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의 공존을 목표로

한국어

지구관

지구생명역사와 인류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깊은ㅤ연관을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 지구 환경의 변동속에서 생명이
탄생과 멸종을 반복하면서 진화 온 과정，그리고，인류 지혜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1층

2층

3층

국립과학박물관은 지금 「생물들이 살고 있는 지구 환경을 지키고 자연과 인류가 공존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여러분과 함께 모색할 생각입니다.

일본관

일본열도의 자연과 우리들

일본관에는 일본열도의 자연과 성장 과정, 일본열도에서 서식하는 생물들의 진화,
일본인의 형성 과정 그리고 자연과 함께한 역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
남쪽

2층
남쪽

3층
남쪽

지구사 내비게이터

과학기술로 지구를 탐구한다

부모와 자녀의 탐험광장 ‘컴퍼스’

자연을 보는 방법

일본열도의 다양한 생물들

일본열도의 자연

우주의 역사·생명의 역사·인간의 역사라는 장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표본·자료와 영상을 통해 더듬어
가며 138억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간 여행.
지구관 전시실 전체를 이어주는 심볼존입니다.

관측 기술의 기초가 되는 빛과 자기 등에 관한 물리학
분야를 다수의 체험형 전시를 통해 직감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지구물리학적인 지식을 자기장 등
우리 주변의 현상을 시작점으로써 소개합니다.

‘놀이’ 속에서 형성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여
느끼는 힘,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와 보호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계된 전시실입니다.
개방 상황 등을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의 변화와 다양한 자연 속에서 길러진 세심한
관찰력과 일상 속에서 형성된 독창적인 창조력. 자연을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 일본인의 과학과 기술 활동의
자취를 찾아갑니다.

약 170만년 전부터 계속된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
속에서, 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로 이주한 생물들이
일본열도의 복잡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독자적인
분화를 이룬 모습을 소개합니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계절풍과 강한 해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열도. 일본열도는 지각변동과
화산활동도 활발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양한 생물들이 번성해 왔습니다. 일본 열도의
풍부한 자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1층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

―모두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다.―
다양한 종으로 나뉘어져 진화해 온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독자적인 형태와 생활양식을
소유하면서 서로 깊은 연관을 맺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B1층
지구환경 변동과 생물 진화
―공룡의 신비를 살펴본다―

현대의 파충류와 조류는 전혀 다른 생물이지만 공룡의
연구를 통해 그 진화의 연속성이 차례로 밝혀졌습니다.
공룡의 기원, 대형화, 다양화, 절멸과 그 수수께끼는
끝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화석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2층

3층

1층
북쪽

2층
북쪽

3층
북쪽

과학과 기술의 발걸음

대지를 달리는 생명

기획 전시실

일본인과 자연

일본열도의 형성과정

에 도 시대이후 의 과 학 기술 이 일본 고 유 의 문 화 에
뿌리를 내리면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해 온
발자취를 소개합니다.

풍부한 지구환경의 증거로서 다양한 포유류와 조류가
존재합니다. 힘차게 살던 그 당시의 모습이 지금도 그
매력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양한 기획전시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약 4만년 전, 우리 조상은 풍부한 숲과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열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이 풍요로운
자연 속에 오늘날의 일본인이 형성된 과정과 자연과
함께해 온 역사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생물이 번영과 절멸을 반복해 온 일본열도.
지층에 새겨진 생물들의 흔적은 일본열도가
성립하기까지의 역동적인 변동사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일본 열도의 풍부한 자연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B2층
지구환경 변동과 생물 진화
―탄생과 멸종의 신비―

약 40억 년전에 탄생한 생명은 크게 변동하는
지구환경속에서 탄생과 멸종을 되풀이하며 진화해
왔 습니다. 공 룡이 멸종한 후 도약적인 발전을 한
포유류로부터 인류가 탄생해 세계각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진화과정을 돌이켜 봅니다.

B3층

B1층

B1층

중앙 홀

자연의 구조를 탐구한다

극장36 ○

푸코의 진자

일본관 건물

광대한 우주와 신비한 생명, 그것을 구성하는 물질과
이들을 지배하는 법칙- 그것들을 아는 것은 모든
과 학적 인식의 기초라 고 말 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온
탐구의 성과와 그에 공헌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36○도 전방위에 영상이 비추어져 독특한 부유감과 박력을 맛볼 수
있는 영상 시설입니다. 당관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진자가 흔들리 는 방향이 변해가는
모 습 을 관찰 할 수 있 습니다. 물리학 자 푸 코의 이
진자로 지구의 자전 을 증명했습니다.

