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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행 사

2018년 박물관의 사업은 ‘2018 경기천년’이라는 흐름 속에서 특별전시를 중심으로 천년 

경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 해였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경기천년의 도래를 

앞두고 조사연구, 전시기획과 운영, 소장품 관리와 보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2018년에 

실행하는 성과를 도민들과 함께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위해 모든 

박물관원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전시에서는 상설전시실의 전시물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면서 관람환경을 개선하였고, 개띠전은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교과서 돋보기 테마전시는 관람객이 

특별전시의 내용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여 전시관람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별전시는 경기천년의 조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역사문화 콘텐츠를 첨단 미디어 매체로 

구현한 ‘천년경기와 미디어의 만남’ 전시, 고려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중심지 경기를 조명한 

‘고려도경’ 전시, 조선후기 숨어 있는 역사문화의 현장을 소환한 인물 ‘심환지’ 전시 등이 추진 

되었습니다. 

소장품은 구입, 기증, 위탁을 통해 새로 698건 1186점의 유물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유물로는 

순흥안씨 안희묵 등의 초상화, 매산 홍직필 후손 일가 및 안동권씨 서천중망공파 종중, 문화류씨 

문정공종친회의 유물, 한천두 초상 및 함, 위성공신교서(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6호) 등입니다.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지정문화재 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김종한 교지와 증급유방의 보존처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보존 관리는 ‘고려 

도경’ 특별전과 기증유물실의 기증전 출품 유물의 보존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변함없이 어린이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 사회복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연계의 전통문화콘텐츠 체험을 

보태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특별전을 연계한 교육과 체험을 강화해 경기천년의 의미를 새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과 성과는 박물관이 추구하는 연구, 전시, 소장품, 교육 분야의 발전에 중요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박물관원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역사문화의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경기도박물관장   김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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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설전시

1) 영상실

2017년 11월에 새로이 개막한 영상실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소장유물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정면에 위치한 키오스크는 박물관 주요 유물을 대형 화면에 높은 화질로 감상할 수 있는 장치 

이다. 이곳에서는 우리 박물관 유물뿐만 아니라, 경기도미술관, 실학박물관 등 경기도 공공 박물관 

소장 유물 일부도 감상할 수 있다. 영상실 왼편은 <꽃피는 조선>이란 주제의 미디어 아트 스토리 

보드인데, 문양을 터치하면 문양이 살아 움직이며 스토리를 엮어 나간다. 이 문양은 조선시대 발굴 

복식에서 가져온 것으로 꽃·구름·새·호랑이 등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영상실 오른편은 <경기도 역사 70년, 과거로 전화를 걸다>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1945년 

부터 2017년까지 매년 경기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공중전화기를 통해서 관객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이다. 70개의 뉴스 영상 편집본이 개조한 공중전화기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고, 관객은 해당 연도를 누르면 수화기 너머로 그 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를 들을 수 있다. 

동시에 공중전화기 부스 너머의 프로젝션 영상에서 당시 뉴스 화면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옛날 뉴스일수록 수화기에서 연결되는 수신음이 길게 들리며 연결된다. 

쉼의 공간으로 구성한 영상실은 박물관 소장 유물을 감상하고 인터렉티브 아트 요소를 추가하여 

재미를 더하는 공간으로 변하여 관람객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Ⅰ. 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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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고실

고고실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선사시대는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로 구분하였고, 역사시대는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백제, 고구려, 신라, 통일신라로 

구분하였다. 유물은 171건 244점이 전시되어 있다. 유적 설명 패널과 네임텍에 적힌 유물의 설명을 

통해 관람객이 유물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기적으로 전시 조명을 보완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3) 미술실Ⅰ

미술실Ⅰ은 도자기와 불교미술 관련 유물을 전시한 공간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경기도 

에서 꽃피운 화려한 도자문화를 시대순으로 전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청자를 개발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광주에 사옹원 분원을 두고 왕실백자를 

제작, 공급하였다. 전시실 초입에는 세계 도자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연표를 배치하였으며, 

우리나라 도자의 흐름에 따라 청자, 분청사기, 백자 순으로 전시하였다. 하이라이트는 고려시대 

비색청자와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지석이 있다. 특히 김명리 지석은 안동김씨 문온공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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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에서 위탁한 유물로 종모양의 독특한 형태를 인정받아 보물(제1802호)로 지정되었다. 

불교문화는 고려시대 청동 불구(靑銅 佛具)와 조선시대 불화, 목조 공예품 등을 전시하였다. 

이러한 불교유물은 불교 의식과 관련되며 예술성과 희소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고고실에 

이어 미술실Ⅰ에서는 각 유물의 특성을 세세하게 보여주기 위한 외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4) 문헌자료실

문헌자료실은 책, 문서, 편지 등의 문헌자료를 모아 놓은 곳으로 현대인에게 낯설고 어려운 옛 

문헌에 좀 더 친근하고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꾸며졌다. 전체 구성은 크게 “문헌자료란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누가 쓰고 누가 받았나”, “또 다른 기록-그림” 등으로 되어 

있다. 테마전시로는 <정조의 화성 행차>와 《사대부의 방》 이 있다. 

문헌 관련 전시 유물은 임금에게 올렸던 문서에서부터 일반 백성들이 사사로이 주고 받았던 문서, 

편지 등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자료들 약 150점이다. 각 부분에는 서랍장을 

설치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좀 더 많은 유물을 전시한 동시에, 관람객이 직접 서랍을 열어 문서를 

확인해 봄으로써 관람의 재미를 더하였다. 또한 문자를 담은 도구들, 시간을 넘어서는 타임캡슐, 

한글로 번역한 전자 북 코너를 설치하여 문헌자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하였다.

테마전 <정조의 화성 행차>는 경기도민에게 친근한 ‘정조’와 ‘화성’이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구성은 1. 정조, 어떤 임금이었을까? 2. 정조, 화성에 간 까닭은? 3. 1795년 화성행차의 모든 것 4. 

화성능행도 병풍-1795년 화성행차의 주요 장면을 그리다 5. 1795년 윤 2월, 화성에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등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정조와 화성의 인연을 살피고 있다. 그중 1~4부까지는 태블릿 

PC와 모니터에 내용을 담아 좁은 공간에 더욱 많은 정보와 볼거리를 구성하고, 태블릿 PC·모니터 

등에 익숙한 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5부는 전시실 진열장에서 화성능행도 

병풍과 함께 정조의 입장에서 화성 행차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생동감과 신선함이 느껴진다. 태블릿 

PC와 모니터로는 정조의 행차 장면을 그린 반차도행렬도와 화성에서 8일간의 주요 행사 장면을 

그린 능행도 병풍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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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부의 방》 은 ‘사대부와 서재’, ‘천자문’, ‘사대부의 복식’ 등 3개의 코너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코너인 ‘사대부와 서재’에서는 장한종의 <책거리 병풍>을 모티브로 조선 사대부의 

서재를 재현하였다. 유교경전을 비롯한 역사서, 문학서 등의 책과 각종 기물이 놓였던 사대부의 

서가(책꽂이)와 서재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천자문’ 코너에서는 평생 글을 읽으며 

지냈던 사대부들이 글공부를 시작할 무렵 접하게 되는 『천자문』의 의미를 조명하였고, ‘사대부의 

복식’에서는 평생 학자로, 관리로의 삶을 살았던 사대부의 복식 재현품이 전시되어 있다. 

테마·전시·<정조의·화성·행차> 테마전시·<사대부의·방>

5) 민속생활실

독특한 전시환경으로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민속생활실은 경기 민속생활에 대하여 

우리의 하루(의식주), 우리의 일년(세시풍속), 우리의 일생(일생의례), 민속예술 등 4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우리의 하루(의식주)에서는 근현대 민속유물을 시대순으로 전시하였다. 출토복식, 목가구, 

유기세트부터 전자기기 등 현대물품까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유물과 물품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의 일년(세시풍속)에는 조선의 천문과 시간, 대동여지도 경기도 부분, 천상열차분야지도, 

계절별 풍속과 관련된 유물을 배치하였다. 우리의 일생(일생의례)은 일생의 중요한 시기와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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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의식(출생, 돌, 성인식, 결혼, 죽음, 제례)을 소개하였다. 민속예술은 도민의 삶 속에서 

향유되는 전승 예술을 조명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하늘에서 바라본 우리마을 모형, 칠교놀이, 엄마 

아빠 어린시절 전통 민속놀이 등 작은 코너도 마련하였다.  

6) 미술실Ⅱ

서화실은 산수화, 영모화훼화, 초상화, 사군자화, 민화 등 약 30여 점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산수화’ 코너에는 김홍도의 <강가의 한가로운 풍경>, 윤제홍의 <봉암에서 더위를 피하는 선비>의 

회화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18세기 후반에 그려진 <궁중에서 열린 잔치>는 행사 장면의 장엄함과 

주변 인물들의 묘사를 통해 궁중의 생활상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주오씨 집안에서 위탁한 유물 중 

조선후기 문신인 <오명항 초상>, <오명항의 시호교지>, <왜검도>가 전시되어 있다. 

‘초상화’ 코너에는 고려말 조선초의 무신인 <이지란 초상>, 17세기 함경도 관찰사를 지낸 <장만 

초상>, 17세기 무신이었던 <이중로 초상> 작품을 볼 수 있다. 

‘영모화훼화’ 코너에는 포도를 잘 그린다고 전해지는 최석환의 <포도>, 작가를 알 수 없는 

<뛰노는 강아지>, 심사정과 김득신, 송민고가 각각 그린 <꽃과 새> 그림이 관람객들 기다리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각종 동물과 꽃, 새 등은 길상적 의미(장수, 부귀, 풍요 등)를 지니는 

것으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크게 유행한 회화 작품의 소재이다. 

‘사군자화’에서는 대나무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유덕장의 <대나무>와 이 그림에 화답하는 

이헌경의 칠언시가 함께 전시되어 있다. 

‘민화’ 코너에서는 조선 후기부터 서민들 사이에 크게 유행한 다양한 종류의 민화를 소개하고 

있다. 조선 후기 작품인 <꽃과 동물들>, <책상 위의 여러 가지 물건들>은 책가 대신 서안을 

그린 민화 책가도이다. 조석진의 <여러가지 동물들> 그림은 10폭으로 제작된 병풍 그림으로 

사슴·원앙·닭·매·학 등 화조영모화에서 전통적으로 그려졌던 소재이나, 단독으로 그려진 사자, 

이전과 다른 표현의 소의 모습에서 근대 회화의 새로운 면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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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증유물실

기증유물실은 박물관의 기증·기탁 유물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공간이다. 기탁은 기증과 달리 

소유권은 집안이나 개인이 갖고 있고, 유물을 박물관에 맡기는 방식을 말한다. 경기도박물관의 

기증·기탁 유물은 전체 소장유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종류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몇 대를 넘어 난리 통에 지켜온 물건도 있고, 잊지 못할 애절한 사연을 품은 것도 있다. 한 눈에도 

화려한 것에서부터 가족의 이야기가 깃든 소박한 물건까지 다양하다.  

기증유물실에서는 매년 새로 기증·기탁된 유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와 사연을 소개하는 

전시가 꾸며진다.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증하게 된 연유, 유물에 담긴 사연, 보존처리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함께 소개한다. 이번 해에는 “모두의 보물이 되다” 라는 내용으로 총 

234점의 유물을 선보였다. 기증으로 인해 나만의 것에서 ‘모두의 것’으로 다시 태어난 보물들과 

뜨거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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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대·보육증서(박애자·기증)

임우·초상(울진임씨·울릉군파·종중·기증)

어머니가·사용하던·냄비(허복희·기증)

이종필·지석과·지석함(고성이씨·창주공파종·종중·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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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시

1) 천년경기와 미디어의 만남, in 봄

우리 박물관은 경기 천년을 맞이하여 2018년 4월 <천년경기와 미디어의 만남, in 봄> 특별전을 

개막하였다.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이번 전시는 현대 미디어 작가의 창의성과 소장 유물의 

아름다움을 조명하는 자리로서 박물관 전시영역의 지평을 넓히고 유물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현대 미디어 작가들과의 협업이 절실했고 그들과의 

의견교류는 박물관 유물의 아름다움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되었다. 아카이브 월 및 영상실 작품들과 

더불어 미디어전의 실험적 도전은 유물의 가치를 소개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했다. 

(1) 전시 개요

① 제     목 : 미디어 특별전 “천년경기와 미디어의 만남, in 봄”

② 기      간 : 2018년 4월18일(수) ~ 6월 24일(일)

③ 장      소 :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

④ 내      용 :   경기도 자연, 경기도 사람들, 경기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주제로 천년 경기를 상징 

할 수 있는 전시

⑤ 유물 및 작품 : 책가도, 초상화, 영상작품 등

⑥ 참여작가 : 박제성, 이재형, 한승구 등 현대 미디어 작가

⑦ 참여대학 : 서강대학교, 국민대학교 미디어 영상관련 학과

⑧ 후      원 : 삼성전자(삼성 QLED 모니터 2대, 갤럭시 기어 VR 10대)

⑨ 개 막 식 : 2018년 4월 18일(수) 15시

⑩ 관 람 객 : 총 30,960명(일 평균 관람객 4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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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구성

작품명칭 이미지
소장처
(작가)

유물 명칭 이미지
소장처
(작가)

경기도의·
건축

박제성 초상화 한승구

지역감성 이재형 책가도
서강대학교

(VR)

남한산성도 규장각 요지연도 소장

청자 소장 백자 소장

타자기 소장 유성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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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연출 사진

전시실·입구·디자인 박제성,·천년의·이야기·영상작품

경기도의·자연,·문화유산 경기도의·자연,·문화유산

경기도의·자연,·도자 경기도의·사람들,·초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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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람들,·책가도 경기도의·사람들,·희로애락

경기도의·미래와·역사·영상작품 경기70년사-과거로·전화를·걸다

(4) 전시 홍보

① 기     간 : 2018. 4월 말 ~ 6월 폐막일까지

② 내     용 : 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배포, 각종 게시판을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③ 보도자료

일간지 보도일자 보도기사 제목

뉴시스 2018.04.17 천년·경기,·미디어로·재해석...·경기도박물관·특별전

경인일보 2018.04.18 천년경기·빛나는·유산,·미디어·아트로·마주보다

기호일보 2018.04.18 미디어아트로·되살린·천년의·땅,·사람,·시간

중부일보 2018.04.18 과거,·미래가·공존..·천년·경기,·미디어·기술을·입다

경기신문 2018.04.19 미디어·아트로·되살린·천년의·땅,·사람,·시간

기호일보 2018.04.20 경기·‘1000년·역사와·미래’·미디어로·빛내다

인천일보 2018.04.20 새로운·시각으로·본·과거와·현재·공존하는·공간

경기일보 2018.04.26 경기도박물관,·오는·6월·24일까지·경기천년·특별전·‘천년·경기와·미디어의·만남,·in·봄’개최

용인시민신문 2018.04.26 천년경기,·아름다운·유물과·현대·미디어의·만남

티브로드방송 2018.04.20 경기의·과거,·현재,·그리고·미래·‘천년경기와·미디어의·만남·in·봄’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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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포스터 웹·초청장

초청장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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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봉수대

박물관·건물·입구

박물관·중정

박물관·건물·입구

가로등·배너

박물관·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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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최 성과

‘경기 천년’의 뜻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고, 우리 박물관 소장 유물의 아름다움을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현대 작가들의 창의성과 유물의 결합은 박물관 전시 영역의 

활성화 및 관람객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

2) <고려도경> -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이 전시는 경기천년을 기념한 특별전으로, 1123년 중국 송나라 사신 서긍(徐兢, 1091~1153)이 

사절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 황제에게 올린 출장보고서인 『고려도경(高麗圖經)』을 

주제로 하였다. 이 책은 중국인의 시각으로 본 고려사회와 12세기 고려의 문물과 풍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특히 수도 개성과 절정기 고려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어 경기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연계행사로 학술대회, 교육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전시였다. 

(1) 개최 목적

①   경기성립 1000년이자 고려건국 1100년의 해를 기념하여 경기도 역사의 시발점에 해당하는 

고려시대의 역사와 문화상을 밝히고 경기도 정체성 확립에 기여

②   『고려도경』에 담긴 12세기 경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를 이해하고 실리적 외교관계를 통해 

주변국보다 오랜 기간 왕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고려의 힘을 이해 

③   우리 박물관에서 ‘고려’를 주제로 한 첫 전시로, 경기를 재창조한 제 요인(다양성, 개방성, 

역동성)을 소개  

 (2) 전시 개요

① 전 시 명 : <고려도경 -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② 전시기간 : 2018. 7. 26(목) ~ 2018. 10. 21(일) (총88일)

③ 전시내용 :   경기가 생기고 약 1세기가 지난 시점(1123년)에 송나라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하여 직접 본 내용을 통해 고려문화를 이해하는 여름방학 특별전 

④ 전시품목 : 『고려도경(高麗圖經)』(국내 소장본) 및 도자, 공예, 금속, 지류, 재현품 등 250점

⑤ 전시장소 :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

⑥ 전시협조 : 한국중세사학회

⑦ 관람객수 : 총33,157명(일 평균 3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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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구성

대주제 소주제 내 용 유물 및 전시물

도입

인트로 전시·소개
-·전시·개관

-·‘경기천년’과·<고려도경>
-·고려사·연표(주요·사건)

서긍의·

고려도경
왜·고려도경·인가?

