놓아서, 가상박물 내 정보나 

3) 구성주의는 학습자 주도 , 학습자 심  학습이론으로서, 학습자

의 생각, 심, 수 으로부터 학습이 시작되고, 실생활과 학습이 연

계되어있도록 학습상황을 강조하는 이론이다[29].

4) 이는 주로 웹 2.0이 제공하는 기술  특징에 기반한 특성인데, 이에 

한 것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로 하겠다. 

자료를 박물 과 학습자(방문객)가 상호 력 으로 구

축해나가는 형태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록 이 단계는 

아직은 국내외 가상박물 을 통틀어 활성화 되어있지 

않지만, 재 IT의 속한 발 에 버 가는 사용자들의 

IT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때, 조만간 실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본 연구는 웹 2.0이 사회. 문화, 교육 각 역에서 본

격 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 에, 가상박물 의 앞으

로의 방향은 3 세  가상박물 으로서의 모습을 확고

히 하는 것이라고 보고, 다음에서는 좀 더 구체 으로 

웹 2.0 환경의 어떤 기술 , 개념  특징이 학습네트워

크 박물 으로서의 3세  가상박물 을 가능하게 하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Web 2.0환경 기반 3세대 가상박물관
Web 2.0환경 기반 3세  가상박물 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에 한 답변은 우선 웹 2.0의 

기술  특징에 한 이해로부터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웹 2.0은 기존의 포털 심의 웹1.0 보다 쉬운 

사용자 심의 기술을 통해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보와 

지식을 생산, 공유, 소비를 유도하는 ‘열린’ 인터넷 환경

[30]으로서,  세계 사람들과 속(Connect)할 수 있는 

웹기반 커뮤니티를 조성하기에 용이함에 이르고 있다. 

를 들어, 웹 2.0 기반의 가상박물 은 소장품들에 

한 일반 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꼬리달

기(tagging), Podcast, 리커(Flicker), 유투  동 상, 

Twitter, RSS 지원 등의 기술  기능들을 제공하여, 

람객 개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람객간의 정보공유, 박물 과 람객간의 

상호작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커뮤니 이션이 

가능한 박물 의 모습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웹 2.0 기술  특징이 박물 에 덧붙여져서 

탄생한 박물 이 웹 2.0 기반 가상박물 이다. 웹 2.0 기

반 가상박물 의 특징은 [그림 2]에서 제시하듯이, 물리

 박물 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뚜렷이 설명하고자 한

다. 첫째, 물리  박물 과 비교하여, 가상박물 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는 디지털화 되어있다는 은 차

치하고서라도, 자료(연구논문, 교육자료, 링크, 검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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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른 다양한 타입의 정보)의 깊이나 양에 있어서 

구분된다. 이로 인해 가상박물 의  다른 이름은 ‘디

지털 도서 ’이라 불리기도하는 것이다.   

둘째, 물리  박물 과 비교하여, 가상박물 은 시간

과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편리하게, 언제 어디

서든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

로 인해 가상박물 을 방문하는 방문객 층은 물리  박

물 과 비교하여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층을 수용할 

수 있다[31].  

방문객의 층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들이 가상박물

에서 얻고자하는 요구도 다양해지는데, 이런 다양한 요

구를 가상박물 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에서 세 번째 

특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곧, 물리  박물 에서 제공

하는 정보나 자료의 선택, 그리고 그 내용 등은 주로 큐

이터라든지 시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어, 

시물 라벨(label)이나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일방향으

로 달되어지는 반면에, 가상박물 에서는 방문객의 

개인  의도나 수  등에 따라 개별 인 선택과 이 

가능해진다. 

그림 2. 물리적 박물관과 가상박물관 비교
 

를 들어,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

(Metropolitan Museum)'[38]에서는 이용자에게 개인 

Gallery공간을 제공하여, 람자가 큐 이터

(Visitor-as-Curator)로서 개인의 심 있는 시물들

을 수집하여 본인만의 갤러리를 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웹 2.0 기반 가상박물 의 특징은 웹 2.0의 기

술  지원을 받아, 물리  박물 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 의 가상박물 에서도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던 ‘커뮤니티’ 형성, 는 ‘상호작용성’이 강화되었다

는 이다. 를 들어, ‘ 국우편박물 (The British 

Postal Museum)'의 경우에는 ‘ 키(Wiki)'와 연동(The 

British Postal Museum & Archive Wiki)[39]하여, 방문

자의 참여와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방문자는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

