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8

인성요소: 존중

내가 가 본 박물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존중,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기부터
다양한 문화에 접해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전통 문화와 다양한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관람 장소를 선택할 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을 느낄 수 있는 소재나 주제
를 선택해 주세요.
∙부모님의 관심 보다는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소재를 선택하면 더 관람 효과
가 좋겠지요.
∙자녀의 연령에 맞는 지를 생각해 보시고, 자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있는 곳을 선택해도 좋아요.

관람 전에
∙자녀와 함께 신문기사나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을 통해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미리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신문, 잡지, 홈페이지, 보고 온 사람에게 정보 얻기 등).
∙홈페이지로 각종 행사 일정을 숙지하고 참여 프로그램이 있으면 미리 신청하면
좋지요.
∙전시는 걸어 다니거나 계속 서 있어야 하므로 되도록 편하고 간편한 옷과 신
발을 착용하세요.
∙자녀가 원한다면 관심 있는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간단한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시간에 쫓기면 감상이 되지 않으므로 여유 있게 시간을 두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보세요.

관람 중에
∙되도록 소지품이 없어야 편하므로 물품 보관소에 맡기세요.
∙입구에서 브로셔를 받아 전시장 지도나 간단한 정보를 읽으세요.
∙자녀의 연령이 어리므로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을 하루에 다 보게 하기 보다
는 자녀가 관심을 보이는 몇 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관람하시는 것이 좋습니
다.
∙여러 사람이 관람을 하는 곳이므로 남에게 방해되지 않게 예의를 지키세요.
- 조용히 말하고 걸어 다니기
- 음식물과 음료수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는 사진 촬영하지 않기
- 사람이 많을 경우 차례를 지켜 관람하기
- 박물관의 동선을 따라 관람하고 작품에는 손대지 않기

인성요소: 협력

관람 후에
∙여유가 된다면 미술관에서 엽서, 포스터, 도록 등을 구입하여 깊이 있는 경험
을 하세요.
∙감동이나 느낌, 혹은 본인의 해석 등 의견을 글로 남겨 사고를 명료화 시켜보
세요.
∙전시장에서 주는 자료 혹은 홈페이지 상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시 경험을 더욱
연장시키고 사고의 폭을 넓혀 보는 기회를 가지세요.

방문해 볼 만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경기도박물관
한국의 집
덕수궁 미술관
국립현대 미술관
바탕골 예술관

박물관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6가 168-6 02) 2077-9000
http://www.museum.go.kr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02) 3704-3114
http://www.nfm.go.kr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 02) 3701-7500
http://www.gogung.go.kr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길동 85 031) 288-5300
http://www.musenet.or.kr
서울시 중구 필동2가 80-2 02) 2278-1776
http://www.koreahouse.or.kr
서울시 중구 정동 5-1 덕수궁 내 02) 2022-0612
http://www.moca.go.kr/deoksugung.html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산 58-1 02) 2088-6000
http://www.moca.go.kr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 2리 368-2 031)

774-0745
http://www.batangol.co.kr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길 113 교육연구정보원 2,3 층
지구촌 민속교육 박물관 02) 3111-210
http://www.serii.re.kr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302-1 031) 962-7171
중남미 문화원
http://www.latina.or.kr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32-21 02) 793-6908
한국 이슬람 중앙성원
www.koreaislam.org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15-2 02) 735-8149
티벳 박물관
http://www.tibetmuseum.co.k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250번지
몽골문화촌
031) 559-8018
www.mongoliatow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