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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electricity and magnetism (E&M) exhibits at representative science
center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 carry out this study in the following two stages: (1)
content and design analysis of 24 E&M exhibits at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and
the Exploratorium, and (2) case analysis of the E&M exhibits with design attributes for students’
engagement in lear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E&M exhibits of the two science
centers dealt mostly with ‘electromagnetic induction’ and ‘magnetic fields caused by a current’ at the
middle and the high school levels, and encouraged students’ cognitive and behavioral engagement
by reflecting design attributes that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exhibits and how to use them.
However, design attributes to enhance students’ emotional engagement are rarely observed. Based
on these results, I discuss the E&M exhibit design to foster students’ engagement in learning physics.
Keywords: Electricity and magnetism, Science center, Exhibit design,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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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전기와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학 전시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과
샌프란시스코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24개에 대한 내용과 디자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학생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속성을 다수 포함한 전시물의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두 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및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수준의 전시물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물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전시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디자인 속성을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지적 참여와
행동적 참여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정서적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 속성은 드물게 관찰되었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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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전기와 자기의 학습은 추상적이고 까다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1]. 이에 학생들의 전기와 자기에
대한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이나 현상을 제시하거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는 등의 교수�학습 방법이 제안된 바 있다 [2,
3].
학생들의 전기와 자기 학습을 돕기 위해서는 학습의 공간
을 학교를 넘어 학교 밖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 뿐 아니라 학교 밖 맥락에서도 과학을 학습하기 때문
이다 [4]. 특히 대표적인 학교 밖 과학학습 공간인 과학관은
학생들에게 전기와 자기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와 자기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Anderson et al. 은 전기와
자기 전시물을 관람한 11 – 12세 학생들이 과학관 방문 전
후에 그린 전기와 자기에 대한 개념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개념과 지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5].
초기 과학관의 목적은 보존, 수집, 연구 등에 있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과학관의 주요 목적은 교육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6], 과학관은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가진 관람객들
의 평생 학습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7]. 과학관에서의
학습은 전시물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획득되며, 관람객
들의 학습경험은 참여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8].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관에서 이루어지는 관람객의 참여는
학습 참여로 이해될 수 있으며, Wolf는 이를 강조하여 과학
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종류의 의미있는 학습 경험도 핵심
은 참여 (p.17)”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9].
Fredricks et al. 은 교육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를 구별하여 개념화한 바
있다 [10]. Shaby et al. 은 이러한 참여의 3가지 관점을 과
학관에서의 학습에 적용하여 과학관에서 ‘인지적 참여’는
지식과 이해를 구성하기 위한 심리적 몰입, ‘정서적 참여’는
흥미와 즐거움과 관련된 감정적 반응, ‘행동적 참여’는 질
문하기, 답하기, 제안하기, 조작하기와 같은 신체적 관여로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11]. Park et al.에 따르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는 각각 학습결과에 유의한 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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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므로 [12] 관람객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참여는
모두 과학관의 학습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편, 과학관에서의 참여는 전시물의 디자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3]. Sanford는 과학관에서 관람객의 참여
수준을 전시물을 만지지 않고 보기만 하는 단계, 전시물의
일부 요소를 조작해보는 단계, 전시물이 의도하는 활동 수
행을 위해 전시물의 많은 요소를 조작해보는 단계로 구별하
였으며, 전시물의 디자인이 관람객의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14]. 동일한 맥락에서 전시물의 디자
인은 과학관에서의 학습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강조되기도 했다 [15,16].
최근에는 초중등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참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시물 디자인의 구체적인 특징을 밝
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Shaby et al. 은 이스라엘
과학관에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문한 학생들에 대한 종
단연구를 통해 감각-운동(sensory-motor) 경험을 제공하는
전시물이 과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며, 추상적인
과학 개념은 실감형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밝
혔다 [17]. Dancstep & Sindorf는 미국 3개 과학관의 334
개의 체험형 과학 전시물을 관람한 학생 906명의 참여 수
준을 분석하여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설명
판, 전시물의 모습,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18].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 과
학관법)」은 과학관의 목적을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
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세
가지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과학관의 목적이며,
모두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과학관
관람객의 약 70%가 어린이·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19], 초
중등 과학교육의 관점에서 전기와 자기 학습을 위한 공간
으로서의 과학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을 대상으로 전시물의 내용이 초중등 학생들이 이해
하고 참여하기에 적절한지, 전시물의 디자인이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에 충분한지 분석하고,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전시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전기와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학
전시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내용
특징은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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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list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E&M) exhibits in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GNSM)
and the Exploratorium.
·
·
·
·
·
·
·
·
·
·
·
·