으며, 한편으로 국우편박물  역시 방문객들이 올려

놓은 방 한 주제의 정보들로 인해 ’디지털 라이 러리

‘로서의 입지는 물론 가상박물 을 심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 활동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이상의 가상박물 의 특징은 풍부한 학습자원을 활

용하여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커뮤니티를 심으로 

한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요즘의 교육 트랜드와 맥을 

같이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3세  

가상박물 의 특징을 새로운 온라인 학습환경으로 가

정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떤 교육  활용이 가능한

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Ⅲ. 온라인 학습환경으로서 가상박물관의 가능성

웹 2.0의 기술  특징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3세  

가상박물 의 특징은 문 인 내용의 디지털 정보나 

자료 등이 풍성하게 소장되어 있고, 이에 한 개별  

선택, 공유, 개방, 참여 등의 활동이 용이 하여, 결과

으로 웹 2.0이 제공하는 열린 구조 하에서 확장  상호

작용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징을 온라인 학습환경과 연

결지어 [그림 3]과 같이 가상박물 이 지닌 온라인 학

습환경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교육  요소를 지닌 가상박물

을 실지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에 

하여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가

상박물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요소

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가상박물 을 학교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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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에서 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림 3. 가상박물관이 지닌 온라인 학습환경적 요소 

1. 가상박물관의 교육적 요소 
가상 박물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  요소를 

분석하기 해서 우선, Museum & Web[40]학회와 미

국박물 회(AAM)내 미디어와 테크놀러지 분과[41]

에서는 매해 각 역별 우수 가상박물 으로 선정한 가

상 박물 들을 심으로 이들 사이트 내에서 공통 으

로 제공하는 교육  요소를 분석해보았다. 한 가상 

박물 과 련된 선행 연구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표 1] 참조). 그 결과 [그림 4]와 같은 내용으로서 가상

박물 의 교육  요소를 도출 할 수 있었다.

Museum & Web학회와 미국박물 회(AAM)내 미

디어와 테크놀러지 분과에서 우수한 가상 박물 으로 

선정한 부분의 가상 박물  사이트는 략 여섯 개의 

역으로 구성되어있다([그림 4] 참조). 이 에서 앞의 

다섯 가지 역은 가상박물 의 1, 2세 부터 존재해오

고 있던 역이며, 최근으로 가까올수록 좀 더 최신 테

크놀로지 기술이 목되어 시물 소개나 어린학생용 

게임은 3D 기반으로 바 고, 덧붙여 가상 실(virtual 

reality) 기술까지 목되어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자료로서 제시되는 자료들의 경우 

이 에는 간단한 학습지 활동이 부분이었으나 최근

에 들어오면서, 구성주의  학습이론과의 목을 통해 

‘문제해결 기법’이라든지 간단한 체험식 게임이나 퀴즈

(online hands-on activities/ games/quiz)등으로 차 

다채로운 교육 활동을 제공하면서, 학습자들의 흥미와 

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발 하고 있다. 

연구 역 연구내용 자

Web 2.0에 
관한논의

Socail networking 및 테깅
(taging)의 가치를 논함

Mannion(2008),
Chan(2009),Da
wson(2008)

웹 2.0환경에서 가상박물관의 
잠재적 역량 및 활동에 관한 논
함 

Durbin(2008),S
uliman(2007)

웹 2.0환경에서 가상박물관의 
참여적, 촉진적 운영 사례연구

Caporusso & 
Bias(2007),Gra
ville-Smith(200
8)

아동용 게임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PDA게
임백발, 적용결과를 통해 이용
자간의 상호작용

Van Loon, et 
al(2007)

교육 및
교 육 자 료
(learning 
resource) 

교실환경에서 이러닝 소스로 
활용된 가상박물관의 잠재적 
가능성, 유용성에 대한 논의

Arbach(2007),
Green(2007)

가상박물관에서 전시물을 통한 
역사적 문화기반을 통한 학습

강인애 , 설연경
(2009),양지연
(2006),Adsit(20
07)

학습환경으로 effective 
metadata system에 대한 논
의 

Zilber & Marsh
(2007)

박물관 전문가, 또는 작가와 웹
상에서 실제로 접속하여 학습
하는 교육프로그램 사례

Gagnier(2008), 
White &  
Hutche
son(2007)