일본관은 쇼와 3년(1928) 4월에 착공하여 쇼와 6년
(19 3 1) 9 월 에 완 성 되 었 습 니 다. 문 부 성 대 신
관방건축과의 설계에 의한 네오 르네상스 양식을 기조로
한 건물로, 당시 과학기술의 상징인 비행기형으 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영상 특성상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는 느낌이나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분', '임신 중이신 분', '고령자 분'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분' 등은 충분히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술을 드신 분', '보호자가 없는 미취학 아동' 그리고 '미취학
아동 단체'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 용 안 내

찬조회원 모집 중!

동우회 회원, 리피터즈 패스, 미도리노 패스 모집 중!

참고

630엔

국립과학박물관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자연과학을

초，중，고등학생

무료

더욱 더 즐기기 위한 모임입니다. 특전, 회비 및 가입

단체입관료

일반. 대학생

510엔

야간 천체
관망 입관료

일반. 대학생

320엔

일반.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무료

해설 태블릿·음성 해설

에스컬레이터

관내 여러 곳의 전시에 대한 연구자의
해설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주십시오.

제 1·3 금요일

층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가 있는 분 및 보호자

일본관

특별전 입장하는 곳

1명은 상설전이 무료입니다.

부속시설

레스토랑으로
［지구관중간2층］
가는 계단
전시실이 한눈에
보이는 레스토랑입니다.
TEL：03-3827-2080
영업시간: 10:00~17:00
(금/토요일은 10:00~20:00)
주문 마감은 폐점 30분 전

지구관출입구

관내 여러 곳의 터치패널로 전시의 자세한
해설과 동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전화문의
헬로다이얼 050-5541-8600

오픈 스페이스

레스토랑 입구
물품보관함

키오스크 (전시 정보 단말기)

※특별전은 별도 요금이 필요합니다.

수유실

레스토랑

특별전 입장하는 곳

지구관 안내소
지구관1F 출입구

해설 태블릿

날씨 맑은 날 해질 무렵부터 2시간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청제

오스토메이트

여성용 화장실

지구관

로켓 발사장치

［유료 320엔(장애인 무료)］

신청 방법 등은 일본관 B1층 동우회 카운터로 문의해
단체는 각 20명 이상

남성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노약자, 신체 장애인 휠체어 탑승 가능)

레스토랑
중간 2층

입관료

MAP

（지구관・일본관） 시설 맵

휠체어용 화장실·유아용 침대 설치 화장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등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전시장 내에서 해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영어·중국어·한국어 대응

방법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관료

국립과학박물관

［무료］

지원하는 ‘찬조회원’을 모집합니다. 혜택, 회비 및 신청

휴관일
매주 월요일（일，월요일이 축일때는 화요일）년말년시 (12월28일～ 1월
1일)※사정에 따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법

가하쿠 HANDY GUIDE

흥미·관심 향상에 관한 사업, 지역 박물관 등과 연계한
이벤트, 표본자료 제작, 구매, 보존, 복원 등의 사업)을

※사정에 따라 개관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통입관료

즐기는

국립과학박물관 활동(자연과학 등에 대한 청소년의

개원시간
9：00〜17：00（입장은 16:30까지）
금/토요일 9：00〜20：00（입장은19：30까지）

구분

전시를

자동 판매기

중앙의 뜰
극장 입구

극장
36○

특별전 출구

JR우구이스다니 역방면

물품보관함

도쿄국립박물관

카페
니혼 가쿠시인
(일본 학사원)

SNS

국립과학박물관
우에노 온시 공원

자연교육원

국립서양미술관

공원안내소
도쿄메트로 우에노역

우에노 역

공원입구

도쿄분카회관(도쿄문화회관)

武蔵野의ㅤ옛모습을ㅤ연상하게하는
자연이ㅤ남아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사적

개원시간
9월1일～ 4월30일
9：00 ～ 16：30 (입장은16：00까지)
55월1일 8월31일
9：00 ～ 17：00 (입장은16：00까지)