E&M Exhibits in GNSM (n = 12)
Tesla coil
Electric motor & electric generator
Fan & wind power generator
Transformer
Electromagnetic swing
Magnet generator
Van de Graaff Generator
Faraday’s electromagnetic induction coil
How RFID Card works?
Oersted’s effect
Magnets vs. Electromagnet
Electromagnetic ring launcher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디자인 특징은 어떠한가? 셋째, 학생
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특징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기와 자기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학 전시물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목적이 있었으므로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을 보유하
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대표 과학관으로 분류될 수 있는
과학관의 전시물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한국은「과학관법」에 의거하여 2004년부터 5년마다 과
학관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최근 ‘제4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 (‘19 – ’23)’을 발표했다 [19]. 이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관은 국립 9개, 공립 87개, 사립 39개로 총 135
개의 과학관이 있으며, 연간 1,949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과학관은 국립과천과학관으
로 2019년에 약 26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들 중
약 56만 명 (약 21%) 이 성인 관람객이었다 [20]. 국립과천
과학관은 실험�체험 중심의 학교 밖 과학교육을 강조하는
과학관으로서 과학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를 위한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으로 선정되었다.
미국에는 2018년을 기준으로 2,480개의 과학관이 운영되
고 있으며, 이들 중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익스플로라토리
움 (Exploratorium) 은 탐구 기반의 다양한 과학 전시물들
을 자체적으로 설계�제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이다
[21]. 2019년에 약 8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22],
통상적으로 어린이를 포함하지 않고 방문하는 성인 관람객

E&M Exhibits in the Exploratorium (n = 12)
· Communicating coils
· Generator effect
· Magnetic pendulums
· Magnetic suction
· Circuit workbench
· Photoelectricity
· Phototube
· Motor effect
· Magnetic clouds
· Magnetic domains
· Jacob’s ladder
· Glow discharge

비율이 45%가 넘는다 [23]. Exploratorium은 다양한 과학
체험형 전시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람객의 참여를 증진시
키기 위한 전시물 디자인 전략을 개발· 적용하는 과학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므로 [17,24] 본 연구를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으로 선정되었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은 2018 – 2020년에 연구자가 국립과
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에 방문했을 당시에 전시되고
있었던 전기와 자기 전시물로 정했으며, 각 과학관의 큐레
이터에게 확인을 받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에
포함된 전시물은 국립과천과학관 12개, Exploratorium 12
개였으며, 총 24개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Table 1 참조).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과학관의 전시물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과학관 방문 전 사전조사, 과학관 방문을 통한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과학관 방문 후 자료 분석의 절차를 따라 수행
되었다 [25].
연구대상 전시물의 내용과 디자인을 분석하기 위해 각
과학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전기와 자기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26,27], 연구자가 직접 해당 전시물들을
관람하고 체험하면서 각 전시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이해하
였다. 관람하는 전 과정은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하였으
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의 분석틀에 따라 전시물의
내용과 디자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과학관의 전시물이 각국의 초중등 학생들에
게 전기와 자기 학습을 위한 경험을 제공하기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각 과학관이 속한 국가의 교육과정 또는
표준에 근거하여 전시물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
로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물은 한국의 ‘2015 개정 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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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framework for analyzing exhibit design for students’ engagement.
Exhibit Design Components
EDGE #1.
Exhibit
Use drawing
Label
EDGE #2.
Image of a person
Look
and Feel

EDGE #3.
Familiar Object
EDGE #4.
Homey, personal,
homemade, delicate
EDGE #5.
Playful, Whimsical, Humor
EDGE #6.
Multiple stations or sides

Interaction
EDGE #7.
Accommodate 3+ people
EDGE #8.
Watch others to preview
EDGE #9.
Open-ended

Description
The exhibit label includes a use drawing, helping visitors
understand what actions to take at the exhibit.
The exhibit label includes at least one image of a person,
providing real-world context or helping visitors use the exhibit.
The exhibit includes at least one familiar object that most people
have seen before, offering visitors a familiar entry point or
showing how it is applied in the real world.
The exhibit’s look-and-feel is homey, personal, homemade, or
delicate, helping visitors feel safety and comfortable.
The exhibit’s look-and-feel is playful, whimsical, or humorous,
fostering a feeling of playfulness rather than a need to “be
serious” or “get it right.”
The exhibit has multiple stations or sides, giving each visitor
ownership of a personal space to experience the phenomenon or do
the activity.
The exhibit has been designed with space to accommodate three
or more people, making it easier for a group to interact or work
together.
The exhibit is designed so visitors can watch others to preview
what to do, allowing visitors to be oriented to the activity.
The exhibit is open-ended that provides multiple outcomes,
activities, or ways to interact, encouraging visitors to keep using
it for extended play.