-·<고려도경>의·중요성과·의의

-·제작과정,·내용,·판본·소개

-·동아시아·정세,·국가·간·관계

-·고려도경(필사본,·목판본,·영인본)

-·방문과정·영상(출발~귀국)

-·패널(지도,·연표,·그림)·

전개

수도·개경

사신단·구성과·입국
-·사신단의·구성과·일정

-·방문항로와·행렬

-·패널(신주,·객주,·고려선·그림)

-·지도(항해노선·표시)

사신단의·방문

-·개경의·구조

-·궁궐에서의·공식행사

-·개경·체류와·순천관

-·개경·지도,·궁궐·배치·영상

-·전·개성·출토·기와류,·의례용품

-·패널(도시구조,·궁궐,·관청배치)

고려인의·

풍속

귀족사회

-·귀족과·족망

-·하급관리와·백성

-·茶와·酒,·香과·藥

-·접반관·윤언식·묘지명

-·官人과·民의·유물·비교

-·차,·술,·향,·약·관련·세트·유물

불교의·나라
-·수도·개경과·불교

-·나라를·지키는·원동력

-·수월관음도,·버드나무·정병

-·대방광불화엄경,·교장

-·불교·의식구

중국과·같거나·

다른·풍속

(華豊과·土風)

-·고려인·그리고·남과·여

-·의,·식,·주생활

-·도량형,·장례문화

-·장신구,·화장용구,·복식(재현)

-·다양한·생활용기(수장형)

-·자,·저울추,·石缶명·토기편

-·고분·출토유물,·석관,·옹관

비색청자·

세밀가귀
고려공예의·우수성

-·천하제일·비색청자

-·세밀하여·귀한·고려·공예

-·청자일괄(향로,매병,병,주자·등)

-·금속(금,은,동,철제)·공예품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결말 에필로그 귀국길과·그·이후
-·험난한·귀국여정과·보고

-·<고려도경>의·현재적·의미

-·남송·대·중국과·고려의·유물

-·고려도경·인용·조선시대·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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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전시 유물

  명칭 이미지 소장처 명칭 이미지 소장처

고려도경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초조본·
대방광불
화엄경주본
(국보256)

경기도박물관

수월관음도
(보물1426)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개막후·

10일간·전시)

대방광불
화엄경소

경기도박물관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경기도박물관 고려동경 경기도박물관

청자음각
상약국명·합

한독의약
박물관

동제은상감
장생문수반

가천박물관

청자기린향로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청자·투각
상감·의자

경기도박물관

윤언식
묘비명

성공회대학교
역사자료관

석관 경기도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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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물대여 협조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인천시립박물관, 실학박물관, 성공회대학교 

역사자료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명지대학교 박물관,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아모레퍼시픽 뮤지엄, 가천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등 13개 기관의 

중요 유물(70점) 대여 전시

(5) 온라인 전시 사이트 운영

①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특별전시 코너)

●   주제별 개요 및 주요유물 소개

온라인·전시(메인·화면) 주제별·페이지·화면

(6) 전시 연계 행사

① 전시 개막식

가. 일    시 : 2018년 7월 26일(목) 오후 3시

나. 장    소 : 경기도박물관 중앙홀

다.   참석인원 및 주요 참석자 : 이원복 부산박물관장, 전보삼 만해기념관장(이상 전임 관장),   

전성임 경기도박물관협회장, 윤성태 가천박물관장, 박경식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장, 

전승창 아모레퍼시픽미술관장, 장기훈 경기도자박물관장,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등 재단 내외 귀빈 150여 명 참석

라.   진행 내용 : 강연회, 고려왕실 다례식 시연(김포다도박물관 진행), 주요 내빈 소개, 인사말, 

전시관람, 케이터링 등

② 전시 자문회의 운영

가. 자문위원 명단

●   홍영의(국민대학교 교수), 박재우(성균관대학교 교수), 김대식(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한혜선(가톨릭대학교 연구교수) 등 4명

나. 자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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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자문회의(4회) 및 유물검토회의(1회) 개최

●   전시 기획(안) 및 구성, 연출방법, 소장 유물 검토, 학술대회 공동개최 등 

③ 전시 연계 강연회

가. 일    시 : 2018. 7. 26(목) 오후 2~3시

나. 강    연 : 김대식(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학예실장)

다. 주    제 : <경기천년과 고려도경>

라. 참    가 : 관람객 100명

마. 장    소 : 경기도박물관 교육실

④ <고려도경> 학술대회 개최

가. 개최일자 :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10:00 ~ 18:00

나. 개최장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다. 공동주최 : 한국중세사학회

라. 참석인원 : 연구자, 일반인 등 200여 명

마. 발표주제 및 발표자

●   『고려도경』의 내용과 사학사적 가치 

- 기조강연 : 이진한(고려대학교)

●   12세기 동아시아와 서긍의 ‘신주(神舟)’ 뱃길 

- 발표 : 문경호(공주대학교), 토론 : 한정훈(목포대학교)

●   서긍이 본 고려사회와 황도 개경 

- 발표 : 정은정(부산대학교), 토론 : 장지연(대전대학교)

●   서긍이 만난 고려의 민관(民官) 

- 발표 : 김병인(전남대학교), 토론 : 김인호(광운대학교)

●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의 의식주 

- 발표 : 윤성재(숙명여자대학교), 토론 : 이종봉(부산대학교)

●   『고려도경』에 보이는 고려시대 공예의 양상과 특질 

- 발표 : 최응천(동국대학교), 토론 : 이용진(국립공주박물관)

●   『고려도경』에 보이는 ‘정기제도(定器制度)’의 청자 

- 발표 : 장남원(이화여자대학교), 토론 : 한성욱(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종합토론 좌장 : 박종기(국민대학교), 발표자, 토론자 전원

⑤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코너 운영 

가.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   주    제 : 전시실 속 비밀찾기 - 900년 전 이방인의 타임캡슐

●   진행 횟수 및 참가자 수 : 35회 / 초등학생 700명 

●   개발 및 운영 : 교육파트 안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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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시 연계 상설 체험

●   내    용 : 고려시대 의복 체험(성인, 어린이 / 백저포, 몽수, 복두 등 재현품)

●   장    소 : 기획전시실 입구

 

(7) 주요 언론 노출

일자 보 도 제 목 언론매체 지면

7.25(수) 경기도박물관·‘고려도경’특별전·개막 일간경기

7.26(목)

경기도박물관·주최·'고려도경'·특별전·26일·개막 연합뉴스

경기도박물관·주최·'고려도경'·특별전·26일·개막· OBS

경기도박물관·'900년전·고려도경·시간여행'·특별전· KNS뉴스통신

7.27(금)

송나라·사절·서긍이·본·고려는 인천일보· 문화·015

고려도경'·특별전·오늘·개막· 노컷뉴스

‘900년·전·이방인의·코리아·방문기’·개막 경인통신

7.30(월) ‘고려도경,·900년·전·이방인의·코리아·방문기’ 용인신문 문화

7.31(화) 탐나도다!·고려·문화예술찬가· 경인일보 문화·016

8.1(수) 고려를·방문한·중국·사신의·발걸음을·따라가다 경기도뉴스포털

8.2(목)
고려·도경으로·떠나는...·찬란한·시간여행· 경기일보 문화·018

900년·전·이방인이·본·고려문화·‘황금기’..·고려도경·展 GTV뉴스

8.3(금) 중국·송나라·사신이·본·고려불교는 BTN뉴스

8.6(월) 유물로·살펴본·12세기·고려·문물과·풍습 경기신문 문화·012

8.9(목) 900년·전·이방인의·‘코리아·방문기’ 경기도뉴스포털

8.23(목)

900년·전·이방인의·‘코리아·찬가’··· 경기신문 문화·012

천년경기,·천년보물·:·900년전·고려·장례문화·엿보기 경기일보 문화·018

유물로·살펴본·고려·이야기 GPRESS

8.24(금) <실크로드를·가다>·황해·건너온·‘스파이’·번화한·개경에·‘깜짝’ 인천일보 기획

8.28(화) 송나라·눈에·비친·고려·모습은? 불교신문 문화

(8) 전시 간행물 발간

① 전시 도록

가. 체제 및 부수 : A4 판형, 190면, 600부 제작

나. 구    성 : 전시 구성, 전문가 칼럼, 전시장 사진, 주제별 주요유물 등 수록

다. 배    포 : 뮤지엄샵 판매, 집필자, 공공기관 배포, 일반인 PDF화일 홈페이지 공개

② 학술대회 자료집 

가. 체    제 : 변형 판형, 170면 내외, 400부 제작(경기 그레이트북스 시리즈 12권)

나. 구    성 : 학술대회 발표문, 토론문, 종합토론 등 

다. 배    포 : 뮤지엄샵 판매, 집필자, 공공기관 배포, 일반인 PDF화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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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 만족도 조사 결과

① 조사기간 : 2018. 8. 1 ~ 8. 10

② 조사대상 : 관람객 162명 

③ 조사내용 : 전시내용 만족 등 8개 항목(※ 세부 내용 별첨 참조)

④ 조사결과 : 매우만족(38%)과 다소만족(51%)의 응답율이 89%로 나타남

 

구분 응답수

계 162명

매우·만족 62명

다소·만족 82명

보통 16명

다소·불만족 2명

불만족 0명

(10) 전시 관련 사진

<고려도경>·전시실·입구 <고려도경>·영상

고려의·귀족문화(차,·술,·향,·약) 고려의·공예(청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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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비색청자와·세밀가귀(細密可貴) 고려인의·풍속(식생활)

고려·공예(청동거울) 고려의·여성(화장도구,·버드나무·정병)

개막식·테이프·컷팅 개막식·고려왕실·다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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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여성·복식·재현 서울역사박물관·관장·및·직원·전시·관람(8.22)

<고려도경>·학술대회·축사(한국중세학회회장) <고려도경>·학술대회·종합토론(8.24)

일러스트·영상·제작(고려를·방문한·송나라·사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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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

2018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의 마지막은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가 장식했다. 조선시대 

정조 시기의 인물인 만포(晩圃) 심환지(沈煥之, 1730-1802)는 노론 벽파의 영수였으며, 문학에도 

조예가 깊은 사대부였다. 아쉽게도 그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많지 않아 적절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으나 2004년 청송심씨 안효공파 온양공손 응교공파 후손인 심천보님으로부터 500여 점의 

소중한 유물을 기증받았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궁금점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전시는 1. 심환지의 생애와 정치 역정, 2. 노론청류 심환지, 교류와 문학, 3. 정조의 심복, 어찰을 

받다. 4. 수장가로서 심환지, 5. 사대부 심환지의 유산 등으로 구성되었다.  

1부 ‘생애와 정치역정’ : 심환지는 늦은 나이인 42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51세에 용인 정자평에서 

은거생활을 하다가, 비로소 58세가 되는 시점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형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등 주요 요직을 거친다. 그리고 69세가 되는 해 우의정에 임명된 후 좌의정과 영의정까지 

오른다. 그의 호인 만포(晩圃)처럼 늦은 농사를 짓는 학자라 할 수 있다. 

2부 ‘노론청류 심환지, 교유와 문학’ : 문인으로서 이서구, 김종수, 윤시동, 조진관 등과 간찰을 

통해 교유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친필 원고인 『벽산여고』를 통해 그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33세 사마시에 합격한 이후의 작품들과 용인 정자평에 은거하며 지은 시들은 그 문학적 

가치가 높다. 당대 문학에 대해 평가한 김종수는 그를 “젊어서부터 백발이 되도록 문장에 힘 쓴 

사람”이라고 하였다.

3부 ‘정조의 심복, 어찰을 받다’ : 이번 특별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300여 통의 비밀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1796년 8월부터 1800년 6월까지 약 4년 동안 보낸 

어찰인데 『정조실록』, 『승정원일기』와 일치하는 내용이 많아 편지를 통해 막후에서 정치를 조정한 

이들의 긴밀한 관계를 알 수 있다. 또한 1800년 6월 15일 정조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임금의 병증이 

위중함을 알리는 편지도 확인되었는데, 그간 정조 피살설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정조어찰은 각각 대립되는 입장을 가진 정파를 포용해 국정을 운영하려던 정조의 사전 의견 조율 

작업이자 중요한 정국 운영방식이었음을 보여준다.

4부 ‘서화수장가로서 심환지’ : 조선 후기 문인들의 유행 중 하나는 중국과 조선의 명필 글씨와 

유명화가의 그림을 수장하는 풍조였다. 서화 향유자로서 예술계를 이끈 또 다른 부류인 서화수장가들의 

활동이 활발했다. 이중 심환지도 마찬가지로 김상숙의 글씨, 김윤겸의 그림, 겸재 정선과 표암 강세황의 

그림을 수집하고 제화시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그가 수장했던 서화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5부 ‘사대부 심환지의 유산’ : 심환지는 1802년(순조2) 10월 18일 풍위를 앓다가 세상을 떠났다. 

정조는 생전에 심환지에 대해 “벼슬길이 통하고 막히는 가운데 10년 동안 불우하게 지냈어도 

굳게 참으며 궁색한 생활을 견뎌냈고, 요직에 올랐을 때도 포의 때의 옛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고 

노론 벽파로서 그의 삶을 잘 표현하였다. 심환지가 세상을 떠나자 순조는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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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시 개요

① 전 시 명 :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

② 전시기간 : 2018. 11. 28(수) ~ 2019. 1. 27(일) (총61일)

③ 전시장소 : 경기도박물관 기획전시실

④ 전시유물 : 청송심씨 응교공파 후손 기증유물 154건 169점

⑤ 전시내용 : 심환지의 생애를 중심으로 5가지 주제로 전시 구성

가. 1부 : 출생과 관직에 나아가다

나. 2부 : 노론청류 심환지, 교류와 문학

다. 3부 : 정조의 심복, 어찰을 받다

라. 4부 : 수장가로서의 심환지

마. 5부 : 사대부 심환지의 유산

⑥ 관 람 객 : 총 12,528명(일 평균 205명) 

(2) 전시구성

구분 대주제 소주제 내 용 유물 및 전시물

1부
출생과·
관직에·
나아가다

출생과·가족 -···심환지(1730-1802)의·출생과·가계 -·청송심씨파계도,·초상화·등·10여·점·

관직생활
-···41세·문과급제부터·본격적·
관직생활에서·영의정에·오르다

-·진사,·문과·교지,·소초·등·10여·점··

2부
노론청류·

심환지,·교류와·
문학

교류와·문학
-·노론·가족들과의·편지글·왕래
-·문형의·경지에·올랐던·싯귀

-···영규율수,·만포집,·오세묵적,·김종수·
초상,·유언호·초상·등·20여·점

3부
정조의·심복,·
어찰을·받다

발신자와·수신자
-···萬川明月主人翁인장,·端揆開坼····
봉인함·등·정조의·호와·우의정····
심환지를·의미

-···1796∼1800년·4년간·정조·
임금에게·받은·어찰·300여·통

···※·개인소장·정조어찰·297점,·
········보물·1923호·대여

편지·정치
-···실록과·승정원일기의·기록과·
일치하는·막후·편지·정치

정조의·
인간적면모

-···껄껄,·뒤죽박죽·등·격이·없는·평서형·
어투로·쓴·어찰

긴밀한·관계
-···정조어찰첩·1첩·<丁巳正月十七日>····
경우·하루·4차례·서신·보냄

-·정조·사망·직전·건강악화편지

4부
수장가로서의·

심환지
서화·소장가·
로서의·심환지

-···노론계·화가,·서예가들의·대표적인·
작품·수장

-···금오계첩,·배와시고,·경교명승첩·
발문(영인),·인왕제색도·발문(영인)

5부
심환지의·
유산

추모
-···심환지·사후·노론벽파·실권으로·인한·
관직삭탈과·복관

-·시호교지,·치제문,·제문·등·10여·점

사대부의·방 -·후손들의·문서와·도서들
-···40여·점·유물을·사대부의·서가로·
재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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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연계 강연회

① 일       시 : 전시기간 중 1회

② 강 연 자 : 김문식(단국대학교 교수)

③ 주       제 : <벽산학사 심환지의 활동> 

④ 참가대상 : 일반인

⑤ 장       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 200명 참석

(4) <만포 심환지> 학술대회 개최

① 개최일자 : 2018년 11월 30일(금) 10:00 ~ 18:00

② 개최장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 150명 참석

③ 발표주제 및 발표자

가. 심환지의 정치활동 : 김문식(단국대학교) 

나. 심환지의 문학과 교류 : 백승호(한남대학교)

다. 심환지의 생애와 활동 : 장유승(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라. 소장가로서 심환지와 18세기의 동향 : 황정연(문화재청)

마. 심환지와 정조의 도장 : 박철상(한국문헌문화연구소)

(5) 전시 사진

전시실·내부

개막식 유물·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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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현수막

학술강연회(11.28) 학술대회(11.30)

도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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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어찰>,·개인소장 <금오계첩>

『벽산여고』· 『정조어찰첩』·보물·제1923호,·케이옥션·소장

<인왕제색·제화시>,·영인본 <심환지·시호·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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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마전시

1) 2018 개띠 해 <개띠전>

2018년 무술년(戊戌年)을 맞아 개띠 해 테마전시를 2월 13일부터 4월 15일까지 두 달간 2층 

상설전시실 입구에서 개최하였다. 2018년은 ‘황금 개띠’에 해당하는데 ‘무’는 오방색 가운데 

‘황색’을 의미하고, ‘술’은 ‘개’를 의미한다. 개는 열두 띠 동물 중 열한 번째로 인간과 친밀한 

대표적인 반려동물이다.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개는 제사의 희생물로 종종 이용되었으며, 

『삼국사기』 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경고하는 영험한 동물로 등장한다. 경기지역에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충성스런 개의 설화와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가 개로 환생하여 

자식이 업고 전국을 구경했다는 훈훈한 옛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시대에는 영모도(翎毛圖, 새와 짐승을 그린 그림)가 유행하였다. <모견도>, <화조구자도> 

등을 그린 이암(李巖, 1499년~미상)은 개를 가장 잘 그린 화원(畵員, 왕실의 전속 화가)으로 

평가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도세자나 신윤복, 김홍도, 장승업 등도 개를 섬세하게 그린 화가이다. 

