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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박물관 한 세기의 역사 중에서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난 서울대회는 가장 영향이 큰 박물관 행사
였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 점은 할 당시보다도 오늘날 이 시점에서 느끼는 바가 더 강하게 와 닿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전과 이후의 박물관의 활동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비단 한국박물관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제국의 박물관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은 지난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반추하여 본다면 틀림없을 것이다. 2010년에 있었던 중국 상해의
ICOM대회 그리고 2009년의 일본의 ICOM ASPAC대회 등 국제박물관활동의 증가 등은 모두 서울대회
의 일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제박물관활동들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며 서울대회
가 자극제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1990년대에 캐나다의 퀘백 대회에서 서울 ICOM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이래 결
정될 때까지 지난 서울 대회의 유치는 순수하게 한국박물관선구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김병모 전 위원
장, 김종규 전 한국박물관협회 회장, 고 백승길 전 ICOM Korea 위원장 등의 탁월한 지도력의 결실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박물관과 문화계의 지도급 인
사들의 특별한 관심과 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관심으로 정부의 지원단이 설치되어 운영의
실무의 큰 축을 담당하였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후원이 컸었다.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삼성문화재단을
통한 삼성전자의 재정지원과 협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여러 박물관들과 문화단체들이 크고 작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이다. 조직위원회의 구성은 당시의 김병모 ICOM Korea 위원장, 김종규 박물관협
회 회장 그리고 이건무 국립박물관 관장 등의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모든 한국의 박물관
역량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서울 대회를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은 조직위원이나 참여한 박물관 전문가들 모두가 박물관문화를 높이기 위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당시로서 ICOM의 29개의 모든 국제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담당하였던 장인경
현 ICOM 부위원장의 역할이 컸고 각 위원회의 연락을 담당하였던 참여자들의 열의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ICOM본부의 브링크만 사무총장이나 국제교류를 담당하던 젤 여사는 서울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었던 것도 잘 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이러
한 국내외 관련자의 모두의 노력이 서울대회를 유라시아대륙의 동 쪽 끝의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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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의 걱정하였지만 100개국에서 1500 명 가까운 인사들이 등록을 하였던 것이다.
서울대회 이 후, 한국에서 박물관의 활동의 규모나 양과 빈도 그리고 질에서 획기적인 팽창을 한 것
은 문화의 시대를 표방한 정부의 관심의 증가가 가장 큰 동인이었겠지만 이러한 정책적인 관심이 박물관
에 상당히 집중된 것은 서울대회에 보여준 박물관인들이나 문화인들의 열의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10
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초기적인 평가는 한국 박물관사회 뿐 아니라
ICOM회의의 국가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영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에는 황실박물관을 시작으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박물관들은 대단히 느리지
만 끊임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근래에 들어서 경제성장의 사회적인 에코로서 문화적인 관심
이 증대하고 박물관의 성장이 지속된 것이다. 서울대회는 그러한 과정에서 박물관성장의 에너지가 집약
되고 추진력을 가지게 만든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었고 그 파장은 문화쯔나미처럼 국내 뿐 아니라, 아시
아 지역에 새로운 움직임을 자극하는 계기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희구하는
박물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성장의 긴 여정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디지털화 그리고 글
로발화의 시대적인 큰 흐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와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데 사회적인 첨병이 되어야
하는 박물관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박물관가치의 보편적인 공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습득 그리
고 급속한 사회변동에 대한 적절한 적응과 사회적인 위상의 재정립 등, 박물관에 대한 잠재적인 요망과
함께 현안으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안들은 한국박물관만의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국
가의 박물관들이 경험하였거나 앞으로 부딪칠 문제라고 생각된다는 점에서 ICOM의 새로운 역할이 요청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책자는 결국 세계 박물관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박물관의 발전의 과정에 대한 기
록이자 미래에 대한 준비이며 또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국제박물관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록인 셈이다.
이 책자를 위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고를 보내준 우리의 외국 동료들, 한스 마틴 회장, 올랍슨 대표
그리고 큐린 박사 등에게 우의에 정말 감사드린다. 그리고 한국의 필자와 짧은 박물관현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모두가 기억되어야 할 일이다. 그리고 한미사진미술관의 송영숙 관
장님께 이 책의 발간을 지원하시고 또한 평소에 우리 ICOM을 위한 배려와 후의에 전 회원을 대표하여 심
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다.

2004서울대회의 주요내용과 경과개요
ICOM 2004대회는 2004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회장에서 열린 서울 세계박물관
제20회 대회는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회로서 세계박물관협의회 사상 대단히 의미 있는 대
회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은 대단히 오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한 동북아 국가들은 대단히 훌륭한
박물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적인 박물관운동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통문화와 박물관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으며
서울대회는 한국문화를 통해서 아시아 전통 문화의 재인식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고 또한 아시아
의 박물관문화를 국제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전기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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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회의 주제인“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은 세계박물관협의회가 처음으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하
고 이 주제는 한국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이 무형문화재의 보존에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진 나라의 중의 하나이고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세계화의 과정에서 이러
한 문화유산들이 곳곳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는 점이 있어서 한국 박물관대회에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세계 문화계에서 대단히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모든 생산과
정이 기계화 대량화되고 또한 빠른 정보교류체계의 발달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공통적인 대중문화가 범
람하게 되는 현실에서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문화의 존속은 풍전등화와 같은 것일 수 있으며 이러한 세계
화의 상업성은 결국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보이게 될 것이고 미래의 인류의 창조
력은 일방적이고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세계의 모든 문화인들은 걱정을 해 오고
있는 것이며 서울대회의 주제는 이러한 걱정의 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줄 것으로 기대되었던 것이다. 이것
이 문화에 대하여 보존노력이나 지속가능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ICOM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 대회동안 유네스코도 이미 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유네스코를 대표하여 일본의 아이카와 선생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무형문화유산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보존에 있어서 박물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상기시킨 바가
있다.
키노트 세션에서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저명한 논객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그 보존 노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제안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시아의 지성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챠크리(Chakri) 태국 공주나 호르타(Horta) 동티모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의 인사들이 전통
문화와 무형유산의 보존을 호소한 것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아시아적인 입장을 웅변한 것이며 또한
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단히 심도 있는 논의가 기조강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대회에 기대
하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아프리카에서 한 노인의 죽음은 바로 하나의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
“이라는 이어령 교수의 지적은 무형문화유산을 세대 간에 이어가는 매개체로서 인간문화재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무형문화유산과 인간문화재의 보호가 문화의 전승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웅변하여 주는 말씀이라고 할 것이다. 이제 전통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나 학자들의
관심이 하나의 실질적인 제도개선의 방향으로 유도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이 점은 서울대회가 아직
도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의 문화유산의 보호에 국제적으로 중요한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
되었으며 그 정신은 2010년에 있은 중국 상해대회에서도 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얼마나 화합적인 사회에
기여하게 될 것인지를 논하면서도 계승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회에서 제기된 문제 중에서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에 하나의 획을 긋는 작업은 디지털문화에 대
한 정의와 보존방안에 대한 박물관의 노력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문화도 일종의 무형문화유산에 속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정신을 서울선언에도 담고 있다. 한국이 디지털에 관한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임을 자
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논의가 서울대회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의 공동주제의 하나였던 디지탈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서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 사회의 행위의 보편적인 형태로서 인지하고서 미래 박물관을 어떻게 창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
의되었다는 것은 세계대회의 역사상 획기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거대한 디지탈 문화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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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오리 속에 있으며 미래사회에서 이 문화변동을 어떻게 수용되어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논의한 최초
의 세계대회라는 점에서 박물관 발달사의 새로운 단계의 출발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디지털문화는 이번의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의 가장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재인식되고 있다. 음성이나
행위 등의 무형적인 문화의 보존을 위해서 박물관은 이러한 현대적인 디지털 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
서울대회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박물관이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
화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하는 것이었다. 특히 한국은 가장 큰 전쟁을
겪은 나라이고 또한 많은 문화유산들을 상실한 나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는 분야 당시 이라크와 아프가
니스탄 등의 분쟁지역의 박물관전문가들의 참여와 증언들이 박물관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이었
으며, 구체적으로“서울선언”
의 내용에도 세계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슬람권의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대
회의 정신을 담고 있다. 또한 분쟁지역에서 문화유산의 보호에 각별하고도 강력한 보호 의지를 천명함은
물론이고 또한 정부나 민간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노력은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적인 공감대 나아가서는 인류사적인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세계대회의 선언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으로 인한 문화유산의 파괴에 대한 경고로서 시
의 적절한 것이었으며 국제적인 공동노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서울 세계박물관대회는 유치기획단계에서 한국 사회의 박물관인식을 높이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며 적어도 정부의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정부의 조직 그리고 직접 간접적인 참여를 위해서 조
직위원장단이 큰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국립박물관들 이외에도 문화관광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등
의 정부 조직이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참여는 결국 박물관의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새로운 인
식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사립박물관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지속하게 되는
실질적인 이유도 되었던 것이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실제로 치러지는 동안 많은 박물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재정적으로나 전시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
고 열악한 박물관의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것은 이러한 기회가 박물관에 대한 정부와 사
회의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기회로서 자주 오지 않는 다는 것을 박물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해 낸 동인이었다. 그래서 이 점에서는 한국박물관 사회에서 박물관인들이 박물관의 대
소나 계열을 구분하지 않고 합심하여 준비하였던 아마도 최초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한국박물관활동; 2004 이 후
사실 지난 10 년만큼 한국박물관이 격변한 시점은 지난 한국박물관 한 세기 동안 없었을 것이다. 지난
2005년에 엄청난 규모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정식으로 개관한 것도 중요한 변화이지만, ICOM 2004당시
의 등록된 한국박물관의 수효가 400관 정도가 되었던 것이 2013년 현재로 거의 1000 관에 육박하여 두
배 이상의 성장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공인학예사의 수효 역시 급격히 증가하여 외형적인 규모로서 대단
히 큰 성장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활동이 대단히 활발해져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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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나 시행의 빈도가 달라지고 그 내용이 크게 발전한 점이다. 이 점은 정부의 사립박물관 지원이 중
요한 전기이기는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크게 신장되어 새로운 박물관이 꾸준히 증가하
고 전시와 교육은 결국 박물관활동의 핵심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박물관교육의 발전은 이 시기 동안에 박물관의 사회적인 인식을 크게 변형시킨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교육의 하나로서 인식된 박물관교육은 성인 강좌교육적인 차원에서 이해되
기도 하였지만 유소년단계의 교육이 심화되고 체험교육의 중요성이 인식 되면서 새로운 차원의 교육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중에서 한국박물관교육학회가 성립되고 또한 대학의 전공과정도 설립되어
본격적인 박물관관련 학문분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정부의 교육의 정책이 학교교육에서 사
회교육 그리고 STEAM이라고 부르는 창의 체험교육에 비중을 크게 둠에 따라서 박물관교육의 영역은 크
게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박물관에서 큰 변혁은 한국박물관학술대회가 5월의 박물관인의 날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2013년 현재 제7회 째를 맞고 있는 이 학술대회는 관련된 학문분야의 학회나 연구소들
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서 그동안 분산되던 박물관 관련분야 학문들이 현안들의 주제에 집중하
고 상호 영향을 주면서 학문적인 발전과 함께 박물관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된 점이 큰 의의가 있
고 또한 학예사들의 학문적인 역량강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제시된 주제의 토론을 위하여 외국의
저명한 박물관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동참하게 함으로서 국제적인 학술교류의 새로운 장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참여하는 분야들은 박물관학이나 박물관교육학 뿐 아니라 보존과학이나 디자인 등의 박물관 관련 산
업분야들도 참여하여 명실상부하게 한국박물관 학술분야 전국모임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인 활동에서도 괄목한 성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서울대회에서 선출된 장인경 철박물관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기간 동안 ICOM ASPAC의 회장국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였는데 이란의
시라즈와 일본의 동경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두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적인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한 선언문들이 채택되었다. 서울대회 이 후, ICOM 한국위원회가 주도한 국제회의는 2006년
‘문화유산보호 및 박물관 재해대비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
이 서울역사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
최되었으며, 2008년에는 세계도시박물관 (CAMOC 2008 SEOUL)이 서울역사박물관에서‘도시박물관
과 도시의 미래’
라는 주제로 열렸다. 2009년에 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ICOM-ICME)가 국립민속박
물관과 함께 서울총회가 두 가지의 주제,‘1, 화해와 평화를 위한 박물관’
와‘2. 세계 생활사박물관의 역
할’
으로 열렸다. 그리고 국립박물관이 용산부지를 활용하여 박물관공원을 만들기 위한 국제학회가 2010
년에 열린 바 있다. 2011년 제1회 국제청방패위원회(ICBS)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주최로“변화하는 시
대에서의 세계 문화유산의 보호: 비상 대비와 대응
‘ ‘Protecting
(
the World’
s Cultural Heritage in
Times ofChange;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이 열렸고 또한 2011년에는 제5차 아시
아·유럽 박물관네트워크(ASEMUS)가 ’
새롭고 지속가능한 박물관교육
‘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한국위원
회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현대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
현대
사와 박물관
‘이라는 주제로 열린 바 있다. 이러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세계의 다른 사례들이 소개되고
또한 한국적인 접근방식이 하나의 새로운 조화로운 발전모델을 위해서 논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학술모임 이외에도 지난 10년간 중요한 변화의 하나로서 한중일 삼국이 모여 공동으로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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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발전을 모색하는 일이었다. 삼국은 문화에 있어서도 상호 통하는 점이 많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충분
히 상호교류에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대단히 효율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삼국의 국
립박물관의 년례적인 회의나 수도박물관들의 모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삼국의 박물관협회가 모여
차세대의 박물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박물관전문가교육훈련센터를 각 국에 설립하고 교류하는 프로
그램 구축을 위한 회의가 일본 동경에서 몇 차례 열린 바 있다. 이번의 북경 고궁박물관에 설립된 ICOMTarining Center 는 바로 그러한 논의에서 시작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서울대회의 주제의 핵심이 되었던 무형문화유산을 위한 국제잡지의 창간이
2005년에 이루어지고 매년 발간되어 이제 제8호를 내고 있는데 이 저널은 이제 국제저명잡지 인용지수
들에 포함되어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영역이 하나의 학문분야로서 확립되게 되는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 저널은 곧 10주년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에는 훨씬 더 체제를 갖추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박물관적인
논의가 학술적으로 한층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박물관의 활동은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 있어서나 국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적인 변화를 만들
어내었으며 사회적으로 박물관의 보편성 또는 사회적인 인지의 정도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국가적으로 문
화정책의 큰 축으로서 그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현실과 앞으로의 전망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박물관인식은 획기적으로 변화한 것은 틀림없다. 21세기의 한국은 문화에 대
한 인식이나 그 수요가 커지고 또한 다양화하는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적 특성을 가미하는 것이 곧 새로운
박물관들의 출현이자 박물관들의 활동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문화향수의 욕구는 박
물관이 유지될 수 있는 존재의 이유이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사회변동 속에서 박물관
의 변신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점은 한국박물관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다. 왜냐하면 제한된 재정과 인력자원 그리고 박물관자원으로서 증대하는 사회적인 욕구를 모두
충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의 국공립박물관이나 일부 사립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재정
적으로 극히 불안정하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문화기관에 대한
개인기부금이 극히 저조한 사회에서 주로 공공기금에 의존하고 또한 개인박물관들은 생존의 위협을 지속
적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용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인 셈이다. 소형의
개인박물관들은 적은 사회적 경비로서 대규모의 국공립박물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특정한 문화적인 콘텐
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다. 그렇지만 콜렉션이나 다른 자원들을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유지
하면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이 고민하여야 할 부분인 셈이다.
박물관 콜렉션의 정보화 작업은 전 세계 박물관의 숙제인 동시에 한국박물관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지식산업의 핵심적인 자원이자 새로운 지식창조의 터전으로서 박물관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콜렉션의 완전한 보존과 함께 이러한 콜렉션의 정보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지 않
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이 점은 앞으로 박물관 전체의 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로 생각되어야 할 것
이다. 왜냐하면 지적인 창조를 위한 기반시설로서 박물관은 결국 국가의 경제적인 기반으로서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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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생각되지 않으면 박물관의 입지는 확장되기 어렵고 또한 발전에 한계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제 박물관은 방문자의 수효만이 박물관활동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물론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박물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방문만이 아니고 지식의 탐구에서는 훨씬 더 효율
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시스템에 의한 사회적인 네트워크는 박물관의 활
용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한국의 박물관들의 대다수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웹 페이지를 구축하
여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박물관 활동척도의 중요한 관
건인 것이다. 박물관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보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콜렉션의 보존과 교류확대를 위한 정책의 강화는 박물관이 새로운 시대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는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창조적 사고와 문화적 소통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활동이 대중
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인 지식으로 회자되기 위해서는 많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용이 필수적인
관건이다. 박물관의 콜렉션들이 잘 보존되고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고 디지털 유산을 포함하여 새로운 문
화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존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박물관이 이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전시를 위해서 콜렉션의 이동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들을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박물관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립기관과 정부 그리고 협회 등이 노력하고 있고 대학에도
전문학과들이 설립되었지만 아직도 의식이 투철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편이다. 국가
공인의 전문인력제도가 있지만 숫적으로 증가하였을 뿐 실제로 박물관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전문가로서 자질을 보증하지도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행히도 정부의 학
예사 지원정책들이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낮지만 앞으로 지속되어 경험이 많은 학예사들
이 많은 시점이 되면 자질이 높은 학예사그룹들이 출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직도 박물
관의 공공성의 인식이나 박물관활동의 사회적인 책임이나 적용률 그리고 새롭고 효율적인 방법론개발에
있어서 지속적인 개발과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재교육의 체제구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세계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인 필요성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과 기술이 필요할
뿐더러 빠른 기술발전으로 박물관의 지식전달 및 소통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훈련과 함
께 이를 토대로 새로운 박물관문화를 창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사회
문화변동을 수용하기 위한 재교육이 박물관전문가들에게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
국의 박물관전문가들은 특히 집중된 재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박물관의 현재의 상황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의 확대지속가
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은 지식산업으로 집약되어야 하고 정부에서 강력한 정
책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제도 역시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물관
의 사회적인 기여도와 활용의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물관들이 사회교육 뿐 아니라 학교교
육의 보완으로서 박물관교육이 확고해지면 제도적인 뒷받침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박물관이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10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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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동에서 한국사회도 분명 다문화사회로서 문화이해와 소통의 필요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노령화로 인한 사회계층의 문화적인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문화소통의 기능이 극대화되
어야 하는 시점인 셈이다. 대단히 빠른 템포로 변화하는 한국의 산업이나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인 가치
의 재정립이 신속하게 재정립되면 한국박물관사회는 앞으로 격변하는 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보여주
는 첨단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ICOM과 국제적인 박물관전문가들, 그리고 특히
이웃한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수적인 성공전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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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 KOREA의 활동은 1970년대에 태동되었다. 그래서 모스코바 총회에 2명의 대표가 참가함으로서
세계로 향하는 문을 처음 열었다.
2004년은 ICOM 이라는 기구가 설립된 지 58년이 되는 해였다. 그 때까지 ICOM 총회가 아시아에서
개최된 적이 없었다. 아시아는 세계문명의 발상지의 고향이지만 아시아의 박물관들은 서양문명의 고향인
유럽의 박물관과는 교류가 없는 채 고립되어 있었다.
동양과 서양은 주민들은 2천여 년 전부터 실크로드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물관 경영자들은 동서양이 서로 자유롭게 소통되지 못하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아주 대다수의 인구를
갖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소수의 박물관 전문가들만이 동양과 서양을 오가며 서로의 박물관에 대한 편린
같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 정보들은 아시아 보통의 지식인들(Intellectual laymen)들
과는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ICOM 총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1992년 퀘벡 총회에는 한국대표가 00명이 참가하
여 총회의 진행상황을 벤치마킹하였다.
개발도상국가가 올림픽을 개최하면 그 나라는 결국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역사적 사실이
박물관의 세계에서도 적용되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념이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서울대회를 계획하게
되었다. 1992년 퀘백 총회부터 벤치마킹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서울총회 유치계획은 한국 정부나 국립박
물관의 동의 없이 감행되었다. 왜냐하면 ICOM은 NGO이기 때문이었다.
국민 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는 나라에서 박물관 문화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총회를 한국에 유치
하여 박물관 문화에 관한한 세계의 전문가들을 한국에 불러오고 그들을 만나는 한국인들이 자극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동시에 한국문화를 세계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었
다.
ICOM-KOREA 유치 신청을 하고, 본부에서 실사가 나오는 과정에 대회경비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
기 시작하였다. ICOM-KOREA와 국립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준비해 나갔고 정부가
지원해 주었다. 총회의 주제를 무형문화재로 삼았다. 그 이유는 서양문명은 가시적인 문화재를 많이 남겨
놓았지만 동양 문화의 전통은 그 다양한 민족구성처럼 다양한 사유세계와 생활전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
이었다. 한국정부는 1960년대부터 전통음악, 연희(演戱者), 전통 생활도구 제작자등 생활문화전통을 지
닌 사람들을 보호 육성하는 인간문화재 제도를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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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발행하는 정기학술간행물인 <Intangible heritage>가 탄생하여 세계의 각종민속과
생활전통을 학술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울총회는 한국박물관회원 뿐만 아니라 많은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 증거로는 한
국의 많은 문화재 소장자들이 소장품을 박물관이라는 형식을 갖추어 개관하였고, 지방 정부들도 자기 지
역에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여 공립박물관의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뚜렷하다. 우
리의 신념은 성공으로 다가가고 있다. 한국의 박물관문화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회고 _ 22