입장요금

게이세
이(京
成) 전
철

기념품점

라운지

일반，대학생 320엔 초，중，고등，학생 무료
오카치마치 역까지

휴관일

「우에
노역」

매주월요일（국경일，휴일인경우는 개원）
국경일，휴일의 다음날
（툐，일요일인 경우는개원）
年末年始（12월28일～ 1월4일）

교통안내

문의

JR우에노 역 고우엔구치에서 도보 5분
도쿄 긴자 선(銀座線),
히비야선(日比谷線)「우에노역」에서 도보 10분
게이세이(京成) 전철 「우에노역」에서 도보 10분

〒108－0071東京都港區白金台5－21－5
TEL 03-3441-7176

Instagram

Twitter

Facebook

You Tube

제2토요일, 맑은날의 해진후2시간
※사전 신청제

출구

입장요금

주의해 주십시오

일반，대학생 ３2０엔 초，중，고등학생 무료
단체(20명 이상) 250엔

야간천체관망

일반，대학생 ３2０엔 초，중，고등학생 무료

휴관일
매주월요일（국경일，휴일인경우는 개원）
국경일，휴일의 다음날
（툐，일요일인 경우는개원）
12월28일～ 1월4일

문의

자연사 및 이공학에 관한
연구와 연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2022.3

산쿤 가든
(입구측)

개원시간
9：00 ～ 16：30 (입장은16：00까지)

［야천체관망］

쓰쿠바 연구시설

〒110-8718 도쿄도 다이토구 우에노 공원 7-20

층

일본의 (다양한) 식생을 재현하였읍니다.
천체관망시설등도있읍니다

〒305-0005 茨城縣筑波市天久保4－1－1
TEL 029-851-5159

https://www.kahaku.go.jp

음성 해설 카운터

자동 판매기

筑波
（쓰쿠바）실험식물원

특별전
입장권판매

(우)305-0005
이바라키현 쓰쿠바시 아마쿠보 4-1-1
TEL 029-853-8901(대표)

산쿤 가든
(출구측)

시로나가스고래

상설 전시 입장권판매
친우회 카운터

상설 전시
입구

특별전
입장하는 곳

증기기관차

스카이덱

허브 가든

［지구관 옥상］

［지구관 옥상］

우드덱을 설치한 쾌적한
휴식공간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폐쇄합니다.

약용, 식용, 염료, 향신료 등의
허브를 감상해 주십시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폐쇄합니다.

지구관
일본관

종합안내

●관내에서의 촬영에 대해
· 촬영자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자유이지만,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면에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촬영 불가 대상
1. 촬영 금지 표시가 있는 것
2. 관내에서 상영되는 동영상
3. 극장 36◯ 안
· 관내에서의 일각대/삼각대/셀카봉 및 플래시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단체사진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 특별전 및 기획전은 그때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회장 입구에 게시되어
있는 규칙을 따라 주십시오.
●전시실 내에서 먹을 것이나 음료수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우에노 온시 공원
국립서양미술관

라운지·카페

［일본관 지하 1층］
청량음료 등이 비치된 자동판매기,
도시락 및 가벼운 식사 등을 판매하는
코너도 이곳에 있습니다.
수유실도 있습니다.

기념품점

［일본관 지하 1층］
선물용으로 적당한 각종 기념품,
책, 표본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업시간：9：30 ～폐관 시간

3층

부모와 자녀의 탐험광장

R층

대지를 달리는 생명

컴퍼스

1.진화의 도달점-야생대형동물

4.우리 인류의 이웃 사촌

❶진화의 도달점-야생대형동물

❹우리 인류의 이웃 사촌

2.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

5.멸종의 낭떠러지에

❷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

❺멸종의 낭떠러지에

3.사바나의 포유류

6.새들의 다양한 모습

❸사바나의 포유류

❻새들의 다양한 모습

R층 ［지구관옥상］
스카이덱

허브 가든

남성용 화장실

물 마시는 곳

여성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노약자, 신체 장애인 휠체어 탑승 가능)

휠체어용 화장실·유아용
침대 설치 화장실

디스커버리 포켓

지구환경 변동과 생물 진화
—공룡의 신비를 살펴 본다—

관측 스테이션

B.지구를 탐구하는 과학
지표를 탐구한다
지구 내부를 탐구한다

1.진화의 도달점-야생대형동물

과학과 기술의 발걸음
1.과학기술로의 초대

4.근대화의 성과

❶과학기술로의 초대

⓭일본인의 발명과 창조
⓮자동차 산업의 여명
⓰화상송신의 새기술

2.에도시대의 과학기술
❷에도시대의 광업
❸산술( 算術 )의 보급과 발전
❹천문과 측량
❺본초학( 本草学 )에서
박물학( 博物学 )으로
❻에도시대의 의학
❼장인들의 기술