커뮤니티

박물관 블러그 사용자 분석을 
통해 블러그 개설에 관한 시사
점 제공/ 웹 2.0 환경(블러그, 
flicker ,twitter등)의 브룩클
린 박물관의 커뮤니티 운영사
례분석 

Gates(2007),Sp
adaccini & 
Sebast
ian(2007),Carut
h & Bernstein
(2007),Samis(2
008)

학교와 연계 학교와 가상박물관 연계한 프
로그램 분석 및 학습사례

khan(2007),Gar
zotto(20008)

표 1. 가상박물관 선행연구 

그림 4. 가상박물관의 교육적 요소

이에 한 구체 인 로서, 먼  MOMA(The 

Musseum of Modern Art)의 경우를 살펴보자. MOMA

에서는 세 미만의 아동들을 상으로 디지털화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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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물(그림)을 활용하여 온라인 학습  게임을 할 수 

있는  Art Safari[42]라는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각 그림마다 상세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한 답변)이

야기 만들기, 그림으로 표 하기, 쓰기등의 다양한 활

동)을 하는 게임을 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작품에 

한 찰능력을 키우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5]참조).

그림 5. Art Safari에서 Frida 그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
라인 학습화면의 예

 다른 사례로서는 Museum & the web에서 2009년 

최고의 교육사이트로 선정한 ‘Walters Art museum’ 

[43] 에서 제공하는 ‘Waltee's Quest'라는 온라인 학습

활동을 들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Waltee의 탐험’게임 화면 

오락게임 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구성된 ‘월티의 탐

험(Walter's Quest)’이라는 이 게임은 주인공 Waltee가 

박물 에서 사라진 유물들을 찾으러 탐험을 하면서 유

물을 되찾아온다는 거리인데, 유물을 되찾아오는 과

정을 통해 아동은 지속 으로 의사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고, 유물을 찾기 해 유물에 한 정보를 되풀이하

여 보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물에 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상의 두 개의 사례를 통해 볼 때, 가상박물 에서 

제공하는 아동용 온라인 게임이나 체험식 학습활동은 

아동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면서도, 제시된 시물과 

련된 내용  이해는 물론이고, 극 인 학습(게임)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  학습, 자기 주도

 학습환경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음으로 가상박물 의 교육  요소([그림 4] 참조) 

 ‘교육  자료제공’ 역을 보자. 가상박물 에서 제

공하는 자료들은 물리  박물 에서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제한  자료와 정보와는 달리,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의 자료들을 깊이있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데로 

선택하여 볼 수 있다. 를 들어, 삼성 어린이박물 [44]

의 경우, 다양한 상 (학습자, 부모, 교사  문가)에

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7] 참조). 

그림 7. 삼성어린이 박물관의 학습자료 제공 화면 

문가 집단의 논문이나 연구자료를 비롯하여 집에

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학습 로그램,  시와 련

된 활동지를 PDF 일로 제공하여 다양한 집단이 삼성

어린이 박물 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들을 활용, 공

유할 수 있다. 

미국의 가상 박물  내에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해주

는 박물  에서 가장 표 인 곳의 하나는 '스미소

니언 역사 박물 (Smithonian History Museu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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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그림 8] 참조).  

스미소니언 역사박물 의 교육 역을 보면 여러 

역으로 나 어져 있다. 우선 첫 번째, ‘학습자료와 활동 

(Lessons and Activities)’을 보면, 그곳에서는 교사와 

부모를 한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8. 스미소니언역사박물관의 교육영역 부분 화면

두 번째, ‘인터액티  매체 (Interactives and Media)' 

부분은 교사와 부모의 도움없이 학습자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오디오, 비디오 자료들이 풍부하게 구비되어 

있다. 세 번째, ‘박물  유물(Museum Artifacts)’은 스

미소니언 박물 이 소장하고 있는 시물에 한 다양

한 학습자료(연구논문자료  련 시물 상호간에 링

크)를 제공하여 시물을 심으로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다. 네 번째, ‘ 문가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부분은 박물  교사들을 한 페이지로

서, 사회, 역사 과목의 교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Twitterfeed를 통해 스미소미언 박물 의 블러그, 련 

사이트로부터 정기 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가상박물 의 교육  요소([그림 4] 참조)  마지막

으로 제시되어 역은 ‘커뮤니티 기반의 학습환경’이다 

이것은 웹 2.0의 등장과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요소인

데, 가상박물 에서 제공하는 디지털화된 시물을 

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온라인 커뮤니티

(Community)’를 형성해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

다.  를 들어, 스미소니언 박물 의 ‘커뮤니티’에서는 

이곳 박물 을 심으로 비슷한 심을 갖고 있는 사람

들끼리 모여서 일종의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32]을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스미소니언 

박물 이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종의 개별  

포트폴리오 공간( 를 들어, My gallery, My link, My 

debate 등)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궁극 으로 이러한 

개별  온라인 학습공간은 하나의 커다란 학습조직

(learning organization)을 이루어가게 된다.