ICOM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회상기

이건무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열린지 10년이 되어간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대회 이후에 박물관
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고, 박물관 숫자도 크게 늘어났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과 이미지가 크게 높아졌으니 변화가 크긴 컸던 것 같다. 당시 필자는 대회 조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참
여하였다. 문화NGO 주관의 행사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힘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UNESCO 한국위원회를 비롯하여 공사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국립박물관이 모두 화합해 한마음
으로 뛰었고 정부(문화부)와 지자체인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
로 열리는 대형 국제문화 행사이므로 모두가 꼭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직
위원회가 구성되고 필자도 공동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지만, 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이전개관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김병모, 김종규 두 위원장처럼 적극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점에 대해
두 분께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조직위에서는 배기동 사무총장, 정부지원단 강철근단장 등 능력
이 뛰어난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정부지원단에서는 행정업무 전반과 예산 운용을 담당하였는데, 국
제대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예산 부족 문제를 감축운영 등으로 잘 해결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가 있었다. 예산의 어려움은 사전에 족히 알고 있었지만 스폰서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예산 지원
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얻어 쓴다는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를 타인 앞에서 꺼내는 일은 공무원으로 살아
온 나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다행히 김종규회장 등 외향적이고 지인이 많은 분들의 활약으로 삼
성, LG 등 대기업과 지자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문화의 미래를 보고 지원해 주신 분들께는 지금
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2004 서울대회의 홍보를 위해 아시아지역 중 박물관이 많은 중국과 일본 두 곳을 공동위원장들이 나
누어 방문하기로 하였다. 김병모회장이 중국을, 김종규회장과 나는 일본을 찾았다. 마침 1년에 한번 열리
는 일본 전국박물관장 회의가 도쿄에서 있어 참관할 수 있었다. 관계공무원이 그해의 국가 박물관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와 토론이 이어지는 회의였다. 저녁에는 환영 리셉션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빌려
나카가와 시로 일본 전국박물관장회의 위원장을 비롯해 그곳의 많은 박물관장들에게 서울대회를 홍보할
수 있었다.
10월2일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주최 전야제(Welcome Reception)에서는 공동위원
장을 대표해 인사를 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스피치는 짧되 참가자들에 와 닿는 내용을 담느라 나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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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심하였다. 2004 서울대회를 통해서 문화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하기를 희망한
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환영만찬을 겸한 전야제는 1,700여명이 참석하였고 그야말로 성대하였
다. 공연(탈춤과 궁중복식 Fashion 쇼)관람과 식사를 함께할 수 있는 대형 홀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참석한 일본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이렇게 넓은 실내를 찾기가 어려워 대회유치가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개막식에 참석한 VIP 중 차크리(Maha Chakri Siridorn) 태국공주를 국립중앙박물관 전
시실로 모셔, 안내하는 영광도 가졌다. 한쪽 손을 다쳐 깁스를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운 표정으
로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서 따스한 마음씨와 황족의 기품을 느낄 수 있었다.
대회기간 중 외국박물관 관계자들에게 용산에 신축중인 국립중앙박물관 현장을 관람케 하고 설명하
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입구의 중앙홀에서 영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간단하게 현장을 둘러보
았는데 모두 그 규모와 설비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문화기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칭찬하는 것이리라고 생각하였지만 크게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특히 관람자 중의
한 사람인 이라크의 도니 조지 바그다드 국립이라크박물관장은 한국과 같이 전쟁을 겪은 나라가 어떻게
전후 50여년 만에 문화재 보호정책을 잘 수립하고 이토록 훌륭한 박물관을 건설할 수 있었느냐며 한국을
모델l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당시 이라크는 전쟁을 겪으면서 중요한 박물관 소장유물을 탈취당한
바 있어 더욱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후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라크의 문화재 행정전문
가와 박물관 보존처리전문가를 초청해 국내기관에서 연수하도록 조치하였다.
불과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열린 행사였지만 처음 치루는 세계대회인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행사를 치르는 동안 많은 관계자들이 고생하고 노심초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역사상 최대의 참
가인원을 기록하였고 설문 응답자의 90%가 만족을 표시하는 등 대회가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행사
를 통해 한국문화를 크게 알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한류의 시작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당시 합
심하여 대회를 이끌어준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특히 조직위원회에서 실무를 도맡아 궂은일도 마다않고 열심히 일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대회 성공에 대
한 영광을 돌리고 싶다. 도시이름이 붙는 이 세계박물관대회가 언제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될까 궁금
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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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대회 개최-특유의 결집력과 협력
ICOM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개최 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세월이 유수 같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문화올림픽으로 지칭되는 세계박물관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당시로선 참으로 막막하고 어려운 여건
이었다.
2004년, 이웃나라 일본은 경제대국인데다 박물관수도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많은 5,000여 관이 있
었음에도 세계박물관대회를 열지 못한 상태였다. 반면 우리는 IMF의 한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데다 박물
관수도 겨우 400개(2004년 기준 397관) 남짓한 상태였기에 우리가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엄두를 내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ICOM(1946년 창설) 58년 역사상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세계대회를 성공
리에 개최한 것은 우리민족 특유의 결집력과 협력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2000년 ICOM
자문위원회에서 서울 개최가 확정된 후 그 감격도 잠시, 걱정은 현실로 다가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
제는 조직과 돈이었다.
ICOM한국위원회나 한국박물관협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이렇게 큰 행사를 경험해 본적이
없었기에 모든 것은 배워가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대회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부분 국고에서 확보하고 조직역시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먼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ICOM한국위원회를 대표해서 김병모 위원장이, 정부를 대
표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이건무 관장이, 박물관계를 대표해서는 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확정하고
조직위사무실은 경복궁내 현 국립고궁박물관 별관(당시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에 마련하였다. 조직
위 부위원장에는 최정필 세종대 교수와 한양대 배기동 교수(사무총장 겸, 현 ICOM한국위원회 위원장)가
각각 위촉되었다. 정부지원단도 발족되었는데 단장에는 강철근 문화부 국장이 선임되었으며 문화부와 산
하 국립박물관에서 추천한 행정 및 학예직 공무원들로 지원단에 합류하였다. 이외에도 상임위원, 자문위
원, 운영위원, 각 소위원회별로 많은 분들이 적극 도와주었음은 물론이다. 업무가 시작되기 무섭게 시차
가 맞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사무실은 밤낮없이 가동되었고, 여러 가지 언어로 전화나 공문이 오가는 등
글로벌한 박물관 행사준비의 분위기는 서서히 고조되어갔다.
이만하면 조직도 갖춰지고 실무는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개최 예산이 문제였다. 확보한 정부예산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렇게 큰 국제행사를 처음 치르는 입장에서 전체예산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여기저기 손을 벌려 일단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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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모 위원장은 대학교수 신분인데다 ICOM한국을 대표하고 있어 예산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
으며, 이건무 관장은 공무원 신분임을 보호해주어야 했기에 국고를 제외하고는 예산부담을 지워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예산 확보의 과업은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다. 여기저기 손을 벌리기 위해 그
동안의 인맥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손학규 지사를 만나 상당한 예산지원 약속을 받았던 일,
그 직후 서울시 이명박 시장을 방문해 서울의 도시명칭을 달고 개최되는 행사일 뿐 만 아니라 서울시 위
상에 걸맞게 최소한 경기도보다는 지원규모가 커야한다는 논지로 지원의 명분과 규모를 설명했던 기억은
어떻게든 성공시키고 말리라는 의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삼성문화재단 한용회 대표는 평소 호형호제할 만큼 가까운 사이지만 이미 지원예산규모를 알려온 터
라 재 요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더 좀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에서 당시 문화부 고위당직자와 함께 인사동 어느 식당에서 한 대표를 만났다. 몇 순배 술이 오가고 분위
기가 무르익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결론은 당초 지원하기로 한 예산의 배 가까이를 지원하겠다는
흔쾌한 승낙 이었다. 지금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으로 기억된다. 문화예술에 넒은 식견과 이해를 가지고 있
었던 한 대표의 통 큰 결정과 이를 수용해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과 삼성미술관 리움의 홍라희 관장님
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선 뜻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준 시공테크 박기석 회장님, 성보문화재
단 윤장섭 회장님, 한빛문화재단 한광호 회장님을 비롯한 명원문화재단, 청운문화재단, 한미약품, 옥랑문
화재단 등 여러 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비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에 의해 조
성된 예산이 있었기에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성공적인인 개최 후 변화한 박물관 환경
107개국에서 1,500여명의 해외인사가 참석한 대회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다. 그리고 성공적인 서울대회
가 계기가 되어, 그 이듬해인 2005년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시 많은 해외 박물관 인이 다시 방문해
역사적인 개관을 축하해주었다.
뿐 만 아니라 필자의 후임으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배기동(제5대) 회장은 재임 중이던
2007년에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를 최초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것 역시 2004년 대회의 성공적인 결과가
일정부분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회는 금년으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
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실 공히 대표적인 국제 종합박물관학술대회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2009년은 우리나라에 근대식박물관인 대한제국 제실박물관이 순종황제에 의해 문을 연지 100
년을 맞이한 해였다. 이를 기념하여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협회
공동 주최)이 연중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때 ICOM은 물론 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던
것도 2004년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역사와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문을 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기념
국제학술대회,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국제전이나 학술행사 등 역시 2004년 전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름을 실감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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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박물관수 1,000관시대를 맞이하였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가 아닐 수 없
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최초로 박물관발전기본구상을 발표하였으며, 금년에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서울시
박물관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강원도 영월지역이 박물관특구로
지정되어 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활성화 박물관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박물관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었다. 2004년 복권기금이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지원되기 시작
한 이후 2007년부터는 학예사 인건비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해설사, 에듀케이터도 정부로부터 지원이 확
대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에 박물관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지자체 차원의 박물관발
전방안이 경쟁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로 박물관인의 한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게 한
다. 박물관이 국민들에게 다가 가고 있는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이다. 2008년 5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
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와 근로자들의 주5일제 근무제 정착, 학교 주5일제 수업제 정착 등은 박물관 외적
환경의 변화로 박물관이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할 수 있는 변화이다.
대회가 끝난 이듬해,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을 어느 문화행사에서 우연히 만났다. 과묵한
성격의 김 관장은 내 손을 부여잡고 얼마 전 파리에 출장을 갔더니, 2004년 이전에 비해 대우가 크게 달
라졌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깍듯이 전했다.
김 관장의 인사를 당시 수고를 함께해준 관계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렇듯, 2004년 이후 우리 박
물관의 국내외적 위상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은 필자
의 일생에도 큰 영광이고 보람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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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과 무형유산국제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의 탄생

김홍남
이화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전 국립민속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2004년 서울세계박물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박물관사에 큰 족적을 남긴 대 사
건이었다.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이란 대회주제의 선정부터 대회의 한국 유치에 이르기까지 당시 김병모
ICOM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보여준 비젼, 판단력과 추진력은 놀랄 만한 것이었다, 바르셀로나에서 서울대
회 홍보를 펼치고 돌아온 위원장단은 활기와 자신감에 넘쳐있었다. 그러나 내 마음 속 한 편에는 그런 규
모의 국제행사를 실제로 꾸려가기 위한 국내박물관들의 경험과 조직력, 그리고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도
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고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이 똘똘 뭉쳐 닥치면 해내는
한국인의 저력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당시 집행책임을 맡았던 조직위 사무총장 배기동교수와 정부지원
단장 강철근선생이 보여 준 인내와 노고는 대단한 것이었다. 박물관, 미술관이 각 나라 문화수준의 대변
자이며 그러한 기관에 종사하는 박물관인들이 한국의 박물관, 미술관들을 보고 우리문화의 역사와 깊이
를 깨닫고 돌아간다면 그들이야말로 우리의 홍보대사가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시 국립민속박물관 관장의 직함으로 조직위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장으로 대회의 주제인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이 무형적 컨텐츠가 강한 민속박물관과 직결되는 것이고,
국립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인지도도 있으며, 또 관련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유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으로서 더없이 좋은 도약의 기회라고 직감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사명이
뚜렷해지자 국립민속박물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국적인 내용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전시와 환영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취임 후 낙후된 박물관의 내외
부를 대폭 개선해 왔던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리하여 <나무와 종이>라는 전시가 탄생하였다.
이 특별전은 한국이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전통 목기공예와 지공예의 독창성과 미적 경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때까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찰과 무교권의 지화공예까지도 과감히 포함시
켰다. 당시 궁궐지화의 권위자 황수로여사, 사찰지화전통의 맥을 이어 온 봉원사, 평소 지공예 연구에 증
진해왔던 양종승학예관의 역할이 컸다. 전시설치에 있어서는“우리의 관람객은 바로 현대인이므로 내용
은 과거의 것이나 보여주는 방법은 고리타분해서는 안되고 현대적이어야만 교감이 이루어 질 수 있다”
는
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당시로는 대단히 현대적인 전시케이스설계와 전시기법을 도입하였다. 지금은 고
인이 된 건축가 이영범선생의 노고가 컸던 부분이다.
ICOM행사로 입국한 해외귀빈들이 개막식이 있던 날 여기저기 열렸던 다양한 행사 중 민속박물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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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선택한 분들도 많았고 국내의 인사들도 대거 참석해서 성대한 개막식을 치루었으며, 식후 야외만찬
에는 500여명을 초청하였다. 하얀천으로 씌운 둥근테이블과 의자들을 경복궁과 박물관 사이의 잔디마당
위에 차려 놓으니 품위도 있고 아름다웠다. 흰 테이블 가운데를 붉은 명자나무꽃과 초록잎을 지화로 제작
해 장식하고, 기념으로 떠날 때 한 가지씩 뽑아 미리 맞춤한 종이박스에 넣어 가도록 준비하였다. 전통음
식부페는 물론이고 한국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바이올린 연주가의 멋진 공연도 흥을 돋구었
다. 국립민속박물관 역사상 그러한 연회는 처음이라 모두들 우려 속에서 준비에 진땀을 흘렸지만 그 결과
는 국내외로 지금까지 화자될 정도로 대성공이었다. 그때의 경험은 박물관 직원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이전과는 달리 공예가 민속박물관의 수장과 전시정책 속에 자리메김할 수 있는 혁
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참으로 보람있는 일이었다. 특히 ICOM의 민속박물관국제협의회(ICME)를
위한 특별한 자리도 마련함으로서 그 협의회 자체의 위상을 높여줌과 동시에 우리 박물관에 대한 만족도
를 최대화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우리 박물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의 성공이 차후 박물
관이 추진한 무형유산국제저널 창간을 위해 필요한 국내외의 확신과 성원을 확보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했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2004 ICOM Korea는 10월2일에 시작하여 8일에 막을 내렸다. 세계박물관의 올림픽이라고도 불리
는 이 행사에서 한국은 국력뿐만 아니라 문화의 힘도 여지없이 보여 주었고, 또 친절한 나라, 후한 인심의
나라라는 좋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이후 같은 행사가 4년마다 다른 나라로 옮겨 열리는데 매번 행사의
질이나 수준, 정성에서 한국에 못 미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불만의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리곤 할 때 2004
년 당시를 떠 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곤 한다.
폐막직후 내 마음 속에서 맴도는 질문은 이렇게 2004 ICOM행사는 성대하게 성공적으로 치렀으나
이후 한국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20억에 달하는 직접 비용 외에도 각 박물관들
이 집행한 비용까지 합하고, 행사시종 투입된 모든 시간과 인력을 계산하면 막대한 투자였다. 그래서 나
온 아이디아가 무형유산국제저널의 발간이었다. 우선“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의 대회주제가 세계박물
관들이 박물관환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콘텐츠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고, 그것도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만큼 한국이 무형문화유산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할 입지를 이미 다진 것이
라 우리나라에서 뭔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무형유산사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이었다. 또 UNESCO가 비록 전 세계의 유형, 무형유산 중 선정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왔으나 정
작 무형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의 촉진제 구실을 하는 연구서나 저널이 전무하고 또 이번 대회가 발표한
선언문 하나로는 그러한 사명을 실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모든 박물관인들이 공감하리라는 데에 생각이
미치면서 행동개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먼저 위원장과 조직위, 그리고 ICOM 한국위원회를 설득하는 동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
물관 내의 합의를 끌어내야 했다. 그런 후에 국내외 권위자들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내는 것이었다. 이
분야의 석학인 영국의 페트릭 보일란교수가 제1대 편집위원장이 되었다. 나는 관장으로서 편집자문위원
장을 맡았다. 대외교섭에는 김종석학예원(당시 국제ICOM집행위원)의 노력이 컸다. 일단 준비작업이 끝
나자 첫 이슈를 2006년 ICOM총회가 열리는 파리로 가지고 가 저널출간을 세계에 알린다는 목표를 세우
고, 또 ICOM과 UNESCO의 공인을 받고 ICOM의 로고가 저널의 표지에 명시되도록 승인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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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했다. 그러면서 발간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내가 박물관을 떠난 이후에도 신광섭.천진기 후
임관장들이 사업을 이어받아 올해로 제8호가 출간되고 저널은 이제 명실공히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독
보적인 위치와 명성을 누리고 있고 국제ICOM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현재까지 국제사회과학문헌목록
(IBSS), 예술 및 인문학논문인용색인(A&HCI),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스코푸스(Scopus),
Biblioigraphy Asian Studies 등 많은 국제학술지 및 학술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쾌거를 올려왔다.
나는 이 저널이 2004 ICOM KOREA가 쓴 성공신화의 일부라고 믿으며 깊이 감사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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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기조연설
최정필 (세종대학교 교수/ ICOM 한국위원회 명예위원장)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국제위원회 활동
장인경 (ICOM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
2004 서울 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

ICOM 서울 총회 이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의 무형유산 변화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이기원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사무관)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양종승 (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_ 34

기조연설

최정필
세종대학교 명예 교수
ICOM 한국위원회 명예위원장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1. 기조연설의 선정배경
1946년 ICOM 창립이후 3년마다 개최된 세계대회에서는 박물관과 관계된 다양한 논제가 주제로 채택되
어 현대 박물관의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왔다. 그간에 선정된 주제들을 살펴보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박물관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서울대회 이전의 세계대
회에서는 무형유산과 관계된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 무형유산은 인간의 관념체계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
에 과거사회를 설명하여 미래를 설정하는 데 유형유산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무
형유산이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에 편승하여 소멸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관계 전문
가들이 사라져 가는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무형유산은 과거사회 인간집단의 관념체계가 구전과 행위를 통해 전승 표현된다. 따라서 눈으로 관찰
되는 유형유산의 경우 과거사회의 인간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위를 물체에 담았다고 한다면, 무형유산
은 살아있는 인간에게 유산형성의 과정과 실습을 바탕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무형유산은 사
회적 규범과 가치변화에 따라 쉽게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하여 관람객을 위한 전시의 어려움 때문에
박물관에서도 소홀히 다루어 왔다. 무형유산 보존현실을 절감한 아프리카 말리의 한 문학가는 아프리카
에서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고 개탄한 바가 있다. 그렇다. 무형유산은
그 대를 이어나가는 전승과 기록에 의한 보존이 생명을 활성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2003년 유네스코 제 32차 정기 총회는 사라져가는 무형유산을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무형유
산보호협약’
을 채택하고 무형유산의 이해와 정의를 새롭게 하였다. 이보다 앞서 ICOM 한국위원회는 무
형유산의 역사적 가치는 물론, 유산의 보존과 보호에 박물관이 앞서야 한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박물관과 문화유산”
을 ICOM 2004년 서울세계대회의 주제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대회의 주제를 바탕으
로 꾸며진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전체대회의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이를 담당할 세계적 전문가를
ICOM 본부와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세계대회의 주체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기조연설 중에서 한국의 발표
자가 세 분 선정되었다. 여기에는 주제가 무형유산인 관계로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장을 포함시켰다. 선
정된 전문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발표를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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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주제: 박물관과 무형유산 - 어제와 오늘
발표 1): 이어령 (초대문화부 장관):
잃어버린 삶을 담는 그릇 만들기 - 무형문화재의 보전발전계승.
발표 2): 시드 바글리(Sid Ahmed Baghli) (알제리 유네스코 상임대표 및 문화담당고문):
무형유산보호협약과 박물관의 새로운 미래.
좌장: 최정필 (세종대학교 박물관장)
제 2주제: 박물관과 무형유산 - 미래
1) 김홍남 (국립민속박물관장):
무형유산과 박물관 활동 - 한국의 이화여대박물관과 프랑스 르 콩소르티움 아트센터의 사례.
2) 마츠죠노 마키오 ( 松園万龜雄.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장):
박물관,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휴머니티 정신
좌장: 리상익 (李(象益. 북경대학교 교수, ICOM 집행위원)
제 3주제: 정신적 구현체로서의 무형유산
1) 임돈희 (동국대학교 교수):
인간문화재와 무형유산의 보존 - 경험과 문제점.
2) 리차드 큐린 (Richard Kurin) (미국 스미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 관장):
박물관과 무형유산 - 죽은 문화인가 살아있는 문화인가?
좌장: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 각 주제에 따라 6명의 전문가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발표와 토론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국제화의 사조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무형유산의 중요성과 보존대책
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각 주제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4편의 발표
문을 요약하였다.

2. 기조연설문초록
1) 잃어버린 삶을 담는 그릇 만들기 (이어령)
인간은 생활하는 가운데 유형과 무형의 유산을 남긴다. 물론 유형의 물체 속에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그대
로 담겨있지만 눈으로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의 박물관 전시에서는 육안으로 식별되는 물
질문화를 전시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박물관 명칭에서
“물”
(物 )의 개념은 바로 물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의상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의상 속에 담겨진 인간의 정신세계
보다는 자연히 의상이라는 물질 자체에 관심을 두게 된다. 박물관 인들이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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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상을 만들고 착용했던 사람들의 관념체계다.
인류의 유산에 관심을 보여 온 유네스코가 인간의 정신세계가 그대로 반영된 무형유산의 보호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인간문화재 (Living Human Treasures)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회원국에 장려하였으나 한국의 종묘제례악과 판소리가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제된 것은 불과 수년 전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반도이기 때
문에 수많은 외침을 겪었고 아울러 식민주의 강점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약탈당해 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정신불굴의 영혼, 즉 무형유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인류유산의 보존에 대한 추세는 눈에 보이는 유형에서 눈으로 관찰 될 수 없는 무형도 포함시
키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세계화에 따른 각 민족의 정체성과 그간 생명력을 유지해 오던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네스코 29차 총회에서는 인
류구전문화 걸작에 대한 선정제도, 그리고 1998년 제 155차 집행위원회에서는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걸작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에 대한 선정제도를 합의하였
다. 따라서 무형유산의 개념이 확대되고 보다 구체화되어 구비문학, 음악, 춤, 놀이, 신화, 놀이, 의례, 관
습, 공예제작법, 건축술 그리고 전통적인 대화와 정보도 포함되었다. 무형유산의 보존운동은 ICOM에서
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오늘 2004년 서울세계대회의 주제로 채택된 것이다.
박물관(Museum)이라는 용어의 어원이 예술의 여신인 Muse의 전당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러나 Muse의 여신을 낳은 어머니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박물관의 어원이 기억의 여신에서 기인한 것은 인간들의 생명 속에 각인된 기억, 무형의
생각들에 의해서 그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알츠하이머의 중증을 앓고 있는 현대의 문화풍토 안에서
박물관들은 단순히 뮤즈의 전당이 아니라 므네모시네의 전당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박물관의 주요한 기능은 유형적 유물의 전시와 보존 그리고 교육에 있지만 유형적 유물이 박물관에
수장되는 순간부터 유물의 역사적 맥락과 장소성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유형유물과 무형유물은 박물
관에 보존이후부터 문화로서의 진화(Evolution)를 멈추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문화유산은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적 구현체다. 따라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관념체계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전시가 생동적인 인류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형의 문화를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해야한다. 박물관은 무형문화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그 기
록을 과학적 수단을 바탕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늘날 현대박물관의 과제는 무형유산을 박물관
자료를 통해서 유형화하여 전시하는 한편, 유형문화유산에 담겨있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규명하여야
유산이 지니는 무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유형의 물체와 관계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논쟁은 20세기 초기 지성을 대표하는 폴 발리(Paul
Valry)와 마르셀 프로스트(Marcel Proust)의 박물관에 대한 관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폴 발
리의 주장에 의하면 박물관은 단순히 죽은 작품이 안치된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자체 보다는 평소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던 과정과 순간 그리고 현장에 초점을 두었다. 한편 프로스트
는 이와 반대로 작가에 의해 제작된 작품이 미술관 또는 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되어 역사에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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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예술의 완성이라고 한다. 두 사람의 주장대로 문화유산은 예술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모태에서
부터 무덤에 이르기 까지 끊임없는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체로 생존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 문화를 창조하는 사회의 구성원과 그들이 생활하
는 풍토적 여건을 제외하고 유형유산을 보존하여 다음세대로 전승할 수 없다. 아울러 무형유산을 박물관
이라는 특수한 틀 속에 가두어 놓지 않는다면 산업화 그리고 세계화의 물결 속에 그 원형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박물관을 방문한다면 무형유산을 파괴하는 것이 추운온도와 습도의 작용 때문이 아니라는 사
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한 다양한 문화들은 현대에 와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들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보존과 전승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적 보존은 무형유산이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흥미꺼리 매체로 변질되거나 정부 또는 정치가들의 정치적
도구로 전환되어 유산의 본질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박물관은 인류의 문명사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사실들을 목록화 하거나 또는 다소 슬프거나 영광된 과
거사실을 되찾아서 목록화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뜻에서 위대한 시인 티 에스 엘리오트(T.S.
Eliot)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삶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생활양식을 담는 영원한 그릇 자체가 우리가 추구하는 박물
관의 최종적인 모습일 것이다.