조선 후기의 화가 김두량은 귀신 잡는 개로 알려진 삽살개를 잘 그렸는데, 하루는 영조 임금께 개를 

그려 바친 일이 있었다. 영조는 그 그림을 보고 “밤에 사립문을 지키는 일이 너의 임무인데 어찌하여 

낮에 여기 있느냐”고 하였다. 이는 영조가 신하들이 일보다는 권력을 두고 다투는 일을 빗대어 말한 

일화이다.

이번 테마전시에서 소개한 그림은 작가는 알 수 없으나 비교적 섬세한 필치로 동화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양귀비를 배경으로 장난치며 놀고 있는 강아지를 그린 간결한 구도이다. 나비를 

쫓아 허공을 향해 이리저리 뛰며 노는 천진스런 강아지들의 평화로운 순간을 포착하여 그렸다. 

당장이라도 뛰어오를 듯 목표물을 향한 두 눈에는 장난기와 호기심 어린 듯 하다. 조선시대에 

그려진 강아지 그림을 감상하면서 활기찬 새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2) <교과서 돋보기> 1탄 – 고려시대의 거울

4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2018년 첫 《교과서 돋보기》 테마전으로 2층 상설전시실 입구 

공간에서 《고려시대 거울》(2018.04.25~07.24)을 소개하였다. 매일 아침 우리는 거울을 보며 외출 

준비를 하고, 손거울로 자주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옛날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까? 거울이 없던 시절 사람들은 잔잔한 물에 얼굴을 비추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시대부터 청동거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거울은 권위를 

상징하거나 주술적인 도구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대에는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많은 양의 

청동 거울이 제작되었다. 거울의 뒷면에는 물고기, 용, 꽃과 풀 등 다채로운 무늬뿐 아니라 중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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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세계, 당시 유행하던 소설의 한 장면, 한편의 시, 바다를 항해하는 장면 등 다양한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이번 전시에는 ‘소를 기르는 영척’ 이야기가 새겨진 거울을 선보였다.

 3) <교과서 돋보기> 2탄 – 국가를 초월한 고려시대 로맨스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하여 2층 상설전시실 입구 공간에서 개최한 2018년 두 번째 《교과서 

돋보기》 테마전의 주제는 “국가를 초월한 고려시대 로맨스”(2018.10.02.~11.25)이다. 고려 말 원 

간섭기, 고려의 임금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을 하고 원의 부마가 되어야 했다. 공민왕(1330~1374, 

고려 제31대 왕) 역시 정략적으로 원나라 노국대장공주와 결혼하였는데, 다른 왕과는 달리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는 애틋한 사랑을 나눈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난산(難産)으로 인해 

노국공주와 아이가 목숨을 잃게 되었고 공민왕은 큰 상실에 빠진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한 

공민왕은 신돈으로 하여금 개혁 정치를 단행하게 하지만 권문세족의 모함과 원의 간섭으로 신돈은 

처형당하였고, 공민왕 역시 시해를 당해 개혁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개성 근교에 있는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무덤은 아름다운 왕릉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에 소개된 공민왕과 노국대장공주의 

초상화를 통해 국가를 초월한 고려시대 로맨스가 전해졌으면 한다.

 4) <교과서 돋보기> 3탄 – 조선왕조의 르네상스

11월 문화가 있는 날을 기념하여 2층 상설전시실 입구 공간에 마련한 2018년 《교과서 돋보기》 

테마전 3탄에서는 “조선왕조의 르네상스”(2018.11.27~2019.01.20)를 소개하였다.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는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1776년 왕위에 오른 후 영조의 탕평론을 이어받아 

왕정체제를 강화하여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정조는 사도세자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수원의 농업과 상공업을 발달시켜 자신의 이상 도시로 만들고자 

하였다. 정약용(丁若鏞)이 설계한 거중기, 유형거와 외래의 신지식을 받아들인 각종 기구를 과감히 

동원하였고, 우리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 화성을 축성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정치·사회 

개혁은 백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선왕조의 르네상스로 

불릴 만한 시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전시에는 정조 임금이 경기 백성들에게 내리는 글인 유경기민인윤음(諭京畿民人綸音)이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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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기르는·영척·이야기·거울 정조·임금이·경기도민에게·내린·말씀,·윤음

개띠·테마전·-·뛰노는·강아지공민왕과·노국대장공주·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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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수유물

박물관의 유물 수집은 구입, 기증, 위탁 등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도에는 안희묵 초상 등 순흥안씨 

초상화 6건 6점을 구입하였으며, 매산 홍직필 후손 일가 및 안동권씨 서천중망공파 종중, 문화류씨 

문정공종친회 등 경기도 주요 문중과 개인소장가로부터 도지정의 홍경주 초상(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7호)을 비롯해 초상화, 회화, 고문서, 고서 등 사대부 관련 유물 및 근대민속유물 689건 

1,177점을 기증받았다. 또한 한천두 초상 및 함, 위성공신교서(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6호) 3건 

3점을 위탁받아 보관 중이다. 

1) 구입유물

명칭 전체크기(㎝) 연 도 화기

1 안희묵 초상 전 62.5 × 103 1912 임자12월 모사 86세 상

2 안정환 초상 전 61 × 104.5 1912 임자12월 모사 77세 상

3 경주김씨 초상 전 61.5 × 103 1912 임자12월 모사 64세 상

4 안치원 초상 전 70.7 × 129 1912 임자12월 모사 32세 상

5 한양조씨 초상 전 61.2 × 102 미상 67세 상

6 기계유씨 초상 전 63.5× 127.5 미상 47세 상

Ⅱ. 소장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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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증유물

연번 기증자 주요유물
수량(건/점)

건 점

총계 689 1,177

1 송하균 1.11 시전 1 1

2 배원식 1.11 나침반 1 1

3 이재복 1.25 근대사진자료 14 14

4 윤홍철 2.27 사주단자함 등 민속유물 23 28

5 홍성원 2.28 홍경주초상(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7호) 등 6 19

6 김영애 3.07 도기병 9 9

7 정용재 3.08 저울 및 추 4 4

8
안동권씨 서천중망공 

종중 (대표 권처형)
3.12 권즙 교지 등 63 63

9 언양김씨 언성군 대종회 4.23 김중만 초상(보물 제715호) 등 11 11

10 조범식 4.26 이우당집 등 59 59

11 매산 홍직필 후손일가 4.30 홍직필 초상 등 101 284

12 이호상, 장현길 7.6 주칠자개문갑 등 29 70

13 송남석 7.11 청자완 1 1

14
문화류씨문정공종친회

(회장 류재석)
7.16 류일 묘 출토복식 등 31 31

15 심천보 7.19 유기제기접시 등 13 27

16 김현숙 8.17 바구니 1 2

17 미나라 쉐리쿨로바 8.22 키르기즈스탄 전통복식 2 4

18 허복희 9.05 다듬이방망이 1 2

19 지동옥 9.0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기념주화 등 13 13

20 홍순석 9.10 경기지역 일대 탁본 230 445

21 조문래 9.12 철제다리미와 받침 1 2

22 김영애 9.13 상복 등 16 25

23 안효종 9.20 안필호 교지 등 48 51

24 이덕형 10.11 지경석 1 1

25 이종한 10.21 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 등 10 10

※ 유물 수량은 전산등록 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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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양공정토시전부호도(이종한 기증) 정조어제어필(매산 홍직필 후손 일가 기증)

홍경주 초상(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7호, 홍성원 기증) 자개농(이호상・장현길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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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탁유물

연번 기증자 일시 내 용
수량(건/점)

건 점

1 한상현 9.13
한천두 초상 및 함, 

위성공신교서(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6호)
3 3

한천두 초상

2. 소장품 현황

새로 입수된 소장품은 1차로 훈증과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수장고에 입고되어 임시 보관되며, 2

차로 유물의 번호를 부여받으면서 크기·시대·재질·특징·사진 등의 기본적인 유물 정보를 정리한 

후, 3차로 각 유물에 넘버링이 진행되면서 전산관리 프로그램인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다. 등록 완료 후 4차로 소장구분별, 재질별, 유형별, 크기별로 분류되어 수장고 각 실별, 장별로 격납

된 후 이력관리를 시작한다.

보존처리가 진행 중인 유물은 입수 후 수년의 기간 후에 등록되기도 하며, 등록 이후에도 분리, 접

합 등의 사유로 수량은 변동하며, 수장고를 벗어나는 전시, 학술조사, 대여 등의 상황에서 재포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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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기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2018년도에 신규 등록된 소장품(614건 1,248점)을 포함한 박물관 전체 소장자료의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통계부터는 주요 소장자료 외 기타자료 통계도 같은 표에 게재한다.

1) 등록 소장자료 현황

단위 : 건(점), 2018. 12. 31. 기준

소장구분

입수연유

계

주요 소장자료(유물)

기타자료

소장 학술 위탁 중위(국가귀속)

합계
19,232

(32,386)

12,361

(17,521)

3,640

(8,039)

503

(1,200)

426

(514)

2,302

(5,112)

구입품
426

(514)

0

(0)

0

(0)

0

(0)

426

(514)

0

(0)

이관품
4,304

(6,954)

4,304

(6,954)

0

(0)

0

(0)

0

(0)

0

(0)

기증품
2,302

(2,650)

1,921

(2,007)

332

(580)

0

(0)

0

(0)

49

(63)

수집품
9,110

(15,239)

6,126

(8,538)

2,625

(5,614)

0

(0)

0

(0)

359

(1,087)

기탁품
2,273

(3,675)

10

(22)

683

(1,845)

0

(0)

0

(0)

1,580

(1,808)

발굴품
503

(1,200)

0

(0)

0

(0)

503

(1,200)

0

(0)

0

(0)

보관품
20

(1,549)

0

(0)

0

(0)

0

(0)

0

(0)

20

(1,549)

기타(미상)
294

(605)

0

(0)

0

(0)

0

(0)

0

(0)

294

(605)

※ 임시보관 2,000여 점 및 학습자료 20,000여 점 제외

※ 기타자료는 탁본, 복제, 기념, 찾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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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1) 추진현황

우리 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14곳의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하여‘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

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위탁 보관 중이며, 자료는 총 426건 514점이다. 2018년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보관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여주박물관에 여주 중암리 출토 유물 20건 20점

이 연장 대여되었다. 

(1) 국가귀속문화재 현황 

 (2018.12.31. 현재)

연번 유적지
수량 전시

국가귀속일
건 점 건 점

계 426 514 79 87

1 주월리

소 계 100 101 21 21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22 22 10 10 19980112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 15 15 3 3 19990723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1차신고) 30 31 8 8 20001204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2차신고) 33 33 - - 20010904

2 임진산성

소 계 30 30 - -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임진산성 1차 6 6 - - 19980316

용인시 수지읍 풍덕천리 임진산성 2차 24 24 - - 19990112

3 봉업사지

소 계 73 109 1 1

안성시 죽산면  봉업사지 44 45 1 1 19990723

안성시 죽산면  봉업사지2차 21 55 - - 20020409

안성시 죽산면  봉업사지3차 8 9 - - 20080717

4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벽제관지 8 8 - -

5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8 62 - - 19990112

6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구석기 유적 18 18 4 4 20041007

7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31 45 13 18 20010904

8 포천군 영중면 성동5리 선사유적지 30 31 3 4 20001204

9 포천군 포천읍  자작리 26 31 4 6 20011109

10 중암리

소 계 39 39 20 20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30 30 17 17 20021007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9 9 3 3 20080718

11 하남시 춘궁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차 1 3 - - 20080717

12 경기도 고양시 법곶동 멱절산 20 20 13 13 20080717

13 용인시 포곡면 마성리 할미산성 2 2 - - 20080717

14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10 15 - - 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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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정문화재 관리

1) 국가지정문화재 상태조사 및 정기조사 실시

2018년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김종한 교지와 증급유방이 보존처리가 완료되었으

며, 다음 보존처리 대상인 김중만 초상에 대한 자문회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보물 이십삼 상대회도에 

대하여 국보 승격을 위한 유물 현지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을 신청한 유

물 <백자청화황수신묘지>의 지정이 부결됨에 따라 도유형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였다. 

(1) 지정문화재 상태조사 

이십삼 상대회도 국보 승격을 위한 현지조사 김중만 초상 보존처리 1차 자문회의

(2) 지정문화재 현황

구 분 종
유 물 수 량

비고
건 점

계 46 194 282

국가
지정

소  계 28 168 228

국  보 1 1 1

보  물 26 37 46

중요민속문화재 1 130 181

도지정

소 계 18 26 54

시도유형문화재 17 25 53

문화재자료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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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문화재 세부 목록

종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종
수량

소  유  자 지정일
건 점

계 46 194 282

소계 국 보 1 1 1

국보 256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1 1 1 1 경기도 ‘90.9.20

소계 보 물 26 37 46

보물

930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 화첩 1 2 6 전주이씨 백헌상공파

‘87.12.26

941-1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

-밀찰첩 
1 3 3 여산송씨 호봉공파

941-2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및송언신초상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 
1 1 1 경기도 ‘04.05.07

1051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3 1 1 1 경기도

‘90.9.201052 천태사교의 1 1 1 경기도

1053 진언권공(언해) 1 1 1 경기도

1133 원균 선무공신교서 1 1 1 원주원씨 종중 ‘92.04.20

1174-1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1 1 1 경기도 ‘93.11.05

1174-2 이중로 정사공신교서 및 초상-이중로초상  1 1 1 경기도 ‘04.05.07

1175 심대 호성공신 교서 1 1 1 경기도

‘93.11.051176 유수초상 및 함 1 2 2 경기도

1177 오명항초상 및 함, 양무공신 교서 1 3 3 해주오씨 종중

1298 조영복 초상 1 2 2 경기도 ‘99.12.15

1406 이십삼 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1 2 6 경기도 ‘04.05.07

1480 심환지 초상 1 2 2 경기도

‘06.12.29
1481 김유 초상 1 1 1

청풍김씨 
판서공휘인백파

1577 증급유방 1 1 1 경기도 ‘08.10.17

1579 초조본성지세다라니경 1 1 1 경기도 ‘08.12.22

1622 서거정 필적 1 1 1 경기도
‘10.01.4

1630 숙종어필 칠언시 1 1 2 이완주

1680 강세황 행초 표암유채 1 1 1 경기도 ‘10.10.25

733-2 헌종가례진하도 병풍 1 1 1 경기도 ‘11.11.01

1110-2 정몽주 초상 1 1 1 경기도
‘11.12.23

1728 허전 초상 1 1 1 경기도

1830 분청사기 상감‘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 1 1 1
안동김씨
문온공파

‘14.07.02

715 김중만 초상 1 3 3 언양김씨 언성군종중 ‘81.03.18

소계 중요민속문화재 1 13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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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지정

번호
문 화 재 명 종

수량
소  유  자 지정일

건 점

중요민속

문화재
276 의원군 이혁일가 묘 출토유물 1 130 181 경기도 ‘13.08.22

소계 도유형문화재 17 25 53

시도  

유형

문화재

134 연행일록 .연행별장 외 명현통찰 1 3 3 경기도 ‘88.12.02

136 서거정 묘지석 1 1 19 경기도 ‘89.06.01

142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권 1 2 2 장호섭 ‘91.10.19

163 남계 박세채 영정 1 2 2 경기도 ‘96.12.24

169 현수제승법수 1 1 1 경기도 ‘98.12.18

191 이인엽 영정 1 2 2 경기도
‘03.09.04

192 요지연도 1 1 1 경기도

211 황진 초상 1 1 1 경기도

‘09. 03.10
210 황성원 초상 1 1 1 경기도

208 임방 초상 1 1 1 경기도

209 유순정 초상 및 함 1 2 2 경기도

245 고려사절요(갑인자본) 1 1 1 경기도 ‘10.12.08

132 삼봉집목판 1 1 2 봉화정씨문헌공종회 ‘86.05.07

316 한천두 위성공신교서 및 초상 1 2 2 한상현 ‘17.08.08

317 홍경주 초상, 유지초본 및 함 1 3 5 홍성원 ‘17.12.21

318 박충원 백자청화묘지 1 1 8
밀양박씨 규정공후 

낙촌공파 종친회
‘18.04.30

소계 도문화재자료 1 1 1

문화재

자  료
143 임연 초상 1 1 1 경기도 ‘09.03.10

5. 소장품 대여
  

소장품 대여는 대여허가검토위원회(학예팀장, 보존과학실 담당자, 대여담당자)를 구성하여 소장 

자료 대여 허가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한다. 이를 위하여 대상유물의 전시여부, 휴지기간, 보존상태 

등을 살피고 대여기간 및 조건에 따라 그 검토 결과를 ‘소장 자료 대여 허가 검토서’에 기록한다. 대

여 이후에는 대여 기관을 방문하여 유물을 실사하고 전시 상황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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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품 대여 현황

구분  대여기관 전시명 전시기간
수량

건 점

계 8개 기관 9회 47 48

단
기
-
특
별
전

대전시립박물관 산림지문, 학덕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다 `17.11.01.-`18.01.31 1 1

수원화성박물관 무풍의 본향, 수원 `18.5.24~7.22 2 2

실학박물관 정약용, 열수(한강)에 돌아오다 `18.4.16〜7.15 2 2

국립해양문화재연구 바다와 장난감 `18.5.3-8.26 12 13

단국대학교 박물관 마음을 담아 지은 사랑, 아이 옷 展 `18. 5. 3~ 7. 13 1 1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조선시대병풍 `18.10.3~12.23 1 1

수원화성박물관 조선의 궁궐, 화성행궁 `18.10.18~ 12.16 4 4

서울역사박물관 경강 18.11.9-1.7 1 1

전곡선사박물관 구석기 돌과 나무의 시대 18.11.29-19.9.5 23 23

2) 대여유물 실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대여유물 실사 서울역사박물관, 대여유물 실사

6. 보존 관리

우리 박물관에서는 소장유물과 발굴유물 및 유수의 종중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을 안전하게 보

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물의 보존상태 진단에 따른 적절한 보존처

리를 실시하고, 비파괴 구조조사 및 성분을 분석하여 유물의 재질과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며, 재질에 

따른 적합한 보존환경에서 보관하고 있다. 

