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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과학을 주제로 한 공공서비스 기관들 중, 상대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
의 지역순회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되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상설전시 프로그램 이외에도 지리적, 환
경적 이유로 과학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2018년부터 경기, 강원도 지역에서 순회프로그램
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화, 노인복지, 교육 등 타 분야에 비해 인지도와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며 관련 연구도 전무한 
실정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순회프로그램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는 문화기획자 및 스텝, 과학&문화콘텐츠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매우 특별한 체험의 기회 둘째 소수의 기쁨 셋째는 재미는 없지만 학습형 공연 등 총 3가지 
상위 의미 단위와 5가지 하위 의미 단위로 도출되었다. 이는 과학에 대한 흥미성 제고, 직접 체험의 기회 확대 등 긍정적 
효과는 돋보이나 체계적 홍보계획 필요, 전문예술인을 통한 콘텐츠의 질적 수준 보완 등 개선이 시급한 요소들이 도출되
었다.
주제어 : 과학관, 순회프로그램, 소외지역, 과학문화사업, 공공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was started to find a way to activate the regional tour program of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which covers a relatively wide area among public service organizations with 
the theme of science. In addition to the permanent exhibition program,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has been conducting tour programs in Gyeonggi and Gangwon Province since 2018 
for residents in underprivileged regions who are unable to visit the Science Museum for geographic and 
environmental reasons, but it lacks awareness and effectiveness compared to other areas such as 
culture, welfare for the elderly, and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irst was an opportunity 
for a very special experience. The second was the joy of the few, A total of 3 upper units and 5 lower 
units were derived. This has positive effects such as increasing interest in science and expanding 
opportunities for experience. but it can be seen that it is urgent to supplement such as systematic 
promotion and improvement of the quality level of contents through professional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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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생활과학의 중요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
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현대의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경
쟁력을 이끌 수 있는 최우선적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각국
의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최근 사물인터넷과 
같은 실생활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제하는 생활과학으로 
전개되면서 과학 자체에 대한 기본적 소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뿐 아니라 기초과학에 대한 이해, 과학의 원
리, 첨단기술의 사회적 변화,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능력, 일상생활과 연관된 과학적 소양 기르기 
등 기초과학, 생활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습의 필
요성이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다[1].

이와 관련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역할과 기능,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
는 국립과학관들이다. 과학을 주제로 한 국공립 기관들은 
과학의 원리와 역사, 과학과 기술이 주는 실생활의 변화,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넓혀주는 통로, 일반 시
민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의 이해와 학습의 기회를 제
공하는 등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국립과학관
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

특히 최근에는 국립과학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대도시
뿐 아니라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인프
라에서 벗어나있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과학관들의 학
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
도의 필요성과 내실에 비해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화계의 소외지역 시민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이 갖고 
있는 대내외적 인식과 홍보효과와 비교할 때 매우 아쉬
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문화계에서 오랫동안 시
행되어왔던 ‘찾아가는 문화체험’, ‘찾아가는 예술정거장’, 
‘예술체험 방방곡곡’과 같이 우리나라의 국립과학관들이 
시행하는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소외지역 시민들을 
위한 과학순회 프로그램들의 실상을 살펴보고 보다 효율
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목
적을 둔다.

특히 전국의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립과학관 
중 서울, 경기, 강원권까지 관할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
관의 경우 찾아가는 과학체험 사업의 실제 규모와 내용
이 비교적 내실 있게 잘 운영되는 데에 비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순회프로그램
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전국의 과학을 주제로 한 지역 순회프로
그램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학순회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2.1 과학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과학을 주제로 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시되어 왔다. 
농어촌의 균형발전, 수출증대, 공업의 육성 등 근대화 과
정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이 과학기술의 발전이었기 때문
이다[3].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
구가 시행되어 왔으나 순수 과학기술에 집중되었을 뿐 
과학의 국민적 인식확산과 중요성을 제고해 줄 과학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립과학관과 관련한 연구는 대부분 전국 과학관의 중
심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집중되어 있고 
고정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전시물의 프로그램 분석과 관
객의 행태분석 연구, 과학관 운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연구를 살펴보면 과학관과 같은 공
공전시 서비스의 효율성측면에서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은 특히 공공재적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가
장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정부기관의 평가 지표에서도 
효율성이 더 중시되는 점을 부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과천과학관의 경우 교육 분야의 시간, 강사, 프로그
램 등은 고객만족도와 재방문 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으나, 전시시설의 경우 고객만족도와 재방문 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4].