Note. Based on Dancstep & Sindorf [18].

교육과정’ [28]이 제시하는 성취기준 및 내용요소에 따라,
Exploratorium의 전시물은 미국의 ‘차세대과학교육표준
(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29]이 제
시하는 수행기대 및 내용에 따라 분석하였다. 개별 전시물의
주제 및 핵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관련성이 높은
성취기준 또는 수행기대의 코드를 정리하였다.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교육 석사 학위를 소지한 중등
과학교사 2인이 개별적으로 서면 검토하였으며, 연구자와
검토자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 4개의 전시물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검토자 2인이 추가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시물의 디자인은 Dancstep & Sindorf가 개발한 ‘여학
생의 참여를 위한 전시물 디자인 (EDGE: Exhibit Designs
for Girls’ Engagement)’ 요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참조). EDGE는 여학생의 학습 참여를 촉진시키는
전시물 디자인 속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도구이나,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9가지 속성을 도출했으므로 전시물 디자인의 분석틀로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9가지
요소 중 남학생의 학습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
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많은 요소들이 남학생의 학습 참
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18]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위한 전시물 디자인 분석틀로 활용하
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9가지 요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명판 (Exhibit Label)’
의 구성요소는 ‘인지적 참여’ 및 ‘행동적 참여’를 촉진하
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시물의 모습 (Look and
Feel)’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정서적 참여’와 관련되어 있
고, ‘상호작용(Interaction)’의 구성요소는 ‘행동적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는 전기와 자기 전시물, 설명판, 전시물의 작동방식
등을 고려하여 전시물에 반영된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였다.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Exploratorium의 12
개 전시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Exploratorium에서 20년 이
상 근무한 선임 연구원 1인과 선임 디자이너 1인에게 검토
받았으며, 연구자와 검토자의 토론을 통해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검토자로 참여한 선임연구원은 EDGE 프로
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선임 디자이너는 전기와
자기 전시물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담당했기에
검토자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12개
전시물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했으므로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중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위한 전시물 디
자인 요소를 가장 많이 포함하는 전시물을 선정하여 각각의
디자인 요소들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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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icity and Magnetism (E&M) exhibits in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GNSM) related to
the Korean national science curriculum.
School Level
& Grade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3–4
5–6

7–9

Content Elements
in the Korean National Science Curriculum
Magnetic force, Properties of magnets
Electric circuits, Electrical Safety
Electromagnet
Electric force, Electrification,
Electrostatic induction
Electric circuit, Voltage, Current, Resistance
Magnetic field, Electric motor,
Electric generator
Energy conversion

10
High
School

Electric energy, Electric power transmission
Electromagnetic induction,
Induced electromotive force

11–12

E&M Exhibits in GNSM
Title

Number
1

· Magnets vs. Electromagnet
· Van de Graaff Generator
· Electric motor & electric generator
· Electromagnetic swing
· Oersted’s effect
· Electromagnetic ring launcher
· Fan & wind power generator
· Magnet generator
· Transformer
· Tesla Coil
· Faraday’s electromagnetic
induction coil
· How RFID Card works?

7

4

Energy level, Electric charges and field,
Dielectric polarization, Electric lines of force
Electrical conductivity, Energy bands
Magnetic fields by currents, Magnetic
field lines, Magnetism in substances

개발된 한국과 미국의 전시물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발사대’)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모두 교육과정 성취기

써 전기와 자기 전시물이 학습 참여를 위한 디자인 속성을

준 “[9과09-04] 전류의 자기작용을 관찰하고 자기장 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하여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와 연계되어 있었다. 특히 4점의
전시물 모두 손잡이를 돌리거나 버튼을 누르면서 전류의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자기작용이나 전동기의 작동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의
전시물로 구현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가

1.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내용 특징 분석

설명판에 제시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다음으로 ‘전자기유도, 유도기전력’과 관련된 전시물이 3

이 각각 한국과 미국의 초중등 교육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

개 (‘테슬라 코일’,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코일’, ‘IC카드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시물의 주제와 내용을 한국의

작동원리’) 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12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미국의 NGSS에 근거하여

물리Ⅰ02-07]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분석하였다.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또는 “[12물

먼저 국립과천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과 2015 개정

리Ⅱ02-08] 상호유도를 이해하고,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12점의 전시물 모두가