2018년도에는 원주원씨 충장공파 기증의 원몽정 회지석, 고성이씨 수남공파 기증의 이의동 회지

석 등 조선시대 회곽묘에서 출토된 지석의 보존처리를 비롯하여 <고려도경> 특별전과 <기증,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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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물이 되다> 기획전에 전시되는 유물의 긴급 보존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호상·장현길님이 기

증한 주칠자개문갑과 정동옥·이영자님이 기증한 반닫이 등 근대 실생활 관련 기증유물에 대한 보존

처리가 이루어졌다. 11월에는 묘역에서 수습해 온 풍양조씨 조환(1720-1795)묘 출토복식의 긴급보

존처리가 실시되었다. 

경기도유형문화재 제317호인 홍경주 초상 및 유지초본에 대한 모사본을 제작 중으로 내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제작된 모사본은 기증자에게 증정된다. 성산이씨 묘에서 출토된 주머니 6건, 노

리개 2건을 포함한 조선시대 장신구의 재현이 이루어져 <기증, 모두의 보물이 되다> 기획전에 유물

과 함께 전시 중이며, 재현과정에 대한 기록이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소장품의 보존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와 습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생물

학적 피해 예방 관리에 힘썼다.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적 유해 생물 관리 시스템(IPM, In-

tergrated Pest Management)은 해충의 이동경로를 미리 파악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보

존 방법이다. 수장공간과 전시공간, 보존공간 등 박물관 실내에 해충 생태에 맞는 맞춤형 포집기 4종

을 설치하여 서식하는 해충을 동정하고, 그 분포도를 조사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분석결과를 통해 해

충의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제한·관리하였다. 이 밖에 새로이 기증된 유물과 전시 후 반입되는 지류, 

목재, 복식류 등에 대하여는 훈증고를 이용하여 별도의 훈증소독을 실시하였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서 주관하는 <제2회 해외전문가 대상 보존·복원 교육 워크숍>이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 독일 뮌헨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박물관에서는 2017

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여 보존과학실 정미숙 학예연구사가 [초상화 속 옷차림, 출토복식의 

발굴과 보존]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우리 박물관 소장 이돈상 초상을 사례로 보존 교육을 실습하

는 등 박물관 소장품의 우수성과 그간의 보존활동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유물지킴이’ 사업은 우리 박물관의 대표적인 찾아가는 공

공 서비스사업으로, 박물관의 보존과학 전공 학예사들이 도내 유관기관은 물론 유물을 소장하고 있

는 문중과 개인소장가를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 쌓아온 보존 관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유물의 보

존상태 진단 및 보관 시 주의점 등 보관방법과 환경 개선 사항 등에 도움을 주는 보존관련 컨설팅이

라 할 수 있다. 2018년도에는 수원 여주이씨 문중, 포천 청주양씨 문중의 묘역 보존 방안 관련 자문

이 있었고, 포천 문화류씨 문중과 양주 풍양조씨 문중의 묘역 출토 유물 수습을 지원하였다. 또한 실

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등 재단 내 박물관뿐만 아니라 성공회대 역사자료관 등 유관기관 등과 보

존 및 분석업무와 관련하여 긴밀하게 협조하였다.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는 그동안

의 보존관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보존과학실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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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수    량

보존처리

금속/ 토・도기 등 
무기

소 장 회지석, 백자청화묘지석 등  173점

의 뢰 혼개통헌 등 3점

지류/목재/직물 등 
유기질

소 장
문화류씨 기증 출토복식, 화조도12곡병, 
주칠자개문갑, 반닫이 등

66점

복제/영인
서화/지류 홍경주 초상 및 유지초본 등 5점

복식 성산이씨 장신구 등 8점

분    석 구조 및 성분 광주 관음리 및 송정동 관요백자 등 10점

보존환경

박물관 온・습도조사 온도 및 습도 측정
수장고11곳
전시실 12곳

통합적유해생물관리 수장고 및 전시실, 보존과학실 2회(연중)

훈증고 훈증소독 훈증고 1실 3회

1) 이호상·장현길 기증 주칠자개문갑 보존처리 전·후 사진

<보존처리 전>  <보존처리 후>

 <보존처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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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주관 <제2회 해외전문가 대상 보존 복원 교육워크숍> (독일, 

뮌헨) 참가

이돈상 초상 대상 복원실습 경기도박물관 정미숙 학예사 발표 워크숍 참석자 기념사진

3) 묘역출토 유물 수습 지원

문화류씨 류일 부부합장묘 출토복식 수습(포천) 풍양조씨 조상기 묘역 출토 지석 수습(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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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 프로그램

1) 어린이 발굴 체험 교실 <상상고고(想像考古)>

박물관 전시실 관람을 통해 경기도의 청동기시대를 포함한 선사시대 생활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발굴체험으로 고고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과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 운영개요

① 프로그램명 : 어린이 발굴 체험 교실 <상상고고(想像考古)>

② 운영기간 : 2018년 4월 7일 ~ 6월 27일

③ 운영장소 : 관내 전시실, 야외 발굴체험장, 회의실

④ 운영횟수 : 총 47회(개인 22회/단체 25회)

⑤ 운영내용 : 청동기시대 고인돌 발굴체험

⑥ 사업예산 : 17,300천원

⑦ 참여인원 : 943명

(2) 운영내용

① 대상 : 6세 이상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개인/단체, 특수학습 포함)

② 진행 : 1일 1~2회, 1회당 25명 내외, 2시간 진행

③ 수입 : 4,170천원

Ⅲ.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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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세부 진행 일정표

월 실행횟수 참가인원 실행일 비고

4월 25회 546명 7, 11(단), 14, 18(단), 21, 24(단), 25(단), 27(단), 28

5월 14회 234명 5, 9(단), 12, 16(단), 19, 26, 30(단)

6월 8회 163명 2, 9, 16, 27(단)

계 47회 943명 　

⑤ 총 참여인원 : 총 47회, 943명 참가(유료참가자 834명)

구분 2015 2016 2017 2018

예산 12,190천원 12,190천원 12,355천원 17,300천원

진행결과 57회, 1260명 58회, 1241명 43회, 937명 47회, 943명

비고 노후시설 보수 포함 시설 보수 포함

⑥ 프로그램 내용

시간 학습내용 수업형태 소요시간 장소

10:00 
~10:30

· 상설전시 관람
  - 고고실을 관람하며 선사시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습득 

전시관람 30분 전시실

10:30 
~11:00

· 야외 전시 설명 
  - 고인돌에 대한 설명으로 청동기 시대의 생활상 이해

전시관람 30분 야외전시

11:00 
~13:00

· 발굴체험 
  - 고고학자가 되어 청동기 시대 유적을 발굴하는 체험
  - 발굴 도구에 대한 이해 및 발굴시 주의사항 학습

체험 30분

발굴
체험장

11:30 
~12:00

· 활동지 풀이 및 유물 설명 
  - 발굴한 유물을 단서로 추리력과 상상력 발휘
  - 청동기시대에 대한 발굴 기록을 남기는 활동

설명 30분

(3) 운영사진

상설전시 관람 야외전시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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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체험 유물 설명

(4) 운영결과

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의 변화가 필요하며, 미세먼지 및 기후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체 수업 마련이 시급함

②   기존 1시간 30분 교육 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 것에 따라 교육 내용 추가 및 체험활동의 

개선이 필요함

2) 방학 전시연계 체험 교실 <동동하하(冬冬夏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인 <동동하하>는 특별전시와 연계한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역사를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 운영개요

① 운영대상 : 초등학생 4~6학년

② 운영기간 : 겨울방학 2018. 1. 23 ~ 1. 24 / 여름방학 2018. 8. 1 ~ 8. 17

③ 운영장소 : 상설전시실(미술실Ⅰ), 기획전시실, 교육실

④ 운영횟수 : 겨울방학 4회, 여름방학 8회 (총 12회)

⑤ 사업예산 : 4,800천원

⑥ 참 가 비 : 겨울방학 5,000원 / 여름방학 5,000원

⑦ 담당강사 : 2명

⑧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및 현장 접수(선착순)

⑨ 참가인원 : 겨울방학 71명 / 여름방학 177명 (총 24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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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내용

① 목적

가. 《오!경기의 천년여행》특별전시와 연계하여 천년 경기의 역사를 이해      

나. 경기 정명 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경기 역사의 시발점인 고려시대의 역사와 문화상을 학습

② 커리큘럼

가. 겨울방학- 조선시대 청화백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시간 학습내용 소요시간 장소

10:00~10:10 / 14:00~14:10 오리엔테이션 및 팀 선정 10분 교육실

10:10~10:40 / 14:10~14:40 《오!경기의 천년여행》 및 상설전시실 관람 30분 전시실

10:40~11:00 / 14:40~15:00 경기의 역사 이해 및 청화백자 제작과정, 문양 학습 20분 교육실

11:00~11:50 / 15:00~15:50 청화백자 시계 채색 체험 50분 교육실

11:50~12:00 / 15:50~16:00 작품 발표 및 설문지 작성 10분 교육실

나. 여름방학- <고려도경>과 고려시대 청자향로

시간 학습내용 소요시간 장소

15:00~15:10

오리엔테이션

- 오늘 학습할 내용과 진행에 대한 안내 

- 모둠별 학습을 위한 팀 선정

10분 교육실

15:10~15:40

특별전《고려도경》 관람 및 미션 수행

- 주강사의 전시 해설과 함께 특별전 관람

- 전시실 지도를 토대로 모둠별 미션활동 및 활동지 작성 

30분 전시실

15:40~16:30

나만의 향로 만들기 체험 진행

- 고려시대에 제작된 향로에 대해 학습

-   특별전에서 전시 중인 청자동물장식향로를 기반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나만의 향로를 제작해 봄 

50분 교육실

16:30~16:50
전시 연계 활동지 학습

- 골든벨을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 유도 및 소정의 상품 증정
20분 교육실

16:50~17:00 작품 발표 및 설문지 작성 10분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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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론매체 홍보

구분 매체명 보도내용(제목) 날짜 매체유형

1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어린이 대상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2018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운영

2018.07.27 인터넷

2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운영 부분 “2018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 
데이‘ 운영 

2018.07.16 인터넷

3 〃
페이스북, 트위터 SNS “2018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 
데이‘ 운영 

2018.07.16
2018.08.22

인터넷

4 국제뉴스 경기도박물관, 초등학생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2018.07.29 인터넷

5 KNS뉴스통신
경기도박물관 8월1일~17일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운영

2018.07.29 인터넷

6 경기신문 역사도 배우고 체험도 하고 2018.07.30 인터넷

7 중부일보 경기도박물관, 스페셜 뮤지엄데이 8월1일 진행 2018.07.31 인터넷

8 인천일보 도박물관, 내일부터 초교생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8.07.31 인터넷

(3) 운영사진

① 겨울방학- 조선시대 청화백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학습할 내용에 대한 관심 유발> <기획전시실 관람>

<상설전시실 관람> <전시실에서 학습한 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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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기 문양에 대한 강의> <청화백자 채색 체험1>

<청화백자 채색 체험2> <작품 발표>

② 여름방학- <고려도경>과 고려시대 청자향로

<특별전 관람> <모둠별 전시실 미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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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향로 만들기> <왕실의례에서 사용된 다양한 향 시향>

<모둠별 도전!골든벨 진행> <고려도경 특별전 연계 활동지 학습>

<완성된 다양한 장식의 향로> <완성된 향로 감상 및 발표>

(4) 운영결과

① 특별전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② 전시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박물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고취

③   교육 신청 뒤 방문하지 않는 인원을 보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 접수 시 대기자 접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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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등학생 문화재 체험 교실 <출발! 교과서 속 역사 탐험대>

초등학교 교과서와 연계된 창의적 교육으로 참가자의 경기도 역사 이해도 증진과 상설전시 

유물을 활용한 체험으로, 도 관련 역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1) 운영개요

① 프로그램명 : 초등학생 문화재 체험 교실 <출발! 교과서 속 역사 탐험대>

② 운영기간 : 2018년 4월 13일 ~ 6월 22일 중 매주 금요일

③ 운영시간 : 오전 10:00~12:00 / 오후 14:00~16:00(1회 2시간, 1일 2회)

④ 운영장소 : 관내 전시실, 회의실, 교육실

⑤ 운영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위

⑥ 참여인원 : 1회 단일 학급 단위 25명 내외, 최대 2개 학급 운영(50명 내외)

※ 운영시간과 참여인원은 신청 학교의 거리와 규모별로 변동 가능

⑦ 참 가 비 : 1인당 10,000원(재료비 포함, 교육 당일 전시실 무료관람)

※ 서류 갖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 무료(차상위계층 제외)

※ 전시실 재입장 시 안전한 관람을 위해 단체관람 예약 및 인솔자 동행 필수

⑧ 진행강사 : 한 학급별 2인 1조(역사학, 고고학, 교육학 등 관련학문 전공자)

⑨ 진행방법 :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지역 전문단체와 협력

⑩ 소요예산 : 11,500천원

(2) 운영내용

① 대상 : 초등학교 4~6학년 단체

② 진행 : 1일 1~2회, 1회당 25명 내외, 최대 2개 학급 운영(50명 내외)

③ 수입 : 1,810천원(유료 체험객 181명)

④ 세부 진행 일정표

月 일 단체명 참가인원

4월 27 광명 하일초등학교 118

5월

5
11
18
25
26

어린이날 행사
용인 신갈초등학교
용인 신갈초등학교
용인 신갈초등학교
G-CAFE 교육 행사

21
21
21
22

176

⑤ 총 참여인원 : 총 12회, 379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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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프로그램 내용

교육명 내가 아는 기와? 내가 만든 기와!

교육 주제

전통 기와의 쓰임새와 특징 알아가기

[교과 과정] 3학년 1학기 사회과 3. 고장의 생활과 변화 중 지붕의 종류 및 특징
6학년 1학기 과학과 3. 계절의 변화 중 한옥

교육 내용 전시관람 및 활동지 풀기 석고방향제 기와 만들기

참고 사진

 고고실 및 문헌자료실 유물 중심 체험 중심

시간 학습내용 수업형태 소요시간 장소

10:00~10:10 교육일정 설명 설명 10분 회의실

10:10~10:30  이론 수업(활동지) 및
상설전시실 관람

전시관람
20분

전시실
10:30~11:00 30분

11:00~11:50 체험학습 체험 50분
회의실

11:50~12:00 마무리 및 설문지 작성 학습정리 10분

⑦ 언론매체 및 홍보 : 총 5건(홈페이지 2건, SNS 2건, 지역언론 1건)

구분 매체명 보도내용(제목) 날짜 매체유형

1 경기문화재단
“2018 초등학생 문화재 체험 교실 《출발! 교과서 속 
역사 탐험대》‘ 운영 

2018.02.27 인터넷

2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운영 부분 “2018 초등학생 문화재 
체험 교실 《출발! 교과서 속 역사 탐험대》‘ 운영 

2018.02.27 인터넷

3 〃
페이스북, 트위터 SNS “2018 출발 교과서 속 역사 
탐험대‘ 운영 

2018.03.05
2018.03.20

인터넷

4 경인일보 경기도박물관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풍성 2018.03.14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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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사진

이론 수업 체험 학습

전시 관람

(4) 운영결과

① 프로그램 설문지 조사 결과

가. 일시 : 2018.4.21~5.26, 교육 종류 후 진행

나. 대상 : 교육 참가자 중 일부, 총 100명

다. 설문내용 분석

●   전시 관람에 대한 호응도는 1%, 이론수업에 대한 호응도는 4%로 모두 저조하게 

나타남에 따라 해설이 아닌 다른 방법의 전시장 관람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높은 호응도를 보인 활동과 향후 하고 싶은 활동의 대부분이 체험활동으로, 체험과 

교육을 밀접하게 연결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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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배운 내용 중 인상 깊었던 수업내용, 수업방법, 
유물 등을 적어주세요.

다음에 경기도박물관 수업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적어주세요.

