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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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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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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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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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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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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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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