3.근대화의 시작

3.사바나의 포유류

5.멸종의 낭떠러지에
6.새들의 다양한 모습

⓱기계식 계산기
⓲전자 계산기
⓳일본의 우주개발

강의실
4.우리 인류의 이웃 사촌

6.과학기술의 과거,현재,그리고 미래
⓴과학기술의 과거,현재,그리고 미래

실험실습실

2층
6.과학기술의 과거,현재,그리고 미래

에스컬레이터 로비

❻광합성 생태계
❼화학합성 생태계

3.근대화의 시작

2.육상생물의 다양성

⓰생명이란?
⓱생물의 종
⓲다양화의 요인-진화
⓳다양화의 요인-종분화
⓴다양화의 실례

M2층 [과학기술의 위인들] 초상 릴리프
1F 지구관 인포메이션 앞 계단, 또는 2F에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1층
6.생물 다양성의 보전

6.생물 다양성의 보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나?
다양성의 탐구
적색 목록
따오기를 둘러싼 공생 네트워크
부활하는 생물
생물 다양성 보전 네트워크

3.멸종과 진화를
부추기는 지구 환경

5.자연에서 살아가는 지혜
4.계통광장

2.육상생물의 다양성
1.지구사 내비게이터
1.해양생물의 다양성

M2층

5.육상으로 진출한 생물

❶46억년의 산책로

⓮육상으로의 첫걸음
⓯삼림의 형성

❹지구환경 변동의 기록
❺생물의 대량멸종
❻환경 변동과 생물의 변천
❼미세화석

4.생물의 다양한 발전
❽선캄브리아시대의 생물
❾벤드기의 생물군
❿버지스 혈암과 첸장의
기묘한 동물군
⓫고생대의 무척추 동물
⓬삼엽충의 번성
⓭어류의 발전

6.육지를 지배한 포유류
⓰포유류의 기원
⓱중생대의 포유류
⓲숲에 사는 포유류
⓳초원~건조지대에 사는 포유류
⓴섬 대륙의 포유류
중량형의 포유류
육식성의 포유류

7.물로 되돌아간 네발 동물
물로 되돌아간 네발 동물
네 발로 걷는 수생 포유류
물 속에서의 수렴 적응
새로운 먹이의 개척자
거대한 수생 파충류
바다를 헤엄쳤던 조류

B2층
8.하늘을 날았던 척추동물
하늘을 날았던 척추동물

9.인류의 진화
영장류의 진화
원인( 猿人 )의 진화
원인( 原人 )·구인( 舊人 )의 진화
고대인의 복원
신인(호모 사피엔스)의
진화와 세계로의 퍼짐
신인의 확산. 또 다시 아프리카로부터
신인의 확산. 유라시아로
신인의 확산. 오세아니아로
신인의 확산. 북부 유라시아로
신인의 확산. 아메리카로

7.물로 되돌아간
네발 동물

3.다양성의 유래

지구관
안내소

입구
일본관

출구 종합안내
음성 해설 카운터
기념품점
라운지·카페
극장３６○

레스토랑（다락）

에스컬레이터 로비

3.다양성의 유래

크기로의 도전
온도와 물과의 싸움
영양소를 찾아서
대대로 이어지는 생명
공생과 기생

B2층

9.인류의 진화

4.생물의
다양한 발전

오픈 스페이스

⓫열대우림
⓬습원
⓭온대림
⓮고산지대
⓯사막

계통광장

에스컬레이터 로비

❽지상의 다양한 경관
❾서로 관련을 맺고 살아가는 생명들.
❿맹그로브 숲

4.계통광장
5.자연에서 살아가는 지혜

1. 46억년의 산책로

3.멸종과 진화를 부추기는
지구 환경

1.46억년의 산책로
1.46억년의 산책로
5.육상으로 진출한 생물
6.육지를 지배한 포유류

A.관측 스테이션

2.에도시대의 과학기술

1.해양생물의 다양성

특별전시실은 1층에 있는
전용입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4.근대화의 성과

지구의 다양한 생물들

❶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❷우주의 역사
❸생명의 역사
❹인간의 역사
❺타임라인 스테이지