옛날에 있던 것들이나 옛날에 생활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기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웠다.
기와 ,도자기, 백자
석기시대에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알아서 
재미있었다.
조선시대가 인상 깊었다.
석고방향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재미있었다.
번와장과 제와장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제와장은 기와를 만드는 사람 번와장은 기와장을 놓는 
사람.
석고방향제가 너무 신기하고 냄새도 좋았다.
기와와 토기를 봐서 재미있었다.
암키와, 수키와, 암막새, 수막새를 배웠다.
도자기 같은 석고방향제를 만들고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알려주셔서 좋았다.
빗살무늬토기를 본 게 신기했다.
기와
석고방향제 만들기
기와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
석고 방향제 만들기가 인상 깊었다.
수키와, 암키와, 원시시대
수원 화성 병풍
수키와와 암키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시끄러운 사람은 조용히 시키고 재미있도록 수업을 
해주시는 것이 인상 깊었다.
기와 관찰하기
암키와, 수키와, 기와집, 초가집
제와장, 번와장, 수막새, 암막새
움집, 막집, 귀틀집, 동굴, 기와집, 초가집

그림들을 조금 더 오래 보고 싶다.
조선의 역사 배우기
전시관람
전시장을 돌아다니고 싶다.
오늘 했던 활동과 다른 것들을 많이 하고 싶다.
경기도 역사
나만의 도자기 목걸이를 만들어 보고 싶다.
비누 만들기, 향수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암막새 만들기
한자 배우기
요리, 디자인
만들기
옛날 배 모형 만들기
전시장 유물 해설 투어
도자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싶다.
체육
유물 관찰하기
이 수업을 또 하고 싶다.
교육하며 놀기
기와를 만들어보고 싶다.
로봇을 구경하고 싶다.
더 재미있는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쿠키 만들기
화석 탐구
기와집 모형 만들기
새로운 역사 인물을 배우고 싶다.
못 보았던 유물을 더 보고 싶다.
석고를 또 만들고 싶다.
여러 가지 체험
방향제 말고 다른 것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체험활동
문화를 체험하고 싶다.
도자기로 직접 그릇을 만들고 싶다
재미있는 만들기
석고방향제를 또 만들고 싶다
기와장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옛날 사람들의 집을 점토로 만들기

② 평가 및 발전 방향

가. 1회차에 50명 이상의 단체를 수용함으로써 학급단체를 대상으로 수업 진행

나. 효과적인 홍보방안 모색과 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자 모집이 필요

4) 특별전 연계교육 <전시실 속 비밀찾기>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이 박물관 교육과 체험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2018 특별전시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고려도경’과 연계해 운영하여 교육 참가자의 전시 이해도를 

높여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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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개요

① 프로그램명 : 전시실 속 비밀찾기

② 운영기간 : 2018년 8월 1일 ~ 10월 20일

③ 운영장소 : 경기도박물관 내 기획전시실 및 교육실, 회의실

④ 교육주제 : 특별전시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고려도경’과 고려시대에 대한 이해

⑤ 운영대상 : 초등학생 전학년

⑥ 운영횟수 : 8월 중 16회, 9월 중 6회, 10월 중 12회(총 34회)

⑦ 운영인원 : 1회당 20명 내외

⑧ 참 가 비 : 1회당 5,000원

⑨ 사업예산 : 28,750천원

(2) 운영내용

① 교육 세부 내용

가. 초등학교 1~3학년

교육명 900년 전 이방인의 타임캡슐, 고려도경

교육기간 2018. 8. 1 ~ 10. 20 (8월 중 8회, 9월 중 6회, 10월 중 12회 총 26회) 

교육 주제 <고려도경>과 고려시대에 대해 이해하기

시간 학습내용 소요시간 장소

13:00 ~ 13:10
오리엔테이션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안내

10분 회의실

13:10 ~ 14:00
고려도경 전시관람 및 활동지 작성
- 특별전 관람을 통한 고려도경의 내용 이해
- 고려도경의 기록을 그림일기로 상상하여 표현하는 체험 교육 

50분 전시실

14:00 ~ 15:00
유물로 이해한 고려도경에 대한 조별 활동
- 전시장 활동을 활용하여 전시내용을 주요 유물 알아보기
- 조별 게임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및 또래와의 유대감 형성 증진

60분 회의실

15:00 ~ 15:30

 타임캡슐 만들기
- 유물의 개념을 이해하고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는 창작 활동
- 타임캡슐에 넣고 싶은 것을 생각해 보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과정

30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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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학교 4~6학년

교육명 900년 전 이방인의 타임캡슐, 고려도경

교육기간 2018. 8. 1 ~ 10. 20 (8월 중 8회, 9월 중 6회, 10월 중 12회 총 26회) 

교육 주제 <고려도경>을 이해하고 고려시대에 대한 심화 학습하기

시간 학습내용 소요시간 장소

9:30 ~ 9:40
오리엔테이션
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 및 안내

10분 회의실

9:40 ~ 10:30

고려도경 전시관람 및 활동지 작성
- 특별전 관람을 통한 고려도경의 내용 이해 및 
  고려도경에 기록된 시대적 상황 분석 
- 고려도경의 기록을 그림일기로 상상하여 표현하는 체험 교육 

50분 전시실

10:30 ~ 11:30

유물로 이해한 고려도경에 대한 조별 활동
- 전시장 활동을 활용하여 전시내용을 주요 유물 학습하기
- 조별 게임 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및 또래와의 
  유대감 형성 증진

60분 회의실

11:30 ~ 12:00

 타임캡슐 만들기
- 유물의 개념을 이해하고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는 창작 활동
- 타임캡슐에 넣고 싶은 것을 생각해보며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

30분 회의실

② 참여인원

날짜
참가인원

(1회차/2회차)
날짜

참가인원
(1회차/2회차)

비고

8월 1일 51명(27/24) 8월 8일 44명(20/24)

8월 중 16회 
진행, 

352명 참가

8월 2일 44명(23/21) 8월 10일 44명(21/23)

8월 3일 40명(23/17) 8월 16일 47명(21/26)

8월 7일 44명(19/25) 8월 17일 38명(21/17)

9월 15일 19명(11/8)
9월 중 6회 진행,

106명 참가
9월 20일 58명(29/29)

9월 29일 29명(13/16)

10월 4일 55명(27/28) 10월 16일 55명(27/28)

10월 중 12회 
진행,

243명 참가

10월 6일 29명(14/15) 10월 18일 16명(16)

10월 11일 55명(27/28) 10월 20일 13명(13)

10월 13일 20명(8/12)

총 34회 진행, 701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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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가자 학년(연령) 현황

※ 학급 단체 신청자를 제외한 개인 참여자 연령대 비율

④ 언론매체 및 홍보 : 총 15건(홈페이지 4건, SNS 3건, 지역언론 8건)

구분 매체명 보도내용(제목) 날짜 매체유형

1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 교육운영 부분 ‘2018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 

데이’ 운영 
2018.07.16 인터넷

2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어린이 대상 여름방학 교육프로그램 ‘2018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운영
2018.07.27 인터넷

3 경기도박물관
페이스북, 트위터 SNS ‘2018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 

데이’ 운영 

2018.07.16
인터넷

2018.08.22

4 국제뉴스 경기도박물관, 초등학생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2018.07.29 인터넷

5 KNS뉴스통신
경기도박물관 8월1일~17일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운영
2018.07.29 인터넷

6 경기신문 역사도 배우고 체험도 하고 2018.07.30 인터넷

7 중부일보 경기도박물관, 스페셜 뮤지엄데이 8월1일 진행 2018.07.31 인터넷

8 인천일보 도박물관, 내일부터 초교생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2018.07.31 인터넷

9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 교육 운영 부분 ‘전시실 속 비밀찾기’ 운영 2018.08.28 인터넷

10 〃 SNS ‘전시실 속 비밀찾기’ 운영 2018.08.31 인터넷

11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박물관/ 전시실 속 비밀찾기 (900년 전 이방인의 

타임캡슐, 고려도경) 운영
2018.08.28 인터넷

12 경기신문 “하반기 문화생활은 道박물관에서 어때요” 2018.09.09 인터넷

13 인천일보 경기도박물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진행 2018.09.06 인터넷

14 경기뉴스통신 경기도박물관 다양 연령대상 교육프로그램 5종 개편 운영 2018.09.06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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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사진

교육 오리엔테이션 특별전 ‘고려도경’ 관람

특별전 ‘고려도경’ 관람 활동지 ‘고려도경 그림일지’ 작성

활동지 ‘고려도경 유물 알아보기’ 조별 게임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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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 게임 활동 타임캡슐 만들기 ‘나의 기록 남기기’

타임캡슐 만들기 ‘걱정·소원인형 만들기’ 타임캡슐 만들기 완성작

(4) 운영결과

① 프로그램 설문지 및 조사 결과

가. 일시 : 2018.8.1~10.20

나. 대상 : 교육 참가자 중 일부(설문지 참여불가 참여자 제외), 총 653명

다. 설문내용 분석

●   경기도박물관 방문 빈도는 처음 방문한 비율(56%)과 2번 이상 방문한 비율(4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존 교육 참여자의 지속적인 참여 유지와 새로운 

교육 참여자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보여짐 

●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으로 ‘타임캡슐 만들기’ 및 ‘주사위게임’이 85%로 조사됨. 이는 

교육 참여자들이 이론적인 학습보다 신체운동 및 창작물을 만드는 활동에 큰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됨. 다음에 하고 싶은 활동에 관한 설문에서 ‘게임 및 만들기 

활동’이 76%를 차지한 것과 같은 결과로 해석됨

●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긴 교육시간을 선택한 교육 참여자가 61%로, ‘스페셜 뮤지엄 

데이’로 진행되었던 기간에 6시간 이상 박물관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보여짐. 또한 연장 운영기간 동안 ‘스페셜 뮤지엄 데이’ 기간의 교육과 동일한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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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어 학급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는 긴 시간 진행되었다고 판단됨. 또 다른 

불편한 점으로 불편한 화장실을 선택한 교육참여자가 16%로, 이는 박물관 교육실에서 

수업에 참여한 참여자들을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지하 카페, 박물관 내부(교육실 

외부)로 이동하여야 했던 점이 원인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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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깊었던 점

유물 - 청자, 청동정병, 고려도경, 청자 합, 수베개, 청자 변기 등(25%)

전시장 활동 – 폴라로이드 사진 찍기, 전시장에서 활동지 풀기, 전시 관람 등(10%)

창작활동 및 체험 활동 -  주사위 게임, 걱정인형 만들기 및 조별활동(35%)

기타 – 고려의 차문화, 강사의 수업 전달법, 모든 활동, 교육시간 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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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및 발전 방향

가.   특별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전시 참여자 연령별로 교육하고 운영함으로써 전시 

주제와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증가되었다고 보여짐

나.   초등학생에게 조별 활동 및 다양한 체험활동의 교육으로 박물관 교육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관심과 흥미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다.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참여자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한 시설 측면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라.   교육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연령별 수준에 맞춘 교육 시간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마.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령을 위한 만족도 조사 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 청소년 프로그램

1) 미래의 박물관인 <박물관을 잡(JOB)아라!>

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업무를 이론, 전시관람, 체험(게임 및 미션)활동으로 구성해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박물관 직업에서 요구되는 

환경에 대한 간접경험 및 진로탐색을 생각해 보고, 삶의 지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1) 운영개요

① 프로그램명 : 2018 <박물관을 잡(JOB)아라!>

② 운영기간 : 2018년 4월 ~ 11월 (※방학기간 제외)

③ 운영장소 : 경기도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④ 운영대상 : 자유학기제 대상 및 중·고등학생

⑤ 운영횟수 : 총 30회

⑥ 참여인원 : 총 828명 

⑦ 소요예산 : 14,970천원

(2) 운영방침

① 접수일정 : 2018년 3월 12일(월)부터 선착순 모집

② 접수방법 : 꿈길 홈페이지에서 체험프로그램 신청 후 담당자 승인 및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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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접수인원 : 회당 1학급 30명 내외

④ 참 가 비 : 무료

⑤ 강사운영 : 총 2명(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3) 운영내용

① 세부 교육내용

단계(소요시간) 수업 형태 학습 활동 내용

도입 (10분) 동기유발
- 인사, 강사 소개

- 학습문제 제시 및 활동내용 안내

전개 (95분)

이론학습 - 박물관의 정의 및 전문인력 소개

전시관람 - 경기도박물관 전시실 관람 및 모둠별 미션 수행

체험활동 - 모둠별 게임을 통한 직업 체험 활동

마무리(15분) 학습정리 및 평가
- 활동정리, 질의응답

- 학습평가, 후기공유, 인사

② 참여 인원 : 총 30회, 총 828명

횟수 일정 참가학교 학년 인원 횟수 일정 참가학교 학년 인원

1 4/12(목) 장안여자중학교 1 30 17 7/5(목) 송원중학교 1 29

2 4/19(목) 청심국제중학교 1 30 18 9/1(토)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12

3 4/26(목) 장안여자중학교 1 30 19 9/12(수) 산본중학교 2 21

4 5/3(목) 서호중학교 1 31 20 9/13(목) 백사중학교 1 32

5
5/17(목) 인창중학교

1 33 21 10/4(목) 서호중학교 1 29

6 1 33 22
10/11(목)

갈뫼중학교 1 32

7
5/24(목)

부인중학교 2 23 23 구성중학교 2 15

8 부곡중학교 1 28 24 10/18(목) 안일중학교 3 32

9
5/25(금) 샛별중학교

2 30 25 10/19(금) 보라중학교 1 27

10 2 30 26
11/1(목)

상갈중학교 1 28

11 5/31(목) 장안여자중학교 1 28 27 창용중학교 2 23

12 6/7(목) 상갈중학교 1 30 28 11/7(수) 구갈중학교 2 16

13 6/8(금) 단원중학교 2 29 29 11/21(수) 어정중학교 1 30

14 7/3(화) 부인중학교 1 24 30 11/29(목) 덕장중학교 1 24

15
7/4(수)

신갈중학교 1 35
총 30회 운영, 총 828명 참여

16 광일중학교 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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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론매체 및 홍보 : 총 11건(홈페이지 1건, 공문 1건, SNS 2건, 지역언론 7건)

구분 매체명 보도내용(제목) 날짜 비고

1 경기도박물관 <박물관을 잡(JOB)아라> 2018.03.08 홈페이지

2 경기도박물관 2018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신청 안내 2018.03.08 공문발송

3 경기도박물관 박물관을 잡(JOB)아라!! 2018.03.13 페이스북

4 gg_museum 박물관을 잡(JOB)아라!! 2018.03.13 인스타그램

5 경기신문
‘경기도박물관에서 유물 유적 직접 발굴하거나 

진로 체험하러 Go!’
2018.03.14 인터넷

6 경인일보 ‘경기도박물관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풍성’ 2018.03.14 인터넷

7 경기일보 ‘청동기시대 유물 직접 발굴··· 역사 공부는 ‘덤‘’ 2018.03.14 인터넷

8 인천일보 ‘경기도박물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진행’ 2018.09.06 인터넷

9 KNS뉴스통신
‘경기도박물관 다양 연령대상 교육프로그램 5종 

개편운영’
2018.09.06 인터넷

10 경기신문 ‘하반기 문화생활은 道박물관에서 어때요. 2018.09.09 인터넷

11 중부일보 경기도박물관, 교육프로그램 5종 새단장 2018.09.12 인터넷

(4) 운영사진

교육실 활동

전시실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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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활동 마무리

(5) 운영결과

① 프로그램 설문지 및 조사 결과

가. 일시 : 2018년 4월 ~ 11월, 교육 종료 후 진행

나. 대상 : 전체 교육 참여자 828명 중 785명 참여

다. 방법 : 태블릿 사용 전(설문지Ⅰ)과 사용 후(설문지Ⅱ)를 구분하여 분석

라. 설문내용 분석

●   참여자 분석

- 참여자는 대부분 경기도 관내 중학교 1~2학년 비율이 높음

- 설문Ⅰ :   경기도박물관을 처음 방문하는 비율이 전체의 77.8%를 차지하여 재방문의 

단체(학급)보다 새로운 참여자의 방문률이 높음을 보여줌

●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 설문지Ⅰ:   총 545명 중 매우 만족(39.8%), 만족(40.9%)이 전체의 80%의 응답 비율로 

<박물관을 잡(JOB)아라!>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 설문지Ⅱ :   총 240명 중 매우 만족(123명/51.3%)과 만족(61명/25.4%)의 비율이 

전체의 76.7%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더하여 태블릿을 이용한 수업의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128명/53.3%), 만족(52명/21.7%)으로 전체 

75%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   문제점 분석

-   교육시간에 비해 많은 활동을 체험하다 보니 각 활동의 시간이 짧았다는 의견이 많아 

시간 조정이 필요함

-   본 교육은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박물관의 직업을 알아가고 체험하기에는 

좋았으나 나의 진로계획을 세우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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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박물관을 잡(JOB)아라!> 설문지Ⅰ (4월~9월)

 10. 본 수업에서 좋았던 점,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 학생들의 활동 위주로 돌아가는 교육이 인상깊었다.
 - 빨리 끝나서 아쉽다.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 전시 관람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 친구와 함께 팀별 활동을 하여 좋았다. 
 - 진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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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박물관을 잡(JOB)아라!> 설문지Ⅱ (10월~11월)

10. 본 수업에서 좋았던 점,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 태블릿을 통하여 수업을 하게 되니 정말 좋았다.
 - 활동지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면 좋겠다.
 - 미션을 통해 박물관을 구경하니 재미있었다.
 - 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직접 활동하여 찾으러 다니는 것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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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및 발전 방향

가. 자유학년제 대상 박물관 직업 탐색 체험 기회 확대

나.   2017년 ‘(구)우리 역사와의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교의 재방문 및 올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추후 재방문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다.   하반기 태블릿을 이용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참여자의 학습자료의 다양화 및 프로그램 

만족도 제고

라. 추후 개선사항

●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활동시간이 짧아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기에 전체 교육시간 및 

참여자들의 주체적 활동시간을 늘리는 고민이 필요함

●   1일 2교육의 참여자 경우 점심식사의 장소에 대한 문의가 많았기에 박물관에서 별도의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꿈과 끼를 찾는 교육나눔사업 <취업전쟁 in 조선시대>

경기도박물관의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연계 진로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역사, 미술 등 학교 교과와 

연계한 융합교육을 통해 교실 밖 프로젝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조선시대 관직 문관(文官), 

무관(武官), 도화서(圖畫署)의 화원(畫員), 수라간(水刺間)의 숙수(熟手) 등 조선시대 다양한 직업을 

통해 나의 미래 설계에 대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1) 운영개요

① 프로그램명 : 2018 <취업전쟁 in 조선시대 – 조선시대 직업탐구>

② 운영기간 : 2018년 4월 ~ 11월

③ 운영장소 : 경기도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④ 운영대상 :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생