할 수 있다”와 연계되어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전시물들은

초중등 과학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었다 (Table 3 참조).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설명하거나(예: ‘패러데이의 전자기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유도 코일’) 그 원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 :

전시물이 1점,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시물이 7점,

‘테슬라 코일’, ‘IC카드 작동원리’)를 보여주는 형태로 구성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시물이 4점으로 초등학교

되어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연계된 전시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립과천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들은 내용

성취기준 및 내용요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

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의 연계성이 높

보면, ‘자기장, 전동기, 발전’과 관련된 전시물이 4점(‘전동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일상생활과

기와 발전기’, ‘전자기 그네’, ‘외르스테드 효과’, ‘전자기 링

의 적용성이 높은 일부 주제에 대한 내용 편중이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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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icity and Magnetism (E&M) exhibits in the Exploratorium related to the contents in NGSS.
School Level
& Grade
Elementary
School

E&M Exhibits in the Exploratorium
Title
Number
· Magnetic clouds
2
· Circuit workbench
· Motor effect
1

Contents in NGSS
3
4

Middle
School

6–8

High
School

9–12

Electric or magnetic interactions
Electrical energy and motion energy
Electric force, Magnetic force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Electric potential energy
Coulomb’s Law, Electrostatic forces

·
·
·
·

Magnetic fields by currents,
Electromagnetic induction

Communicating coils
Generator effect
Magnetic pendulums
Magnetic suction

6

Energy Conversion, Electric generator
Electrical forces between particles,
Electrostatic forces between objects
Electromagnetic radiation, Photoelectric effect

· Photoelectricity
· Phototube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전시물은 부족한 것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준의 전시물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났다. 또한 전시물의 내용 측면에서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과 NGSS와의 연
계성을 분석한 결과, 12개의 전시물 중 9개의 전시물이 초

유사하게 전자기 유도 등 일부 주제에 대한 내용 편중이
관찰되었다.

중등 수준의 과학 표준과 연계되어 있었다 (Table 4 참조).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학교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수준의 전시물이 2개,

은 공통적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및 전자기 유도에 대한

중학교 수준의 전시물이 1개, 고등학교 수준의 전시물이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손잡이를

6개로 고등학교 수준의 전시물에 편중되어 있었다. 또한

움직이거나 스위치를 누르면서 현상을 관찰하는 형태의 전

초중등 수준을 벗어난 3개의 전시물 (‘Magnetic domains’,

시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전시물 설명판의 내용에

‘Jacob’s ladder’, ‘Glow discharge’) 은 초중등 과학교육표

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물이 일

준에서 다루지 않는 자기구역, 이온화 효과, 플라즈마 등의

상생활에서의 활용 측면을 강조한 반면, Exploratorium의

개념을 다루고 있었다. 이는 성인 관람객의 비율이 높은

전시물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는

Exploratorium의 특징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수행기대 및 내용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NGSS의 수행기대 기술 방식에서도 나타났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 유도’와 관련된 전시물이 4

두 과학관 모두 초등학교 수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은

개 (‘Communicating coils’, ‘Generator effect’, ‘Magnetic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학관의 물리 전시물의 다

pendulums’, ‘Magnetic suction’) 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수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모두 NGSS의 수행기대 “[HS-PS2-5] 탐구조사를 계획하고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30]. 과학관의 관람

수행하여 전류가 자기장을 생산할 수 있고 변화하는 자기장

객 중 초등학생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

이 전류를 생산한다는 증거 제시하기”와 연계되는 것으로

생의 수준을 고려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 개발이 필요하다.

나타났으며, 수행기대 [HS-PS2-5] 는 원리에 대한 증거를

다만 초등학생만을 위한 전시물을 개발하기보다는 다양한

찾아서 제시하는 실천 (practice) 을 강조하여 기술되어 있

대상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전시물 개발이 필요하며,

었다. 전시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HS-PS2-5] 와 연계된 4

Exploratorium의 ‘자기 구름 (Magnetic clouds)’ 전시물은

개의 전시물 모두 손잡이를 당기거나 스위치를 누르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형 실린더 속에 유체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

철가루를 넣어두고 관람객이 실린더 벽면을 따라 자석을

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과 추가적으로 탐구해 볼 수

이동시키면서 철가루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전시물인 ‘자기

있는 질문들이 설명판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었다.