특별전 전시실

2.지구의 생성과정을 알아본다.
5.새로운 일본의
과학기술의 발전

특별전

지구환경 변동과 생물 진화
—탄생과 멸종의 신비—

1.공룡의 신비를 살펴 본다

CT 스캔실

B.지구를 탐구하는 과학

B1층

❶용반류 공룡의 진화
❷조반류 공룡의 진화
❸중생대 최후의 날

2.지구의 생성과정을 알아본다

1.과학기술로의 초대

1.지구사 내비게이터

B1층

1.공룡의 신비를 살펴 본다

❷지구 성장의 기록
❸화석이 보여주는 지구의 역사

에스컬레이터 로비

1층

2.동물들이 살아가기 위한 지혜

5.새로운 일본의 과학기술의 발전

❽기준과 제도의 통
❾근대화를 향한 인재 육성
❿근대 과학기술의 보급
⓫공작기계의 도입
⓬전력 시스템의 도입

지구사
내비게이터

이 층에는 서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로비

A.관측 스테이션

MAP

허브 가든

에스컬레이터 로비

과학기술로
지구를 탐구한다

플로어

수유실

스카이덱

3층
2층

지구관

8.하늘을 날았던 척추동물

B3층

1.법칙을 탐구한다
3.물질 탐구
0.일본의 과학자

⓿

0.일본의 과학자
물리학, 화학, 생리학 또는
의학 분야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소장 자료를 통해서 본 일본의
과학을 구축한 사람들

1.법칙을 탐구한다
⓿소립자 세계를 탐구하는
-KEKB 가속기와 Belle 검출기-

레스토랑 입구
특별전시실 전용
에스컬레이터

2.우주 탐구

B3층

자연의 구조 를 탐구한다

❶측정
❷전기와 자기 측정
❸온도 측정
❹열복사와 에너지
❺빛의 속도
❻중력

2.우주 탐구

3.물질 탐구

❼우주를 보는 눈
❽천체를 보자
❾우주의 계층구조

⓯물질의 계층구조
⓰주기표 - 원소의 다양성
⓱분자의 모양 – 물질의 다양성
⓲나노의 세계를 탐구
⓳물질의 궁극적 구조를 탐구

❿태양계
⓫항성·성운·성단
⓬은하와 은하단
⓭초은하단과 우주의 거대구조
⓮우주팽창과 그 기원

⓴매크로적(거시적)
성질과 마이크로적(미시적) 성질
기능성 물질
친환경적 화학을 지향하며

일본관
2층

북쪽

플로어

MAP

3층
3층

일본인과 자연
5.현대 일본인의 형성

❶일본인의 역사 여행

❻지역집단의 변천
❼류쿠인( 琉球人 ) ·본토인( 本土人 ) ·아이누( アイヌ )

❶일본열도에 남은 대륙의 기억
❷부가체를 구성하는 암벽

2.일본열도가 탄생하기 전（前）

6.뼈에서 알 수 있는ㅤ선조들의 삶과 건강

후기구석기시대의 선조들

❸일본 최고( 最古 )의 화석
❹산호가 번성한 바다
❺완족동물의 낙원
❻고생대 숲

❽뼈는 말한다
❾아주 조금 전의 선조

3.능숙하게
사는 조몬인（縄文人）：

7.사람과 사회를 둘러싼 생물

열도에 고루 퍼진 채집수렵문화

❷뼈를 읽어 본다
̶조몬인( 縄文人 )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❸조몬의 생활

4.대륙에서 온
야요이인（弥生人）：

❿일본인이 개발해 온 자연
⓫갖고 들어온 생물들
⓬내쫓기는 생물들
⓭일본인이 키운 생물들

❹뼈를 해독한다
̶야요이인( 弥生人 )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❺야요이의 생활

❼세계 최고( 最古 )의
어류－우타쓰사우루스
❽화석으로 지층의 시대를 안다
❾중생대 숲
❿바다나리 원
⓫일본에서 처음 발견된 공룡
⓬곤보(곤봉)굴
⓭암모나이트의 바다
⓮식물화석? 아니면 흔적화석