국립과천과학관의 방문자 관람 행태 분석과 관련한 연
구로는 기초과학관의 전시물을 중심으로 형태적, 내용적 
측면을 분석하였는데 전달방식에서 패널과 조작 장치의 
형태, 패널과 자동영상의 형태가 많았으며 학생들의 경우 
과학관 방문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관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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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정 전시물을 직접적으로 찾아가 이를 중심으로 
관람하는 한편 과학관 방문 경험이 적거나 처음 방문한 
학생들의 경우 안내 동선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전반적
으로 중앙 전시물보다 벽면 전시물의 몰입도가 더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차지하는 중앙전시물의 경
우 그냥 지나치는 비율이 높았다[5, 6].

이외에 국립과학관과 관련한 연구는 약 90여 편의 연
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2010년 이전의 연구로 오
래전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후의 연구내용도 대
부분 국립과학관의 상설전시물과 공간 활용, 방문객 분석
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인 상설콘
텐츠를 제외한 국립기관으로서의 지역 순회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3년이라는 짧은 역사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기반 마련 등의 이유로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는 시점이
라 할 수 있다. 국립과학관의 상설 전시가 아닌 소외지역
민을 대상으로 한 순회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과학박물관을 주제로 한 해외의 연구는 주로 자연·생
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진행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고 일반 과학박물관의 경우 매년 지역
민과 어린이를 참여시키기 위한 참여프로그램 관련 연구
내용을 가장 많이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와 같은 지역
순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드물게 나타났으나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소외지역이 아닌 장소 중심의 맞
춤형 현장방문 투어프로그램이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자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박물관들의 이러한 현장투어 프로그램이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7].

2.2 분야별 지역순회프로그램 연구현황   
특정 콘텐츠를 중심으로 도서지역을 포함한 문화소외

지역을 직첩 찾아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8].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문화와 복지, 교육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지역의 과학기관들의 순회프
로그램 사업들이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예술의 경우 예술인과 문화시설의 부재, 도시 인
프라와 인구수 등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적 여건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도서지역, 농어촌을 포함한 문화소외지역을 예
술인들이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의 경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문화부문에서 가장 일찍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대표적

인 문화 사업으로 ‘아트버스 프로젝트, 오! 재미’가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지역순회프로그램의 성공사
례 부재와 인식의 미확산 등으로 민간 예술인들의 자율
적 참여에 의존해 진행되었던 아쉬움과 함께 지역순회프
로그램의 시행자들도 찾아가는 지역만 반복적으로 찾아
가 진행되다 보니 편향성이 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9].

교정시설을 찾아가 문화적 소통과 체험을 기회를 제공
하는 교정시설 순회사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2004년부
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순회사업에 포함되어 시행되어져 왔는데 시간이 흐를수
록 수형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효과
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향후 법무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
해 수형자의 사회복귀, 자기정체성 회복, 타인과의 공감 
등 목적에 걸 맞는 단계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순회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재범률이 높은 정
신장애 수형자, 여성 수형자를 위한 별도의 전문적 문화
예술치유 프로그램도 필요한 조치임을 밝혔다[10].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장 대표적인 문화사업인 신
나는 예술여행 사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문화
향유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
상자와 공급자(공연단체)의 상호 니즈가 일치할 수 있도
록 조정하는 과정, 사업의 질적 수준과 수요자의 만족도
를 높이기 위한 우수한 시행단체의 선정기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상자들의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
를 마련하여 꾸준히 사업이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
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11].

그밖에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사회를 준
비하기 위해 한국어 순회교사 제도운영을 제안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이는 한국어를 제2의 언어로 습득해야만 
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다문화 가정의 학습 환경을 살
펴보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순회 프로그램 개발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2].