  다른 로서, Tate Museum[46]의 경우, 학습자

가 흥미를 가진 시물의 이미지를 My Gallery에 장

을 하여, 본인이 만든 갤러리를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

개,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림 9] 참조).

그림 9. Tate Museum의 My Gallery화면

그림 10. 유투브와 연동된 Tate Museum화면

특히, Tate Museum 사이트내의 ‘Tate Channel’은 

YouTube와 iTunes등과 연동되어 있어, 박물 과 련

된 동 상  이미지들이 다른 사이트에서도 공유되고 

있어 보다 개방된 형태의 박물 으로서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그림 10] 참조).  

박물 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있는 세 번

째 사례로서 ‘ 룩클린 박물 (Brooklyn Museum Of 

Art)'[47]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룩클린 박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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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첫 화면 메뉴에 ‘커뮤니티’가 등장하는데,  이를 클

릭하면 [그림 11]과 같은 화면이 나타난다.

그림 11. 브룩클린 박물관의 Community 화면 

‘커뮤니티’ 화면에는 다시 Twitter, Comment. 블러그, 

Podcast, Rss feed과 같은 다양한 웹2.0 로그램이 하

메뉴로 제시되어있으며, 그 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

용자간의 상호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곧, 물리  

(혹은 가상) 박물 의 시물을 보고 온 람객들이 

람 소감을 고, 거기에 서로 꼬릿말을 달고, 이런 내용

을 직  개인의 블러그와 연결하여 담기도 한다. 참으

로 룩클린 박물  내 'Community'은 이용자 간에 유

기 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가상박물  사이트들이 지니고 있는 교육

 요소들을 역화 하여 각 역별 교육  가치를 살

펴보았다. 다음에서는 이미 가상박물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다양한 교육  가치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가

상박물 을 학교수업과 연결하여  활용할 때 어떤 방식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학교수업과 연계한 가상박물관의 교육적 활용
박물 과 학교 연계 수업은 요사이 들어 이미 우리나

라에서도 리 활성화되어 있다[33][34]. 그러나 물리  

박물 이 아니라 가상박물 을 활용한 학교수업의 경

우는 국내외를 통틀어 아직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

다. 

그러나 가상박물 을 학교수업과 연계한 표 인 

국외 사례로서는 University of Alaska Museum of 

North[47]을 활용한 수업 사례가 있다.  알래스카 학

박물  내 ‘Molinet(Museum Object Library Interface 

Network)’은 알래스카와 북극에 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학박물 과 연결되어 있어, 그 지역의 교사와 

학생(Delta Greely School District와 Yokon-Koyukuk 

School District)은 물론이고 그 외 다른 지역의 학습자

들에게도 알래스카의 술과 문화를 가르치기에 필요

한 많은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35]. 

Molinet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시물 자체나 그

에 한 문서화된 자료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

물에 한 다양한 이해를 돕기 해  시물과 련된 

자료를 인터뷰, 이미지, 음악, 문서, 화 는 다른 박

물  시물과의 연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서, 

소  ‘탐구 활동(Discovery Tour)’을 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를 들어 Sydney Laurence의 Mt. Mckinley라는 미

술 작품을 공부한다고 할 때, 작품에 해서 바로 설명

이 들어가기 보다는, Mt. Mckinley과 련된 다양한 학

습자료도 제시하고 있다([그림 12] 참조). 다시 말해, 학

습자는 Mt. Mckinley라는 작품과 계된 지질학자와의 

토론내용, 지도제작자, 등반가와의 인터뷰 내용을 

Molinet에서 들을 수 있으며, 고산지역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 , 지표면, 지각구조 등에 한 사진, 동 상과 

모형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학습할 수 있다. 