2)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박물관의 새로운 미래 (시드 바글리. Sid Baghli)
인류의 미래에는 상당부분 무형유산에 의존하여 살게 될 것이다. 무형유산은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의 기
록이며 인간사회의 의식이다. 또한 무형유산은 인간언어와 행위의 근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004년 ICOM 서울대회에서 박물관과 무형유산을 주제로 채택한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급속도로 전개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 정치와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한편 인간의 미래에도 불
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의 가치기준, 정체성 그리고 전통과 문화유산이 심하게 훼손될 위험에
처해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
2003년 10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채택하고 전 세계적 차원에서 보호와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을 합의하였다.
유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경우 1972년 세계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이후 약 30년간 효율적으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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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되어 온 반면에 무형유산은 특별한 보호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방치되어왔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제정하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하였다. 그러
나 회의 과정에서 무형유산보호협약 자체가 해당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측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즉, 보호협약의 제정은 해당 국가들의 관광, 교육, 지적재산권 그리고 문화적 재산권에 대한 기
득권이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가의 대표들은 세계화의 물결에 따
른 무형유산의 훼손, 그리고 강대국과 선진국들이 후진국의 미디어를 독점한다는 사실을 제기하였다.
정의 및 적용범위
무형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분
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의미 및 적용범위(소수민족, 원주민, 현지인, 공동체)의 규정문제
-문화유산의 전파수단인 언어를 비롯한 구전문화 및 전통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자연과 만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수공예
무형유산의 지정과 보호문제는 박물관관계 전문가들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따라서 그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협약제정에 반영하고 이를 다시 박물관전문가들에게 소개하였다. 이러한 결과
무형유산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었다.
무형유산이란“지역공동체나 집단 혹은 경우에 따라 개인이 문화유산으로 인정하는 관행, 표상, 표
현, 지식이나 방법 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문화적 도구, 사물, 유물, 공간을 포함한다. 무형유산은 세대를 거
쳐 전승되면서 해당지역공동체의 환경, 자연과의 교감,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으로 해당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을 부여하며 문화적 다양성 및 창조적 활동의 촉진에 기여한다.
위에서 언급한 무형유산의 정의를 바탕으로 각 국가가 지니고 있는 유산을 정리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각 국가는 이들 목록에서 보존이 시급하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
을 선정하여 세계무형유산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각 국가로부터 접수된 무형유산후보군들은 각국의 정부
간위원회로 구성된 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한다.
세계무형문화유산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적용범위를 무형유산으
로 한정할 것인지 또는 범위를 확대하여 기타 유산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함시킬 것인지의
내용이 논의되었다. 모든 회원국들은 유산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다루자는 내용에 찬성하였다.
1972년에 제정된 세계유산협약과 2003년에 제정된 세계무형유산협약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에서 다루는 유형유산은 일정한 시기에 존재했던 인간들의 행위로 표출된 물질이다. 따라서 이
들은 정해진 장소에 항상 위치하는 점이 특색이다. 그리고 세계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저한 인류
의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2003년에 제정된 무형유산협약은 그 보존대상이 현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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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생활과 관계가 많은 무형적 요소다. 그리고 무형유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며 아울러 일정한
공간이나 시간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두 협약간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유형유산은 전 인
류의 보편적 가치에 적용시키는 반면에,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보편적 가치보다는 각 민족문화의 고유성
을 인정하는 점이다. 유형유산은 문화의 보편성에 역점을 두었다면 무형유산은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하여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유산협약은 보호 대상이 유형유산협약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유산의 가치에 치중하
는 것 보다는 현재 유산의 소멸위험에 있는 유산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협약목록을 작성해야한다.
문화유산의 보존상태가 점차로 위기에 처해가는 현실에서 박물관관계 전문가들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ICOM 정관 2조에 제시된 박물관의 정의 자체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ICOM 설립이후 현대박물관의 개념
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박물관의 기능은 더 이상 유물의 수집, 연구, 본존 그리고 인간과 인간환경의
증거물로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데 그쳐서는 박물관의 발전이 없다. 박물관과 관계되는 협약과 정의는
서구문화의 입장에서 제정되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박물관 학자들은 서구와는 전혀 다
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도 당연히 반영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유형의 유물중심으로 다루어 왔던 박물관 관계학자들의 생각에 변화가 오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이 무형유산에 관심을 두게 된 점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오늘날 박물관의 성격과 설립목표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인간생활과 자연환경에 관계
된 박물관 자료를 수집 보존하는 공간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가치를
더욱 이해하여 이를 알리는 것 또한 박물관 관계전문가들의 임무라 할 수 있다. 비록 무형유산의 박물관
전시가 어렵다고 하겠지만 시청각기기의 발달로 모든 무형유산의 전시가 실체 또는 가상으로 가능하다.
세계화의 물결에 따라 문화 다양성이 제기되는 오늘날, 우리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박물관의 새로
운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역기능을 하든지 또는 순기능을 하든지 이를 막을
수 는 없다. 빌바오의 구겐하임 박물관에 햄버그가 전시되고 나의 모국인 알제리 박물관에 코카콜라가 수
장된 사실에는 반대할 필요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김치와 소주문화도 보존되어야 한다고 생각
된다. 이러한 사실이야 말로 문화와 박물관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주요한 요소다.

3) 마츠죠노 마키오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장)
‘박물관,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휴머니티 정신’
박물관은 오랫동안 유형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장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술박물관이든 또는 역사박물관
이든 박물관은 늘 유형소장품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형 유물도 여러 가지 관련 무형 문화
적 자원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조직, 우주론, 유물을 만들고 사용하는
지식, 그것을 보존하거나 또는 처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유물이 분실되거나 제한된 기간
만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도 필요한 지식이 보존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그 유물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입
니다. 그 지식이 유실되었을 경우 남아있는 유물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유형유물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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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없이는 다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형물은 언제나 무형물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유산을 나누는 것은 타
당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무형유산에는 유형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 박물
관이 유형의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예술박물관과 기타 문화 박물관은 그들이 보편적
인 기준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따라 문화유산을 평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각 유산이 속해있는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형문화유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보존하는 전통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종류의 문화유산은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무형입니다. 여기에는 언어, 구두전통, 많은 종류의
음악, 종교가 포함됩니다. 개인적인 기억과 공동체의 역사는 때로 무형문화유산으로 전승됩니다. 박물관
은 이중 일부를 기록하거나 보여줄 수 있지만 보통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파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협약은 반가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약은 박물관이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
식과 무형문화유산이 인류에게 갖는 중요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새로운 빛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케냐의 구지(Gusii)라 불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구지족과 케냐의 다른
지역 공동체는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법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1950년대 식민지시대가 끝날 무렵 관습
법은 성문화되고 간행되었습니다. 이 성문화된 버전이 현재 케냐 법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서
화되지 않은 관습법이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적응할 수 있었던 융통성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케냐 사회는 많은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관습법도 무형유산의 일부입니다. 무형유산을 기록하
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내부적으로, 또 여러 문화사이에 증진한다는 점에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
나 고정된 기록을 만들어서 야기되는 문제데 대하여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형유산의 살아있는
특성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박물관이 이런 유산을 기록하고 전시할 때는 그 것이 단지 복합적이고 다양하며 늘 변천하는 현실로
부터의 추상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언제나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문화유산도 여러 가지 방
식으로 기록되고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해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박물
관을 포함한 국외자가 다른 사람의 무형 문화유산을“보호, 육성, 발전, 전승”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의 의
견으로 박물관은 이 점에서 자동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유산을 소유하거나 그
것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적절한 절차를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문화 박물관, 특히 민족학박물관의 활동에 대하여 논란이 증대해 왔습니다. 제가 관장으
로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오사카 국립 민속박물관)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민족학박물관은 오랫동안 그들 자
신의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그들 자신의 문화의 관점에서 이
러한 과제를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더
인식을 하게 되고, 다른 문화를 멋대로 일방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여주는데 대하여 항의해 왔습니다. 소
수민족과 토착민들이 그들의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들 자신의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
시를 갖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운동도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운동은 세계의 문화박물관으로 하여금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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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에서 다각적인 관점을 갖도록 자극을 주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주요 박물관이 각 주제문화의 구
성원들과 공동협력 사업을 통해 수집활동과 전시를 조직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사카 국립 민
족학박물관도 박물관을“포럼”
, 즉 다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신하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최측(즉, 우리 박물관)과 전시되는 문화의 주인공들, 그리고 전시를 보는 사람들(즉,
우리 박물관 방문자) 사이의 상호 유익한 교류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여러 문화의 대표들과 협력함으로
써 박물관은 사람들이 모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우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는 장소로서 기능
을 할 수 있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형 문화유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사람들이 무형 문
화유산과 접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인간의 정신적인 삶에 기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경
우 무형 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유산이 되고 인류의 정신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4) 리차드 큐린 (미국 스미소니언 민속문화유산센터 관장)
‘박물관과 무형유산 - 죽은 문화인가 살아있는 문화인가?’
약 일 년전의 유네스코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압도적 찬
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협약은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세계의 살아있는 지방, 민족, 지역의 문화유산을
존속시키고 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의의 유산이란 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전해오는 사회
적인 풍습, 미적 전통, 지식의 형식이라고 정의됩니다. 각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할 뿐 아니라 관
련 공동체와 긴밀한 협력아래 그것을 보여주고 보전하고 보호하고 전승하는 일을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
고 권능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전문은 유네스코 웹사이트에 실려있고, 최근에 간행된
Museum International지 특집호에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협약의 관련 분야 - 민족지학, 예술, 역사, 과학과 기술 - 는 박물관이 주제로 삼는 문제와 중첩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협약이 지향하는 보호 - 연구 공개, 보호 - 의 수단은 박물관이 유형의 유물, 예술
품이나 표본 등 물질문화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무형유산의 정의를 보면 그것은
살아 있는 것이고 생동하는 것이며, 현존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세계의 각국 정부는
이제 이 새로운 협약의 주관 기관으로 박물관을 지명해야 할까요? 박물관은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할 수 있을까요? 박물관은 이 일을 원하는가요? 만일 원한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박물관은 개념을 바꾸
고 형태를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살펴 봅시다. 박물관은 유물을 다루는데 익숙합니다. 유물은 취득되고, 헤아려
지고, 측정되고, 카탈로그로 만들어지고, 수장되고, 보존처리 되고, 보전되고, 전시되고, 반환되고, 취득
해제 됩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전문가들은 각 유물 - 그것이 예술품이든, 과학적 표본이든, 또는 역
사적 유물이든 - 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박물관의 작업에 의하여 귀물로
모셔지는 것은 유물 자체입니다. 편리하게도, 이런 유물은 대체로 갖다 놓은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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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들이 받는 대접에 대하여 말대꾸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을 다룰 때의 주요한 차
이점은“물건”
이나“유물”
에 해당하는 것이 사회적 관행과 전통이며, 녹음이나 기록된 문서나 사진이나
비데오 테이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정신적인 신념, 별을 보고 항해하는 지식, 직물에 의미 있는 문양을 짜 넣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형 전통을 헤아리고 측정하고 재고조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방법론적인 난점이 많습니다.
박물관 종사자들은 이런 일을 하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으며, 인류학, 민속학, 민속음악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도 빈번히 어떻게 하면 지적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이 일을 해 낼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
다.
방법론적인 도전은 또한 사회학적인 도전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은 소장품의 한 부분이 되
며, 박물관의 지붕과 박물관의 권위 밑에서 머물게 됩니다. 무형 유산의 경우, 전통은 박물관 밖의 공동체
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권위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물과는 달리
말대꾸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는 처우에 대하여, 그들과 그들의 전통이 대접을 받거나 잘못 대접을
받은 데 해하여 불평을 합니다.
또한 새 협약에 의하면, 이들의 무형유산을 정의하고, 그것을 기록하고 보전하고 인정하고 보여주고,
전승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이들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관이나 조직 - 만일 박물
관이라면 - 이 유형문화유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그 유산을 지닌 사람들과 광범하고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파트너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쉽은 전통을 정의하는 권위를 함께 나누고, 그것
을 공개하는 큐레이터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물관 통제아래 배우가 대본에 따라 이상화되
고 낭만화 된 생활문화를 재현하는 일은 용납이 안 되고,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유산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박물관 전문가들이 사람과 공동체를 대상으로 이런 유형의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
술은 물질적인 보전보다는 지역사회 개발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들은 유리와 나무와 금속을 다룰 때는
필요 없던 외교, 현지 역사, 그리고 심리학을 익혀야 합니다.
박물관이 극복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모든 박물관은 보다 작고 선별된 단편이나 부분에 의해서만 보
다 큰 전체를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얽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개의 뼈 조각이나 석기를 가지고 선사
시대를 보여주며, 몇 가지 식물과 박제된 동물로 생태계를, 그림 한 점을 가지고 미적 활동을, 의상과 도
자기 몇 개로 한 문화 집단을, 칼이나 왕관이나 서예로 장식된 한 페이지의 책장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
여줍니다. 역사적인 사건, 미적 활동, 자연환경, 문화적 전통을 온전하게 통째로 박물관으로 끌어 들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물관의 큐레이터 작업, 수집활동, 전시 디자인의 진정한 기술은 잘 정리된 소
장품을 주의 깊게 선별함으로써, 그것들이 보다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넓은 실재를 재현하고, 더
큰 의미의 풍요함을 일깨우도록 솜씨 있게 기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3. 종합정리와 논의
인간은 변천하는 자연과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왔다. 이렇게 창출된 문화
는 각 집단에 의해 공유되고,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를 배워서 익히는 가운데 인류사회가 유지 존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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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문화는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음세대로 전승되면서 축적되어 간다. 아울러 문화는 시대에 따
라 변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의 변천은 내재적 갈등 때문에 독자적으로 창조되는 반면에 타문화
와의 접변현상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지구상에 분포하는 각 민족문화에는 보
편성과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편성이라 함은 인류문화의 공통점을 말하는 것이고, 특수성
은 한 민족만이 지니고 있는 문화의 고유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의 특수성은 한 민족집단을 규정짓는
잣대가 된다.
인류의 유구한 역사는 앞에서 열거한 문화의 속성에 편승하는 가운데 문화유산에 담겨져 현재 우리
에게 전해지거나 전승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 시각적 관찰이 쉽게 이루어지는 유형 유산은 과거사회의 규
범과 정신적 가치로 형성된 인간집단의 관념체계가 물질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유형유산은 물체의 식
별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한번 창조된 이후에는 이들 특유의 문화공간에 자리하여 보존과 복원을 통해
오늘날 까지 보전되어온 것이다.
오늘날 박물관이 유형유산에 전념하는 이유도 바로 시각적 관찰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한편 무형유
산은 눈으로 쉽게 식별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형유산은 인간의 구전과 행위를 통해 전승되기 때문에 물체
로 남아서 다음세대로 스스로 전승되지도 않는다. 이는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만이 전승이 가능하다. 이러
한 관점에서 본다면 2004년 서울대회의 주제는 매우중요하다.
서울대회에서는 107개국으로부터 2500명의 박물관관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29개로 형성된 분과위원
회에 참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한 결과 무형유산과 박물관에 대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
언문에는 무형유산과 유형유산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문화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귀중
한 자료로 수집?보존?연구?전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과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
용이 담겨있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유형유산 속에는 무형유산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음으로 전자는 후자
의 물질적 표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양자를 연결시키는 통합적 시각이 필요
하며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연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박물관이라고 생각된다.
무형유산은 속성과 영역에 따라 구비전승 및 표현, 공연예술, 사회적 관습 및 의례, 자연에 대한 지식
및 관습 그리고 전통기술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승되기
때문에 전승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행위로 전승되는 공연예술이나 전통기술의 경우에도 언어를 매
체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형유산이 구현하고자하는 진솔한 의미를 제대로 전수받기가 어렵다.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은 전승과정에서 언어가 결정적 매체역할을 한다지만 기능보유자의 잘못된 기억과 질적 수준
때문에 내재적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수자는 동일한 문화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생활하면서
그가 속해있는 문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해야만 유산의 진정성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무형
유산과 관계가 가장 긴밀한 집단은 유산을 창조한 공동체 그리고 이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기 때문이다.
ICOM에 의하면 박물관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
교육과 위락을 위해서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물질적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고 정
의 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질적 증거는 유형유산과 가시적으로 전환된 무형유산을 포함하는 것이
다. 따라서 오래전 ICOM 창설당시 제정한 박물관의 정의를 시대에 적합하게 수정해야한다. 보다 구체적
으로 무형유산에 대한 박물관의 의무를 포함시켜야 타당하다. 박물관은 무형의 유산과 관계된 도구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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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물론 무형유산이 형성되어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영상화 그리고 기록을 통한 가시
적 자료로 전환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박물관 전시의 핵심자료는 물론 보조 자료로 이
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의 총체를 이해하는 데 막대한 도움이 된다. 박물관에서 무형유산을 연구, 교육,
전시할 때는 문화상대론에 입각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문화의 다양성이 인
정될 때 비로소 민족과 민족 상호간의 문화를 존중하게 되며 인류의 지속발전 가능성이 부여된다. 그러므
로 무형유산은 인류문화의 다양성, 창의성 그리고 정체성을 말해주는 역사의 징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박물관과 무형유산”
이라는 주제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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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국제위원회 활동