이외에 전국의 노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순회사업
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 복지 순회사업 관련 연구
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의 활성화방안과 현황분석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13].

3. 국립과천과학관의 순회프로그램 현황
국립과천과학관은 2008년 11월 국내 최대 규모로 처

음 설립되었다. 2011년 135만 명, 2012년 12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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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6만 명, 2014년 104만 명, 2015년 118만 명
으로 꾸준히 내실을 기하며 운영되어 왔으나 대중적 관
심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나타냈다[14]. 2016년 기준 전
체 운영예산이 325억 원으로 그 중 74%(240억 원)가 국
비, 나머지 18%(59억 원)가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있다
[15].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전시장이자 학습장으로 전 
국민적 과학문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립과천
과학관은 최근 브랜드 과학문화 사업을 육성하고 본 연
구의 주제에 해당하는 과학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
론 수요자 맞춤형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큰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설 또는 순회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16].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순회 프로그램
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확
대하기 위한 상징적 프로그램으로 접경지역의 학교, 장애
인 단체 등 과학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
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사회배려계층을 국립과천과학
관으로 초청하여 ‘오늘은 과학관 가는 날’과 핵심 프로그
램을 가지고 과학문화 소외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과학
관이 간다’가 시행중이며 과학관이 간다는 2018년부터 
연평균 15회 전후로 시행하며 비교적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사회적 인식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17]. 2019년 
‘과학관이 간다’의 경우 4월부터 11월까지 과학 관련 지
리적, 환경적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소외계층이 밀집
되어 있는 학교와 아동, 청소년 기관을 직접 찾아가 시행
하는데 총 13개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운영하였으며 
1292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기관 선정은 지
리적 소외정도와 취약계층 밀집도 등을 전체적으로 반영
하여 심사를 진행한 뒤 최종 선발하였고 100% 국립과천
과학관의 예산으로 진행되었으며 순회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와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90.0%의 높은 만족도를 나
타냈다[17]. ‘과학관이 간다’의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천
문, 잔상, 공룡, 메이커,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 전문
가를 초청한 강연프로그램과 식용곤충 체험, 행성의 역행
운동, LED팝업카드, 해파리 트위스트 등 참여 어린이들
이 ‘과학관이 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결과물을 직접 가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참여의 재미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
립과천과학관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4.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국립과천과학관이 과학을 주제로 한 상설전

시 교육프로그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공서비스 기관으
로서 지리·환경적 측면에서 과학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어린이와 시민들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립과천
과학관의 지역 순회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때문에 참여자들의 반응보다는 콘텐츠 제작과 시연과
정 전반에 걸쳐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적 
의견을 집약시키는 것이 우선과제라 판단하였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
관의 지역순회프로그램의 특성과 한계점은 무엇인가?

2) 국립과천과학관 지역순회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프로그램 개선 및 발굴에 필요한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5. 연구 방법 
5.1 연구 방법 및 대상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 순회프로그램을 진단하고 활
성화 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2020년 3회째를 
맞아 현재 2020년의 순회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과
정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보류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2년간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순회프로그램을 1회 이상 직접 참여 및 참관한 경험
이 있는 기획사 스텝 그리고 과학&문화콘텐츠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 등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방식을 채택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Focused 
Group Interview)는 연구주제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대상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심층적인 면접을 통해 순회프
로그램의 현장 문제점과 한계, 장단점 및 향후 개선방향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하여 총 12명의 참여자를 선정하
고 1차 문제인식단계로서 선행연구와 국립과천과학관 순
회프로그램의 현황을 설명한 후 2차로 집단인터뷰를 진
행하며 기본적인 현장 상황과 문제점들에 대한 공통 질
문을 던지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현장의 특징들을 진
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3차 심층인터뷰에서는 2차 집단인터뷰에서 나왔던 의
견 중 문제해결 방안과 깊은 연관성이 있거나 상세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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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을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개별인터뷰를 시행
하고 그 특징과 해결방안 및 핵심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2차 집단인터뷰와 3차 개별 심층인터뷰 단계에
서는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다양한 의견을 도출할 수 있
도록 내용의 범위를 한정 짓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연구
자의 의도가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회자로서 의사소통에 유의 및 충분한 사전준비
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연구 결과 
본 연구는 국립과천과학관의 경기, 강원 지역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회 이상 현장참여 또는 참관 경
험이 있는 기획자 및 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총 1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내용을 세분화하
여 분석한 결과 총 67개의 의미 있는 단어들을 도출하였
다. 그 중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건이나 설명들은 
하위 의미 단위 안에 포함시키거나 최소한의 내용으로 
구성에 포함시켰다. 