구름’은 초등학교 3학년 수행기대에 제시된 ‘접촉하지 않

이처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은 고등학

는 물체 사이의 자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전시물로

교 이상 수준의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구현함으로써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석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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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전시물 설명판
에는 자석이 만든 자기장에 의해 철가루가 자화되어 다른
철가루를 끌어당긴다는 내용이 그림과 함께 제시되어 있어
중학교 수행기대에 해당하는 ‘서로 힘이 작용하는 물체 사
이에 존재하는 장 (field)’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하나의 전시물이 다양한 수준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과학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의 관람객들이 동일한
전시물을 관람하더라도 자신의 이해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유사하게 국립과천과학관
의 ‘영구자석 vs. 전자석’ 전시물은 초등학교 6학년 교육
과정에 제시된 ‘영구자석과 전자석의 비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나, 9학년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전류의 자기
작용 관찰’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대
상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처럼
전시물을 제시하는 방식과 설명판의 내용을 활용함으로써
과학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대상에게 보다 많은 전시물을 활
용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디자인 특징 분석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
물의 디자인 특징을 EDGE의 9가지 요소에 근거하여 분석
한 결과가 Table 5에 제시되어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12점은 모두 학
생의 참여 증진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적어도 1개 이상 반
영하고 있었다. 전시물별로 살펴보면, ‘테슬라 코일’ 전시
물이 가장 많은 5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설명판
(Exhibit Label)’, ‘전시물의 모습 (Look and Feel)’, ‘상호
작용(Interaction)’과 관련된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었
다. ‘반 데 그라프 발전기’와 ‘전자기 링 발사대’ 전시물은
각각 3개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었으며, 2개의 요소를 반영
한 전시물이 8점으로 가장 많았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설명판’과 관련된 요소 중 그림을 사
용함으로써 전시물을 어떻게 조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 전시물이 5점이었으며,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시킨 설명판을 제공하는 전시물이 3점이었다. ‘전시물
의 모습’과 관련하여 누구나 본 적이 있는 친숙한 사물을
활용한 전시물이 3점이었으며, 재미· 기발함· 유머를 반영
한 전시물은 2점이었다. 그러나 편안함· 개인적· 섬세함을
반영한 전시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관람하는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전시물이 11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시물이 3점, 다양한 공간과 측면
으로 구성된 전시물이 1점이었다. 그러나 관람객이 보다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
나 관람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전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12점도 모두 학생
의 참여 증진을 위한 디자인 요소를 적어도 1개 이상 반영
하고 있었다. 전시물별로 살펴보면, ‘회로 작업대 (Circuit
Workbench)’ 전시물이 가장 많은 6개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
었는데, ‘설명판’, ‘전시물의 모습’,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
소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관람객들의 행동적 참
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과 관련된 4개의 요소
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소통하는 코일(Communicating
Coils)’ 전시물과 같이 3개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전시물
이 6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의 요소를 반영한 전시물이
3점, 1개의 요소를 반영한 전시물이 2점이었다.
요소별로 살펴보면 ‘설명판’과 관련하여, 그림을 사용하
여 정보를 제공한 전시물이 9점,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시킨
전시물이 9점이었다. ‘전시물의 모습’과 관련하여 친숙한
사물을 활용한 전시물이 2점 있었으나, 다른 2개의 요소를
반영한 전시물은 관찰되지 않았다.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이 관람하는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전시물이 7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3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
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전시물이 3점, 다양한 공간과 측면으로
구성된 전시물이 1점, 열린 형태의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전시물이 1점이었다.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이용하는 모습
을 미리 볼 수도 있도록 하는 디자인 요소 (‘Watch others
to preview’)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다른 관람객의
행동이나 반응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어 적극적인 행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18]. 다음으로 설명판에 그림
을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Use drawing’)가 많은 전시물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림이 사용된 설명판은 관람객들이 전
시물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전시물을 어떻게 작동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30].
반면, 전시물의 모습과 관련된 ‘편안함· 개인적· 섬세함
(Homey, personal, homemade, delicate)’의 디자인 요소
를 반영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은 두 전시관 모두에서 발
견되지 않았다. 집처럼 편안하고 사적 공간으로 느껴지며
섬세함을 반영한 전시물의 디자인은 관람객에게 안정감을
주어 정서적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과학을 친근하
게 느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18]. 이에 대한 사례
로서 본 연구대상은 아니지만 Exploratorium의 ‘프라이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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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 of design analysis of Electricity and Magnetism (E&M) exhibits.
Science
Center

Electricity
and
Magnetism
Exhibits

Tesla coil
Electric motor &
electric generator
Fan & wind
Gwacheon power generator
National
Transformer
Science
Electromagnetic
Museum
swing
(in Korea)
Magnet
generator
Van de Graaff
Generator
Faraday’s
electromagnetic
induction coil
How RFID
Card works?
Oersted’s
effect
Magnets vs.
Electromagnet
Electromagnetic
ring launcher
Total
Communicating
coils
Generator
effect
Magnetic
pendulums
ExploraMagnetic
torium
suction
(in the US)
Circuit
workbench
Photoelectricity
Phototube
Motor effect
Magnetic
clouds
Magnetic
domains
Jacob’s
ladder
Glow
discharge
Total