⑤ 운영횟수 : 총 33회

⑥ 참여인원 : 총 805명 

⑦ 소요예산 : 15,000천원

(2) 운영방침

① 접수일정 : 2018년 3월 8일(목)부터 선착순 모집

② 접수방법 : 꿈길 홈페이지에서 체험프로그램 신청 후 담당자 승인 및 배정

③ 접수인원 : 회당 1학급 30명 내외

④ 참 가 비 : 무료

⑤ 강사운영 : 총 2명(주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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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내용

① 세부 교육내용

단계(소요시간) 수업 형태 학습 활동 내용

도입 (10분) 동기유발
- 인사, 강사소개

- 학습문제 제시 및 활동내용 안내

전개 (95분)

이론학습
- 박물관의 정의 및 전문인력 소개

- 조선시대의 다양한 직업 소개 

전시관람 - 경기도박물관 전시실 관람 및 개인·모둠별 미션수행

체험활동
- 유물을 통한 조선시대 및 현재 직업 이해

- 현재의 직업군과 비교하며 나의 미래 설계

마무리(15분) 학습정리 및 평가
- 활동정리, 질의응답

- 학습평가, 후기공유, 인사

② 참여 인원 : 총 33회, 총 805명

횟수 일정 참가학교 학년 인원 횟수 일정 참가학교 학년 인원

1 4/12(목) 장안여자중학교 1 30 18
8/8(수)

방학-저학년 1~3 20

2 4/19(목) 청심국제중 1 30 19 방학-고학년 4~6 24

3 4/25(수) 수성중학교 1 30 20
8/10(금)

방학-저학년 1~3 21

4 4/26(목) 장안여자중학교 1 30 21 방학-고학년 4~6 23

5 5/3(목) 상록중학교 2 30 22
8/16(목)

방학-저학년 1~3 21

6 5/31(목) 장안여자중학교 1 28 23 방학-고학년 4~6 26

7 6/8(금) 단원중학교 2 29 24
8/17(금)

방학-저학년 1~3 21

8 6/14(목) 상갈중학교 1 28 25 방학-고학년 4~6 17

9 6/27(수) 군서고등학교 2 35 26 8/30(목) 구성중학교 2 15

10
8/1(수)

방학-저학년 1~3 27 27 9/1(토) 경기도 청소년기자단
　

12

11 방학-고학년 4~6 24 28 9/7(금) 천천중학교 1　 22

12
8/2(목)

방학-저학년 1~3 23 29 9/13(목) 백사중학교 1　 32

13 방학-고학년 4~6 21 30 10/12(금) 용인중학교 2 21

14
8/3(금)

방학-저학년 1~3 23 31 10/18(목) 안일중학교 1　 29

15 방학-고학년 4~6 17 32 10/19(금) 보라중학교 1 24

16
8/7(화)

방학-저학년 1~3 19 33 11/8(목) 상갈중학교 1 28

17 방학-고학년 4~6 25 총 33회 운영, 총 80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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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언론매체 및 홍보 : 총 19건(홈페이지 2건, 공문 1건, SNS 4건, 지역언론 12건)

구분 매체명 보도내용(제목) 날짜 비고

1 경기도박물관 <취업전쟁 in 조선시대> 2018.03.08 홈페이지

2 경기도박물관 2018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신청 안내 2018.03.08 공문발송

3 경기도박물관 취업전쟁 in 조선시대 2018.03.09 페이스북

4 gg_museum 취업전쟁 in 조선시대 2018.03.09 인스타그램

5 경기신문
‘경기도박물관에서 유물 유적 직접 발굴하거나 

진로 체험하러 Go!’
2018.03.14 인터넷

6 경인일보 ‘경기도박물관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풍성’ 2018.03.14 인터넷

7 경기일보 ‘청동기시대 유물 직접 발굴··· 역사 공부는 ’덤‘’ 2018.03.14 인터넷

8 경기도박물관 <스.페.셜.뮤.지.엄.데.이> 접수 2018.07.16 홈페이지

9 경기도박물관 <스.페.셜.뮤.지.엄.데.이> 2018.07.17 페이스북

10 gg_museum <스.페.셜.뮤.지.엄.데.이> 2018.07.17 인스타그램

11 국제뉴스
‘경기도박물관, 초등학생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2018.07.29 인터넷

12
KNS뉴스

통신

‘경기도박물관 8월1일~17일

 ’여름방학 스페셜 뮤지엄데이 운영‘
2018.07.29 인터넷

13 경기신문 ‘역사도 배우고 체험도 하고’ 2018.07.30 인터넷

14 중부일보 ‘경기도박물관, 스페셜 뮤지엄데이 8월1일 진행’ 2018.07.31 인터넷

15 인천일보 ‘도박물관, 내일부터 초교생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2018.07.31 인터넷

16 인천일보 ‘경기도박물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진행’ 2018.09.06 인터넷

17
KNS뉴스

통신

‘경기도박물관 다양 연령대상 

교육프로그램 5종 개편운영’
2018.09.06 인터넷

18 경기신문 ‘하반기 문화생활은 道박물관에서 어때요.“ 2018.09.09 인터넷

19 중부일보 경기도박물관, 교육프로그램 5종 새단장’ 2018.09.12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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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사진

교육실 활동

전시실 활동

태블릿 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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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결과

① 프로그램 설문지 및 조사 결과

가. 일시 : 2018년 4월 ~ 11월, 교육 종료 후 진행

나. 대상 : 전체 교육 참여자 805명 중 703명 참여

다. 방법 : 태블릿 사용 전(설문지Ⅰ)과 사용 후(설문지Ⅱ)로 나누어서 분석

라. 설문내용 분석

●   참여자 분석

- 학기별 참여자 모집(학기중 : 중·고등학생, 방학 : 초등학생)

- 전체 참여자의 54% 자유학기제 대상

●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 설문지Ⅰ:   총 630명 중 매우 그렇다(376명/59.7%), 그렇다(173/27.5%)가 전체의 

87.2%의 응답비율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며, 재참여의 응답 역시 

매우 그렇다(324명/58%), 그렇다(167명/26.5%)로 84.5%의 응답을 

보여줌

- 설문지Ⅱ :   총73명 중 태블릿을 이용한 수업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48명/65.8%), 

만족(12명/16.4%)으로 전체 82.2%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   문제점 분석

-   초등학생 저학년의 경우 설문문항 및 보기의 이해도가 낮은 참여자가 대부분이기에 

간단한 질문 및 ‘예/아니오’의 단답보기의 설문지가 요구됨

-   교육시간에 비해 많은 활동을 체험하다 보니 각 활동의 시간이 짧았다는 의견이 많아 

시간조정이 필요함



경기도박물관 2018 연보

94

2018 <취업전쟁 in 조선시대> 설문지Ⅰ (4월~9월)

3.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자신의 꿈과 맞는 유물을 찾는 게 재미있었다. 
 - 단령을 직접 입어보고, 게임해서 좋았다.
 - 꿈에 대해 적어보는 것, 사진찍는 활동이 좋았다.
 - 문관과 무관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은 유익했다.
 - 미래 설계를 통해 진로를 더욱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4.   프로그램 진행에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전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 주세요.
 - 폴라로이드 사진을 더 찍을 수 있었음 좋겠다.
 - 난이도를 조금만 올려주면 좋겠다.
 - 미션활동 시간이 늘어나면 좋겠다.
 - 말이 어려워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었다.

5. 향후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안해 주세요.

 - 만들기 체험을 하고 싶다.
 - 화석발굴 등 여러 가지 놀이 체험을 했으면 한다.
 - 경기도박물관 유물 설명을 듣고 싶다.
 - 약품을 이용한 보존처리 관련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 보드게임, 역사탐방, 사진찍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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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취업전쟁 in 조선시대> 설문지Ⅱ (10월~11월)

14. 본 수업에서 좋았던 점,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 박물관을 보고 미션 수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 태블릿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니 재미있다.
 - 조선시대 직업과 연계해 보는 것이 좋았다.
 - 조선시대 여자의 직업을 더 알고 싶다.
 - 박물관 유물의 위치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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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및 발전 방향

가. 경기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주요 학습 진로체험기관으로 자리매김

나.   박물관 소장품을 기반으로 조선시대 직업을 통해 역사와 생활상 이해 및 나의 미래 설계 

기회 제공

다. 게임, 미션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인식 개선

라. 추후 개선사항

●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참여자들의 체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늘려주기를 바라는 설문 응답이 많았기에 이론시간을 줄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조정의 고민이 필요함

●   학교 교과 및 전시 연계 등 청소년 참여자 선택의 폭을 넓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3) 고3 수험생을 위한 <날아라 청춘!>

대학수학능력시험(2018년 11월 15일)을 마친 고3 수험생들에게 다양한 전문 분야 멘토들의 

인생 이야기 속에서 삶의 지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진로 고민과 스트레스 해소 및 

전문 분야의 멘토 강연을 통한 사회·문화적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 운영개요

① 프로그램명 : 날아라 청춘(靑春)!

② 운영기간 : 2018년 12월 4일(화) ~ 12월 11일(화)

③ 운영장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④ 운영대상 :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외 4개교

⑤ 운영횟수 : 총 4회

⑥ 참여인원 : 총 1,036명 

⑦ 소요예산 : 2,622천원

(2) 운영방침

① 접수일정 : 2018년 11월 12일(월) 10시부터 선착순 모집

② 접수방법 : 유선전화 예약 후, 팩스 접수

③ 접수인원 : 회당 300명 내외

④ 참 가 비 : 무료

⑤ 강 연 자 : 총 4명(프로그램 전문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분야의 업무 종사자)

(3) 운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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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연일정 및 참여인원

회차 일정 강연주제 강연자 참가학교 학생인원

1 12/4(화) 변하지 않는 가치 김건우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250

나루고등학교 120

2 12/6(목) 나를 긍정하기 신소원 조원고등학교 290

3 12/7(금) 미쳐야 미친다 유은정 나루고등학교 250

4 12/11(화) 내가 기획하는 삶과 취향 주성진 홍익디자인고등학교 126

총 4회 운영, 총 1,036명 참여

② 언론매체 및 홍보 : 총 8건(홈페이지 1건, 공문 1건, 지역언론 6건)

구분 매체명 보도내용(제목) 날짜 비고

1 경기도박물관 <날아라 청춘> 운영 2018.11.07 홈페이지

2 경기도박물관 2018 고3 수험생 <날아라 청춘>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2018.11.08 공문발송

3 경기신문 ‘뜨거운 가슴으로 ‘날아라 청춘’아.’ 2018.11.13 제12면

4 경인일보 뭘 좋아할지 몰라서 ‘힐링 이벤트’ 준비해 봤어. 2018.11.13 제16면

5 Daily Why
경기도박물관, 도내 고3 학생 대상 릴레이 강연 

<날아라 청춘(靑春)>.
2018.11.13 인터넷

6 여성신문 경기도박물관, 고3을 위한 릴레이 강연 ‘날아라 청춘’ 2018.11.13 인터넷

7 아시아투데이 고3 학생을 위한 릴레이 강연프로그램 ‘날아라 청춘’ 운영 2018.11.13 인터넷

8 수원화성신문
경기도박물관, 고3 학생을 위한 릴레이 강연 프로그램 

<날아라 청춘(靑春)>운영
2018.11.13 인터넷

(4) 운영사진

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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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차

3회차

4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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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영결과

① 프로그램 설문지 및 조사 결과

가. 일시 : 2018년 12월 4일 ~ 12월 11일, 강연 종료 후 진행

나. 대상 : 전체 교육 참여자 1,036명 중 447명 참여

다. 설문내용 분석

●   참여자 분석

- 참여자는 수원과 화성 지역의 경기도 관내 고3 수험생

- 경기 북부지역의 참여자는 참여를 어려워함

●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   총 447명 중 매우 만족(258명/57.7%), 만족(141명/31.5%)이 전체의 89.2의 응답 

비율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음

- 강연주제 및 강연자료, 강연전달 방법 등의 항목도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줌 

●   문제점 분석

- 회당 300여 명의 참여자 모두의 설문을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참여자 분석을 통해 강연주제 선정 및 진로설계를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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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고3 수험생 교육프로그램 <날아라 청춘!> 사후 설문지

10. 본 수업에서 좋았던 점,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은?

 - 사람들과 교감하며 강의해 주셔서 좋았어요.
 -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다.
 - 자유롭고 재미있는 강연이었다.
 - 질문시간 줄이고, 진로의 과정이 상세했으면 한다.
 - 정해진 삶의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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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 및 발전 방향

가.   전문 분야의 강연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진로탐색 시간 마련

나. 도내 고등학교 및 전문 분야의 강연자 등 교류협력 강화

다. 추후 개선사항

●   <날아라 청춘!> 사업의 운영일정 및 강연주제를 선정하여 학기 초 사전모집을 한다면 

경기도 북부지역의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3. 성인 프로그램

1) 교양으로서의 인문학 강좌 <뮤지엄 아카데미>

경기도박물관 뮤지엄 아카데미는 199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내의 대표적인 

성인대상 인문학 교양강좌로서 최고 수준의 강의를 도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재와 역사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춘 강사진으로 편성 운영하여, 수강생의 역사와 

문화 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18년은 하반기에만 운영하였으며 ‘한국인의 삶과 

문화, 고건축으로 말하다’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건축을 새롭게 조명하였다. 

경기지역의 건축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건축 등에 대해 다채로운 주제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여 도민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 운영개요

① 주       제 : 한국인의 삶과 문화, 고건축으로 말하다

② 기       간 : 2018. 9. 5 ~ 11. 21(총10강, 매주 수요일)

③ 시       간 : 영상물 11:00~12:00 / 강의13:00~16:00(3시간)

④ 장       소 : 경기도박물관 강당

⑤ 참가인원 : 성인 61명

⑥ 소요예산 : 10,215천원

⑦ 수 강 료 : 무료(답사시 인당 1만원 부담)

⑧ 교육수입 : 320,000원(답사 32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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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내용

① 구성 : 총 10주(강의 9주, 답사 1주)

구 분 내 용 시 간 비 고

DVD 상영 강의 관련 역사문화 다큐 11:00~12:00 사전교육(권장)

강 좌 “한국인의 삶과 문화, 고건축으로 만나다” 13:00~16:00 이론교육(총 9주)

답 사 유적 답사 09:00~17:00 현장진행

② 진행일정

주(수) 시 간 소주제 강사

1주
(9.5)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3:10 개강식 

13:00 - 16:00 한국 건축 2000년의 명건축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2주
(9.12)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6:00 동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건축 김왕직(명지대학교 교수)

3주
(9.19)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6:00 성곽 축성술에 따른 시대 미감 심광주(토지주택박물관 관장)

4주 
(10.10)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6:00 한국의 불교 건축 배병선(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실장)

5주
(10.17)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5:40 궁궐로 한양읽기 홍순민(명지대학교 교수)

6주
(10.24)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6:00 전통 조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이원호(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7주
(10.31)

09:00 - 18:00 답사: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적 가치
노현균(경기도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센터 
수석연구사)

8주
(11.7)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6:00 풍수지리를 통해 본 서원과 향교 박정해(정통풍수지리학회 이사장)

9주
(11.14)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6:00 정조, 꿈의 도시 화성을 세우다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10주
(11.21)

11:00 - 12:00 관련 영상자료 

13:00 - 16:00 북한의 건축 문화유산 이왕기(목원대학교 교수)

15:40 - 16:00 수료식 

(3) 설문지 분석

①   예년 평균 만족도 70.5%(상반기 76%, 하반기 65%)에 비해 올해 만족도가 92%로 20% 

이상 높아졌으나, 수강생과 설문 참여자 수가 줄어들었음

②   주제별 강의에서 친숙한 주제를 다루는 강좌를 선호하고 있으며 전통건축 내에서 여러 

분야를 강의한 방향과 난이도는 대체로 적절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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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유적 답사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채로운 답사의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길 희망함을 재확인

  ④   예년 운영하였던 강좌시간을 14시~16시까지 총 2시간 이루어진데 따른 시간이 짧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강좌시간 구성은 오전 11시~12시까지 영상물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오후 

1시∼4시까지 강좌시간을 총 3시간으로 연장 확대

  ⑤   뮤지엄 아카데미에서 듣고 싶은 강좌는 대부분 역사와 관련된 강좌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역사를 벗어나 과학, 기술, 수학, 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엮어지는 강좌도 함께 아우르는 

다양성 필요

  ⑥   건의사항에서 수강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있어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운영사진

개강식 제1강 <한국건축 2000년의 명건축> 강연

제2강 <동아시아에서 바라본 한국 건축> 강연 제5강 <궁궐로 한양읽기>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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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현장 답사

수료식 단체사진

2) 전통문화의 생활문화화 <박물관 문화동호회>

박물관 문화동호회는 도민들에게 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열긴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전통문화 향유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성인 

교육프로그램으로 2종의 민화동호회·규방공예동호회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자치단체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모두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한다.