또한 현장을 체험한 전문가 그룹은 아직 지역순회프로
그램의 현장운영이 안정단계에 접어들지 않아 운영 프로
그램의 규모, 시기의 다양성, 신청학교의 공간 및 설비적 
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
에 평가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No. f/m age 
group visiting area job

No. 1 M 50 gyeonggi Professor
No. 2 M 50 gyeonggi Professor
No. 3 M 40 gangwon Planner
No. 4 F 40 gyeonggi PD
No. 5 M 50 gangwon staff
No. 6 F 50 gangwon Professor
No. 7 F 40 gyeonggi Professor
No. 8 M 30 gangwon staff
No. 9 M 50 gyeonggi PD
No.10 F 40 gyeonggi Planner
No.11 M 50 gyeonggi Professor
No.12 M 40 gyeonggi staff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6.1 특별한 체험
67개의 의미 있는 단어들을 도출하여 맥락을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주제의 상위개념과 5가지의 하위 의미 

단위로 구분되었다. 세부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 국립과
천과학관 지역순회프로그램의 장단점과 한계점이 자연스
럽게 드러나고 있는데 첫째는 매우 특별한 체험의 기회 
둘째는 소수에게 제공되는 기쁨 셋째는 재미는 부족하지
만 필요한 학습형 공연으로 도출되었다.

첫 번째 특별한 체험의 기회는 과학을 주제로 한 지역
순회프로그램 자체를 매우 특별한 체험의 기회로 받아들
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 가지 하위 의미 단위로 구분되는데 과학순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이 본 사업 자체가 지리
적 소외 지역민들에게는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한 체험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쉽게 제공할 수 없
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적 한계 측면에서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어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특별한 지역방문 사업 자체가 어린이들에게 
매우 고마운 기회이자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 어른들의 
미안함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2 소수의 기쁨
두 번째 소수의 기쁨은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 순회 

topic subtopic central meaning

a special 
experienc

e

special benefit a rare opportunity
Unfamiliar with the performance

environmental 
limit

Say sorry and thank you to the 
children

Central to the Children's 
Participation Program 

the joy of 
a few

publicity 
difficulties

Central to the Children's 
Particip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day's on-site 
promotion

Mainly indoors

high 
satisfaction

Increase scientific interest among 
participating children

have a lot of experience
Science is interesting, too.

There is a need for advanced 
education even in underprivileged 

areas
a dull 

learning 
performa

nce
low 

completeness
Meaning Science Experience

a noticeable drop in the artistry of 
the performances

Table 2. An Analysis on the Field Operation of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s 
Regional Tou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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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매우 긍정적이며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은 맞지만 한편으로 홍보가 미흡하고 인지도가 낮아 지
역민들조차도 자녀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지 않는 한 접
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
만 실제 참여자들이 매우 적고 1년에 1회, 언제 다시 방
문할지 기약이 없는 1회적 프로그램이다 보니 후속 홍보
와도 연계되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 의미 단위인 홍보의 어려움에서는 
당일 우연히 알게 되어 현장 방문하기 전에 이런 문화 사
업이 해당 지역을 방문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
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됐고, 실제 프로그램이 진
행되는 방식도 실내에서 몇 명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체
험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
만 파급력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6.3 재미없는 학습형 공연
세 번째 상위 의미 주제는 재미는 없는 학습형 공연이

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순회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과학을 주제로 한 체험놀이와 공연이 주를 이룬다. 과학
을 주제로 체험을 하고 압축된 방식의 실험 방식은 매우 
흥미롭기는 하지만 주제의 특성상 몇 명만 참여할 수 있
고 진행횟수도 많지 않아 실제 참여자들이 많지 않은 것
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를 상쇄하면서 보다 많은 참여자
를 흡수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을 주제로 시연하는 공연프
로그램인데 규모와 예산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순회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공연물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완성도가 떨어지고 학습형 공연이라는 
한계에 묶여 공연이지만 예술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 
스텝들의 경우에도 과학을 주제로 한 공연을 창작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을 토로하며 예산의 한계에 묶여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문제 2>의 국립과천과학관 지역
순회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향후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별도의 그래프로 표기해 보았다. 