Exhibit Design Components for
Look and Feel
Homey,
Image
Playful,
Use
Familiar personal,
of a
Whimsical,
drawing
Object homemade,
person
Humor
delicate
√
√
√
Exhibit Label

Students’ Engagement
Interaction
Total
Accom- Watch
Multiple
modate others Openstations
3+
to
ended
or sides
people preview
√
√
5
√

2

√

2

√

√

2

√

√

2

√

1

√

3

√

2

√

2

√

√

2

√

√

2

√

√

3

3

11

√
√

√

√

√
√

√
5

3

3

√

√

√

0

2

1

0

28
3

√

1

√

√

√

3

√

√

√

3

√
√
√

√

√

√

√

√

√

2
2
1

√

3

√
√

√

√

√

√

6

2

√

√

√

√

√

9

9

2

(Skillets)’ 전시물은 프라이팬의 소재에 따라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엌의
모습으로 전시공간을 디자인하고 가스레인지와 프라이팬
모양의 전시물을 활용함으로써 집처럼 편안한 느낌을 관람
객들에게 제공한다.

0

0

1

3

3

√

3
7

1

32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들은 전시물의 내용을 이해하
거나 전시물을 잘 활용하도록 돕는 인지적, 행동적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 속성들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정서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디자인 속성은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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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게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전기와
자기 전시물들이 물리학의 개념이나 원리를 직접적으로 다
루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관람객들의 인지적, 행동적
참여를 돕는 전시물의 디자인 속성을 더욱 강조하여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관에 방문하는 관람
객들은 다양한 요구와 취향을 가지고 전시물을 관람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관람객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전시물을 개발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학생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전기와 자기 전시
물 디자인 사례 분석
학생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전
기와 자기 전시물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국립과천과학
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디자인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먼저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
의 전시물 중 ‘설명판’, ‘전시물의 모습’, ‘상호작용’과 관련
된 디자인 요소를 골고루 반영하고 있는 전시물 2점에 대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다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개발된 전시물 사례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디
자인 요소들이 학생의 학습 참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1)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
국립과천과학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중 학생의 학습
참여를 위한 디자인 속성을 가장 많이 반영한 전시물은 ‘테
슬라 코일’이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 전시물 중 하나
인 ‘테슬라 코일’은 전기적 공진에 의해 발생한 고전압에
의해 토로이드에 축적된 전하가 공기 중으로 방전되면서
발생하는 불꽃과 열을 관람할 수 있는 대형 전시물로서 1
시간에 1회 시연한다. Figure 1에서 보는 것처럼 ‘테슬라
코일’의 역사적 배경, 작동 원리, 응용 방법,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판이 전시물을 둘러싸는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테슬라 코일’ 전시물에서는 5개의 학습 참여를 위한 디
자인 속성이 발견되었다 (Fig. 1 참조). 먼저 ‘테슬라 코일’
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판에는 전시물의 구조와 원리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었으며 (EDGE #1),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판에는 테슬라와 에디슨의 사진이 포함되었다
(EDGE #2). ‘테슬라 코일’ 전시물 설명판에 대한 관람
객의 주목도를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역사적 배경에