  

(1) 운영개요

① 운영기간 : 2018년 3월 ~ 12월

② 운영대상 : 경기도박물관 문화동호회원

③ 동호회 현황 : 2개(민화, 규방공예)

④ 모집인원 : 민화 40명(초·중·상급), 규방공예 70명(초급·중급·특별반)

⑤ 소요예산 : 2,448천원(강사료 재능기부, 재료비 참여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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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결과

① 운영실적 : 144회, 3,455명 참석

구분 재능기부 강사 운영횟수 참여자수

민화동호회 정봉훈 62회 1,622명

규방공예동호회 박지원 82회 1,833명

합계 144회 3,455명

② 재능기부 실적 금액 환산

가. 기준 : ‘경기문화재단 회의수당 및 원고료 지급에 관한 규정’

나. 전문강사 : 정봉훈(31회), 박지원(32회) - 현직 작가 / 보조강사 : 김민정(22회)

     ⇨ 총 144회 운영에 따른 재능기부

다. 실적에 따른 금액 환산 : 26,600천원

● 전문 강사 : 122회×200,000원=24,400천원  

● 일반 강사 : 22회×100,000원=2,200천원

(3) 동호회 특별전 개최

① 전시명 : 〈여인의 정성, 책가도에 깃들다〉

② 목    적 :   규방공예동호회의 수료식에 맞춰 동호회원들이 정성스레 제작한 작품을 전시 

함으로써 회원들의 동호회 활동 참여 동기 부여와 지역문화기반 시설로서의 박물관 

역할 강화

③ 일    시 : 2018년 12월 4일 ~ 2019년 3월 31일

④ 장    소 : 경기도박물관 지하 1층 북카페

⑤ 출품작 : 규방공예 작품 43점

(4) 운영사진

민화스쿨 초급반 수업 민화스쿨 중급반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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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방공예학교 초급반 수업 규방공예학교 전문반 수업

민화스쿨 수료식 규방공예학교 수료식

규방공예학교 동호회 전시 준비 전시회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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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즐겁고 배움이 있는 관람 <문화해설사>

우리 박물관은 관람객들의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관람 시 전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 

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몽골 유목문화’ 특별전에서 처음 선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한 

문화해설사는 지금까지 전시 설명뿐만 아니라 각종 체험코너·행사·교육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운영목적

①   도민에게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보다 친절하고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확립에 기여

② 봉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및 기관의 인지도 향상

(2) 운영개요

① 운영기간 : 2018년 1월 ~ 12월

② 활동인원 : 총 23명

③ 활동내용 : 전시 해설, 전시실 질서 유지, 문화정보실 관리 등

가. 1일 5회(정기 3회, 단체 2회) 연간 약 1,500회 활동

<문화해설사 명단>

구 분 명       단

화요조 심영섭, 정재운, 이용재, 정석훈

수요조 조남성, 한상수, 김기황

목요조 지동옥, 조인상, 이원우, 김미규, 윤진순

금요조 이선우, 임만교, 한옥희, 박경수

토요조 조대희, 주미숙, 안순원

일요조 김인섭, 이판수, 조혁래, 설금옥

행사 안전지도 문화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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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프로그램

1) 찾아가는 문화복지의 구현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도내 벽지 및 문화소외 지대의 도민들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은 찾아가는 문화복

지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동 박물관 차량에 경기도의 역사문화에 관한 유물을 전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운영개요

① 운영기간 : 2018년 1월 ~ 12월

② 운영시간 : 10:00 ~ 12:00

③ 운영장소 : 도내 문화소외지역 초등학교(전교생 100명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④ 운영횟수 : 총 64회 진행

⑤ 사업예산 : 90,000천원

⑥ 참 가 비 : 무료

⑦ 강       사 :   회당 3~4명으로 구성(교육 참여인원이 특수학급이거나, 일반학급의 70      

명 미만일 경우 강사 3명으로, 70명 이상일 경우 강사 4명으로 운영)

⑧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선착순)

⑨ 참가인원 : 총 9,729명

 (2) 운영내용

① 목적

가.   도내 벽지 및 문화소외지역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경기도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찾아가는 문화복지를 구현 

나.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재를 주제로 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경기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박물관 이미지의 제고

② 커리큘럼

가. 일반학급 

● 참여인원을 4개조(A~D)로 구성하여, 강사의 인솔 하에 조별 이동 

● 각 프로그램별 정리 및 이동시간으로 약 5분이 편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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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운영 시간

10:00~10:30 10:30~11:15 11:15~12:00

70명

이상

상상전시관 만들기(40분)

박물관 소개 및 

연극 관람

A C

B D

책가도 에코백 만들기(20분) C D A B

전시 버스 관람(20분) D C B A

70명

미만

상상전시관 만들기(40분)

박물관 소개 및 

연극 관람

A + B C + D

책가도 에코백 만들기(20분) C D A B

전시 버스 관람(20분) D C B A

나. 특수학급 및 사회복지시설 

● 참여자의 수용 능력에 맞춰 교육 내용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 전시버스에 한하여 9~11시까지 교내 학생들의 자율 관람 진행

구분
운영 시간

10:00~10:30 10:30~11:00 11:00~11:30

프로그램명 박물관 소개 및 연극 관람 책가도 에코백 만들기 전시 버스 관람

③ 프로그램 세부 내용

프로그램 소요시간 세부 내용

연극 ‘경기천년’ 30분
고려시대 현종을 통하여 당시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경기제 시행의 의미를 풀어내는 참여 연극 형식의 연극

책가도 에코백 만들기 20분
우리 박물관 소장품인 장한종의 <책가문방도> 속 기물들이 지닌 의미와 

책가도가 제작되어온 역사를 학습하고, 나만의 책가도 에코백을 제작

상상전시관 만들기 40분
북아트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직접 전시관을 꾸미면서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

전시 버스 관람 20분
박물관 이동버스의 유물을 관람하고 함께 활동지를 풀어보면서, 

연극과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전반을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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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언론매체 홍보

구분 매체명 보도내용(제목) 날짜 매체유형

1 경기문화재단 2018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2018.03.02 인터넷

2 경기도박물관 2018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2018.03.05 인터넷

3 경기도박물관 2018 경기도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안내 2018.03.08 공문

4 경기도박물관 2018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신청 안내 및 참여 협조 2018.03.14 공문

5 INSTAGRAM 찾아가는 박물관 접수 진행중~~ 2018.03.16  SNS

6 경기일보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 미술관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 진행

2018.03.13 인터넷

7 경기신문 경기도박물관서 유물 직접 발굴하거나 진로 체험하러 GO! 2018.03.13 인터넷

8 경인일보 경기도박물관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풍성 2018.03.13 인터넷

9 GGCF [경기도박물관 교육·행사] 2018 찾아가는 경기도박물관 2018.05.30 인터넷

10 인천일보 경기도박물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진행 2018.09.06 인터넷

11 KNS뉴스통신 경기도박물관 다양 연령대상 교육프로그램 5종 개편운영 2018.09.06 인터넷

12 경기신문 "하반기 문화생활은 道박물관에서 어때요" 2018.09.09 인터넷

(3) 운영사진

<경기천년을 주제로 한 교육연극 관람> <이동전시관 내 유물 관람 및 활동지 학습>

<전시실을 꾸며보는 상상전시관 만들기> <책가도에 대해 알아보는 에코백 만들기>

일반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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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움반 교실에서 연극 진행> <이동전시관 내 유물 관람 및 활동지 학습>

<책가도에 대해 알아보는 에코백 만들기> <연극의상 착용과 전시버스 조립 체험 진행> 

(4) 운영실적

순번 참여기관 운영일자 참여인원(명)

1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2018-04-06~08 2,236

2 시흥초등학교 2018-04-11 16

3 김포수남초등학교 2018-04-12 34

4 수원금곡초등학교 2018-04-17 96

5 김포대명초 2018-04-18 42

6 동두천보산초등학교 2018-04-25 72

7 포천이곡초등학교 2018-04-26 108

8 시흥계수초등학교 2018-05-09 77

9 양주남면초등학교 양덕분교 2018-05-15 39

10 동두천동보초등학교 2018-05-16 84

11 고양대곡초등학교 2018-05-17 50

특수
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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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참여기관 운영일자 참여인원(명)

12 가평미원초등학교 2018-05-23 100

13 광주번천초등학교 2018-05-24 101

14 수원효성초등학교 2018-05-29 13

15 김포석정초등학교 2018-05-30 76

16 평택도곡초등학교 2018-05-31 50

17 파주금향초등학교 2018-06-07 10

18 고양성라초등학교 2018-06-14 163

19 구리부양초등학교 2018-06-19 11

20 양주회정초등학교 2018-06-20 89

21 연천궁평초등학교 2018-06-21 63

22 남양주퇴계원초등학교 2018-06-27 124

23 연천화진초등학교 2018-06-28 115

24 남양주줄기생태학교 2018-07-03 146

25 남양주송촌초등학교 2018-07-04 112

26 고양덕은초등학교 2018-07-05 135

27 파주지산초등학교 2018-07-10 72

28 남양주수동초등학교 2018-07-11 116

29 양주봉암초등학교 2018-07-12 61

30 광주광남초등학교 2018-07-17 185

31 포천내촌초등학교 2018-07-18 102

32 포천이동초등학교 2018-07-19 85

33 고양냉천초등학교 2018-07-24 34

34 안성마전초등학교 2018-07-25 84

35 여주문장초등학교 2018-09-04 75

36 가평율길초등학교 2018-09-05 65

37 가평목동초등학교 2018-09-06 122

38 하남동부초등학교 2018-09-12 182

39 여주점동초등학교 2018-09-13 148

40 양평양서초등학교 2018-09-18 87

41 파주마지초등학교 2018-09-19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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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참여기관 운영일자 참여인원(명)

42 남양주평내초등학교 2018-09-20 159

43 이천장호원초등학교 2018-09-27 147

44 이천단월초등학교 2018-10-02 61

45 이천신둔초등학교 2018-10-04 145

46 평택가사초등학교 2018-10-05 54

47 2018세종대왕문화제 2018-10-06 1,185

48 평택진위초등학교 산대분교 2018-10-10 36

49 평택복창초등학교 2018-10-11 166

50 성남정자초등학교 2018-10-17 62

51 평택용이초등학교 2018-10-24 94

52 수원영일초등학교 2018-10-24 29

53 성남상탑초등학교 2018-10-25 210

54 이천송곡초등학교 2018-10-31 68

55 수원영동초등학교 2018-11-01 646

56 수원효자노치원 북수원점 2018-11-02 35

57 오산성산초등학교 2018-11-07 149

58 화성안녕초등학교 2018-11-08 93

59 화성송라초등학교 2018-11-14 127

60 수원효자노치원 본점 2018-11-14 54

61 용인모현초등학교 2018-11-15 151

62 용인용천초등학교 2018-11-22 112

63 수원탑동초등학교 2018-11-28 166

64 동두천소요초등학교 2018-11-29 90

총 참여인원 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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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문화콘텐츠 교육 <미션!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아라!>

박물관 소장품을 활용한 스마트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태블릿과 앱(APP)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상설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방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도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소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박물관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줌으로써 박물관 활동을 통한 문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1) 운영개요

(1) 프로그램명 : 2018 <미션!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아라!>

(2) 운영기간 : 2018년 10월 ~ 11월

(3) 운영장소 : 경기도박물관 전시실

(4) 운영대상 : 도내 문화소외 지역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초등학생

(5) 운영횟수 : 총 9회

(6) 참여인원 : 총 270명 

(7) 소요예산 : 9,294천원

2) 운영방침

(1) 접수일정 : 2018년 9월 10일(월)부터 선착순 모집

(2) 접수방법 :   희망학교 및 단체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직접 온라인 신청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접수

(3) 접수인원 : 회당 30~40명 내외

Ⅳ. 지역연계 전통문화
      콘텐츠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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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 가 비 : 무료

(5) 강사운영 : 회당 최대 3명(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

(6) 체험순서

① 체험 당일 학교에서 박물관으로 대절 버스를 통해 이동

② 경기도박물관 중앙홀에 집결, 운영강사의 안내에 따름

③ 태블릿을 이용한 모둠별 교육체험활동

④ 체험 후 박물관에서 학교로 대절 버스를 통해 이동

3) 운영내용

(1) 세부 교육내용

단계(소요시간) 수업 형태 학습 활동 내용

도입 (10분) 동기유발
- 인사, 강사소개, 모둠편성
- 스마트기기 사용 및 주의사항 안내
- 전시실 안내 및 사전 미션수행활동 안내

전개1 (30분) 전시관람 - 야외전시장 관람

전개2 (20분) 퀴즈활동 - <스피드 퀴즈> 모둠별 게임 활동

전개2 (50분) 전시관람

- 고고실(2층) 전시관람 및 미션수행활동

- 미술실Ⅰ(2층) 전시관람 및 미션수행활동

- 민속생활실(1층) 전시관람 및 미션수행활동

마무리(10분) 학습정리 
- 활동정리, 질의응답, 소감발표
- 기념촬영 및 스마트기기 반납

(2) 참여 인원 : 총 9회, 총 270명 (※교사 26명 참관)

횟수 일정 참가학교 학년 학생인원 교사인원

1 10/10(수) 진위초등학교 5 48 2

2 10/17(수) 대신초등학교 21 2

3 11/6(화) 팔탄초등학교대방분교장 1~5 30 6

4 11/7(수) 진위초등학교 6 44 2

5 11/8(목) 북내초등학교운암분교장 1~6 15 3

6 11/14(수) 선동초등학교 3~4 30 3

7 11/20(화) 부천덕산초등학교대장분교장 2,4,5,6 6 2

8 11/21(수) 고골초등학교 1~3 37 3

9 11/22(목) 고골초등학교 4~6 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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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결과

(1) 프로그램 설문지 및 조사 결과

① 일시 : 2018년 10월 ~ 11월, 교육 종료 후 진행

② 대상 : 전체 교육 참여자 270명 외 참관교사 18명

교육실 활동 전시 관람

전시실 관람 마무리

③ 설문내용 분석

가. 프로그램 만족도 분석

●   총 288명 중 매우 만족(192명/66.7%)과 만족(83명/28.8%)의 응답이 95.5%로 

교육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높음. 태블릿을 이용한 수업의 만족도 역시 매우 만족(208명 

/72.2%) 만족(57명/19.8%)의 응답이 92%로 높음을 보여줌

나. 문제점 분석

● 태블릿 이용은 만족하나, 태블릿-app 내용의 난이도 조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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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션!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아라!> 설문지

12.   본 수업에서 좋았던 점,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 추가보충하고 싶은 내용 또는 향후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등을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 재미있어서 또 오고 싶다.
- 선사시대 외 다른 시대에 대한 수업도 있었음 좋겠다.
- 스피드퀴즈가 가장 재미있었다.

-   (교사) 앞으로도 어플 콘텐츠 양이 다양해져 많은 아이     
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죄길 소망합니다. 

- (교사)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진행되어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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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 및 발전 방향

① 상설전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박물관의 또 다른 교육체험활동 제공

② 태블릿과 앱(App)을 활용한 자발적 전시관람 교육 콘텐츠 구축   

③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문화소외 지역 및 사회복지단체의 방문을 유도해 

문화향유 기회 제공

④ 추후 개선사항

가.   1인 1대의 태블릿 이용이 수업 참여 및 교육적 효과가 있기에 1학급 인원 40명 내외 

기준 추가 20대 이상의 태블릿 구매가 요구됨

나.   초등학교 1~3학년 참여자가 태블릿을 이용하기에는 디지털 도구 사용 미숙 및 <미션! 

할아버지의 보물을 찾아라!> app의 내용이 어렵기에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함

2.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애착심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제22회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를 추진하였다. 어린이들에게 유물·유적을 직접 보고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였다.  

1) 운영개요

(1) 사 업 명 :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2) 대       상 : 경기도 내 초등학생

(3) 대 회 일 : 2018. 5. 14(월)

(4) 심 사 일 : 2018. 5. 24(목)

(5) 시 상 일 : 2018. 7. 20(금)

(6) 장       소 : 경기도박물관

(7) 내       용 : 그림그리기 대회, 작품심사, 시상식, 수상작 전시

(8) 참여인원 : 총 863명

(9) 소요예산 : 12,9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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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경과

(1) 2018. 3. 12 : 초등학생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 계획 보고

(2) 2018. 4. 9 ~ 4. 18 : 참가신청 접수

(3) 2018 5. 4 : 참가증 송부 

(4) 2018. 5. 14 :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5) 2018. 5. 24 : 출품작 심사

(6) 2018. 7. 20 : 시상식 및 수상작 전시

3) 운영내용

(1) 그림그리기 대회

① 일       시 : 2018. 5. 14(월) 14:30 ~ 17:30

② 장       소 : 박물관 실내·외 전시장

※ 중정 및 야외 전시장에 행사용 천막 설치

③ 내       용 : 당일 박물관 전시 문화재를 소재로 자유롭게 그리기 

④ 참가자격 : 도내 초등학생 중 학교장 추천자(1개교 10명 이내)

⑤ 참가접수 : 863명

⑥ 참 가 자 : 1,926명(참가자, 학부모, 교사 등)

(2) 출품작 심사

① 일       시 : 2018. 5. 24(목) 13:00 ~ 17:00

② 장       소 : 박물관 교육실

③ 수 상 작 : 83점(고학년 42, 저학년 41) 선정

④ 지도교사 표창 : 4명(대상 수상자 지도교사) 선정

⑤ 심사위원(대학교수 6인)

성 명 현 직 심사대상

강병직 청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저학년김미남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과

김정효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김해경 경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고학년김향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이재영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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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상식

① 일       시 : 2018. 7. 20(금) 14:00 ~ 16:00

② 장       소 : 박물관 강당

③ 시       상

●   대표이사 : 대상, 금상, 은상, 지도교사표창 시상

●   박물관장 : 동상, 장려상 시상

④ 수 상 자 : 87명(고학년 42명, 저학년 41명, 교사 4)

⑤ 참 석 자 : 300명(수상자, 학부모, 교사 등)

⑥ 시상내역

훈 격 인 원 구 분
학 년

내 용 비 고
고학년 저학년

계 87 - 44 43 - 지도교사 4

경기도지사 10

대 상 1 1
상장 

(메달 포함)

개인별 수상작 
기념사진 증정

고학년:4~6학년
저학년:1~3학년

금 상 2 2

은 상 2 2

경기도교육감 5

대 상 1 1

상장금 상 1 1

은 상 1 -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8
금 상 2 2

상장
은 상 2 2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20 동 상 10 10 상장

경기도박물관장 40 장려상 20 20 상장

경기도지사 4 지도교사표창 2 2 표창장 (메달 포함)
대상수상자 
지도교사

※ 수상자 전원에게 개인별 수상작을 촬영한 기념사진 증정

※ 시상식 종료 후 참석자 전원이 전시장으로 이동하여 작품 감상

(4) 수상작 전시

① 기       간 : 2018. 7. 20 ~ 6개월 이상 

② 장       소 : 상설전시실 문헌자료실(2층)과 민속생활실(1층) 간 램프

③ 전시작품 : 수상작 총 83점

※ 전시작품에 대하여 상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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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

(1) 교육청 및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2) 도내 1,100여 개 초등학교에 홍보 협조 공문 발송 

(3)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및 박물관 뉴스레터 게재

(4) 박물관 홈페이지 게재(안내문, 개최요강, 참가신청서)

5) 운영성과

(1) 어린이들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라보는 올바른 자세와 애착심 유도 

(2) 문화재를 활용한 박물관의 문화기관 역할 수행 

6) 운영사진

접수 그림 그리기 대회 - 실내 전시실

그림그리기 대회 - 야외 전시장 작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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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작 심사 시상식

수상작 전시

3. 세시풍속 체험

세시풍속 체험 행사는 전통의 설과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기고 기억할 수 있는 행사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박물관 문화를 접하게 하였다.