장인경
ICOM 한국위원회 부위원장
2004 서울세계박물관 대회 조직위원회
국제위원회 위원장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준비
ICOM의 조직에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총회, 집행위원회, 자문위원회, 국가위원회, 국제위원회, 지역
기구, 자매 기구 및 사무국이 있다. 이 중 국제위원회는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 영역에 관련된 세계의 전문
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2013년 현재 31개 위원회가 있다. 2004년 서울 세계 대회 당시에는 29개 위원회
가 활동하였다. 국제위원회는 크게 CIMAM, CIMCIM, CIMUSET, CIPEG, COMCOL, COSTUME,
DEMHIST, GLASS, ICDAD, ICFA, ICLM, ICMAH, ICME, IC MEMO, ICOMAM, ICOMON, ICR,
NATHIST 등 박물관 소장자료 특성을 고려한 18개 위원회와 AVICOM, CAMOC, CECA, CIDOC,
ICAMT, ICEE, ICMS, ICOFOM, ICOM-CC, ICTOP, INTERCOM, MPR, UMAC 등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에 관련된 13개 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2004 서울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직위원회는 각 국제위원회의 특성과 활동에 연관되는
한국 내의 전문가와 박물관을 국제위원회 별로 연결하여, 한국의 관련 박물관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독려
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에 주된 목표를 두었다. 이미 2001년 바르셀로나대회에 참가한 한
국 관계자들은 최정필 세종대학교 박물관장(각주)1)이 ASEMUS 이사, 조한희 계룡산자연사박물관장이
MPR 이사, 당시 영국에 유학하고 있던 김종석 연구원이 ICMS 이사, 장인경 철박물관장이 ICOMASPAC 이사로 선출되는 등 국제위원회와 지역기구 등에서 활동을 활발히 시작하였다.
2002년부터 관련 전문가들과 박물관을 중심으로 국제위원회별 연락위원이 위촉되었고, 2003년에는
각 국제위원회의 연차 회의에 참석하여 개별 국제위원회의 성격을 파악하고 2004년 대회의 원활한 준비
를 위한 연락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홍나영 삼성미술관 부관장 (CIMAM), 양종승 국립민속박
물관 학예연구관과 이관호 학예연구관 (ICME),(각주)2) 김윤순 한국미술관 관장과 최은주 덕수궁미술관장
(ICFA), 김종석 2004 서울박물관대회 국제팀장 (ICMS)과 이청규 영남대학교 박물관장 (UMAC) 등이 담
당 국제위원회의 연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외국 연차회의 참석뿐 아니라 2003년 3월에는 한국 내에서도
CECA 회의를 대비하고 한국박물관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김인회 교수, 독립기념관의 이문원 관
장, 국립민속박물관 이종철 관장 등이 주축이 되어 한국박물관교육학회를 창립하였다. 2004년 초부터 본
격적으로 국제위원회 연락위원 공동회의가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당시 연락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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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주제와 프로그램
각 국제위원회 회의는 10월 3일 개막식과 기조 강연에 이어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
되었다. 위원회별 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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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청각신기술위원회/AVICOM
국제시청각신기술위원회는 10월 6일 개최된 공동주제회의인 디지털유산과 미래박물관 세션을 Digital
Heritage and Future Museums를 아트센터나비와 함께 준비하였다. 첫 번째 세션의 무형유산의 개념
과 정의에 대한 논의와 일본의 무형유산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증강현실 시대의
가상박물관과 디지털 포맷으로 생성된 유산 보존의 한국 사례 등이 소개되었고 오후 세션에서는 젊은 이
용객과 미래박물관을 위한 디지털유산의 의의와 상관성, 컴퓨터 안의 소리박물관, 디지털유산 활용과 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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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대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사례, 태평양지역 문화다양성, 디지털 및 무형 유산의 의의와 개
발을 위한 유네스코 아태지역 전망대 및 과학과 기술(가상 박물관 또는 가상 전시) 등의 8개국 전문가의
11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디지털유산의 보존은 2003년 유네스코 디지털유산 보존을 위한 헌장이 발표
된 후 ICOM 2004 주제인 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함께 ICOM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되었다는
것이 큰 의의라 하겠다. 또한,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지지로 아트세터나비가 주관한 UNESCO Digital
Arts Award 2004/ Digital Storytelling Competition of Intangible Heritage’시상식도 함께 거행되
었다. 대상은 핀란드의 Lily Diaz-Kommonen의 Map of Mexico 프로젝트가 차지하였다. Map of
Mexico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무형유산의 표현과 해석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탐구하여 멕
시코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구전 전통을 담아내어 현대 사회의 강한 유대에 기초한 살아 있는 유산을 담아
내었다는 것에 큰 점수를 받았다. 2등은 일본의 Seigo Matsuoka에게 3등 상은 파키스탄의 Attega
Malik에게 수여되었다.3) 남상욱 아트센터나비의 실장이 AVICOM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국제교육·문화활동위원회/CECA
CECA는 국제위원회 회의 중 가장 많은 34개의 발표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첫날은‘Museum
Education and Intangible Heritage'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굿, 강릉단오제 등 한국의 무형문화에 대한
소개 및 무형문화재의 교육 및 해석, 무형문화유산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터키 이스탄불고고학 박물관의
교육프로젝트, 암스테르담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되었던 전시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포용프로젝트로 말미암
은 무형유산 콜렉션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두 번째 날에는 Museum and Non-Visitor라는 주제로 12개의 발표가 있었는데 대만의 WanChen Liu의 발표에서는 박물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지역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박물관의 외부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과의 심층인터뷰 등을 이용한 인상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암스테르담의 4개 박물관
이 함께한 십 대 기술학교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학교에서 박물관을 소개 영상을 보여준 후
실제로 박물관을 방문하게 되는데 기존의 박물관 소장 자료 소개를 지양하고 박물관 보존 활동 등 전문적
인 기술과 일에 대한 영상으로 호기심과 질문을 유도한 후 박물관을 소그룹으로 나누어 방문하게 하였다.
단순히 소장자료의 가치에 대한 감상이 아니라 소장 자료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술적인 배경에 대한 이
해는 다양한 학습 능력을 가진 학생들의 박물관 방문을 적극적으로 끌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한국박물관 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창의 인성교육과 비교할 수 있으며 박물관
내에서 일어나는 교육뿐 아니라 박물관 방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
각된다.
셋째 날에는 Diversity in Museum Education 이라는 주제 아래 지건길 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의
한국국립박물관의사회교육-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라는 발표로 시작되었다. 국립일본역사박물관
의 학습을 위한 전시기획, Eiji Mizushima교수의 일본 박물관교육현황 등이 소개되었고 이경희 삼성어
린이 박물관장의 어린이를 위한 체험미술 전시기획과 평가, 강인애교수의 학교와 박물관 파트너십에 관
한 사례발표 등 한국 관련 발표도 진행되었다. 국제교육·문화활동위원회의 발표에서는 현재 박물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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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능이 박물관 전체 활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무엇보다도 박물관 교육에 활
용될 수 있는 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 주요한 성과이다.4)
국제근현대미술위원회/CIMAM
국제근현대미술위원회는 아시아의 미술관들이 접하고 있는 현실은 종래 서구의 미술관이 경험했던 것과
는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고, 신생미술관의 발전 전략을 위하여 전통적인 박물관학적 접근방식을 지양하
는 보다 유연한 활동과 경영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리움, 삼성미술관은 공식 개관에 앞서 CIMAM의
회의를 위해 미술관을 공개하여 회의를 주관하였다. 주제는 The Shifting Landscape of
Contemporary Art and Asia로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미국 및 영국 등 7개국의 현대 미
술 전문가들의 10개 발표가 있었다. 호주의 Nikos Papastergiadis는 Hybridity and Ambivalnce :
The places and flows in contemporary art and culture라는 주제의 강연에서“현대 미술계가 인류
보편적 사회 정의에 기초한 범국가적인 담론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혼성된 문화를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
5)
또한 한국의 김선정 아트선재 부관장과 김홍희 쌈지
적, 정치적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간 대표가 아시아 미술 교류의 현주소와 한국과 아시아의 대안 공간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CIMAM
회원들은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를 참관하고, 서울, 경주 등 한국의 국립박물관과 주요 미술관을
방문하였다.6)
국제악기박물관위원회/CIMCIM
국제악기박물관위원회는 ICOFOM, SIBMA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braries and Museums
of the Performing Arts, 국제공연예술도서관·박물관협회)와 함께 To Exhibit Intangible Heritage
라는 주제로 10월 4일과 5일에 회의를 하였다. 문화 탐방으로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국립국악원과 예
술의 전당을 방문하였다. 계명대학교의 박미경 교수가 회의 준비를 위해 수고하였다. 공동 세션에서는
Intangible Heritage and Exhibition- From the Museological Point of View 등 9개국 참가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CIMUSET
국제과학기술박물관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회의 준비와 더불어 한국의 전통 과학 기술과 산업을 알
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회의 주제는 Show the Intangible, Intangible in history of
technology, Intangible and communication 등 세 주제로 10개국의 한국 인사의 6개 발표를 포함하여
19개 발표가 있었다.
국제이집트학위원회/CIPEG
한국 학계나 박물관 중 이집트학 전공자가 부재한 이유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제이집트
학위원회는 ICEE, ICAMT, INTERCOM과 함께 The Quest for the Eternal Blockbuster:
Impressionist Paintings of Egyptian Dinosaurs라는 주제로 회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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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식박물관위원회/COSTUME
국제복식박물관위원회는 경원대학교의 조효숙 교수와 서울대학교의 하지수 교수가 연락위원으로 한국복
식협회와 협력하여 회의 구성을 준비하였다. 외국 참가자들을 위하여 단국대학교박물관, 허동화 자수박
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한국 전통 복식과 섬유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기회를 풍
성하게 마련하였다. 발표에서는 한국 전통 복식의 역사와 전통 염색 등이 소개되었다.
국제역사가옥박물관위원회/DEMHIST
국제역사가옥박물관위원회는 ICOMO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국제기념
물 유적협의회)와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유일한 DMZ 지역의 보전을 위한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분
단과 통일의 역사가 있는 독일의 선행 사례와 더불어 일본과 한국의 6개 발표가 있었다. 한국유네스코위
원회의 허권 부장이 연락위원으로 수고하였다.
국제전시교류위원회/ICEE
국제전시교류위원회는 첫날 국립중앙박물관을 시작으로, 가산불교문화 센터, 쇳대박물관, 가회박물관,
짚풀생활사박물관 등 서울 소재의 다양한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둘째 날에 진행된 회의는 The New
Vision of Asian Art Exhibition이라는 주제로 6개국의 10여 개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국국제교류재
단의 Curator Workshop 참가자들도 회의에 참가하였다. 옥랑문화재단이 ICEE 회원들의 만찬을 후원
하였다.
국제순수미술위원회/ICFA
ICFA는 10월 4일 Cultural Exchange between West and East Asia: Historical Experience and
Future Prospect라는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의 김윤수 관장과 성신여자대학교 김영철 교수 등 한국 발
표와 중국 측 발표가 있었다. 둘째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덕수궁미술관, 로댕갤러리, 일민미술관, 서울
역사박물관과 환기미술관 등 주요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셋째 날에는 오전에 서울대학교박물관을 관람하
고 오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Acceptance and Impressionism in East Asia라는 국제심포지엄을 진
행하였다. 일본 Hayashi Michio의 Twisted Embrance: Impressionism in Japan, 미국 Shen Kuiyi
의 The Lure of the West: Impressionism in China에 이어 김영나 서울대학교 교수는
Impressionism in China라는 주제의 발표를 하였다.
국제문예박물관위원회/ICLM
ICLM은 강인숙 영인문학관 관장과 전숙희 한국현대문학관장이 탐방 프로그램과 박물관 방문을 기획하
여 한국 문학박물관 인사들과 ICLM 회원들의 네트워킹과 교류가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다만 아쉽게도
세부 일정에 관한 정보를 미리 구하지 못하여 이 글에 소개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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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고고학·역사박물관위원회/ICMAH
ICMAH는 Archaeology and History Museum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라는 주제로 10
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발표 시간을 가지고 6일에는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송계현 복천박물관
장, 인변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의 김양건 등 한국 박물관 관계자들의 발표와 함께 11
개국 전문가들의 13개 발표가 있었다. ICMAH 총회에서 배기동 대학박물관협회장이 이사로 선출되었다.
함께 연락위원으로 활동한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장은 2005년에 출범한 국제도시박물관위원회
/CAMOC의 주요 발기인으로 활약하였다.
국제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ICME
ICME는 2004 세계박물관 주제인 무형 유산 분야와 관련된 민속학과 민족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
위원회로 국립민속박물관의 전폭적인 후원과 협력으로 10월 4일 공동주제회의를 주관하고 다양한 ICME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공동주제 회의에서는 박물관과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주제로 8개국 전문가들의
12개 발표가 있었다.
패트릭 보일란 교수는 2001년 수정된 ICOM 박물관 정의와 2004 서울세계대회를 계기로 ICOM 박물관
전문직훈련 가이드라인(2000)은 더 명확하게 무형 유산을 언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양종승 국립민속박
물관 학예연구사는 한국 샤마니즘의 예를 들어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미래 보호책을 발표하였다. 이 밖
에도 식민지 유산, 음악, 음식, 무형물 전시, 표현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 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세계박물관대회를 기념하여 특별전시, 나무와 종이를 기획하였다. 10월 5일
에는 국립민속박물관과 명원문화재단이 공동으로 한국문화 체험, 특별전 개막식과 함께 환영 만찬을 주
최하였다. 6일에는 지식과 맥락, 무형에서 유형으로 변형, 다문화 주의의 무형성 등의 발표에서 무형, 유
형과 다문화주의 등 관련 개념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각주)7) 국립민속박물관은 2004 세계박물관대회
를 계기로 무형문화 유산 관련 국제 교류와 연구를 위한 국제 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을 2006년 ICOM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선보였다.
국제공공범죄희생자추모박물관위원회/IC MEMO & 국제무기·전쟁사박물관위원회/ICOMAM
IC MEMO와 ICOMAM은 The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Reception of War and
Nazi-crimes in the post war Societies - Asia and Europe in Comparison이라는 공동 주제로 회의
를 주관하였다. 17개의 발표와 지정 토론이 있었는데, 그 주제는 Nazi-Past and WWⅡ, History and
Memorial Museums in Germany and Europe; Memorial Museums in Japan: From the Capital
Tokyo to Cold War Island, Okinawa; Hiroshima as a symbol, Hiroshima as a Reality; Sites and
Institutions Dealing with War and Repression in Korea: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Intangible Heritage of Relevance to
Memorial Museum 등이다. 회의 참가자들은 국립현충원, 서대문형무소 박물관, 전쟁기념관 등을 관람
하였다. 전쟁기념관의 김용남 팀장과 강창국 학예연구관이 연락위원으로 수고하였는데 총회의 문화 탐
방 프로그램 중 판문점과 DMZ 방문도 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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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유산보호·박물관보안위원회/ICMS
국제문화유산보호·박물관보안위원회는 ICOM 2004 조직위원회의 김종석 팀장과 오세은 연구사가 담
당하였다. 캄보디아, 페루, 네덜란드, 필리핀, 바누아투, 모로코, 독일, 한국 등 8개국의 11개 발표가 있었
는데 한국 측의 발표로는 Protection of Digital Heritage against Computer Viruses and Hackers;
Preserving of Living Heritage: Kimchi, the Korean Food Heritage and the 21st Century Research
& Development; The Living Heritage- Packing Technology of Museum Objects; and Introduction
to the Jang-In System, the Korean Traditional Artisan System to Preserve Intangible Heritage 등
이 있었다. ICMS는 공동회의 중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세션 구성에도 참여하였다. 공동주제회
의에서는 Donny George 관장의 이라크 전쟁으로 의한 문화유산의 훼손과 보호 노력에 대한 발표와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무형문화 유산 보호에 대한 발표와 함께 10개의 발표가 있었다.
국제박물관학위원회/ICOFOM
국제박물관학위원회는 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라는 주제 아래 Museology and the Types
of Intangible Heritage; Museology, Museums and Intangible Environment; and Museology and
Ethical Responsibility라는 소주제로 전체 회의와 워크숍, 최종호 교수가 주관하여 한국박물관학회와
공동 세션을 가졌으며, ICOFOM의 학술 프로젝트인 ICOFOM Thesaurus,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한국박물관학회와의 공동 세션에서는 6개의
한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CIMCIM과 SIBMAS와 공동 세션은 Intangible Heritage and
Exhibition - From the Museological Point of View의 주제로 9개국 참가자들의 발표가 있었다.8)
국제보존과학위원회/ICOM CC
호암미술관 문화재보존연구소의 이오희 소장이 연락위원을 맡은 국제보존과학위원회는 Preserving the
Intangible: Sustainable the Material and the Symbolic의 주제로 8개국의 10개 발표와 전체 회의가
있었다. 이태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Conservation of the Tripitaka Koreana-Strategy of the
Preservation on Past and Future라는 발표로 한국 문화 보존의 전통과 미래를 소개하였다.
국제화폐·은행박물관위원회/ICOMON
국제화폐·은행박물관위원회에서는 Money & Identity와 Questions of Exhibitions & Museums의
주제로 독일, 이란, 인도, 마이크로네시아, 스웨덴, 콜롬비아와 일본 등 10개국의 11개 발표와 토론 세션
이 있었다. ICOMON의 연락위원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상훈 학예연구사가 수고하였다.
국제지역박물관위원회/ICR
경기도박물관 이종선 관장이 ICR의 연락위원으로 위촉되어 ICR 회의와 경기도 박물관에서 거행된 대회
환송 만찬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Regional Development and Intangible Cultural Asset Role of Museums라는 주제로 중남미박물관 이복형 관장의 기조 강연과 함께 한국 전문가들의 8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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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여 개의 발표가 있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6일 한국민속촌, 화성, 이영미술관 등 경기도 일대의 문화
유적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경기도박물관에서 주최하는 만찬을 하였다.
국제전문인력훈련위원회/ICTOP
국제전문인력훈련위원회는 박물관 전문인력 훈련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는 ICOM Curricula
Guidelines for Museum Professional Development를 개발한 위원회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과 아시
아 사례를 중점으로 하는 Museum Training in Korea and Asian Reg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구성하
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우수연 교육연구사의 A New Challenge of National Museum of Korea:
Museum Professional Training과 국립민속박물관의 The Training Programs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등 한국의 박물관 전문 인력 훈련의 현황을 소개하는 발표와 함께 14개국 참가자들의
18개 발표가 진행되었다. ICTOP은 ICME와 함께 Museum and Living Heritage 공동주제회의 구성에
도 참여하였다.
국제박물관경영위원회/INTERCOM
INTERCOM은 Leg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in the Repatriation of Stolen and Illegally
Exported cultural Property: Is there a Means to Settle the Dispute? 이라는 주제로 ICME, ICOM
Legal Affairs Committee와 공동 세션을 가졌다. INTERCOM의 자체 회의에서는 Korean Museum
Community and Strategic Issues라는 제목의 한국박물관 현황 소개가 있었고 Establishing on
International Museum of Living Culture라는 주제로 4개의 미국 관련 발표가 있었다. 5일에는 21세
기 박물관경영, 리더십, 직장으로서의 박물관 등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 경영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한, 6일에는 The Quest for the Eternal Blockbuster: Impressionist Paintings of Egyptian
Dinosaurs? 라는 주제로 INTERCOM, ICEE, ICAMPT와 CIPEG와 함께 공동 발표 자리를 가졌다.
국제박물관마케팅·홍보위원회/MPR
국제박물관마케팅·홍보위원회는 Marketing Intangible Heritage; Strategic marketing; Branding
and Visitor Studies; Marketing Strategies of Museums in Korea; Entrance to Museums - Free
or Paid? 등의 소주제로 회의를 구성하였다. 대전보건대학교의 조한희 교수가 연락위원을 담당하였다.
국제자연사박물관위원회/NATHIST
국제자연사박물관위원회는 이병훈 자연사박물관연구협회 회장과 조한희 교수가 공동으로 연락위원으로
위촉되었다. Intangible Heritage, Ethics & Biodiversity in Natural History Museums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 Biodiversity, Ethics, Future of NATIST 등의 워킹 그룹 세션과 Market of Ideas 토의
시간도 있었다. 이병훈 회장의 Campaign for National Natural History Museum, 최재천 교수의
Challenges to Natural Identity in Korea 등 한국 인사들의 발표와 더불어 15개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문화 행사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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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UMAC
국제대학박물관위원회는 영남대학교 박물관 관장 이청규 교수와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나선화 학예실
장이 연락위원으로 수고하였다. 한국박물관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대학박물관협회와 더불어
알찬 회의를 준비하였다. UMAC은 Traditional Culture and Intangible Heritage in University
Museums라는 주제로 행사장인 COEX 외에도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와 계명대학교에서 각각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국대학박물관 협회장 배기동 교수가 한국대학박물관에 대한 기조 강연을 하였으며, 나선
화 학예실장, 영남대학교의 심재석, 전북대학교의 함한희 교수, 영남대학교의 이상천 총장과 계명대학교
의 김권구 교수 등이 한국대학교 박물관의 활동을 소개하였다. 문화 탐방으로 국립경주박물관 등 경주 지
역과 회의를 주최한 다양한 대학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결어
위와 같이 간략하게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의 국제위원회 회의와 활동을 정리해 보았다.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가 흩어지고, 힘과 열성을 다해 준비한 결과물이 한자리에 있지 않아 29개 국제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이 글에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 규모의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한국박물관계 내부의 우려도 컸고, 특히 익숙하지 않은 이름의 ICOM 국제위원회 준비를 위해 한국
의 관련 전문가와 박물관을 연락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위촉된 연락위원,
관련 박물관과 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제위원회 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300
여개 이상의 발표에서 한국 관련 발표가 70 여개가 있었고, 이는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한국박물관학회,
한국박물관교육학회와 한국복식학회 등 관련 학회들의 적극적인 주관으로 가능하였다. 한국박물관협회
는 국제위원회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국박물관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국립
중앙박물관은 연락위원 위촉이 어려웠던 ICEE, ICDAD와 ICOMON을 담당하여 회의 준비와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서울뿐 아니라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한 지방의 많은 박물관도 문화와 체험
행사, 특별전시와 만찬을 후원하였다. 한국의 무형 유산, 박물관과 DMZ 등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총체적
으로 보여 주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를 계기로 한국박물관이 박물관 국제 교
류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박물관계가 합심하여 한국 역사와 문화의 저력을 스스
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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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 서울 총회이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의 무형유산 변화

천진기
국립민속박물관장

이기원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사무관

박물관은 보편적으로 유물의 형태, 재질, 예술적 가치, 그 유물에 결부된 역사적 기원과 변화과정 등 유물
자체의 속성을 주로 표현한다. 유물 위주의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유물의 실체에 있는 모습에만 만족하지 않고 유물의 이면에 있는 사람들의 관습이
나 표현, 지식, 사상 등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이 유물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내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
다. 관람자들은 유물을 통해 인간의 진정성을 느끼기를 바란다.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서 무형유산을 구현하기가 용
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초점을 맞추지 못한 부분이 많았었다. 2004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된
ICOM(국제박물관협의회)대회의 주제였던‘박물관과 무형유산’
의 영향으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무형
유산’
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무형유산’
을 박물관에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
고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유형유산과 달리 무형유산은 도시화, 세계화 등으로 급속도로 훼손되고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박물
관, 연구소 등 문화기관에서 무형유산을 조사하고 아카이빙을 하지 않으면 보전하고 보호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최적의 장소라 할 수 있다. 우리관에서 2004년 서울
국제박물관협의회 개최이후 본격적으로 무형유산을 연구·조사, 기록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내용을
토대로 전시, 박물관교육 등 다양한 업무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

2004년 서울국제박물관협의회 개최와 국립민속박물관의 역할
2004년 서울국제박물관협의회 총회와 회의에서 우리관은 국제위원회 중 ICME(세계생활문화박물관국제
위원회)를 주관하여 운영하였다.‘박물관과 무형유산’주제 하에 소주제로‘무형유산의 디지털화’
,‘박물
관 전시와 무형유산’
,‘무형유산 보호와 박물관의 역할’
,‘무형유산과 관광’
,‘무형유산의 국제화’
를 정하
였다. 발표자들은 21명으로 대부분 박물관 종사자나, 무형유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다.
발표자 대부분은 유형과 무형이 개별적으로 중시될 수 있지만, 무형과 유형을 분리해서 언급하기가
어려우며 이들은 밀접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더 이상 오브제에 초점을 맞춘 전시나 박물관교육 등
업무에서 벗어나 유형의 근원이 되는 무형 즉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한, 이 둘의 조합은‘박물관과 무형유산’
이라는 이론과 관례의 성공적인 융합에 중요한 요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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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들은 제각기 박물관의 업무 관행으로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하고 구체화하
지 못했으며, 무형유산을 연구하는데 소홀하고 미흡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박물관 업무가 전
통적으로 유형유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ICOM은 이제 그 불균형을 시정할 때임을 깨닫고 아마도
유형문화를 돌보는 것과 지식과 구전역사와 문학, 신화 그리고 공연을 기록하는 것 등 그 사이에서 어떤
중간지점을 찾기 위해 이 주제를 선정했다고 평가했다.

ICME 회의 패널들의 모습(COEX)

ICME 회의 중 발표를 하는 발표자

2004년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국제회의 중 10월 4일과 6일, 이틀은 참가자들의 발표로 이루
어졌고 10월 5일에는 우리관에서 궁중차 시음,‘영매’
(세 무당의 실제 이야기) 다큐멘터리 관람,‘한지공
예’제작과 탈춤을 배우는 전통문화체험교실을 4시까지 운영하고 5시부터는 다른 분과 국제위원회에 참
가한 ICOM 회원을 위해‘영산재’공연과‘한국의 전통공예 : 나무와 종이’기획전 개막식을 개최하였다.
‘한국의 전통공예 : 나무와 종이’기획전은 나무와 종이를 통해 한국 공예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전통공예의 맥을 오늘날까지 면면히 잇고 있는 장인(匠人)들의 숭고한 얼을 느껴보도록 마련된 자
리였다.

다도 체험을 하는 ICME 회원들

한지 접시를 만들고 있는 회원들

전시는 소반, 반닫이 등의 나무 유물과 아기자기한 종이 공예품 및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궁중상화(宮中
床花), 불화(佛花), 무화(巫花) 등의 지화(紙花)를 등장시켜, 한국인의 삶에 깃든 전통공예의 선(線), 면(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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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의 아름다움과 상징성 및 쓰임의 민속적 의미가 유물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였다.
종이가 나무로부터 산출된다고 하지만, 특히 이 전시는 나무와 종이라는 이질적일 것 같은 두 재질의
공예품 중, 쓰임이 비슷한 것들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어울림의 민속적 미학과 우리 조상들의 실용적인
삶의 모습도 엿볼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정적(靜的)인 유물전시와 함께 소목장(小木匠) 및 지승(紙繩), 지화(紙花)공예 장인의 시연(試演)
이 전시의 일부로 연출한 동적(動的)인 요소를 가미하여, 전체적으로 유물과 시연이 서로 맥락이 닿으며,
유형(有形)의 것을 통해 한국 무형문화(無形文化)의 일면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국제회의 후 ICME 포스트컨퍼런스 투어에서도 참가자들은 무형유산과 관련이 있는 충남의 당진 기
지시 등 여러 지역에 가서 줄다리기를 위한 새끼를 꼬는 체험, 앉은 반 관람, 수덕사에서의 템플스테이 체
험, 갈산 옹기마을에서의 옹기 제작, 전통주 제작 체험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색을 지닌 무형유산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ICOM이 시작된 이래, 58년 역사상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된 서울국제박물관협의회 회의에서는 그간
박물관에서‘무형유산’
이 소중히 다루어지지 않고 소홀히 여겨 가치가 있는 중요한 전승지식과 표현들이
소멸되고 있어, 그 중요성을 부각해야 하는 시점에서 도출해 낸 유의미한 주제를 다루었다. 무형유산은
박제된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 포함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범위와 규모
를 정해서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록화하여 전시나 박물관교육에 이를 활용하고 아카이브 자료는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을 하는 등 활발하게 적용하여 박물관 관계자나 대중에게 무형유산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
을 박물관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ICOM 서울 총회 개최 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의‘무형유산’역할 강화
1972년‘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등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제정으
로 유네스코에서는 광범위한 활동을 하며 무형유산 보호에 앞장섰지만 이후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구속
력이 있는 다자간 규약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을 채
택하였다. 2003년 10월 유네스코에서 채택된『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도 명시되었듯이,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해서 국
내외 기관이 협력?지원해야 하며,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
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04년 서울국제박물관협의회 기조연설자인 미국 스미소니언 부총재 Richard Kurin 은 박물관의
인류학자들은 유형의 유물 중심의 전시에서 유물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전시로 이동을 하고
있다. 학예직들은 사장된 문화나 문화의 포획된 표본보다는 훨씬 더 살아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를
한다.9)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나 학습된 문화의 다소 추상적인 개념을 2004년 서울국제박물관협의회 개
최이후 무형유산 가치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이를 잘 보존해서 후세에 까지 잘 전달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2003년 유네스코에서 채택한『무형문화유산보호 협약』
과 2004년 서울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박물
관과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국제적인 노력 덕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가간 무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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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보존을 위해 협력하고 지원을 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시도나 지역에서 무형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박물관이 보존 작업에 관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국외에서도 무형유산 보존은 인류공통의 관심사여서 국가간 구분없이 국제적으로 공조를 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박물관에서의 무형유산 조사·연구
2004년 국제학술대회 개최이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보다 더 무형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나 지역
에 남아 있는 민속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 남아있는 민속문화 보전을 위해‘지역민속문화의 해
‘ 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관이 지역민속의 발굴과 재조명을 위해 각 도 및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2개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첫 해는 지역민속조사와 교육이 진행되고 두 번째 해는 전시와 민속 행사 등의 사업으
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제주 민속문화의 해’
를 시작으로, 지역의 민속문화에 대해 종합적인 조사 및 정리를 바
탕으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의 민속문화 유산의 발굴 및 보존,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민속문화 유산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 경북, 충남, 전남, 충북을 거
쳐 2013년 올해에는‘경남민속문화의 해’선포식을 하고 경남지역의 민속 문화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
하는 35개의 사업을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2년에는 조사 및 준비 단계로 경남의 대표적인 어촌마을 남해 삼동리 등 3곳을 선정해 마을
민속과 살림살이를 집중조사를 하였고 낙동강 등 5개 경남의 민속 주제를 조사, 연구하는 작업들을 수행
하여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올해에는 이들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경남민속문화의 해’전시와 박물관교
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시는‘끈질긴 삶과 신명, 경상남도’타이틀로 경상남도의 수려한 자연환
경과, 다양한 물질문화,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문화, 오광대를 비롯한 풍부한 무형문화를 아우르는 내용으
로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에서는 도에서 지정하고 있는 무형유산의 현재적 전승 양상에 대한 체
계적 조사와 기록을 통한 보존과 전승 및 민속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기록도서와 영상물 발간을 통한 지
역문화유산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도민과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운영하
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는 장인들의 공예기술을 기록하여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여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보화사업을 하고 있다.
무형유산 기록 도서는 크게 전승배경, 전승현황, 전승 특성으로 나누고 다시 전승배경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을 다룬다. 전승현황에서는 전승주체, 전승계보를 포함한 전승계통, 전승능력, 구성,
재료, 도구, 제작과정, 연행 내용 등 전승실상을 다루는 전승실태와 전승의 특성에서는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토속성, 활용성을 다룬다.
2012년‘충북 민속문화의 해’
에서는 무형유산 기록도서 발간대상으로 충북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2
호 낙화장이었다. 낙화장은 종이, 나무, 비단, 가죽 등의 표면을 인두로 지져서 그림이나 글씨, 문양을 회
화로 나타내는 장인이다. 낙화는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음 발생해서 사용되었는지 기록은 없고 낙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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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은 문헌은 남아 있다. 낙화는 작품의 섬세함, 표현력이 우수하고 종이와 목재의 낙화기법인 정교
한 표현으로 재료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품의 표현력이 뛰어나다.
각 지역에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장인들의 기술을 기록영상으로 해당 종목의 기법과 연행
행위를 처음 준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기록하고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과 아울러 기록 도서를 발간하
는 무형유산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다.
민속연구과에서 2013년‘강원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속조사는 박물관 학예사와 연구원
이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속초시 청호동에 각각 내려가서 9개월 동안 상주하면서
진행된다. 조사 대상지역의 전체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 구성되며, 생태문화와 관련된 자료도 확
보하며 조사를 한다. 식문화의 변천과정, 강한 전승력을 지니고 내려오는 구비전승, 농업, 어업의 변화와
현 상황 비교, 해산물 채취 방식 중 특징적인 떼배가 아직 마을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떼배의 조업 권역과
기존 나잠의 조업 권역 차이, 속초 아바이마을, 고향이 북한인 실향민의 정체성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
간할 예정이다.
강원도 세 마을에 대한 조사·연구는 역사적, 문화적 자료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형성 과정과 변화
양상에 대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2014년‘강원민속문화의 해’
의 전시와 박
물관 교육 등 업무 자료로 이용된다. 이 조사내용은 무형유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목록화
(inventorization), 기록화(documentation) 작업을 통해 아카이빙 구축이 이루어진다.