Fig. 1.
(Color online) ‘Tesla Coil’ exhibit in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including 5 EDGE
design attributes.
대한 설명판이 가장 많은 관람객의 주목을 이끌었는데, 이
는 에디슨과 테슬라의 대비 구도가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1]. 전시물 설명판에 사람의
이미지가 제시되면 관람객에게 실세계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테슬라 코일’
전시물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인물 사진을 통한 대비 구도
로 표현함으로써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테슬라 코일’
을 시연할 때 희망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친숙한 사물인 형광
등을 나누어 주는데 (EDGE #3), 형광등을 테슬라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면 주위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형광등 속
형광물질이 반응하여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과학관 전시물을 관람할 때 만나는 친숙한 사물은 학생들이
전시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 정서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형 전시물인 ‘테슬라
코일’은 관람객들이 전시물 주변에 서서 독립적으로 관람
하거나 형광등을 들고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EDGE #6), 이처럼 여러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물은 학생들에게 자신이 있는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
을 제공할 뿐 아니라 다른 관람객과의 활발한 상호작용도
가능하게 한다 [32]. 또한 전시물이 전시장 중앙에 위치해
있으므로 다수의 관람객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여 적극
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EDGE #7).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중 학습 참여를
위한 디자인 속성을 가장 많이 반영한 전시물은 ‘회로 작
업대 (Circuit Workbench)’였다. 이 전시물은 관람객들이
테이블 위에 놓인 전선을 이용하여 전기회로를 만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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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디자인되었으며, 전시물의 부제인 “일상 속 사물에서
발견되는 회로들을 만들어 보세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 전기 제품의 작동원리를 회로를 구성하며 학습하는
전시물이다.
‘회로 작업대’ 전시물에서는 6개의 학습 참여를 위한 디
자인 속성이 발견되었다 (Fig. 2 참조). 먼저 테이블 앞쪽
설명판에는 일상생활 속 전기 제품의 모습이 그림으로 제
시되어 있으며 (EDGE #1), 관람객들이 어떤 회로를 만들
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적혀 있다 (예 : 화장실의 전구
와 환풍기를 켜십시오). 관람객들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전선들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는데, 이 때 전구와 같은
친숙한 사물을 활용하게 된다 (EDGE #3). ‘테슬라 코일’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친숙한 사물은 학생들이 전시물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시물이
담고 있는 내용이 실제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
주는 데도 효과적이므로 관람객의 인지적, 정서적 참여를
촉진시킨다 [32]. 관람객들이 회로를 완성하면 기존 설명판
을 들어 올려 정답이 표시된 새로운 설명판을 보면서 자신이
만든 회로와 비교할 수 있는데, 정답이 제시된 설명판에는
열린 질문도 함께 작성되어 있어 관람객들이 다른 방법으로
회로를 구성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 : 전지를 하나만
사용해서도 작동시킬 수 있을까?) (EDGE #9). 열린 형태
의 전시물 디자인은 관람객들의 대화와 참여를 촉진시킴으
로써 행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24]. ‘회로 작업대’
전시물은 대형 테이블을 반으로 나눠 양쪽으로 작업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EDGE #6), 한 쪽에 3명씩 앉아 독립
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총 6명의 관람객이
동시에 전시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EDGE #7). 또한
전시물 옆과 뒤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어 다른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미리 볼 수도 있다 (EDGE #8).
‘회로 작업대’는 전선을 연결하면서 회로를 구성하는 인지
적 학습을 요구하는 전시물이므로 다른 관람객의 행동이나
반응을 미리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지적 부담을 덜어주어 행동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2)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
기와 자기 전시물
동일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다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
기와 자기 전시물 사례가 두 과학관에서 발견되었다. 먼저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자기 그네 (Electromagnetic swing)’
와 Exploratorium의 ‘자기 진자(Magnetic pendulums)’는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전시물의 외관도 매우 비
슷했으나, 설명판의 디자인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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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Circuit Workbench’ exhibit in the
Exploratorium including 6 EDGE design attributes.
모두 1차 회로의 그네를 손으로 움직이면서 2차 회로의 그
네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하도록 설계된 전시물이며, 전자
기 유도 및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받는 힘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Fig. 3 참조).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물 설명
판에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어, 유
도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아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였다. Exploratorium의 전시물 설명판은 두
개의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설명판 상단에는 도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사람의 손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함으
로써 전시물을 조작하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설
명판 중앙에는 도선이 연결되었을 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전시물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시물이 작동
하는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그림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설명판의 차이는 관람객들의 행동적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시물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나타내거나 전시물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자세한 그림은 학생들이 전시물
을 목적에 맞춰 정확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0].
유사한 내용을 전혀 다른 방식의 디자인으로 표현한 전시
물도 있었는데,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자기 링 발사대(Electromagnetic ring launcher)’와 Exploratorium의 ‘자기 흡
입 (Magnetic suction)’이 이에 해당한다. 두 전시물은 스
위치를 누르면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서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시물이다 (Fig. 4 참조). Exploratorium의 전시물은 솔
레노이드 내부에 철 막대를 밀고 당기면서 자기장에 의해
막대가 받는 힘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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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a)

(b)

Fig. 3. (Color online) ‘Electromagnetic swing’ exhibit in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left)
and ‘Magnetic pendulums’ exhibit in the Exploratorium
(right).

(a)

(b)

Fig. 4. (Color online) ‘Electromagnetic ring launcher’
exhibit in the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left)
and ‘Magnetic suction’ exhibit in the Exploratorium
(right).