그림 12. Mt. Mckinley미술작품에 관한 다양한 학습자료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환경은 미리 그 

지역의 교사들과 같이 동  작업의 결과로서 만들어

진 것으로서, 가상박물 의 자료를 좀더 역동 이고 

실제 으로 교육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 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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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박물 을 학교수업과 연계한 국내의 사례로는 

국립민속박물 [48]내의 제 3 시실을 활용하여 등

학교 사회수업을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36]. 국립민

속박물 의 제 3 시실은 조선시 의 선조들의 일생

(출생, 교육, 례, 혼례, 가족, 출세, 풍류, 회갑, 치유, 

상례, 제 )을 테마로 기획되어있으며, 각 테마별로 도

슨트의 해설이 시물과 함께 상으로 자세히 설명되

어 있으며, 시물뿐 아니라 실사진,  동 상  당시

의 민요 오디오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들이나 사진들보다 훨씬 다양

하고 깊이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의 몇 단원과 연결지어 수업함으로써 

([그림 13] 참조), 학생들에게 련 내용에 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해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림 13. 사회교과와 관련된 박물관 소장자료

그러나 이 수업 사례에서는 주로 가상박물 에서 제

공하는 자료를 활용한 경우로서, 미국 알래스카의 경우

처럼 박물 과 학교와의 력  작업을 통해 처음부터 

실제 수업활용에 직 인 활용을 목 하여 이루어진 

경우와는 구분되어야할 것이다. 그 외에도 가상박물

을 활용한 학교수업 사례는 몇 개 찾아볼 수 있지만[25] 

부분이 의 사례에서처럼 가상박물 에 있는 자료

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다시 말해, 앞서 

1, 2세  가상박물  역할의 하나인 ‘디지털 도서 ’으

로서의 역할을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앞으로 가상박물 을 활용한 학교수업이 지

향해야할 학습모형은 비단 가상박물 의 자료 활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상박물 이 제공하는 커뮤니티 공

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어져야한다. 곧, 학생들의 탐

구활동이 가상박물 의 자료로부터 시작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련 시물에 한 추가 인 자료를 연구, 

정리한 뒤에, 그 결과물을 박물  커뮤니티에 올려놓음

으로써, 명실상부한 가상 박물 과 학교연계 온라인 학

습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 

가상박물 과 학교연계 온라인 학습커뮤니티를 운  

한 국내의 사례[37]의 경우를 보면, 재 국외가상박물

과 달리, 국내의 가상박물 에서는 커뮤니티의 공간

을 거의 제공하지 않았으며, 제공하는 ‘ 람 후기’게시

에 학생들이 올려 논 활동내용들이 삭제되고 말았다.  

그의 안으로 커뮤니티가 가능한 사이트[50]를 운 하

으며, 학습에서 활용한 가상박물 이 아닌, ‘서울시역

사박물 ’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My Museum’이란 

게시 [51]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과 발표 자료를 

올려놓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물론 아직은 이러한 연계가 국내외 으로 드물지만, 

조만간 그 방향으로 개되리라고 기 하며, 그 단계에 

이를 때, 가상박물 의 교육  가치와 요성에 한 

 인식 기반은 더욱 확장 일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재에 이르기까지 사회. 

문화. 교육 반에 걸쳐 일어난 탈근  흐름과 IT의 

격한 발달은 박물 의 모습과 역할에도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박물 이 학교교육의 안 , 보완  환경

으로 거론되고 있는가했는데, 어느새 박물 과 IT의 

목으로 탄생한 가상박물 은 21세기 박물  교육의 새

로운 근과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하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은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박물 의 교육  가치와 그 활

용 가능성을 살펴 으로써, IT 기반 학습환경이 요즘 

교육분야의 세가 되어가고 있듯이, 박물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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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IT 목 역시 시 한 과제임을 지 하고자 하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지 했듯이 아직은 물리  박

물 과 학교의 연계 교육 사례만큼 가상박물 과 학교 

연계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부분은 여 히 1세  가상박물 의 역할과 기능 활

용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늘 새로운 방식이나 근, 그것도 IT를 동반한 

새로운 근이 등장할 때면 그에 한 항은 있어왔다

는 것을 상기해볼 때, 우선 으로 비되어야할 바는 

박물  스탭들이 가상박물 의 가치와 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받아들이고자하는 자세가 아닌가싶다. 

오천년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어

느 나라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귀한 문화  유산을 

지니고 있다. 이를 물리  박물  내로 제한시킬 것이 

아니라 가상박물 이란 벽이 존재하지 않는 박물 으

로 옮겨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도 우리나라의 문화  유산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실제

 방안을 가상박물 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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