국제저널『무형유산』
발간 및『박물관과 무형유산』국제학술대회 개최
2004년 서울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소중한 결실인 국제저널『무형유산』
은 무형유산의 조사, 연구, 기록,
보전, 전승, 진흥, 증진 등에 관한 학술적인 이론을 무형유산을 연구하는 학자와 관련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에서 무형유산에 관련된 정책, 기후, 생태,
공예기술, 지식,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저자들이 논문을 투고하고 있다.
국제저널「무형유산」
은 ICOM의 공식후원 저널지로 매년 ICOM 총회 자문위원회에서 발간보고를 하
여 회원들 간에 국제저널 무형유산에 대한 인지도는 향상되고 있다. 매년 개최되는 ICOM 자문회의에서
국제저널의 발간 보고를 하여 ICOM 회원들에게 홍보를 널리 하고 있다. 그 결과 아이콤 회원이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올해는 유네스코에서 2003년에 채택한「무형유산보호 협약」
1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와 중국
문화부와 아태무형센터, 사천성 무형유산 조직위원회와 함께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국제저
널 무형유산을 홍보하고 프로모션 브로슈어와 5월 말에 발간 예정인 국제저널 무형유산 제8호를 배포할
예정이다.
유네스코와 ICOM에서는 유형유산의 근간이 되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인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보장 수단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중요성은 유산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풍
부한 지식과 기술에 있으므로, 지식과 기술 전수는 매우 중요하다. 무형유산이 훼손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는 무형유산의 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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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국제저널「무형유산」
발간 사업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크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
무형유산의 전반적인 분야를 다루는 국제저널『무형유산』
의 편집자문회의는 매년 2월 초에 이틀간
개최되며 회의와 더불어 문화탐방도 이틀간 진행된다. 문화탐방 역시 무형유산과 자연유산이 어우러진
장소를 선택하여 편집위원들이 지역의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한다. 편집·자문
위원은 2년마다 선출되며 논문 선정, 국제저널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수준 향상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게 된다. 제4기 편집위원장으로 임명된 알리산드라 커민스(Alissandra Cummins) 바베이도스 국립박
물관장은 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회장이며 현재 유네스코 무형유산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제저널『무형유산』
제2기, 제3기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한 무형유산 분야의 전문가이다.
제4기 국제저널『무형유산』
자문위원은 한스 마틴 힌즈(Hans-Martin Hinz) 국제박물관협의회 회장
을 비롯하여 국내외 교수 등 총 4명과 편집위원은 알리산드라 커민스 관장을 비롯하여 국내외 무형유산
분야의 저명한 교수와 관장 15명으로 구성되었다.
국제저널『무형유산』
의 역할은 유형유산과 달리 무형유산이 훼손되기 쉽고 소멸의 가속화가 너무 빨
리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공동체에서 간직하고 있는 무형유산을 연구, 조사하고 기록화 작업
을 한 내용을 실어 서로 이해하고 문화간 대화를 도우며 존중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무형유산은 한 세
대에서 다음 세대로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전수되므로 그 가치와 중요성은 매우 크며, 이 무형유산의 자
산을 통해 유형이라는 실체가 생겨나고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저널『무형유산』
은
국내외 연구자와 논문 투고자에게 무형유산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의미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서 국내외 기관이 협력?지원해야 하며,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형유산의 조사, 연
구, 기록, 보전, 전승, 진흥, 증진 등에 관한 학술적인 이론을 국제저널 무형유산에 담아 무형유산을 연구
하는 학자와 관련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원고 투고 지침과 발간된 국제저널 자료는 국제저널『무형유산』공식 웹사이트(www.ijih.org)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내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웹사이트의 원고 투고 지침과 그동안 발간된 자
료를 참조하여 수준 높은 글을 투고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점차 국내의 전문가들이 원고를 기고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으나 더 많이 분들이 원고를 투고하여 저널에 실리기를 바라고 있다.

저널 무형유산 표지

톰슨 포이터에 탑재된 국제저널 무형
유산의 A&HCI 논문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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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노력으로, 국제저널『무형유산』
은 2010년 8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 미국 톰슨 로이터사에서 주
관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논문인용색인인 A&HCI(Arts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에 등
재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등재되었
다. 2011 7월 Scopus, 8월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미국현대언어학회)
International Bibliography, 9월 BAS(Bibliography Asian Studies, 아시아학 협회 논문색인)에 등재
되었다. Scopus는 과학·기술·의학·사회과학·예술·인문학 분야의 심사 저널이며 18,000여 종의 초
록 및 인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MLA International Bibliography 문학, 언어/언어학, 민속학 분야에
대한 저널논문, 단행본, 논문 등의 상세한 서지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문학이론, 비평, 희곡예술, 언
어교육, 민속학 등의 이론, 실제 및 출판의 역사 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BAS는 미
국 아시아학 협회에서 운영하는 전 세계 아시아학 학자들의 학술논문 인용 색인이며 800,000여 종의 논
문 등 학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저널『무형유산』
은 무형유산 분야에 관한 논문, 서평, 국가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2,000부가 발간된다. 저널은 매년 5월 말에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주요 배포처는 국내외 주요 박
물관, 국공립 도서관, 대학도서관, ICOM 본부, 유네스코 본부 등, 전 세계 무형유산 관련 기관 1,500여
곳이다.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는 소중한 무형유산 분야의 연구가 더욱 더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그 조사, 연구내용을 토대로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이 국제저널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
다. 관련 분야의 수준 높은 논문 투고 및 선정으로 국제저널이 무형유산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하
는데 일조를 하고, 그 가치를 공유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영향력 있는 학술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제저널『무형유산』
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국제저널 발간과
연계하여『박물관과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를 2012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학술대회의 주제는‘박
물관에서의 무형유산의 역할과 활용’
으로 그간 박물관에서 다루기 힘든 무형유산의 활용방법에 대해 10
명의 국내외 발표자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다.
기조연설은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자 전곡 선사박물관 관장인 배기동 교수가‘무형유산의 보존
과 박물관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현대 박물관은 박물관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무형유산에 대한 해석
과 보존이 포함되어 있으며 박물관들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사회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조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박물관 전문가들은 무형유산에 관심을 가지고 인식
을 높여야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람과 무형유산의 변형되는 행위를 포함하여 조사하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강조하였다.
Alissandra Cummins 유네스코 무형유산 집행위원장, Damodar Frlan 크로아티아 민족지학박물
관 관장, 함한희 전북대학교 교수, 이건욱·오창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사 등 10명의 국내외 발표자들도
저마다 박물관에서는 무형유산을 포함해야 하며 전시도 과거 유물위주에서 탈피하여 스토리가 담긴 풍성
한 내용을 가진 전시로 바뀌어야 하며 사회적인 환경요인으로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는 무형유산을 지속
가능하도록(sustainable)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박물관의 가장 주요한 책임이라 볼 수 있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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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의 무형유산 전시
2012년 12월에‘아리랑’
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2011년에 중국내 조선족이 부르는‘아
리랑’
이 중국 국가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우리관에서는 박물관에서 이행해
야 할 사회적인 책임으로‘아리랑’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2011년 9월부터 섭외교육과에서는 여러
지역의 아리랑 공연을 국내, 외 관람객들에게 선보여 아리랑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를 자극하고 아리랑의 다
양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선행 작업을 실행했다. 그 동안, 전시운영과에서는‘아리랑’전시를 준비하였다.
전시운영과에서 유형 중심의 전시를 주로 하면서 전시주제에 따라 전통공예 장인을 모시고 체험장을
운영하며 전통 기법의 기술을 관람객에게 보여 주기도 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게 하였다. 전시기간 중
전시 주제와 관련된 무형유산 체험 코너를 운영하며 관람객들에게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도는
많이 했으나, 무형이 완전히 주체가 된‘아리랑’전시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오브제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무형의 것을 시각화해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은 감지가 되는 일이었다. 전시
를 담당한 큐레이터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전시 기획을 하여 스토리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
는 의국심이 들기도 하였다.
막상 전시를 개막했을 때 그 기우는 안개가 걷히듯이 삭 사라지며‘사람’
이 중심이 된‘아리랑’
이전
시가 된 멋진 모습을 보게 되어 뿌듯했다. 전시를 담당한 이건욱 학예연구사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아
리랑이 아닌 전국에서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전해져 내려져 와서 현재에도 부르고 있는 아리랑에 초점을
맞추고‘아리랑’
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이야기와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코너를 만들어서 관람객들이 듣고 그 정서를 함께 느끼도록 하였다.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들
을 수 있도록 소파와 헤드폰을 설치하고 영상물을 즐기도록 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전시장 한 코너
에는 간이무대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아리랑을 부르는 자리도 마련하여 관람객들이 다양한 아리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아리랑’전시 이후 2008년 8월에 개최된 다문화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브제가 중심이 아닌 이주여
성의 한국 정착기를 통해 본인의 이야기 중심으로 전시를 전개하였다. 이 전시는 전시운영과 큐레이터가
기획하여 진행한 전시가 아니라 이주여성이 객원 큐레이터로 초빙되어 본인이 전시를 기획, 구성하였다.
본인의 이야기를 당사자가 진솔하게 전시를 전개하여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관람객들이 공감을
하였다. 만약 이 전시를 스토리가 없는 유물 중심의 전시를 기획하였다면 관람객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그
다지 많지가 않았을 것이다.
전시는 생명체가 없는 유형의 오브제와 살아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무형이 함께 조화를 이
루어 풍성한 생명체를 만든다고 본다. 전시에서 무형을 살리면서 유형을 부각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이다. 그만큼 전시기획자는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 고민만큼이나 전시의 질은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관에서는 사람과 환경 등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부분에 대해 연구와 조
사를 통해 전시내용의 깊이를 더하고 전시기법에 창의성과 세련미를 부가하여 관람객이 공감하는 전시를
선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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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버전의 아리랑을 감상하는 관람객

전시무대서 아리랑을 부르는 참가자

결론
2004년 서울 ICOM 대회이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실행
한 일들은 많다고 생각한다.‘지역민속문화의 해’
를 통해 우리관 학예사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거주하
면서 지역의 생활상을 기록, 목록화하고 보고서를 내고,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 그 결과 급속하게 소멸되
어 가는 자료는 잘 보존되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잘 활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
라 국제저널『무형유산』
발간,『박물관과 무형유산』
국제학술대회 개최, 다양한 장르의 전통민속공연 운영,
무형유산관련 박물관 전시, 교육, 전통공연 실시 및 아카이빙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무형유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관은 지속가능한 무형유산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그룹을 양성하고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전문가 집단과도 협업하여 소중한 무형유산이 끊기지 않고 대대로 지속될 수 있도록 방법도 다각
도로 모색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포용적
행위자가 될 수 있게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것이다.

각주
9) Lourajane Smith and Natsuko Akagawa,2009,'Intangible Heritage',p202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_ 68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양종승
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ICOM 2004 SEOUL 세계박물관대회는 한국의 박물관 및 박물관인들을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의 박물관 미래 지표를 제시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본 글은 ICOM
2004 SEOUL 세계박물관대회 회고와 미래 박물관 전망을 위해 2004년 서울대회 당시 필자가 관여하
였던 몇 가지 프로젝트 중 가장 두드러지게 성과를 보게 된「국제저널 무형문화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발간 사업과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시「나무와 종이」
에 대해 서술하
고자 한다.

1.「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은 ICOM 공식 인정의 저널로 발
간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무형유산 자료가 조사되고 연구되어진 학술논
문이 수록되는 정기 간행물이다. 20세기 중반이 후, 세계의 많은 인류학자, 민속학자 그리고 무형문화학
자들은 각 문화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무형 유산들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과학적 보호 및 보존키 위
해 노력하여 왔다. 특히 박물관 큐레이터 및 전문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고 그
동안 알려지지 않고 묻혀져 있던 각국 제 민족 및 종족들의 다양한 유산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학문화한
작업을 병행하여 왔다. 주지하다 시피, 지금까지 인류 문화의 가치는 주로 건축물, 조형물, 공예품 등의
유형적 유산에 치중하여 조명되어 왔다. 그러한 까닦으로 수많은 무형적 유산들이 방치되거나 사라짐으
로써 인류문화 전승은 유형의 것에만 치우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새 세기의 새로운 문
화 시대를 열면서 우리는 뒤 늦게라도 그동안 닫혀 있었던 문화적 안목을 넓혀 무형 유산의 귀중함과 그
가치에 대해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시대에는 무형유산에 대한 접근을 보다 무게 있고 깊이
있게 해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따라서「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발간과 함께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적 패러다임을 펼쳐나가게 된 것이다.
박물관 프로젝트 속에서의‘박물관과 무형유산(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
이라는 담론
은 2004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세계
대회에서부터 본격화 되어져 왔다. 아이콤 서울대회 이전까지만 해도 박물관인들의 인식체계에서‘무형
문화’
는 그 다시 중요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ICOM이 창설된 1946년 이후, 최초로 아시아 문명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하고 인식하면서 유형에 머무르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무형유산의 진가를 평가하면서‘무
형문화’
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무형유산’
이 서울대회의 주제로 선정되면서‘무형
유산’
은 박물관인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박물관과 무형유산’
의 ICOM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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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주제는 결국「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발간 사업으로
까지 이어지게 되었이다. 저널에 실리는 고귀한 무형문화의 지식들이 세계 각국의 유명 도서관 및 대학
그리고 관련기관에 무료 배포됨으로써 이 분야 연구를 더욱 촉진시킴은 물론이고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의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를 다지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발간하고 있는
「국제저널 무형
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 ICOM 2004 SEOUL 세계박물관대회 성과
물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 탄생배경과 그 진행과정 및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국제저널『무형유산』발간 추진과정
「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이 ICOM 공식 인가를 받아 국립
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하기까지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2004년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총회
주제‘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어 졌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과 국제박물관협의회 국제위원회 소속의 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
(ICME)에서는‘박물관과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
이라는 주제로 공동회의가 개최되었다.‘무형문화유산’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ICME(International Committee for Museums of Ethnography, 세계생활
문화박물관위원회)는 1948년 ICOM(국제박물관협의회) 산하기구로 발족하였고, 세계 각국의 민속학, 무
형유산학, 인류학, 민족학 등의 전문가, 박물관 및 박물관인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다. 매년 각국의 주요
국가에서 민속, 무형문화, 문화인류 분야의 학술 논문발표 및 관련분야 권위 있는 기조 연설자를 초빙하
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은 ICME 회장단 자문을 받아 국제박물관협의
회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무형유산을 학문적으로 이어 나아가기 위해
국립민속박물관이 주도하는 국제저널「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출간 계획을 추진하였다.
(2)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3까지 ICOM 제107차 파리 집행위원회에서 국제저널 발간 계획을
한국 국립민속박물관 김종석(ICOM 창설이 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상임이사에 피선됨) 학예사가
공식 보고하였다.
(3) 2005년 2월 7일 ICOM 제107차 집행위원회 회의록 9. 1.a에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의「국제저
널 무형유산」
발간 계획 내용이 기록되었다.
(4) 2005년 5월 16일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김홍남 박사가 본 사업을 촉진케 하는 공식 서한
을 ICOM Alissandra Cummins회장에게 우편과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 2005년 5월 18일 ICOM 사무총장 John Zvereff가 본 사업 건을 2005년 6월 ICOM 집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서신을 국립민속박물관에 이메일로 답신하여 왔다.
(6) 2005년 6월
「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 건이 ICOM 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본 저널은 국립민속박물관이 ICOM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출간할 것을 권고하였다.
(7) 2005년 7월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은 ICOM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국제저널 무형문화유산」
출간을 공식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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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5년 7월부터 9월까지 ICOM 집행위원회가「국제저널 무형유산」
창간호 추진위원회(편집자문
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인사 5인을 추천하였다.
(9) 2005년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국제저널 무형문화유산」
창간호추진위
원회 발족 및 제1회 편집(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편집자문위원회는 김홍남(한국, 편집자문위원장), 로즈마리 바이에르-드 한(Rosemarie BEIRE-DE
HAAN, 독일), 최정필(한국), 밀크로스 세리(Milklos CSERI, 헝가리), 알리산드라 커민스(Alissandra
CUMMINS, 바바도스), 응웬 반 후이(Nguyen Van HUY, 베트남), 로저 자넬리(Roger JANELLI, 미
국), 김병모(한국), 이삼열(한국), 제럴드 맥마스터(Gerald MCMASTER, 캐나다), 미야타 시게유키
(MIYATA Shigeyuki, 일본), 테레자 C. 몰레타 샤이너(Tereza C. Moletta SCHEINER, 브라질)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편집위원회는 패트릭 보일런(Patrick BOYLAN, 영국, 편집위원장), 헨리
C. 쟈티 브레드캠프(Henry C. Jatti BREDEKAMP, 남아프리카공화국), 전경수(한국), 루이스 코트
(Louise CORT, 미국), 아마레스워 갈라(Amareswar GALLA, 오스트레일리아), 가오빙종(GAO
Bingzhong, 중국), 로렐 켄달(Laurel KENDALL, 미국), 임돈희(한국) 등 8명으로 구성되었다. 편집코디
네이터는 한민호(국립민속박물관 과장), 양종승(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김종석(국립민속박물관 학
예연구사), 노선희(국립민속박물관 연구원) 등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되었다. 영문 교정은 파멜라 아인더
(Pamela INDER, 영국)가 맡았다. 편집사무국은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에 두었다.
한편,「국제저널 무형유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편집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해 양종승 연구관
이 초대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서울대 전경수 교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
다. 편집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Correcting이 가능한 원어민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이 건에 대해 양종승은 다시 켄달 박사와 접촉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켄달 박사는 이에 적극
동의하고 가능하면 무형유산에 관심이 많은 원어민 전문 편집인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05년 10월 30일 및 31일 편집(자문)회의 열흘전인 10월 20일, 초대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로렐 켄
달 박사가 양종승과 샤머니즘 조사연구를 위해 방한하였다. 이 때에 양종승 연구관과 김종석 학예사는 켄
달 박사에게 저널 간행규정 및 논문 선정 기준 등에 관련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가졌다. 주 내용은
2004 서울 세계박물관대회 때 발표논문 100여 편 중, 25개를 선정 내용 및 결과, 저널 간행규정 초안문
검토 등 이었다. 인문학 분야의 국제저널 사례를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작성된 간행규정 초안문은 켄달 박
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 힘입어 부분 수정되고 보완되어졌다. 그리고 켄달 박사는 저널 2호부터는
Call for paper에 의한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주제 리스트(a list of themes)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이를 각 분야별로 잠재적 저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세계 각처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교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덧붙였다.
따라서 국제저널의 발전은‘융통성(flexibility)’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고 융통성의 원칙 아래
에서 Coherence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양종승 연구관과 김종석
연구사는 각 분야의 저명한 저자들과 접촉하여 원고 청탁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고,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 전문가들에게 서한을 보내 기고를 독려(encourage)하되 이는 약속(promise)이 아닌 권고
(encouragement)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무형유산의 위상을 감안하여 기고자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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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 있었다. 이를테면, 대학원생의 글이 공개모집을 통해 들어온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다. 학교에서 나오는 연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양질의 논문들이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대학
원생의 뛰어난 논문을 저널 기고문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30일 및 31일 양 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던 편집(자문)회의에서「국제저널 무형유산」
간행규정이 마련되었
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창간호 수록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 뉴질랜드 테파파통가레와 박물관(Museum of New Zealand Te Papa Tongarewa)의
태평양 사례 연구 - 콜로케사 우아파 마히나-투아이,
(2) '지중해의 목소리' 해석의 난해함: 신기술을 이용한 무형물의 표현 - 마가렛 하트 로버트슨
(Margaret Hart Robertson),
(3) 현존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박물관이 담당한 역할: 베트남민족학박물관의 경험 사례 응웬 반 후이(Nguyen Van Huy),
(4)역사박물관의 무형유산을 통한 현재와 과거의 연계 - 샐리 예코비치(Sally Yerkovich),
(5)무형유산: 박물관 및 박물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난제와 기회 패트릭 J. 보일런(Patrick J. Boylan),
(6)일시적인 것의 보존: 2004 멕시코 국제박물관의 날 - 실비아 싱어(Silvia Singer),
(7)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지코국립박물관의 무형유산 전시 변혁 헨리 C. 쟈티 브레드캠프(Henry C. Jatti Bredekamp),
(8)'아프리카의 영감!'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이용한 청년 장애인 층의 사회적 통합 도모비브 골딩(Viv Golding) 등 8편이다.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국제저널 [무형유산]을 발간키 위해 창간호 편집(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특별 부대행사로‘서울 굿’
을 개최하였다. 명성 있는 무인(巫人)들이 참여하는 정통 서울굿판은 2005년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5시에서 6시시까지 1시간 동안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양종승 연구관의 해설
을 곁들여 개최되었다. 서울굿은 서울 지역에서 전승되어온 굿을 말하며, 크게 나라의 태평성대와 국태민
안을 축원하는 나라굿, 마을민들의 대동단결을 모색하는 마을굿, 개인의 길복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개
인굿 등으로 나뉘어 행해진다. 특별행사에서의 서울굿은 개인굿으로 진행되어져 12거리에서도 상산거리,
대신거리, 작두거리 등을 공연하였다. 상산거리는 서울굿의 가장 중요한 굿거리로써 장군님, 별상님, 신
장님, 대감님 등을 모시는 거리로써 서울굿 명인 이상순 무녀가 장군님, 신장님, 대감님을 모시면서 재수
기 뽑기를 하고 신장, 대감타령을 하였다. 여은석 무녀가 제석님을 모시는 제석거리를 하고, 장주억 박수
가 작두거리를 하면서 작두 위에 올라가 나라공수를 내렸다. 무악 연주는 최형근, 허용업, 박문영 등 서울
굿 전문 악사들이 맡았다.
(10) 2005년 12월 ICOM 본부는「국제저널 무형유산」
발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서신을
국립민속박물관과 ICOM 한국위원회에 발송하였다
한편, 2005년 12월 1일 초대 편집위원 임돈희 동국대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다.‘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를‘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유네스코 국제 협약(convention)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공식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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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angible Cultural Heritage(ICH)’
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돈희 위원이 이 내용을 편집위원 및 자문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변경 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
다. 편집사무국에서는 임돈희 위원의 제안 받아들여 이에 대해 자문을 위원들에게 구하였다. 그러나 대
다수의 위원들이‘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에 동의하였다.
(11) 2006년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패트릭 보일런 편집위원장, 편집 코디네이터, 출판사 디자이너가
참석하는 창간호 발간 최종 편집회의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12) 2006년 5월「국제저널 무형유산」
창간호 2,000부가 인쇄되었다.
(13) 2006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ICOM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 및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연차회의에서 김홍남 관장, 최정필 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 한민호 국립
민속박물관 과장, 김종석 학예연구사가 참석하여 저널 창간호 발간에 대해 공식 보고가 있었다.
여기서
「국제저널 무형유산」
을 ICOM의 무형유산프로그램(ICOM Intangible Heritage Programme)의
일환으로 공식 인준 받았다.
(14) 2006년 6월부터 7월까지「국제저널 무형유산」
1,800부가 ICOM 본부, ICOM 국가위원회,
UNESCO 본부, UNESCO 국가위원회, 세계 주요 국립도서관, 대학교, 문화유산 관련 기관 등에
무료 배포되었다.
(15) 2006년 9월 저널 웹사이트가 구축되어 가동되었다.(WWW.ijih.org) 그리고「국제저널 무형유산」
이
ICOM 공식 Publications으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저널은 ICOM 본부가 전폭적으로 지지(Fully supporting)하는 사업으로써 국립민속박물관
ICOM의 국가지부 (National Representative)인 ICOM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이 되었다.
2) 국제저널『무형문화유산』발간 의의
인류는 지난 세기 동안 조상들이 남겨준 많은 지혜와 지식을 잃었거나 간과하면서 지내왔다. 그러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는 급변하는 사회제도 및 문화형식 속에서 과거의 과오를 성찰하면서 무형유
산 속에 숨겨있는 가치를 평가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여야 하는 시대
적 숙명을 무형유산과 함께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 시피, 무형유산은 전통문화의 정수로써 오랜 역사
속에서 민족의 지혜, 기술, 지식, 사상, 철학, 신앙 등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는 현대의 새문화
창조에 큰 틀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화 경쟁시대에 국가의 문화 전략과도 긴밀한 연관 선
상에 있는 것이다.
2004년 동양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된‘세계박물관서울대회’
의 주제가‘무형문화재와 박물관’
이었다. 전 세계 무형문화 전문가들이 한 곳에 모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발전에 대한 논의를 다양하게
펼쳤다. 그리고 이를 올바르게 전승 발전시켜기 위해서는 무형문화 조사, 연구, 증진, 활용 등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위해 무형유산의 국제적 조사, 연구, 보호, 전승, 공연, 홍보, 정보, 교
류 증진 및 활성화를 주도하고 권위 있는 국제저널 발간을 통해 국가간 무형유산의 학문적 발전 도모하여
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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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무형유산을 발판삼아 이질적 문화집단간에 교류, 우호, 정보교환, 소통, 이해, 단결, 합작 등
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시대적인 새로운 문화 창
출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러한 무
형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인류생활을 통해 형성되어온 귀중한 유산이기에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를 계
승 발전시켜 나갈 의무가 있으며, 이를 올바르게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
듯, 무형유산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져 박물관에서도 무형유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컬렉션하게 되었다. 그리고 박물관인들은 무형유산의 박물관 교육 및 전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다 깊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인류의 정신문화를 민족별로 파악할 수 있는 무형유산에 대한 학술자
료 수집 및 영구적 보전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박물관인들의 막중한 임무이다.
ICOM 2004 SEOUL 세계박물관대회가 남긴 국제저널 무형유산(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은 무형유산학의 전문학술지로서 세계 각 문화권에서 면면히 전승되고 발전되어온
자료들을 예시하고 서로 공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제 각국의 무형유산(언어, 음악, 춤, 연극, 의
례, 축제, 신앙, 의식, 놀이, 기술 및 지혜 등)에 대한 가치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보존책을 강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2005년 10월 유네스코가 채택한‘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와 증진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도 이러한 각 문화권의 표현물을 정당화하고 이에 대한 보존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 생
각된다. 아이콤에서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더불
어, 적합하고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여 무형유산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 새 시대에 걸맞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에 대한 보호 및 보존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COM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이라는 주제를 선정함으로써 이분에 대
한 세계 각국의 박물관 및 박물관인들의 관심은 물론 조사 및 연구 그리고 정보공유 활성화가 더욱 활기
를 띠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박물관 및 박물관 종사자들이 무형유산에 대한 세계적 안목을 갖
게 되었으며, 무형유산에 대한 연구 및 진흥 중심 국가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으로 역할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및 ICOM 한국
위원회는「국제저널 무형유산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을 발간함으로써 무형
유산의 국제적 조사, 연구, 보호, 전승, 공연, 홍보, 정보, 교류, 증진, 활성 등을 세계적 관심 속에서 주도
적으로 이끌게 되었다.