전시물이다. 반면, 국립과천과학관의 전시물은 솔레노이드
상단에 얇은 알루미늄 링을 올려두고 여기 유도된 전류에
의해 만들어진 자기장이 솔레노이드의 자기장과 반응하여
알루미늄 링이 천장까지 튀어오르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
록 디자인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전시물의
이름에도 ‘발사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마치 로켓처
럼 천장으로 튀어오르는 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천장에는
과녁 모양이 디자인되어 있었다. 이처럼 ‘전자기 링 발사대’
는 재미를 주는 디자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기와 자기 전시물에서 드물게 관찰된 ‘재미·기발함·유머’
디자인 요소를 전시물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또한 전시물 주변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3명 이상의 관람객이 동시에 관찰할 수 있
으며, 다른 관람객들이 조작하는 모습을 미리 보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버튼을 눌러 전시물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전시물은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인 국립과천
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내용과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고, 학생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반영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 사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시물의 내용 측면에서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은 공통적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및 전자기 유도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다루
고 있었다. 다만 전자기 유도에 대한 전시물의 경우, 국립과
천과학관의 전시물은 일상생활에서의 활용 측면을 강조한
반면, Exploratorium의 전시물은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두 과학관 모두
초등학교 수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으므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과학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연령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Exploratorium의 ‘자기 구름 (Magnetic clouds)’이나 국립
과천과학관의 ‘영구자석 vs. 전자석’처럼 하나의 전시물이
다양한 대상의 수준에 맞는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시물의 디자인 측면에서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기와 자기 전시물들은 공통적으로 다른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이용하는 모습을 미리 볼 수도 있도록
하는 디자인 요소(‘Watch others to preview’)와 설명판에
그림을 사용하는 디자인 요소(‘Use drawing’)를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학생의 인지적, 행동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정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전시물의 모습과 관련된 디자인 요소 (예 : 편안함·
개인적· 섬세함, 재미· 기발함· 유머) 는 매우 드물게 관찰되
었다. 과학관에서의 학습은 개념과 지식의 긍정적 변화에
해당하는 인지적 학습도 중요하지만 관심, 동기, 태도, 자신
감의 향상을 포함하는 정의적 학습이 관람객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3].
따라서 전시물의 설계 단계에서 관람객의 정서적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 요소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다수
반영한 전시물 디자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이미지 사용, 전시물에 쉽게 다
가갈 수 있도록 돕는 친숙한 사물 활용, 관람객들의 대화와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공간 구성, 다른 관람객의 행동이나
반응을 미리 봄으로써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전시물 배치
등의 전략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
석한 국립과천과학관의 ‘테슬라 코일’과 Exploratoriu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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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작업대(Circuit Workbench)’는 2개 이상의 설명판을
사용함으로써 전시물의 역사적 배경, 실생활 맥락, 전시물의
작동원리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추상적인
과학 개념을 전시물을 통해 전달할 때는 관람객들이 상상을
통해 전시물과 개념을 연결하도록 유도하기보다는 전시물
설명판을 통해 과학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적
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제안과도 일
치한다 [34]. 한편,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 사례도 분석하였는데, 설명판에
사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전시물을 조작하는 방법을 명확
하게 제시하거나(예: ‘자기 진자(Magnetic pendulums)’),
재미를 주는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여 놀이하듯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자인 (예 : ‘전자기 링 발사대’) 은 다른
전기와 자기 전시물에도 적용할 가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한 전기와 자기 전시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등 교육과정을 고려한 전시물 개발이 필요하다.
과학관의 전시물은 실세계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동기
를 높일 수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경험하기 힘든 복잡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므로 전기와 자기 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에 과학관의 전시물과
초중등 교육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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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과학관 및 과학 전시물이 학교교육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과학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OECD는
‘Education 2030’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 미래핵심역량
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행위주체성 (student agency)’을 강
조하였으며, 교사는 행위주체성의 가치를 반영한 학습 환
경을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38]. 과학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
을 발굴하여 목적에 맞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과학관의
전시물과 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기와
자기 학습 환경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관이 제공하는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내용과 디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
하였으나, 해당 전시물이 학습자에게 어떤 학습경험을 제
공하는지에 관해 보다 면밀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과학
전시물이 의도한대로 학생들이 전시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만일 전시물의 의도대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전
시물이 전달하려는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9]. 또한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
표적인 과학관인 국립과천과학관과 Exploratorium의 전시
물만을 분석하여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각국의 과학 전시물의 특징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기와 자기 전시물의 내용과 디자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시사점이 향후 전기와 자기 학습을 위한 과학
전시물의 계획과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었으나 [30,35],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전기와 자기 전시물들
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다양한 내용 영역과 학교급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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