1) 운영목적

(1) 전통 세시풍속의 계승 및 보존

(2) 세시풍속 체험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2) 운영개요

(1) 운영기간 : 2018년 2월 17~18일, 3월 2~3일 / 6월 12일~7월 31일 / 9월 25~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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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장소 : 경기도박물관 실내외, 원형극장

(3) 운영내용 : 세시풍속 체험, 전통연희 공연 등

(4) 운영주최 : 경기도박물관

3) 행사진행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설
- 풍물한마당 : 버나, 소고놀이, 상모놀이(열두발) 
- 체험장터
   나만의 윷만들기, 제기 만들기, 닭퍼즐 만들기, 닭 양초만들기 진행
- 한과만들기, 전통음료 시식
- 전통공예 만들기 체험

추석

단 오
- 단오 부채 전시전, 단오 부채만들기 
- 전통 부채 그림 배포 등

(1) 운영결과

① 관람 및 체험인원 : 2,700명

② 행사사진

한과 체험 놀이 마당

단오 부채전 한가위 농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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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전 <고려도경> 도록 

1) 제목 : 고려도경 –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

2) 발간일자 : 2018년 8월

3) 규격 및 분량 : 4×6배판 / 190쪽

4) 제작부수 : 700부(판매용 포함)

2018년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으로 개최한 <고려도경 – 900년 전 이방인의 코리아 방문기>의 

전시도록이다. 중국사신단의 일원으로 고려를 방문한 서긍의 책 <고려도경>을 4가지 소주제로 

구성하였다. 전시구성을 바탕으로 1부 서긍의 고려도경, 2부 수도 개경, 3부 고려인의 생활문화, 4부 

비색청자와 세밀가귀 등을 다루었으며, 내용은 130여 점의 주요 유물 및 전시와 관련된 주제 글을 

담았다. 특히 각 주제별 전문가의 칼럼과 논고를 삽입하여 전시 이해를 돕고 있다.

Ⅴ. 출판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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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전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 도록 

1) 제목 :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

2) 발간일자 : 2018년 12월

3) 규격 및 분량 : 4×6배판 / 190쪽

4) 제작부수 : 700부(판매용 포함)

2018년 경기천년 기념 특별전의 마지막 주제로 개최한 심환지 특별전 <푸른 산속 의리주인, 

심환지>의 전시도록이다. 도록은 총 5가지 주제로 구성하였다. 1. 심환지의 생애와 정치역정, 2. 

노론청류 심환지, 교유와 문학, 3. 정조의 심복 어찰을 받다, 4. 수장가로서 심환지, 5. 사대부 심환지의 

유산이다. 원고의 내용은 그와 뜻을 같이한 김종수, 이서구, 유언호 등 노론벽파들과의 서찰에 대한 

연구와 특히 정치적 동지인 정조와 300여 통이 넘는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였다. 

또한 각 주제별 전문가의 칼럼과 논고를 삽입하여 전시 이해를 돕고 있다.





Ⅰ. 조직과 운영 

Ⅱ. 도서실 운영 

Ⅲ. 관람객 현황

조직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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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  직

기획운영팀 학 예 팀

ㆍ박물관의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ㆍ성과평가 및 실적 관리 

ㆍ운영자문위원회 운영

ㆍ예산·회계·계약·지출 업무

ㆍ시설 유지·관리 및 물품·재산관리

ㆍ차량·방호·소방·안전관리

ㆍ대외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

ㆍ고객만족경영(CSM), 고객 관리 및 민원 업무

ㆍ교육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ㆍ문화해설사 교육 및 운영

ㆍ모금·후원유치, 홍보·마케팅

ㆍ편의시설 및 아트샵 관리

ㆍ정책 연구 및 신규콘텐츠 개발 

ㆍ상설전시실 운영

ㆍ기획전시 및 특별·테마 전시 운영

ㆍ소장품의 조사, 연구, 수집(구입·기증·위탁), 관리

ㆍ소장품의 등록, 출납, 분석, 보존처리

ㆍ소장자료 대여·복제·열람·사진사용의 허가

ㆍ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DB프로그램 운영

ㆍ수장고 관리 및 전시실 보존환경 관리

ㆍ지정 및 국가귀속 문화재 관리

ㆍ박물관 도서실 운영과 관리

ㆍ타 박물관과의 교류 및 국제교류

ㆍ  경기도 역사·민속·자연사·고고학·인류학,   

미술사 관련 학술 조사·연구

Ⅰ. 조직과 운영

관   장

기획운영팀 학예팀

운영자문위원회(비상설)

유물감정평가위원회(비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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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  원

(단위 : 명)

계 임명직
문화행정직 학예연구직

운영직
소계 정규직 계약직 소계 정규직 계약직

45 1 7 6 1 19 9 10 18

※ 용역사 위탁 운용 직원은 2018년 7월 1일자 운영직으로 전환(18명)

3.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일반관리비 사업비 비고

2018 4,173,000 1,682,800 1,147,200 1,343,000

4. 시설 유지관리

1) 부지면적 : 38,375㎡

2) 건축연면적 : 10,847.65㎡(3,281평)(지하 1층, 지상 3층)

(1) 전시시설 : 3,254㎡(984평)(상설전시실 6, 기획전시실 1)

(2) 수장시설 : 588㎡(178평)

(3) 교육시설 : 1,170㎡(354평)

(4) 편의시설 : 329.98㎡(100평)

(5) 사무관리시설 등 : 5,505.67㎡(1,66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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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개요

도서실은 박물관 업무와 활동에 관련된 도서와 도면자료, 지도, 시디롬 등을 구비하고 내외부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정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내부 직원, 문화해설사는 필요시 장서를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 전시, 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문 관람객을 위해서도 접근과 

이용이 수월한 몇몇 공간에 도서를 비치하여 박물관 관람이나 방문 업무수행 중 생겨나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1996년 개관 이래로 매년 구입과 기증을 통해 최신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 등록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 현  황

(1) 연혁

① 1996. 6. 21 개관 

② 2013. 12. 31 일시폐관

③ 2015. 1. 1 재개관

(2) 장서

① 분야 : 역사, 예술, 문학, 과학, 종교, 사전류 등 

② 종류 : 도서, 도면, 지도, 시디롬, DVD 등

③ 수량 ; 총 28,109권

④ 비치공간 : 도서실, 중앙홀, 휴게실, 지하 북카페 등

Ⅱ. 도서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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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서 현황
(단위 : 권)

구분 합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기타

일반도서 26,720 2,059 290 624 2,103 266 315 5,443 179 1,418 13,942 81

발간도서 1,096 247 0 7 297 0 0 241 0 30 272 2

비도서 293 4 0 0 3 5 1 143 0 10 127 0

합계 28,109 2,310 290 631 2,403 271 316 5,827 179 1,458 14,341 83

비율(%-) 100 8.2 1.0 2.3 8.6 1.0 1.1 20.7 0.6 5.2 51.0 0.3

2. 2018년 실적

1) 도서구입 및 등록, 관리

(1) 도서구입 : 122권

(2) 도서등록 : 1,050권(구입 233권, 기증 817권)

(3) 대출반납 : 517건(대출 323건, 반납 194건)

※  도서등록은 2017년과 2018년의 신수 자료를 대상으로 함

2) 도서실 외부 공간의 도서 관리 운영

(1) 중앙홀(1층) : 도서존을 구획하여 예술 및 인문분야 베스트 셀러 비치 관리(400권 내외)

(2) 북카페(지하) : 관람객 접근성을 고려하여 문학 및 어린이 도서 비치 관리(1,000권 내외)  

(3) 휴게실(2층) : 역사, 문학, 예술 분야 신간도서 비치 관리

3) 도서실 재정비

(1)   노후 서가 교체 및 도서 재배치 : 도서실 도서를 재배치하고 북라운지 비치 도서(1,642권)를 

도서실 내부로 이관 배치

(2) 도서실 환경 개선 : 바닥재 교체와 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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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현황

(기준 : 2018.12.31. / 단위 : 명)

관람객 성과
발권입장객

시설이용객 외부전시
소계 유료 무료

256,125 120,959 1,865 119,094 132,930 2,236

구분 목표 총계
입장구분

시설이용객 외부전시
소계 유료 무료

1월 18,960 7,347 0 7,347 11,613 0

2월 18,784 8,334 0 8,334 10,450 0

3월 16,937 8,442 0 8,442 8,495 0

4월 29,865 13,123 666 12,457 14,506 2,236

5월 36,586 17,823 198 17,625 18,763 0

6월 15,774 7,113 163 6,950 8,661 0

7월 17,965 8,415 0 8,415 9,550 0

8월 22,153 11,538 529 11,009 10,615 0

9월 22,936 11,596 19 11,577 11,340 0

10월 22,698 11,941 290 11,651 10,757 0

11월 20,223 8,688 0 8,688 11,535 0

12월 13,244 6,599 0 6,599 6,645 0

총누계 315,620 256,125 120,959 1,865 119,094 132,930 2,236

Ⅲ. 관람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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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날짜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기타

(교육+외부)
시설이용객 외국인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월 18,960 3,473 113 146 65 2,655 584 311 11,613 15

2월 18,784 2,603 246 174 0 1,707 426 3,178 10,450 15

3월 16,937 3,310 100 110 167 1,880 294 2,581 8,495 33

4월 29,865 3,034 734 134 234 2,577 5,260 3,386 14,506 6

5월 36,586 4,003 809 325 819 2,814 2,773 6,280 18,763 54

6월 15,774 2,212 371 164 244 1,434 1,451 1,237 8,661 157

7월 17,965 3,283 386 129 168 1,796 858 1,795 9,550 12

8월 22,153 5,501 377 276 80 3,843 505 956 10,615 161

9월 22,936 2,470 580 89 155 1,561 4,021 2,720 11,340 23

10월 22,698 2,145 597 84 913 1,149 3,402 3,651 10,757 33

11월 20,223 1,905 479 48 314 790 2,424 2,728 11,535 14

12월 13,244 1,851 409 137 1,456 854 531 1,361 6,645 8

합계 256,125
35,790 5,201 1,816 4,615 23,060 22,529 30,184명

(11.8%)
132,930명

(51.9%)
531명

40,991명(16%) 6,431명(2.5%) 45,589명(17.8%)

3. 총 관람객 현황(1996~2018)
(단위 : 명)

구분 관람객 비고 구분 관람객 비고

1996 158,824 6.21 개관 2008 390,951 3.1~무료화

1997 181,199 2009 345,421

1998 221,687 2010 345,889

1999 317,204 2011 385,930 12.26~유료화

2000 277,835 2012 370,177

2001 281,382 2013 439,873

2002 417,525 2014 364,306

2003 383,075 2015 378,345

2004 410,676 2016 241,278

2005 653,151 2017 241,160 9.1~무료화

2006 523,549 2018 256,125

2007 39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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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홍보마케팅

1) 홈페이지 & SNS 운영

●  경기도박물관 홈페이지(https://musenet.ggcf.kr)

연간 방문자수 콘텐츠 등록수
상담게시판 자유게시판 댓운영

질의 응답 게시글 조회 질의 응답

132,974명 168건 33건 33건 39건 6,959건 126건 126건

●  온라인 sns 주요매체 운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www.facebook.com/
gpmusenet

twitter.com/ggmuse
ch.kakao.com/
channels/@musenet

www.instagram.com/
gg_museum

좋아요 팔로워 팔로워 친구수 좋아요 팔로워

3,889명 3,934명 5,127명 296명 9,984명 1,394명

2) 뉴스레터 발간

박물관 뉴스레터는 박물관 회원과 경기문화재단 소속 기관에 발송하는 온라인 소식지이다. 2017년 

카드형 뉴스레터로 전면 개편, 2018년은 특별전과 연계한 스토리를 만들어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제작되었다.

뉴스레터 4월호 뉴스레터 7월호 뉴스레터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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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도박물관 특별전시에 맞춘 사전적 홍보와 정보내용이 담긴 ‘카드형 뉴스레터’ 제작 

② 총 3회 제작 및 발송 완료 (발송대상자 : 총 150,242명 발송 / 평균 가독률 3.3%)

3) 마케팅 현황

●  Micro 마케팅

■ 콘텐츠 제작 및 홍보

-   경기도박물관 2017년 성과와 활동사항을 수록한 ‘연보’ 제작과, 상설 전시 리플릿 제작, 제 22회 

그림그리기 대회 작품을 활용한 달력과 연하장 제작 등 박물관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 인쇄물을 

제작하여 맞춤형 홍보 진행 

- 상설전시 리플릿 34,000부 / 달력 800부 / 연하장 100부 / 연보 100부 제작 및 배포

■ <박물관 토크(12.8)> 운영 

- 박물관 인근 상권(롯데마트) 고객을 활용하여 박물관 콘텐츠 홍보 진행 

-   학습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층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센터 강좌에 박물관 투어형

식의 커리큘럼을 최초로 상설하여 운영 

-   롯데마트 문화센터 홍보지점 : 광교점, 권선점, 수지점, 신갈점, 안성점, 영통점, 오산점, 평택점

-   신청자/참여자 : 총 17가족 신청 / 7명 참여 

-   프로그램 만족도 : 83점  

박물관 토크 1부 ‘큐레이터 설명’  박물관 토크 2부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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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zz 마케팅

■ 구글 아트 프로젝트

-   구글아트프로젝트를 위한 박물관과 구글의 협업으로 국내 프로젝트 ‘한국의 유산’ 성료 

-   ‘조관빈 초상’ 보존과 복원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프로젝트 공개 

-   프로젝트 사이트 :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xhibit/LgIyg0Z-YyMcKA?hl=ko

■ 설맞이 3대 입장 이벤트

- 내용 : 설 명절 주간 3대 가족 입장시 아트상품 증정(福 에코백)

- 일시 : 2018.02.15.~18 

- 결과 : 15가족 진행 완료(매일 선착순 5가족) 

■ 7,777,777번째 관람객 입장 이벤트

- 내용 : 7,777,777번째 입장 관람객 돌파 기념 이벤트 실시(행운목, 도자기 아트상품 증정)

- 일시 : 2018.04.05.(목)

- 결과 : 용인시 보정동 거주 허◯◯ 부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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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감사 이벤트

- 내용 : 자녀를 동반한 부모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구호 외치면 아트상품 증정(에코백)

- 일시 : 2018.05.08.~13

- 결과 : 30가족 실시(매일 선착순 5가족)

■ 성년의 날 축하 이벤트

- 내용 : 성년의 날 해당 성년 인증시 아트상품 증정(꽃반지) 

- 일시 : 2018.05.22.~27

- 결과 : 성년 60명 증정(매일 선착순 10명)

■ 개관 22주년 이벤트

- 내용 : 개관 22주년을 맞이하여 아트상품 증정(메모패드, 수첩, 마우스패드) 

- 일시 : 2018.05.22.~27

- 결과 : 성년 60명 증정(매일 선착순 22명) 

- 소요예산 : 840천원

■ 추석맞이 3대 입장 이벤트

- 내용 : 명절주간 3대 가족 입장시 아트상품 증정(공기놀이, 윷놀이, 팽이) 

- 일시 : 2018.9.21.~26(추석 당일 제외 5일)

- 결과 : 25명 증정(매일 선착순 5명)

■ 수능 이벤트

- 내용 : 수능시험 인증시 아트상품 10% 할인혜택 적용

- 일시 : 2018.11.15.~12.31

- 결과 : 12명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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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방문 이벤트

- 내용 : 성탄절 주간 방문 고객에게 아트상품 증정(경기도 시계)

- 일시 : 2018.12.21.~31

- 결과 : 50명 증정(매일 선착순 5명)

●  Viral 마케팅

■ 오프라인 홍보채널 운영

-   경기도박물관의 전반적인 전시, 교육, 체험, 문화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오프라인 홍보 

노력  

-   박물관 관련 기사 지면 신문 124개 / 온라인 신문 192개, 언론연계 간담회 3회 진행  

-   지면광고 : 심환지 특별전시 지면광고(경기신문·경인일보 11.26 / 중부일보 12.5, 12.17)

■ 온라인 이벤트 진행

  ① <천년경기와 미디어의 만남> 특별전시 페이스북 빈칸 맞추기 이벤트 

-   일시 : 2018.4.18.~5.13

-   결과 : 2,236명 참여(당첨자 110명) 

② <고려도경> 특별전시 페이스북 빈칸 맞추기 이벤트 

-   일시 : 2018.7.26.~8.8

-   결과 : 2,580명 참여(당첨자 100명) 

③ <심환지> 특별전시 페이스북 빈칸 맞추기 이벤트

-   일시 : 2018.11.21.~12.4

-   결과 : 4,146명 참여(당첨자 1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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