2.「한국의 전통공예 나무와 종이(Wood and paper in Korean Traditional Crafts)」특별기획전
환하게 불 밝혀진 한국 전통살림집 창호의 실루엣은 나무와 종이의 아름다운 만남이다. 전통 물질문화 중
나무와 종이만큼 그 쓰임이 다양한 소재도 없을 것이다. 여느 집의 방안을 들여다보아도, 나무와 종이로
된 여러 가재도구가 곳곳에 자리하지 않은 집이 없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04년 ICOM 서울총회를 기념
하기 위해 2004년 10월 6일(수)부터 11월 15일(월)까지 총 42일간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나무
와 종이-한국의 전통공예’특별전(기획: 양종승, 염경화)을 개최하였다. 유물 총 207건 219점을 전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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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예문화의 아름다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전통공예의 맥을 면면히 잇고 있는 장인(匠人)들의 숭고한
얼[精神]을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한 것이다.
나무와 종이 특별전은 소반·반닫이 등의 나무유물과 아기자기한 종이 공예품 및 그간 잘 알려지지
않은 궁중상화(宮中床花)·불화(佛花)·무화(巫花) 등의 지화(紙花) 등을 전시하여, 한국인의 삶에 깃든 전
통공예의 선·면 ·무늬의 아름다움과 상징성 및 쓰임의 민속적 의미가 유물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였다.
종이가 나무로부터 산출된다고 하지만, 나무와 종이라는 이질적일 것 같은 두 재질의 공예품 중, 쓰임이
비슷한 것들을 비교 전시함으로써, 어울림의 민속적 미학과 우리 조상들의 실용적 삶의 모습도 엿볼 수
있도록 꾸몄다. 또한 정적인 유물전시와 함께 소목장(小木匠) 및 지승(紙繩), 지화(紙花) 장인의 시연이 전
시의 일부로 연출한 동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전체적으로 유물과 시연이 서로 맥락이 닿으며, 유형의 것
을 통해 한국 무형문화의 일면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부에서는 쓰임새가 비슷한 나무와 종이 기물(器物)에 대한 것이다. 나무 공예가 주위에 흔한 나무를
적절히 활용한 것이라면, 종이 공예는 나무 중에서 닥나무 껍질을 가공하여 만들어진 한지를 다양하게 이
용한 공예이다. 그러나 종이는 일반 민(民)들이 구하기 힘든 재료이다. 지금과 같이 두 재질을 이용한 공
예품들이 다양해진 시기는 조선후기에 이르러서이다.
나무는 농기구에서부터 가구, 건축자재 등 생활기물로써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종이는 쉬 구겨지고
찢어지는 듯 하면서도 강하고 질기다. 나무는 나무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녔다. 나
무와 종이라는 이질적일 것 같은 두 재질의 공예품은 의, 식, 주, 문방용구, 휴식과 놀이문화 등 다방면의
쓰임새에 있어서, 자기류(瓷器類)나 금, 은, 동, 철 등 금속류(金屬類) 등 다른 재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
슷한 기물이 많다. 다른 재질이면서 쓰임새가 같다는 것은 곧 우리 조상들의 실용적 삶의 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나무 기물 - 목물(木物)에 대한 것이다. 나무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재질인 만큼 가구, 농기구, 식기, 문방구, 악기, 영장 등 각종 생활 기물로부터 집의 건축자재, 그리
고 죽어서 묻히는 관에 이르기까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나무 공예품을 대표하는 가구류는 4계절의 추
위와 더위를 고려하여 과다한 치장을 삼가고 나뭇결을 자연스럽게 살리려한 데 그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
에 실용성이 강조되어, 구들과 좌식 생활의 전통적인 주거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제작된다. 사람의 앉은
키와 선키가 한옥과 적절한 조화 속에 배치되고 소반에서부터 3층장까지 이용자 편의위주로 높낮이가 맞
춰진 점이 나무 가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치수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없으면서 그 비례미가 나무 가
구 아름다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나무 공예는 골재와 판재의 나무 결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자연친화적인 면도 있으나, 백골(白骨)에 금속이나 종이를 붙이는가 하면
인두질, 옻칠, 나전(螺鈿), 화각(華角), 대모(玳瑁), 가죽, 뼈, 물고기가죽 등 다양한 기법으로 화려하게 장
식한 것들도 많다.
2부의 전시는 식생활과 보관의 실용적 나무가구인 소반과 반닫이가 중심이다. 소반은 상판(上板)을
천판(天板)이라고 하고 풍혈(風穴)의 대부분이 운문(雲紋)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아, 구름 위의 하늘에 차
려진 음식을 접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보관용 궤, 함 등은 곡식, 의복, 인장(印章)과 문
서 등을 비롯하여, 주요 유교의식인 4禮(冠禮)의 관모와 관복함을 보관한다든지, 혼례함과 같이 복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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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무언가 소중한 것을 보관한다. 그래서 재물신이 머무는 장소로 기능한다. 천판과 다리 등으로 분류
된 다양한 소반의 모습과 함께 각 지역적 특성을 살린 소반과 반닫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
3부에서는 종이 기물 - 지물(紙物)에 대한 것이다. 종이는 정보를 기록하는 수단이자 의사를 전달하
는 매체로서 역할이 크다. 개인간의 편지, 하소연 등 관청에 자신의 의사를 밝힌 소지(所志)와 흰 종이를
태워 올려 인간의 기원을 신에게 전달하는 소지(燒紙) 등이 그것이다.
종이를 이용한 공예에는 지승(紙繩), 지호(紙糊), 지장(紙粧), 지화(紙花), 등 다양한 기법의 기물이 전
해지고 있다. 종이 공예의 특성은 우선 자원 재활용적 측면이 있다(세초도(洗草圖) 참조). 1년에 한번씩 창
호지 등 주로 폐지(廢紙)를 이용하여 단단하고 가벼운 기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존 대나무, 싸리나무, 판
재 가구 등의 기물이 터졌을 때 여기에 종이를 붙여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종이도 재활용하지만 기존 기
물의 수명을 연장시킨 측면이 강하다. 또 가벼워서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 기존 박천뒤주(박천반닫이, 숭
숭이반닫이)의 무쇠장석이 전지기법을 통해 종이로 대체되고 각종 나무 가구의 판재가 종이로 붙여짐으
로 인해 기물이 가벼워진다. 따라서 운반이 쉽고 겹겹이 쌓을 수 있어 보관에 이롭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
가 만들기가 쉽다는 점도 종이공예의 한 특징으로 여겨진다. 나무가구를 제대로 제작할 때 원목 채취와
뒤틀리지 않게 말리기, 가공 등에 몇 년이 소요되는데 반해, 종이공예는 제작 소요기간이 짧다는 이점이
있다. 색지상자, 반짇고리 등 아기자기한 것들이 많고 [흥보가]의 대사 등을 통해 볼 때 안방의 여성용 기
물의 비중이 높은 점도 종이 기물의 또 다른 특징 중의 하나이다.
나무와 종이전에서는 또한 살아있는 공방 2개소를 운영하였다. 공방 시연자로는 나무공예가 3명(김
금철, 이정곤, 추용호 등의 小木匠)과 종이 공예가 7명(김석출, 김동열, 이기원, 이영희, 김태숙, 김태연 등
의 紙花匠 그리고 최영준(紙繩匠) 등이 참여하였다. 공방 운영기간은 2004년 10월 5(화)일부터 11월
15(월)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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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박물관정책의 현황과 과제
- 박물관 법, 정부직제 및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

윤태석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1. 서론
전체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는「박물관법」
이 1984년에 제정된 이후, 박물관 정책부서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복권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박물관위원회(ICOM) 총회가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2009년에는 우리나라에 근대식 박물관이 들어선지 100년을 맞이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주도한 다채로
운 이벤트가 있었다. 그러는 사이 2011년도 말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박물관 1,000관시대가 되었다.
이는 인구 5만 명당 1개관으로 OECD평균과 같아 관수로 만 보면 박물관 선진국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2012년에는〈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박물
관정책과가 재 신설되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문화융성
‘을 국정과제로 한‘생활 속 문화 참여 기회 확대’
를 문화
부문 중요과제로 설정했다. 박물관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원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박물관?미술
관(이하 박물관)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박물관
관련법과 조례, 정책기구와 직제, 정책기구 별 업무분장의 변화를 정리하면서 그 현상과 현황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몇 가지 당면 과제에 대해 제안함으로서 마무리하고자 한다.「박물관법」
이 제정된 이후 박물관정책의 제 환경 변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박물관의 제 현상을 조금이나마 가늠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2. 박물관 법과 조례, 박물관정책 기구의 제 변화와 현상
우리나라에서 전체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법인「박물관법」
은 1984년에 와서야 제정(시행
1985.7.1, 법률 제3775호, 제정 1984.12.31)되었다. 이를 기반 한 박물관정책 업무는 문화공보부 문화예
술국에 두었다. 문화예술국(局)에 있던 진흥과(課), 문화과, 예술1과, 예술2과 등 4개 과 중 박물관업무는
문화과에 있었다. 그러나 민족문화의 전승·계발 및 보급, 지방문화의 향상 발전 및 문화분야의 복지업
무, 국립중앙박물관·현충사관리소·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칠백의총관리소의 지도·감독 등의 세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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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서 보듯 전체 박물관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내용은 없어 박물관에 대한 정책이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술관은 예술1과의 몫이었으나 문화·미술·건축·조각·공예·사진·영화분야의 예술진흥
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계획,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도·감독으로 업무가 제한되어있어 박물관과 마찬가지
로 전체 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사실상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0일 정부 조직개
편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문화정책을 전담하는 문화부가 발족되었다. 이는 민주화의 상징적의미로
또 국민 삶의 질 향상에서 오는 문화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문화부의 출범과 함께 박물관을 전담하는 박물관과가 신설되었다. 신설당시 박물관과는 생활문화과,
지역문화과, 문화시설과를 둔 생활문화국에 소속되었다(시행 1990.1.3, 대통령령 제12895호). 서기관을
과장으로 한 박물관과에서는 대학박물관은 수용하지 못한 채 그 외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에 대해 보
다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내용상으로는 박물관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박물관과의 세부적인 업
무로는 박물관 진흥종합계획 수립, 공·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민속박물관 등 특수박물관의 지도·육
성,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감독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문화공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술관은 박물관과
별도로 관할하였으며, 그 정책업무는 예술진흥국 소속 예술진흥과에 두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박물관법」
은 규제사항이 많아 진흥이라는 차원의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요
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규제사항으로 년 120일 이상 개관[제11조 (개관 및 휴관)]하여야 한다든
가, 법적 개관기간 동안 개관할 수 없거나, 1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박물관법시행규칙」
제7조 (박물관의 개관기간단축 또는 휴관승인신청서의 서식
등)]는 등은 승인 과정마저 경직된 것이었다. 반면 진흥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 실행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명료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또한, 박물관의 정의(2조)를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자연과학·산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국
민들에게 박물관이 갖는 넓은 의미를 갖게 하지 못한 측면,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이 들어설 수 있는 분위
기를 저해하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박물관에 대한 구분역시 사립박물관은‘민법에 의한 법인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설치하는 박물관’
으로 규정함에 따라 비영리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개인박물관의 진입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한계도 드러냈다. 한편, 1982년
「대학설치기준령」
에서 대학
박물관의 설치근거가 사실상 삭제되면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된 대학박물관의 욕구도 강하
게 표출되었다.
한편, 이법에서는 미술관이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을 박물관의 범주 안에 수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다. 이는 현행「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이하 박미법)과 비교할 때 오히려 글로벌한 인식의 반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과의 신설은 일정부분「박물관법」개정이 가능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1991년 11월 30일 제정을 앞두고 드러난 개정시안은「박물관법」
에서와는 달리 미술관을 박물관에서
분리 시 킨 후진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물관학 연구자인 이난영 전 국립경주박물관장을 비
롯한 관계 전문가들의 재고 요구가 적지 않았다. 또한 추상적·선언적인 조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하는 등 여러 이견이 표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쟁점은 크게 반영되지 못한 채「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이 1992년 6월 1일 공포·시행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이후 한국박물관의 발전 _ 82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진흥을 강조한 나머지 등록 자료와 시설, 전문 인력 등에 지나치게 정량화된 기준
을 제시함에 따라 박물관의 질적 성장을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는 지적 등 현재에도 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이때 국립박물관이 법령에 처음 명시되었으나 대학박물관은 2000년도(시행 2000.2.9, 법률
제5928호)에 와서야 명시되었다.「박물관법」
이 폐지되고 박미법이 제정되는 데는 규제적 조항의 개선과
함께 신설된 문화부가〈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에 근거해‘박물관 1,000개 건립목표’
를 제시하는 동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문화정책의 변화는 이어령 문화부장관(재임:1990.1.3~1991.12.19)이 표방했던‘모든 국민에게 문
화를’
이란 정책이념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후 박물관 확충이 가능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새로 제정된 박미
법에 힘입은 것이었다. 진흥을 전제로 한 박미법에서는 먼저, 박물관 등록 조건을 사실상 완화했다. 1종:
소장 자료 100점 이상 전시면적 100㎡이상, 2종: 소장 자료 60점 이상 전시면적 82㎡이상으로 완화되어
신규관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박물관법」
에서 준 박물관시설로 분류되었던 유물관, 사
료관 등을 2종 박물관으로 수용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준 박물관시설의 박물관화가 시행된
1992년 한해에만 55개관이 박물관으로 편입되었다.
문화부가 체육청소년부와 통합하면서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그 이듬해
에 생활문화국이 문화정책국으로 분리·개편되면서 박물관과 도서관업무가 통합되어 도서관박물관과가
신설되었다(시행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2호). 문화부직제(제11조, 시행 1990.1.3, 대통령령 제
12895호)에 의하면 도서관박물관과는 도서관발전 및 독서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
항,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
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 박물관진흥종합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공·사립
박물관의 설립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지도·
감독, 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 환경의 개선·보급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박물관진흥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는「박물관법」
이 폐지되고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박미법이 제정된 이후일 뿐 만 아
니라 국립을 제외한 공사립박물관(미술관 제외, 대학박물관·미술관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어 제외)
수도 42개관(1940~
‘90년까지의 누적집계)에서 41개관(1991~
‘95년 사이 개관한 관)이 증가했음을 감안
할 때 박물관과의 존속은 필요한 것이었다. 이때에도 미술관 업무는 예술진흥국 예술진흥과에 있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2000년 2월 9일에는 박미법
개정(법률 5928호)을 통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관할하던 대학박물관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도
서관박물관과는 2004년 10월에 있었던 ICOM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범 정부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 내어 정부 측 실무를 추진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2003년 참여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2008)〉
에서‘모
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문화한국 건설-자유롭고 여유 있는 문화사회’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전국적으
로 고른 균형 배치와 지역문화를 강화하는 취지의〈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
을 발표하였다. 이는 새롭
게 문화시설을 확충하자는 취지보다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균등을 지향하는 문화정책이었다.
이를 토대로 그 간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혁방안으로 2011년까지 인구 9만 명당 1관정도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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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박물관 500개관 확충을 목표로 제시했다.
2004년에는 ICOM한국위원회와 한국박물관협회,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으로 문화관광부(현 문체
부)와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지원을 받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 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
를 주제로‘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제20차)’
를 개최10)하였다. 이는 중국 상
해 대회(2010년, 제22차)보다 6년이나 앞선 것이었다. 역시 같은 해에「지방분권특별법」
과「국가균형발
전특별법」
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설치되어, 지방정부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신청 및 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03년
에서 2007년 사이에 국립고궁박물관(개관 2005.8.15)을 비롯해 국립1, 공립123, 사립96, 대학9 등 총
229관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복권기금이 최초로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지원되기 시작했다. 이는 사립 시설에 대
한 정부차원의 관심표명으로 사실상 국고 지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한편, 2005년에는 대학박물관
에도 문화재청을 통해 복권기금이 지원11)되기도 했다.
2004년 11월에는 문화관광부의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을 통해 도서관박물관과와 예술진흥과가 박물
관정책과와 미술관정책과로 각각 개편되었다.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
(시행 2004.11.11, 대통령령 제18588호) 제26조와 동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04.11.18, 문화관광부령 제99호) 제14조에 의해 박물관정책과는 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 소속으
로 편제되어,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박물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공립박물관의
설립 지원·육성, 사립박물관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전문 인력의 육성, 박물관협력망 구축 및 지
원, 박물관 관련단체의 육성·지원,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조직 및 정원 관리, 감사 및 사정업무 등을 수행
하게 되었다. 역시 동 직제 제51조와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정책과는 미술관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미술관의 육성 및 지원, 미술분야의 창작스튜디오 사업에 관한 사
항, 중앙과 지방의 미술에 대한 균형발전 지원,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국내외 미술가
의 창작활동 지원, 예산·감사 및 사정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문화관광부 장관 직속에서 산하 국립박물관·미술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문성과 집
중도를 제고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소속 박물관·미술관 업무에 치중하는 등 편협한 정
책수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와 국민, 국공사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있어 일정부분 한계를 나
타냈다. 특히, 박물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 후, 체계가 미 확립된 상태에서 소속 관 업무는
물론 11개 소속 지방박물관 업무와 건립이 추진되고 있던 국립나주박물관 등의 업무를 상당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보여주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업무 역시 박물관정책업무의 범주에 있었지만 박물관정책과를 실무 총괄하
는 사무국장이 소속 관 직무에 더 큰 비중이 있었던 점은 균형 잡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
에 없는 것이었다. 담당자들 역시 상당수가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들로, 관내 순환보직으로 운영되어
직무상 관심도에 있어서 소속 관에 국한한 업무에 관심이 높아 일정부분 고유 업무수행의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미술관정책과 역시 서울분관 건립추진, 덕수궁 분관 업무수행 등 소속 관 업무수행과 직원
들의 직무와 관련해서는 박물관정책과와 동일한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 간에 상호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이후 한국박물관의 발전 _ 84

보이지 않는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업무공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과 미
술관의 개념 단절을 보다 고착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2월 문화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되었으며, 3월에는 박물관·
미술관의 정책기능이 다시 문체부 본부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이 붙은 과의 명칭은 사라
지고 문화와 예술정책 일반을 통합한 조직 즉, 박물관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과, 미술관은 예술국 예술정
책과로 편입돼, 각 과의 전체 업무 중 일부 영역으로 편제가 바뀌었다. 2009년 5월부터는 양 국이 문화예
술국으로 통합되어 박물관은 문화여가정책과, 미술관은 예술정책과로 업무가 분장되었다. 따라서 박물관
만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의 독립부서는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정책개발이나 지속적인 중장기적 발전방안
설정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 2004년에 비해 박물관·미술관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
실과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 역시 비약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물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기구만으로 볼 때 후퇴한 조치였다.
그나마 공립과 사립박물관운영실태 조사, 박미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목적으로 한 개정시안마련 등
의 노력은 문화여가정책과 수행한 업무로 일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표1> 박물관·미술관 담당 정부정책기구 변화과정

한편, 2012년 5월 문체부는〈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을 발표하였다. 이 기본구상의 단계별(설립, 등록,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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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 지원체계는, 내용의 본질에 앞서 국공사립대학 전체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입체적 가설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내용에서도 문체부와 박물관 종사자, 전문가 등 관계자의 숙원이 적절히 담겨있다
는 점과 박물관에 대한 사전, 현재, 미래를 내다본 글로벌한 발전을 지향했다는 점은 가치 있는 것으로 평
가된다.
<표2> 문채부 발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5.23) 단계별(설립, 등록, 평가, 지원) 지원체계

박물관평가인증제 도입, 사전 사후 관리를 통한 운영안정화 지원, 공립과 대학박물관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주요 골자로 향후 그 실천 여부가 주목된다.
기본구상을 통해 기존 문화예술국 소속으로 박물관업무를 전담하는 박물관정책과가 신설(2012년 9
월 5일)되었다. 그러나 미술관은 역시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박물관 1,000관 시대라는 외형적 규모뿐 아니
라 박물관의 활성화 기조에 견주어 볼 때 불만족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공사립대학박물관 업무만을 전담
하는 직원이 강원도 영월군의 박물관 전담인력(각주)12)보다도 적다는 사실은 정부의 박물관정책 구현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그리고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박물관정책과는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에 흡수(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53호)되었다. 미술관업무는 문화예술국이 예술국으
로 개편된 채 예술정책과에 그대로 존치되었다. 향후,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에
편입되어 박물관의 위상이 제고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관내 박물관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 진흥조례
를 꾸준히 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7곳과 강원도 영월군과 전라북도 전주시 등 기초 자치단체 5곳이다. 광역과 기초를 합쳐 총 12개 지자체
에서 제정한 조례의 명칭은‘○○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또는‘지원조례’
로 되어 있어 제정의 목
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박물관과 미술관이 병기표기 되어있는 것 역시「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른 영향으로 추정된다. 이중 제정 시기가 가장 빠른 지역은 전라북도 전주시로 2001년 9월이며, 다
음으로 경기도 하남시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이 두 지역 다 사립박물관이 다른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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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례 제정의 배경과 과정은 향후 확인이 더 필요하다.
<표1> 자치단체별 박물관·미술관 진층, 지원, 기금운용(운영), 조례 제정 및 시행 현황