⓮다양한 벼
⓯벼농사에 따른 환경의 변천
⓰벼와 기술의 발전

⓯석탄을 만든 숲
⓰일본해의 탄생 직전
⓱일본해의 탄생과 비카리아

3층

4.빙기와 간빙기
⓲메타세코이아 숲
⓳일본에 코끼리가 있었던 시절

5.토픽 전시

1.남북이 긴 일본열도의 자연

2.일본열도를 둘러싼 풍요한 바다

❶일본 열도의 계절과 자연
❷아열대
❸난온대
❹냉온대
❺아한대
❻일본의 대표적인 이끼, 지의,
버섯, 변형균, 담수어

❼일본열도를 둘러싼 바다의 특징
❽구로시오( 黑潮 ) 온대 해역
❾구로시오( 黑潮 ) 아열대 해역

1.남북이 긴
일본열도의 자연

❿일본해
⓫오야시오( 親潮 ) 아한대 해역

3.변동하는 일본열도
⓬일본열도의 지질
⓭일본주변의 대륙판 배치와 파고들기
⓮일본의 광물
⓯일본에 떨어진 운석

후타바스즈키류

1층

1.일본열도의 골격

2층

중앙 홀

2.일본열도가 탄생하기 전( 前 )

B1층

3.변동하는 일본열도

5.토픽 전시

6.뼈에서 알 수 있는 선조들의 삶과 건강

네오 르네상스 양식의 일본관 중앙
부분은 천장이 탁 트인 홀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보신 후에는 하얀벽의 돔과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아름다움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8.일본인과
자연의 영위

1.생물의 도래와
문화의 발자취

3.변동하는 일본열도

2.식물들의 적응전략

1.일본인의 발자취
4.대륙에서 온 야요이인( 弥生人 )
4.기후에 맞추다

지구관
5.현대 일본인의 형성

1층

B1층

4.변동하는
일본열도

3.일본해의 탄생과
일본열도의 성립

⓴화석화학합성군집
심해생물 화석

7.사람과 사회를 둘러싼 생물

❶푸코의 진자
❷극장36○

3.일본해의 탄생과 일본열도의 성립

일본열도의 자연

2.일본열도를 둘러싼 풍요한 바다

8.일본인과 자연의 영위

새로 펼쳐지는 수전농경문화

일본열도의 형성과정

후타바스즈키류
1.일본열도의 골격

1.일본인의 발자취
2.일본열도에 있어서
인류역사의 시작

북쪽

남쪽

1.하늘 알기
-천구의·천문-

3.바다 때문에 격리된 동물들

3.능숙하게 사는
조몬인( 縄文人 )

2.땅 알기
-지진계-

다목적실
기획 전시실

중앙 홀

남쪽

일본열도의 다양한 생물들

1.생물의 도래와 문화의 발자취

3.바다 때문에 격리된 동물들

❶DNA가 밝혀 주는 동물의 역사
❷새가 알려 주는 모양의 변화
❸열대·아열대 기원의 해산동물

❼척추동물이 알려 주는 섬들의 역사
❽난세이제도( 南西諸島 ) 고유의 육산패
❾곤충의 종( 種 )분화 구조
❿블래키스턴선과 새들
⓫오가사와라 열도( 小笠原諸島 )의 생물

2.식물들의 적응전략
❹땅의 역사와 관련된 식물
❺고산지대에 남아 있는 빙하시대 식물들
❻특수한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들

3.때 알기
-시계-

극장36○

2층

2.일본열도에 있어서 인류역사의 시작

4.눈에 보이지
-않는작은 것 알기-

4.기후에 맞추다
⓬북쪽에서는 크고, 남쪽에서는 작다
⓭눈을 이용하여 살다

푸코의 진자
음성 해설· IC 카드 카운터
카페

1층
기념품점

라운지

북쪽

1층

남쪽

자연을 보는 방법

1.하늘 알기
기획 전시실

―천구의·천문―
❶일본 역( 曆 )의 변천
❷에도시대의 천구의·지구의
❸망원경으로 본 것은

2.땅 알기

―지진계―

입구

출구
종합안내

❹땅의 움직임을 알려는 시도
❺지진계의 발달
❻계속 변하는 지진계

3.때 알기
―시계―

❼부정시법과 화시계
❽현대 시계산업

4.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 알기―
❾호기심에서 생겨나는 과학의 눈
❿극미의 세계로의 도전

남성용 화장실

물 마시는 곳

여성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노약자, 신체 장애인 휠체어 탑승 가능)

휠체어용 화장실·유아용
침대 설치 화장실

오스토메이트

수유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