국립과천과학관 지역순회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운
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FGI를 통한 결과를 분석
한 후 최종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들과 3차 개별 
심층인터뷰를 통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는 FGI를 
통한 현장의 콘텐츠적 평가결과와 문제점 이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한 

개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결과 과정에서 도출된 
5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을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
성하였다. 

Table 3. Strategic Elements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s 
Regional Tour Program

최종적으로 도출된 개선안은 전체적으로 전문예술인
을 참여시켜 전체적인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점과 홍보인력을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사전홍보
와 사후홍보, 연계호보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표프로그램을 시급히 개발하
여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그 중 실제 지역순회프로그램의 스텝으로 참여해본 기
획자들과 전문가 그룹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문가 그룹
의 경우 전문예술인을 통한 예술성 보완과 홍보를 가장 
시급한 개선점으로 뽑았으며 현장 기획자와 스텝의 경우 
대표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현장 방
문객을 확대하는 방안을 더욱 중요한 우선 과제로 선정
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과학을 주제로 한 공공서비스 기관들 중 상

대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립과천과학
관의 지역순회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
되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지역순회프로그램이 비교적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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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 복지, 교육 분야 순회
프로그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내외적 인지도가 매우 
낮고 그로 인한 지역 확산이 미흡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국립과학관 관
련 전시프로그램 분석연구는 다수 시행되어 왔으나 국립
과학관들의 지역순회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전무하였다.

2018년부터 국립과천과학관의 지역순회프로그램을 
직접 참관하거나 1회 이상 사업에 참여했던 기획자 및 
스텝, 과학&문화콘텐츠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 등 총 12
명을 대상으로 FGI 질적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결과는 과
학을 주제로 한 지역순회프로그램에 대해 첫째 매우 특
별한 체험의 기회, 둘째는 소수의 기쁨, 셋째는 재미는 없
지만 학습형 공연 세 가지 상위 의미 단위로 도출되었다.

이는 국립과천과학관 지역순회프로그램의 현장운영 
문제점, 장·단점과 한계점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는데 큰 
맥락에서 살펴보면 과학기관의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지
역순회프로그램은 과학 분야의 흥미성 제고, 직접 체험의 
기회 증대, 과학 공공 서비스의 긍정적 이미지 확산 측면
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홍보의 
부족, 예술성 부족으로 인한 콘텐츠 매력도 저하 등의 문
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장 평가에 
대한 대표적인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으로 언급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FGI 분석 과정 이외에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5가지 대표적인 문제점을 대상으로 구체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12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재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문교수그룹과 현장경
험이 많은 기획 및 스텝들의 의견이 약간은 상이하게 나
타났다. 전문교수그룹은 초반부터 전문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반적인 콘텐츠의 질적 수준을 높일 것으로 
우선적으로 제시하였고 더불어 지역순회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시급히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현장경험이 많은 스텝들의 경우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확충하고 상징성 있는 대표프로그
램을 개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시행 3년차에 들어가는 국립과천과학관 지
역순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되었으나 순회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 복
지, 교육 등 타 분야에 비해 그 역사가 짧고 시행 초기인 
만큼 전국의 과학 공공서비스 기관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관들의 지역순회프로그램 관련하여 정량적 
수치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수혜자가 적더라도 

사회적 가치, 홍보의 가치, 학습기회의 확장 측면에서 무
조건적 정량화보다는 콘텐츠의 매력도를 높이는 정성적 
연구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전국의 과학 공공기관들의 찾
아가는 과학문화 사업들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유의미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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