다음으로는 경기도로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첫 사례이다. 이후 조례제정은 충남 아산시, 경상남도, 충청남
도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경기도에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제정이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내용의 실
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진흥을 위한 정책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관내박물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도의 사례와 같이 조례를 제정했다면 이를 통해 정책
적 지원을 시작하여 지역문화 창달의 중요한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이 정책의 최선인가? 이것이 박물관의 고유기능을 원초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가? 는 중앙정부 지원정책
을 비롯해 재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3. 결론
상기와 같이 우리나라 박물관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박물관 법, 정부직제,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소략해 보
았다. 이를 종합해 박물관정책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박물관의 기본역량과 활동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이 있었는가? 이다. 많은 변
화와 함께 박물관 정책기구는 부침을 반복해 왔다. 따라서 정책역시 지속가능하거나 항구적인 것이 없었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원이 최상의 정책인가? 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 박물관정책의 상당부분은 지원에 머물고 있
다. 원초적으로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도와 운영강화 정책이 먼저 시급
해 보인다.
셋째, 지원은 박물관의 정체성을 고려한 것인가? 지금까지의 지원은 정권의 국정목표에 편승해 박물
관만을 대상으로 한 목표설정에 한계를 보여 왔다. 소외계층, 향유권 확대와 같은 비 정체성을 띤 것이 그
것으로 박물관만을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정책의 대상이 ICOM은 물론 우리 박미법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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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전체 범주를 아우르는 것이냐? 는 것이다. 미술관은 물론 과학관, 수목원, 동·식물원 등이 이에 해
당한다. 범 문체부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글로벌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세 번째 의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함으로 끝으로 본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현행 박물관 관련
시설을 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학관 육성법」
「수목원
,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법률」
이 있으며, 동물원과 식물원은 현재「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편입하기 위해 의원
입법 상태에 있다. 한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외한 세 법령은 그 체계와 내용은 매우
유사하다.
먼저, 제1조 목적부터 제4조까지는 구조가 정확히 일치하며, 등록에 관한 내용역시 다소 상이할 뿐
체계는 같다. 등록증에 있어서는 박물관과 수목원의 경우 대동소이하다. 경비의 보조(수목원의 경우 사업
비로 표기 됨)는 박물관과 과학관의 경우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의 운임과 요금 할인 부분에서 수송할 자
료의 특성만 다를 뿐 내용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또한 경비의 보조는 각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비와 운영비 지원의 경우 박물관, 과학관, 수목원
공히 그 대상을 사립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의 방향과 지원예산의 범위역시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하 관람료와 이용료, 시정요구와 정관(박물관과 수목원에 한함), 등록의 취소 내용을 규
정한 사항에서도 일치 또는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실상 동일한 성격의 법령으로 이해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
상기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법령 별로 명시된 내용 중 동일한 사항은 이들 법령을 규합한「박물관
법」
같은 것에 함축하여 반영하고, 특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분명히 이해되도록 별도로 명시하여
법령의 통합에서 오는 상대적 소외감 같은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범부처적 정책기구를
신설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박물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정부차
원에서도 소모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체 박물관 관련 시설을 제 규정하는 박물관의 통합적 법령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에 의해 박물관법령과 정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전체 박물관을 아우르는 법령을 제정해야하며,
개개의 박물관 형태의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관할 부처의 관련업무 실행을 명시한 대통령령 정도
의 급으로 개편한다면 전체적인 체계는 갖출 것으로 보인다. 가칭「박물관법」
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대
통령 소속의 가칭‘박물관 정책 위원회’
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위원장은 총리나 부총리급 정도
로 하고 박물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 위원으로는 관련 부처의 장과 각 분야별 전
문가로 한다. 물론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는「박물관법」
에 명시하면 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원하고 실행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문체부장관 산하에 가칭‘박물관진흥
지원단’또는 문체부 산하 외부 조직으로 가칭‘한국박물관진흥원’
을 신설한다. 그리고 그 산하기관으로
반드시 박물관과 관련된 제 교육 담당기관을 두어야 한다. 가칭‘한국박물관교육원(이하 교육원)’
과 같은
조직이 박물관의 기본업무 즉,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등과 관련한 교육 및 실습은
물론 학예인력 양성, 담당 공무원교육, 박물관장 및 예비설립자, 일반인 대상 교양 교육 등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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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우리나라 박물관 정책기구 체계 제안

이러한 교육원은 현재 전체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에서 박물관의 질적 제고를 위
해 국가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교육원 내부에는 가칭‘박물관운영지원센터’
를 설치한다. 이 기구에서는 일단, 박물관의 제 문
제를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 전문적으로 해결해주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박물관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정책, 지원, 운영(고유 및 부대사업, 홍보 등), 교육, 평가 등 각 전문영역별 실무를 담당할 조
직과 외부 전문가 컨설턴트단 등으로 구성된 세부조직을 두되,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의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법 부처적 조치를 통해, 인류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시하여 교육하는 박물관이 국제적인
규범과 인식 속에서 새 틀을 다시 짜, 명실 공히 선진국의 면모에 맞는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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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박물관과 국제교류
- 해방이후 국립박물관을 중심으로 -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 부장

I. 여는 말
‘국제교류’만큼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면서도 그만큼 학술적인 정의나 용어의 정리가 미진한 용어도 없
을 것이다. 이러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는 다방면에서 널리 통용되어 왔고 가장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민간단체들이 다른 나라의 국민, 국가와 단체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파하
고, 또한 우호적 협력 관계를 형성,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개 학술 문화 분야의 교류로 이해되어
왔다. 세계화의 조류와 정보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더없이 가까워진 오늘날은 정보와 지식의 상호 교류를
배제하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졌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 속도가 갈수록 더욱 빨라지고 있다. 박물관 분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박물관과의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하고 서로간의 필요한 정보
의 긴밀한 공유를 통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박물관계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운영방법 개선, 전문성의 공유들을 통한 자기 계
발 등을 목적으로 한 교류 활동과 함께 전시교류, 학술, 인적교류 등의 여러 형태의 국제교류활동이 펼쳐
져 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국립 박물관의 국제교류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이후 2010년까
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13개 박물관의 전시, 학술, 인적교류활동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박물관의 신뢰할 수 있는 국제교류 활동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우
리나라 박물관들이 1990년대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괄목할 만한 수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역사적 변화추이를 조사하기에는 적절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립박물관을 중
심으로 과거 실적을 분석함으로써 교류의 시대적 특징과 경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향의 주요 환경적 원
인, 방향성 등을 논해보고자 한다.
한편, 해방 이후로 조사의 출발점을 잡은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 설립된 것은 1908년이지만,
우리의 의지에 의해 독자적으로 건립된 박물관도 아닐뿐더러 당시 국제교류가 독자적으로, 활발히 추진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방 후 우리 정부에 의해 박물관이 개관되고 독립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된 1945년 이후를 연구의 시발점으로 하고자 한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예술교류부장,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 글은 현재 저자가 진행 중인 박사학위 논문의 부분이며, 따라서 저자의 사전 허락없이 인용이나 복제는 불가함을 양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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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한국 박물관의 국제교류
1. 박물관 국제교류의 목적
박물관 국제교류의 기본 목적은 교류를 통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보교류와 지식공유를
박물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함이다. 소장품의 교류나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의 교류는 전시를 관람하는 방
문객에는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박물관 인력에게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
습득은 물론 다른 전시 방식이나 기술을 익하고 자신들의 전시구현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전시 교류는 전시에 국한되지 않고 전시와 병행한 교육프로그램, 소장품 보존 등 다
양한 분야에서의 교류로 확대되며 결국 박물관 전문 인력13) 간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지속적인 교류는 박
물관간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관계 구축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교류의 직접적인 대상이나 수혜자는
해당 박물관과 관련 종사자이지만 최종적 궁극적인 수혜자는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이다.
어느 분야의 교류이든 국제교류는 상호성과 존중의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일방적인 교류는 지속성
의 한계가 있다. 상대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교류는 자칫 고립의 위험성이 있다.

2. 박물관 국제교류활동의 종류
박물관의 국제교류는 크게 전시교류, 학술교류와 인적교류의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시교류는 전시가 박물관의 핵심인 만큼 우리나라 박물관의 국제교류활동에서도 일찍 시
작되었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별전의 교류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 각기 기획·준비한 전시를 상
대국에 소개하는 형태로 이러한 교류는 엄밀히 보면 일방적인 교류라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한 주제에 대해 교류의 당사자인 박물관들과 관련 기관들이 조사부터 전시까지의 전 작업을 공동으로 추
진하는 것이다. 이들은 구체적인 주제의 선정과 자료조사, 유물의 선정과 전시의 구현 등등을 함께 협의
하며 추진하는데 진행과정상의 시간과 개인 노력 등은 훨씬 많이 소요되지만 그만큼 교류의 정도와 전시
의 완성도, 교류의 상호관계성은 돈독하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전시는 순회전의 형식으로 참여국에서 개
최되기도 하고 같은 주제의 다른 전시 두 편을 각기 준비하여 상호교환전 형식으로 열리기도 한다. 2007
년 10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한국”전은 국
립중앙박물관과 일본의 사가현립박물관이 공동기획한 전시이며 서울 전시가 끝난 후 2008년 1월초부터
일본의 사가현립박물관에서 순회전시 되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하여 국립중앙박물
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 공동기획한 명보전시리즈는“일본미술명품 특별전”
,“한국의 명보전”이라는 제
목으로 상대국에서 자국의 명품을 교환 전시한 바 있다. 반면 2003년 뉴욕 재팬 소사이어티(Japan
Society) 갤러리에서 개최된“신성상의 전래: 한국과 일본의 초기불교미술전”
은 우리나라 국립경주박물
관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및 미국의 재팬 소사이어티가 수년간의 회의, 연구, 세미나를 통해 공동 기획
하여 미국 재팬소사이어티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지만 양국에는 전시되지 않았다.
두 번째 국제교류의 분야는 학술교류이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박물관의 학술,
인적교류는 2000년대 양적으로 확대된다. 학술교류와 인적교류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지만 본고에서는
조사연구, 공동조사연구, 학술행사 개최 및 참가 등 교류의 궁극적인 목표가 학술 행사로 귀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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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술교류로 분류하였다. 학술교류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박물관 교류는 다분히 일방향적 교류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05년 이후 공동조사연구 등 쌍방향 교류가 시작되고 있다.
세 번째로 인적교류를 들 수 있는데 학예관(사), 전문가, 직원의 교류, 방한초청과 연수 등이 이에 속
한다. 인적 교류 부문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학예관을 비롯한 전문 인력 교류로 60%이상을 차지한
다. 2007년 발족한 아시아국립박물관협의회(ANMA)나 2006년 시작된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등 관
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의 구축사업은 주목할 만한 인적교류 사업이다. 우리나라 박물관이 아시아 박물
관계에서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에서 시작된 이 사업들은 이제 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III 장에서는 해방이후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전시, 학술, 인적교류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3. 박물관관련 단체의 국제교류
우리나라 박물관과 해외 박물관과의 교류를 추진하는 주체가 박물관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박
물관 국제교류에 있어서 박물관관련 단체들, 즉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와 한국박물관협회
의 활동을 간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제박물관협의회에 1970년대14)에 가입하였으나 1990년대 말까지 본부의 회의에 참가하
거나 지역회의에 참가하는 수준을 유지해왔다. 1982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ICOM 아시아
지역 3차 총회를 개최하고 아시아지역 사무국의 서울 설치를 이끌어 내는 등의 활동15)이 주목할 만하지만
그 후에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ICOM 한국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내 설치되어 활동
해오다가 1993년 6월 백승길 유네스코 연구위원이 새 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민간에 이양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ICOM 한국위원회의 괄목할만한 활동은 2004년도 ICOM 20차 세계대회 및 총회의
한국 유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01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회에는 대표단이 대거 참가하여, 아시
아 최초로 개최되는 서울 ICOM 총회와 한국에 대한 소개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고 각종 국제위원회 참
여하고 각 위원회의 집행위원 등 주요 역할을 맡으면서 한국에서의 총회 개최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2004년 10월 2일부터 8일까지“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ICOM 세계대
회는 세계 108개국 2200여명 (해외참가 107개국 1500여명)이 참가하여 낯선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되어
참가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16)
ICOM 총회의 유치는 단순히 대규모 국제학술행사의 개최차원을 넘어 우리 박물관인사들을 보다 적
극적으로 국제교류 현장으로 이끌었으며 인적교류와 학술교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3년 백
승길 당시 ICOM 한국위원회 회원이 처음으로 ICOM 아시아지역 집행위원을 맡았던 점에 반해 우리 박
물관계 인사들이 ICOM본부 집행위원을 비롯해 ICOM-ASPAC 회장, CECA(국제교육문화활동위원회),
ICMAH(국제고고학역사•박물관위원회), CAMOC(국제도시역사박물관위원회), ICME(국제세계생활문
화박물관위원회) 등 국제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대거 선출되어 활약하게 된 것은 2004년 ICOM 서울총
회와 무관하지 않다. 즉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대부분의 참여와 교류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지속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전문인의 ICOM의 참여는 독립적으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의 참가 및
동 위원회의 한국유치 등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이 ASEMUS(아시아유럽박물관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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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장국이 되고 국립민속박물관이 ICME의 연례총회를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박물관의 학술, 인적교
류에 기여했다. ICOM의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 집필예정이므로 본고에서는 이상으로 약술하고자 한다.
한편 한국박물관협회는 우리나라 박물관·미술관들의 건전한 활동을 돕고 이를 통하여 민족문화 발
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조직17)이다. 1976년 한국민중박물관협회로 시작하여 1991년 사단법인 한국박물
관협회로 재발족하면서 해외 박물관인사의 초청강연/세미나, 국내 박물관인사들의 해외박물관 답사, 국
제학술회의 개최 등의 교류 업무를 본격적으로 펼쳤다.
1996년 10월 처음으로 일본전시학회 초청 박물관 전시사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1997년에는 세계박물
관의 날을 기념하여 스미소니언의 순회강연세미나를 가졌다. 2001년은 한국박물관협회로선 다양한 국제
행사로 분주했던 해로 세 차례의 박물관 인사 초청 강연세미나 (3월 Tommy Svensson 스웨덴 국립민족
학박물관장, 4월 일본 동경대 사카무라 켄 교수, 9월 Anderson 대영박물관장)를 개최하였고 아시아유럽
박물관 네트워크 (ASEMUS)의 1차 집행위원회를 주최하였으며 7월 1-6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
최된 ICOM 세계총회에 참가하였다. 한국박물관협회는 2004년 ICOM 서울세계총회를 ICOM 한국위원
회와 국립중앙박물관과 공동주최하게 되어 대규모 국제회의를 경험하는 기회를 가졌다.18)
2004년 ICOM 총회를 계기로 우리 박물관들의 해외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자 한국박물관협
회는 2005년 국내 박물관 인사들이 해외 박물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제교류의 진작을 도모하는 해
외박물관 답사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외국인사의 국내초청 수준에서 벗어나 우리 박물관 인사들의 국외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0-40명의 박물관계 인사들이
3~5일간 한 국가의 특정 지역 내 박물관을 방문하여 전시와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등을 파
악하고 박물관의 주요 인사들과의 토론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교류를 담보하는 이 사업은 문
화체육관광부의 재정후원과 참여 박물관의 일부 경비 자부담으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주로 사립 박물
관 관장들을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명칭도 문화유산 답사, 참관 등 다양하게 사용하다가 점차 파견단에 학
예사를 포함하게 되었고 사업명도 해외박물관 탐방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2005년 중국 (북경, 서안), 2006년 일본(큐슈), 2007년 타이완 (타이페이), 2008년 싱가폴, 2009년
일본(동경), 2010년 중국 (상해, 항주) 등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총 220여명이 참여하는 등19) 긍정
적인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아시아지역에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부담 비중, 참
여자들의 연령이나 기호, 출장기간 등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인 교류지역 확
대, 실질적인 네트워크 또는 교류의 결과산출 등은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박물관협회의 활동 중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국제교류활동은 국제학술회의의 정례화다.
1998년부터 시작된 전국박물관인 대회 기념 박물관학 학술대회가 2007년부터는 국내 모든 박물관관련
단체, 학회가 참여하여 각 특성대로 개최하는 학술회의와 세미나는 물론 해외 박물관 인사를 초청하여 주
요 이슈를 함께 공유하는 국제학술회의로 그 구성의 틀과 개최형식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연례화하게 되
었다. 세계 박물관의 날을 즈음하여 3일간 개최되는 박물관대회는 박물관에서 종사하거나 박물관학을 연
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축제이며 박물관계의 현안을 외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나누는 국제토
론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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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한국박물관협회주최 한국박물관대회 국제학술회의 현황 (2007-2010)

출처: 2007~2010 한국박물관대회 자료집: 저자 재정리

ICOM한국위원회와 한국박물관협회는 ICOM서울총회의 개최를 통해서 국제교류역량이 크게 성장했다.
단순히 국제교류활동의 증가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한 국내외 위상과 활동영역의 확대 차원에서도 크게
성장했다.

III. 한국박물관의 시대별 분야별 교류활동 분석
1. 전시교류
1) 한국문화재의 외국전시
우리나라 문화재가‘전시’
라는 방식을 통해 외국에 소개된 첫 행사는 1957년 12월 14일부터 1959년 3월
1일까지 미국 8개 도시를 순회한“한국의 고대문화전”
이다. 수도 워싱턴 DC의 국립미술관을 시작으로 뉴
욕, 보스턴, 미네아폴리스,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및 호놀룰루20)에서 우리 문화재 197점을 소개한 이
첫 순회전은 한국 전쟁 후 피해 국가이며 원조대상으로만 알려진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특별히 조직된 것이다. 원래 이 전시는 미국 전문가들의 제안으로 해방 후인 1949년도 독립 국가인 대한
민국의 정체성과 문화예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시도되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무산되었으며 다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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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전쟁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21)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이 국외전
시를 추진할만한 전문성이나 재정형편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서 전시를 올리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다. 유물 포장 방법은 미국에서 건너온 전문가에게 배워야 했고 도록 게재용 사진 촬영이나 논문집필도
외국인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했다.
1957년 첫 전시이후 2010년까지 우리 국립박물관의 문화재가 해외에서 전시된 사례는 모두 122건에
이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7)

출처:『국립중앙박물관 60년』
,『한국 박물관 100년사 1909-2009』
,『국립박물관 연보』
,
『국립민속박물관 연보』
,『박물간신문』등의 원 자료를 정리

(1) 전시의 개최형식 및 시대별 분석
위의 (표 2)에 따르면 우리 문화재가 외국에 전시되는 것은 크게 대여, 출품 그리고 기획의 세 가지 형식에
의한다.‘대여’
는 외국박물관의 한국실 또는 한국 상설전시를 위해 우리 문화재를 장기간 빌려준 경우를
말한다.‘출품’
은 외국박물관이 기획한 전시에 일정 문화재를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대여기간은‘상설전시를 위한 대여’
의 경우에 비해 통상적으로 짧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
립박물관의 여러 자료에서‘대여’
와‘출품’
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동되어 쓰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총 63건의‘출품’
중에서 한국실 개막을 기념한 특별전에 출품한 경우가 5건 있었고 1984년 LA올림픽을
기념하여 10여점의 불상을 출품한“아시아불상전”
의 경우는 문화재가 LA 뿐만 아니라 시카고와 뉴욕을
순회하기도 했다.“출품”
이나“대여”
는 소극적인 전시의 방식이다. 우리 측의 의도보다는 타 박물관이 기
획해 놓은 전시에 우리 문화재를 진열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우리측의 문화재의 선정 작업이 생략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기획’
은 우리 박물관이 주최기관이 되어 외국에 전시를 한 경우를 말하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지역과 국가를 정해서 순회형식으로 전시를 개최한 경우가 많은 반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상
대 박물관과 공동으로 기획해서 교류하거나 같은 주제의 다른 전시를 상호 교환하는 전시가 증가하고 있
다. 전시의 형태에서는 기획전시가 가장 바람직한 전시 모델로 볼 수 있으나 출품이나 대여의 경우보다
낮아 전체의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전시기획의 주최, 전시장소나 방식에 따라 기획전시를 기획 순회전, 공동기획 교류전, 공동기획 교환
전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즉“고대한일문화교류전: 고대의 낭만을 찾아서”
는 1980년 우리 문화재 300
여점과 일본의 문화재 314점, 총 600여점을 함께 모아 일본의 3개 박물관을 순회한 기획순회전이다. 공
동기획교류전의 예는 2008년 국립박물관과 일본 사가현립박물관이 공동기획, 양 박물관에서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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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한“요시노가리, 일본속의 한국고대문화”
전, 국립중앙박물관, 몽골국립박물관과 고고학연구소가 공
동추진하고 양 박물관에서 순차 전시한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전 (2009)이다. 또한‘조선통신사’
를주
제로 1985-1986년 한국과 일본에서 전시된“조선통신사: 근세 200년간의 일한문화교류전”
은 양국에서
문화재를 함께 출품한 공동기획 교류전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황금의 나라: 신라-왕릉의 보물전”
은 국립경주박물관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의 상호협력에
따라 2003년에는 일본의 고대유물이 경주박물관에서 전시되고 다음해인 2004년 7월 10일부터 8월 29일
까지 나라국립박물관에서 전시된 공동기획 교환전시의 예이다.
시대별 전시의 전개를 보면 1945-60년, 1961-1970, 1971-1980년 사이에서는 매년 2배씩 확대되었
으나 워낙 그 숫자는 미미하다. 1981-1990년에는 22건으로 성장하고, 1991-2000년에는 59건으로 급성
장했으나 이는 출품 건수의 증가(11->31건)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나 통상 3건 정도였던 기획 전시건수
가 10건으로 확대된 점에도 주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2001-2010년에는 전시 총건 수는 27건으로 줄었
으나 기획전시는 오히려 15건으로 50% 증가하여 전시의 방향성은 옳게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획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전시의 주제결정이나 작품선정에는 비교적 박물관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전시
개최 여부의 결정은 박물관이 능동적, 주도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타 국가의 요청이나 국제행사
를 계기로 한 정부 부처의 요구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한일국교정상화 10
주년을 기념하여 1976년 일본의 도쿄국립박물관, 교토국립박물관, 후쿠오카 문화회관 등 3개 박물관을
순회한“한국미술 오천년전”
은 일본정부에서 3년간의 간곡한 요청 끝에 이뤄진 경우이고 2006년 6월부
터 2009년 7월 29일까지 체크국립박물관에 전시되었던 한국특별전23)은 주프라하 한국대사관이 10여년
간 끈질긴 요구 결과로 실현된 것이다.
(2) 전시 유물 수 분석

* 국외전시 건수에서 단순 대여건수와 기증 (1건)를 제외한 96건을 50개 단위로 분류하였다.

총 전시 96건 중 50점 이하로 전시된 경우가 51건(53.1%)으로 가장 많고 51점 이상 100점 이하로 전시한
경우가 13건(13.5%)로, 결국 100점 이하로 전시한 경우가 64건으로 전체 전시의 66.7%를 점한다. 50점
이하는 대부분 타 전시에 출품한 경우로 분석된다. 1990년대, 2000년대에는 400점이 넘는 전시도 각각
1회씩 개최되었는데 1992년 6월부터 일본 3개 박물관을 순회한“가야문화전”
이 437여점을, 2008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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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
에는 양국이 출품한 유물 수가 673점에 이른다. 전시 점수와 시대적 발전
정도 사이의 특별한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다. 즉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현대로 올수록 전시점수가 증가하
는 비례현상이나 반대현상 모두 찾아보기 힘들며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만‘80년대까
지 국외 전시는 손꼽을 정도만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건수(10건)에 비해 비교적 대규모 전시의 비
율이 높은 것(5건, 50%)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1950년대와 60년대 외국에서 처음 개최된“한국고대문화
전”
(미국과 유럽 각 1회), 1970년대 들어 다시 미국, 일본, 유럽을 순회한“한국미술 오천년전”
을 개최했
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국외전시를 추진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
에서 우리를 내세울 만한 방안이 필요했고 그것이 곧 ’
한국 문화의 진수
‘를 소개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전시 유물 수의 다양화는 전시 주제와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미술의 전반을 시
대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다량의 전시유물이 필요하게 되며 자연히 대규모 전시를 기획하게
된다. 특정 시대의 특정 주제를 보여주는 전시라면 그만큼 전시유물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물수와 전시의 효과성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3) 전시 교류지역 분석

출처:『국립중앙박물관 60년』
,『한국 박물관 100년사 1909-2009』
,『국립박물관 연보』
,
『국립민속박물관 연보』
,『박물간신문』등의 원 자료를 정리

총 122건의 국외 전시중에서 가장 교류가 활발한 지역은 아시아지역 (65건 53.3%)이며 다음으로 미국(29
건 23.8%)과 유럽(24건, 19.7%), 대양주(4건 3.3%) 순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교류가 가장 많았고
(62건 50.8%) 몽골이 2건, 베트남이 1건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9건으로 교류 건수가 가장 많고 영국이 8건, 벨기에 3건이며, 러시아와 프랑스가
각 2건이며,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각 1건의 우리 문화재 전시가 개최되었다.
대양주의 호주는 1건의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뉴질랜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현지에서 구입한 문화재를 3
차례에 걸쳐 대여한 경우이다.
따라서 단일 국가로서는 일본이 가장 교류 건 수가 높았는데 아무래도 문화의 상호관련성이 높고 지
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전반적인 전시 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시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의 박물관 중에는 기획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우리 문화를 소개하거나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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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박물관과 교류협정을 맺어 전시를 정례화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라국립박물관은 봄, 가을로 개
최되는 정기기획전시회에 한국문화의 소개를 할애했는데 국립경주박물관이나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으
로 특별전을 갖는 등 10회의 한국관련 전시를 개최했다. 도쿄국립박물관이 9차례의 전시를 개최했는데“
한국미술오천년展”
,“고대문화전: 신라천년의 미”“한국의 명보”등의 대규모 전시도 유치했다. 그밖에
쿄토국립박물관, 오사카역사박물관, 사가현 나고야성 박물관, 후쿠오카현립박물관 등 다양한 박물관에서
한국미술을 소개하는 전시가 개최되었다.
반면 거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전시교류 실적은 없는데 이는 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양국 수교가 수립된 점, 한국문화재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관심이 낮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
다. 오히려 수교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전시는 증가하고 있다.

2) 국외문화재의 국내전시
(1) 시대별 분석
해방 후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모두 59회의 국외 문화재 전시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중 5건의 전
시가 9개 국립박물관24)에 순회 개최되어 실제 전시 건수는 52건으로 총 51건의 전시가 59회 개최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국외 전시의 국내 개최 현황은 45-60년까지 2건, 1960, 70년대에 한 건도
없다가 1980년대부터 다시 시도되고 1990년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2000년대에는 다시 감소추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와는 다른 현상을 보인다.

출처:『국립중앙박물관 60년』
,『한국 박물관 100년사 1909-2009』
,『국립박물관 연보』
,
『국립민속박물관 연보』
,『박물간신문』등의 원 자료를 정리

외국의 미술품이 국내에서 최초로 전시된 것은 1957년 3월 1일부터 10일까지 국립박물관25)(덕수궁)에서
개최된“국제판회전”이다. 국립박물관과 한국조형문화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이 전시에는 국제판화미술
가협회가 기증한 세계 저명 판화가의 작품 17점이 전시되었다.26) 같은 해 4월에는 미국 시애틀박물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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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여 순회한“미국 현대 회화조각 8인 작가전”
이 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의
설립목적과 활동에 비춰 이 두 전시는 국립박물관에서 추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립중
앙박물관의 자료에도 이 두 전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찾기 어렵고 전시 제목정도만이 언급되어 있다.
1950년대에 외국과 교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국제교류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만하다.
실제적인 박물관의 국제 교류는 198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즉 1957년의 두 차례 현대미술전시는
우연한 기회에, 선택의 여지없이 추진된 것으로 보이며 1982년 10월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립중앙박물
관(경복궁)에서 개최된“잉카의 황금문화-페루국보전”
을 첫 번째 국제교류전으로 봐야할 것이다. 오로델 페
루 박물관 소장품 305점이 전시된 이 전시는 규모도 제법 큰 편에 속한다. 그 외 80년대 국립중앙박물관에
서 개최된 국외 전시는“로마 백경판화 특별전: 17~19세기 이탈리아 동판화(1983.3.8~3.20)”
,“고대 스포츠
의 예술과 과학: 에트루리아 ?로마에서 르네상스까지 (1988.9.15~10.30)”
이다. 이 시기에 외국의 전시는 주
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었는데 1984년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터키 고대자수전』
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1982년 터키대통령의 방한시 합의된 양국 문화교류계획에 의거한 것으로 당시 문화공보부 산하
의 한국국제문화협회와 국립민속박물관의 공동주최로 3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외국전시의 국내 개최는 1980년대 5건에서 22건으로 급증했는데 77.3%나 증가
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뿐만 아니라 지방 국립박물관에서도 개최되기 시작했다.
지방 국립박물관의 국외전시 개최는 외국박물관과의 교류협약에 의한 경우나 중앙 박물관에서 개최한 전
시의 순회 또는 지방 국립박물관과 외국 박물관의 교류에 의한 전시가 반대로 중앙과 다른 지방 박물관으
로 순회한 경우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일본 이시카와현립역사박물관과의 교류협정에 의해 이시카와현
립박물관의 유물을 교환 전시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 소창컬렉션중 백제유물을 선정하여 전시한“백
제전”
은 국립대구박물관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순회 전시되었다. 또한 국립부여박물관은 중국 낙양(뤄
양)박물관의 유물로“중국낙양문물명품”전을 19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개최하였는데 이 전시 1999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을 순회했다.
2000년대에는“아시아의 색채: 폴 자쿨레 판화(2006)”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2008)”
,“신라, 서아
시아를 만나다(2008)”등 3건의 전시가 개최되었는데 앞의 두 전시는 중앙박물관에서 기획·전시한 후
지방박물관을 순회하였고“신라, 서아시아를 만나다”전시는 일본 박물관들과 국립경주박물관이 공동기
획하여 경주박물관과 제주국립박물관을 순회한 후 다음해에 일본의 3개 박물관에서 순회전을 가졌다.
우리 문화재의 외국전시가 1990년대에 피크를 이룬데 반해 외국문화재의 한국전시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 2000년대 가장 많은 전시가 개최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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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유물 수 분석

출처:『국립중앙박물관 60년』
,『한국 박물관 100년사 1909-2009』
,『국립박물관 연보』
,
『국립민속박물관 연보』
,『박물간신문』등의 원 자료를 정리

국내에서 개최된 외국전시의 전시 유물 수는 10점에서부터 2000여점까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
다. 50점미만과 101~150점 사이의 전시건수가 가장 많지만 전반적으로 250점미만의 전시가 높은 비중
을 보이고 있어 모두 34건으로 전체의 66.7%를 점한다.
400점이 넘는 유물을 선보인 전시는 모두 4건으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개최되었다. 국립광주박물
관이 2000년 개최한 한.러 수교 10주년 기념“러시아, 천년의 삶과 예술전”
으로 수교를 기념하여 양국의
우호증진 및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러시아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진수를 보여주는 유물 및 예술품, 희귀
자료 550여점이 전시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2002년 개최한“가까운 이웃나라 일본”
기획전은 일본인
이 삶과 관련된 생활문화 전반, 즉 전통적 의식주, 통과의례, 축제를 조명하는 2000여점의 전시물을 진열
했는데 이는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기념행사의 일환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또한 2003년 콜롬비아의 도
자기, 직물 등 민속공예품 430여점을 전시한“Object Colombia”
, 콜롬비아 민속공예전을 개최했다.
2007년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사가현립박물관의 공동기획으로 양국에서 전시한“요시노가리, 일
본 속의 고대 한국”전은 673점의 유물이 전시되었다.
전시품수와 관람객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두 요소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주제
의 희귀성이나 지명도에 따라 전시 관람객의 수가 좌우하고 또한 전시 박물관이 위치한 도시의 인구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양국의 공동조사, 연구를 거쳐 개막한“요시노가리, 일본 속의
고대 한국”
은 673점의 유물을 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32,329명이 관람했다. 반면 222점을 전시한“황금
의 제국, 페르시아전(2008)”
은 274,718명이 관람하였으며,“잉카문명전, '태양의 아들(2009, 351점)”
,
“이집트문명전, '파라오와 미라' (2009, 231점)”
는 각각 205,208명, 448,208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그
러나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었을 때 27만 여명에 이른 페르시아전의 대구전시는 37,773명의 관
람객이 관람하여 박물관이 위치한 도시의 기본 인구밀도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홍보효과도
좌시할 수 없는데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전시들은 대개 처음부터 언론매체가 공동주최형식
으로 관여하고 이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 관객유치 성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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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교류지역 분석

한 전시에 2개국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교류국가수는 전시건수와 상이함.

국내에서 개최된 외국전시를 위해 가장 많이 교류한 국가는 아시아 국가이며 그중에서 일본과는 모두 20
건의 전시를 교류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36.4%) 중국은 6건을 교류했다. 200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전시도 각각 1건씩 개최하였다. 유럽은 프랑스, 러시아, 네덜
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과 교류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전시가 중남미에 소개된 적은 없으나27) 우리나라에서는 중남미 지역의 전시가 모
두 5차례 개최되었다. 그 중 페루전시가 2회,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각 1회씩 개최되었는데 페루전시는 2
회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나머지 3개 국가의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교류국가가 전시된 문화재의 원산국가가 아닌 경우도 발견되는데 가령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이집트문명전, '파라오와 미라'”
는 이집트가 아닌 오스트리아 박물관 소장품이었으며 이에 앞서
1991년 개최된“실크로드 미술전”은 독일소재 인도박물관 소장품으로 전시가 꾸며졌다.
교류전시의 동기로서는 월드컵 공동개최 계기, 한중수교 기념,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한·
페루 문화협정 20주년 등등을 계기로 개최되거나 우리나라 박물관과 외국 박물관간의 학술교류, 자매교
류의 결과로 개최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비록 1957년에 두 건의 미국미술을 전시한 기록이 있지만 이를 박물관의 외국문화재 전
시실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숫자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박물관의 외국문화 전시사례를
볼 때 57년의 두 전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미술품이었는데 이 두 전시는 모두 현대미술분야였고 실제 외
국 문화재의 전시가 시행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 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문화재의 우리나라
전시역사는 일천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시의 개최목적 또는 이유이다. 현재까지 국립박물관의 외국문화재 전시는 관람객의 니즈나 박
물관의 연구와 기획에 의한 전시라기보다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거나 순회중인 외국 박물관 또는 해당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시의 개최방식에 있어서도 박
물관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언론사나 기획사와 공동추진하는 방식을 취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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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박물관 관람객의 니즈를 파악하려는 관람객 중심의 경영정신 미흡, 박물관이 주도적으로 전시를 꾸려
나갈 만한 연구역량의 미흡, 예산집행의 자율성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된다.

2. 학술교류
전시교류와 달리 학술 및 인적 교류는 1990년대 이후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교류와 인적교류를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공동조사연구, 조사연구 및 학술행사의
개최와 참가 등 학술활동으로 귀결되는 사업들을 학술교류로 분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교류협약이 학술
교류협정의 성격을 띠어 교류협약부분도 학술교류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학술활동을 포함 종
합행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인적교류보다는 학술교류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14회의 학술교류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종류별로 분류해보면 조사연구가
총 40회(35.0%)로 가장 많고 학술행사 개최 29회(25.4%) 교류협약 25회(21.9%), 학술회의 참가 12회
(10.5%), 공동조사연구 6회(5.2%)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한편 국립민속박물관이 2004년과 2005년 중
국 연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각각 개최한 한민족축제를 축제로 분류하였다.

교류협약관련 양국을 방문한 경우라도 1회(건)으로 처리

시기별로 본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학술교류 실적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 1990년대는 10건의 행
사가 조사연구와 학술행사개최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1990년대에서도 1999-2000년에 집중되어 있다.
2000년대에는 91.2%에 달하는 114건의 학술교류행사가 개최되었다. 여전히 조사연구와 학술회의 개최
실적이 높으나 교류협약도 총 25건 중에서 24건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공동조사연구는 총 6건 중 2009년 국립진주박물관과 일본 사가현 나고야성 박물관이 시행한 임진왜
란에 대한 공동조사연구 외 5건 모두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본, 몽골, 중국. 베트남과 공동으로 추진한 것
이다. 이 중 한.중.일 공동연구로 추진한‘동아시아 반가사유상 연구’
는 한.중.일 반가사유상을 과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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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형태를 비교하고, 반가사유상의 제작지를 추정하고 새로운 연구 기반자
료를 구축하는 기회가 되었다. (표 9)
우리나라 박물관과 외국 박물관간의 최초의 교류협약은 1991년 국립전주박물관과 일본 이시카와현
립역사박물관 사이에서 체결된 것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이 1990년 9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시카와
현립역사박물관이 개최한“매혹의 일본해 문화”전에 청동기, 초기 철기, 삼국시대 유물20건 25점을 출
품, 전시했으며 그 후속으로 두 박물관이 자매결연 형식의 교류협약을 맺게 되었다. 협약을 통해 두 박물
관은 학예직 교환, 고대문화에 대한 정보교환, 국제학술심포지움 등을 교류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동연구
나 학술행사의 개최/ 참가, 조사연구 등은 교류협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의 활성화와 함께 지방 국립박물관은‘국립’이라는 박물관의 성격은 유지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지방 박물관과의 교류협약체결이 붐을 이루며 한 박물관이 2개이상의 교류협약을 맺기도 했다.(표 10) 13개
의 국립박물관 중에서 교류협정을 맺지 않은 박물관은 국립김해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 2개 처 이다.

2004 ICOME 세계대회는 우리나라 모든 박물관이 참여하였으므로 기타로 분류함

각 국립박물관이 협약을 맺은 외국의 박물관은 다음과 같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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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박물관의 협력 박물관은 주로 아시아 국가의 박물관들이며 일본과 중
국에 편중해 있는 실정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아시아권을 벗어나 미국의 컬럼비아대 한국학연구소와 스
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 피바디에섹스박물관과의 교류협약을 맺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일회성 협력사업
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립박물관이 교류하고 있는 박물관은 일본이 모두 10개 박
물관, 중국이 6개 박물관으로 협약 박물관 총 22개 처의 반을 훨씬 넘는다.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이 교류협약체결 건수가 가장 높아 각 각 5건을 기록하고 있으나 협약
을 맺은 박물관의 수면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더 많은데 이는 2002년 도쿄박물관에서 협약을 맺으면
서 당시 독립행정법인으로 성격이 바뀐 일본의 국립박물관, 즉 교토와 나라박물관들과도 동시에 협약체
결을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립광주박물관과 진주박물관의 같은 박물관과 연장협약을 맺어 횟수로는
각 두 번씩을 협약한 것으로 계상되었다. 한편 나라국립박물관, 큐슈국립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두 개박물
관과 협약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전주, 공주, 부여 박물관은 각각 2개씩의 해외 박물관
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나머지 박물관들은 각 한 개의 외국 박물관과 교류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 국립 박물관들은 1991년 이래로 총 23개 박물관과 25건의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박물관과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가보다는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데 전주나 경주, 진주박물관은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교류
협약을 통해 연구나 학술행사의 교류뿐만 아니라 전시와 학예관 및 전문가 교류 등 장기적인 협력 사업으
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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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적교류
국립박물관의 인적교류는 주로 학예관/전문가/직원교류, 방한초청, 초청강연, 초청연수, CPI연수, 해외
연수 그리고 네트워킹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1)에서 기타는 업무협의를 위해 출장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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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6건의 교류 건수 중에서 2000년까지의 교류 건수는 19건 으로 약 13.0%이고 127건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이뤄진 교류 건이다. 그러나 실제 교류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 것은 2005년 이후로, 이
때부터 2010년까지 교류건수는 107건이며 전체 교류건수의 73.3%를 차지한다. 이는 각 국립 박물관이
해외 박물관과 교류협정를 맺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예원.직원교류의 건수가 가장 높은데 91건 62.3 %을 점한다. 반면에 해외 주요 박물관 관장, 관련
학자 등의 방한 계기에 국내 박물관계 인사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 기회를 마련하는 초청 강연은 모
두 14건(9.6%)이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10건 미만이다. 방한초청이나 초청연수는 모두 외국인사가 우리
나라를 방한한 경우이고 우리나라 학예관이 해외로 연수를 경우도 1건 있는데 2008년 목재 보존처리 단
기연수였다.
인적 교류의 핵심은 학예관, 직원교류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은 CPI 연수와 네트
워킹이다. 이 사업은 기본적인 인적교류의 수준을 넘어 한층 발전된 단계의 교류형태라 할 수 있으며 보
다 적극적인 형태의 교류모델로 볼 수 있다.
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 그동안 문화교류가 서구
국가를 중심이었으며 오히려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가 빈약하였음에 착안해 이들 국가의 문
화관련 인사를 초청하면서 시작했다.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방한 인사들이 문화일반,
예술,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6개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나라 관련분야 관계자들과 상호 교류함으로써 문화 인사들 간의 자연스러운 인적 네트워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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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초기 아시아동반자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시작한 이 사업은 교류 지역을 남
미와 아프리카까지 교류 지역을 확장하였으나 박물관계 인사들은 주로 아시아에서 참가하였다. 국립중앙
박물관이 사업원년인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5회의 사업을 통해 아시아의 박물관계 인사를 수용, 보
존 등의 기술을 연수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단순 쌍방향교류를
넘어서 동시에 여러 국가와 교류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교류의 중심에서 교류를 모색하고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네트워킹으로 분류한 이사이국립박물관협의회(ANMA)와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또한 우리나라
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이러한 모임을 통해 인적 네트워킹과 학술 정보교류, 기타 분야의 협력
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자매결연이나 교류협정의 수준을
넘어 우리가 주도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는 회의체를 운영하는 것은 국제교류의 수준을
격상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국제교류활동의 성과와 발전방향
1. 박물관 국제교류활동의 평가
해방이후 2010년까지 65년여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해방이후 한국전쟁 등의 격동기를 겪고 경제적으로
회복해야하는 여러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박물관의 국제교류는 활성화되기 어려웠다. 1957년과
1961년의 두 차례의 해외전시와 박물관 운영을 위해 손꼽을 정도의 연수기회를 제외하면 우리 문화재 해
외전시 교류는 1970년대부터 미약하게 시작되었으며 80년대부터 가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
대 정점에 이른다. 반면 국외 문화재의 국내전시는 1960~70년대에는 전무하였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2000년대까지 증가일로 에 있다.
전시교류가 쌍방향 교류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교류가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외 문화재의 한국 내 전시의 경우,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에 대한 교류성격의 국외전시
가 개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쌍방향 교류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중장기적 계획
이나 학술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획되기 보다는 외부 기획사의 기획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해외전시의 경우도 초기보다는 여러 모로 발전되어 연구에 바탕을 둔 전시의 구성, 유물의 포장, 도
록의 출판 등은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아직 현지의 수요와 취향을 고려한 전시라던가, 국내 기획
전이 그대로 해외에서 전시된다거나, 사업의 적극적, 주도적인 추진은 아직 부족한 실상이다.
또한 교류 국가의 편중현상도 개선해야할 사항이다. 이는 비단 전시뿐만 아니라 인적 학술교류도 마
찬가지이며 교류협정도 일본과 중국에 치우쳐 있는 점에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
학술 및 인적교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전시보다 늦어 2000년대부터
이며 특히 2005년이후에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학술? 인적교류는 교류협약 체결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 국립박물관의 교류활성화도 교류협약과 연관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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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 교류협약과 인적/학술교류의 상관관계

위의 (표12)와 그래프에서 보듯이 2003-2004년도부터 협약건수가 증가하면 인적교류와 학술교류의 건
수도 증가했으며 2005-2006년에 정점에 다다르며 양 교류도 괄목할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후 교류협
약 건수는 주춤해도 학술,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류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의 지
속으로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교류에서 학예관 및 직원교류는 협약이후 쌍방교류가 매년 일어나므로
사업건수는 그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2004년 세계박물관대회를 유치한 것은 우리나라 박물관의 국제교류의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한국 박물관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국내 박물관계에게는 국제적 표
준에 맞는 박물관의 운영과 위상 정립, 국제교류의 필요성 등을 인식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질적인 연구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양적 분석에 기초하여 볼 때 우리나라 박물관의 국제교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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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학술, 인적교류 면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된다. 분명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학술인적
교류부분에서 나타나는 주도적인 역할은 국제교류의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도3)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국제교류 (1945-2010)

2. ICOM과 국제교류
ICOM이 우리나라 박물관의 국제교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그러
나 2004년도 세계박물관대회 이후 국제교류의 빈도가 훨씬 높아지고 국제사회에서 한국박물관의 인지도
가 크게 신장된(각주) 것은 분명하다. 세계박물관대회 (ICOM 서울대회)의 유치와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
에서, 그리고 박물관대회 이후 우리나라 박물관들은 일단 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국제교류활동 증가 등의
변화를 보인 것은 확실하다.
박물관의 증가뿐만 아니라 박물관학 과정을 이수한 박물관 전문직들이 증가했다. 이는 ICOM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마침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박물관학 과정의 개설 붐과 해외에서 박물
관학 과정을 마치고 들어온 전문 인력들의 출연, 세계박물관대회 개최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감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제 전시교류의 증가, 학술 및 인적 교류의 증가, 국제학술행사의 유치
등은 괄목할 만하게 신장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국제도시역사박물관 국제회의 개최, 국립민속박물관의 국제세계생활문화박물관
위원회 국제회의 유치 등은 국제 박물관계에서 우리나라 박물관의 역할과 기여를 알릴 수 있었고 그만큼
우리나라 박물관의 자기개발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세계박물관대회 개최기념으로 국립민
속박물관과 ICOM 한국위원회가 영문 국제학술저널“무형문화유산 (Journal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공동으로 발간하게 된 것 또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일부 박물관 및 학계 인사들로 단촐하게 운영해온 ICOM 한국위원회의 회원의 수는 2004 ICOM 세
계대회를 계기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또한 ICOM의 국내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ICOM 한국위원회의 사
업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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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이상에서 194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립박물관의 전시, 학술, 인적교류를 살펴보았다. 우선 우리
문화재의 해외전시와 외국문화재의 국내전시를 시대별 전시 개최회수, 유물의 수, 교류지역을 분석해보
았다. 학술교류 인적교류는 시대별 교류 회수와 교류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우리니라 국립 박물관의 국제교류는 전시교류로 시작하여 학술, 인적교류로 이어졌다. 전시교류가
1990년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면 학술인적교류는 1990년대부터 활성화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급증하
였다.
전시교류의 시작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였고 이후 우리 문화예술
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되었다면, 학술과 인적
교류의 출발점은 그만큼의 급박성을 없었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경제
력이나 영향력 등 위상이 높아진 이후에 시작된 학술교류, 인적교류는 우리나라의 위상 홍보보다는 다분
히 정보의 교류와 연구조사의 교류를 통한 지식의 축척을 목적으로 하거나 더 나아가 아시아내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그 네트워크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한 수준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교류, 학술교류, 인적교류 모두 교류지역의 편중, 교류의 상호성 부족, 심도
있는 연구활동의 부족으로 인한 교류의 한계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박물관 전문인력의 인식뿐만 아
니라 박물관의 전시를 감상하는 관람객의 의식이나 태도 등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 제도 및 재정
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박물관 전문직 스스로가 개선해가야 할 부분이다.
끝으로 이 글은 연보 등의 문헌에 나타난 실적을 위주로 자료를 취합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양적분석
에 중점을 두였으나 기록자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통계의 편차, 오류 및 단순 누락 등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상이하거나 누락된 것들은 여러 자료의 대조확인(cross-check)을 통해 보완하고자 하였
으나 아직도 미흡함을 밝혀둔다. 질적 분석을 통한 국제교류의 연구는 향후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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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3) 전문인력 museum professionals은 큐레이터를 포함하여 박물관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 박물관에 종사하는 인력 모두를 말한다.
14) 우리나라의 ICOM 가입 시기는 국내에서는 1976년 10월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ICOM 본부의 기록에 따르면 1971년이다. 즉 한국위원회가 본부에
보고한 활동보고서로“ICOM 한국위원회는 7명의 회원(박물관종사자 3, 민족지 학자 2, 미술사 전공 교수 2명)으로 1970년 12월 구성되어 1971년 5월에
첫 모임을 가졌으며 한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원룡 박물관장이다”고 기록되어 있다.
15) 1982.12. 15일자 동아일보 6면
16) ICOM 서울대회의 문제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민간기구인 ICOM 한국위원회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립박물관장과 한국박물관협회장을 영입하여 3인
공동 위원장 체제로 회의를 준비하였고 결국은 정부재원의 개입으로 추진과정에서 갈등과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다.
17) 김종규,“발간사”
『한국박물관협회
,
30년』한국박물관협회, 2006. p.19
18) 윤태석,“한국박물관협회의 창립 30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박물관협회
,
30년』
, 2006, p66
19) 제7회 해외박물관 탐방보고서』
한국박물관협회, 2011 p.9
20) 순회 박물관은 ① 내셔날 갤러리. ② 메트로폴리탄미술관,③ 보스턴미술관, ④ 미네아폴리스 박물관, ⑤ 시애틀박물관, ⑥ 샌프란시스코 명예의 전당
⑦ LA 주립박물관, ⑧ 호놀룰루미술관이다.
21) 당초 1949년 호늘룰루 박물관의 그리핑 관장 등의 제안했었고 전쟁이 끝난 후 그리핑 관장이 다시 대통령 예방시 재언급하면서 사실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관련 세부사항은 김재원
『경복궁 야화』
pp111 참조
22) 1996,12. 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에 우리 현대도자 33점을 기증하였으며 동 박물관에서는 1997년 기증품으로 전시를 개최했다.
23) 이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문화재와 전시실구성을 맡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문화재의 운송료를 분담하여 진행되었는데 체크측에서는 상설한국실의
개념으로 추진한데 반해 한국측에서는 한시적 한국실 성격의 특별전으로 접근하여 양 측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측의 입장은 상설 전시할 만한
자체 유물이 거의 없는 국외 박물관에 상설(영구) 한국실을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에서 였다. 또 이 전시는 개막당시에는 수도 프라하의 중심에
서 떨어진 교외의 아시아관에 설치되었다가 후에 시내 중심의 미술관으로 옮겨져 철거 때까지 전시되었다.
24) 우리나라 문화관광체육부소속의 국립박물관은 모두 13개이나 이중에서 공주, 청주, 김해, 춘천 국립박물관등 4개 박물관에서는 국외전이 한 번도 개최되
지 않았다.
25) 국립중앙박물관의 초기 명칭이다. 1972년 국립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 직제(대통령령)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칭했다.
26)『동아일보』1957.3. 일자 4면
27) 이 논문의 대상 시기인 2010년까지인 국립박물관의 우리 문화재를 중남미에 소개한 실적이 없으나 2012, 8.15-11.24 기간에 브라질 상파울루미술관
(MASP)에서 남미 최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한국도자전(
《한국도자 600년》
) 이 개최되었다.
28) 배기동,“한국 박물관 100주년에 바라본 미래 100년”
, 『한국 박물관 100년사』
, 2010, p.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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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박물관의 변화
박물관과 지속가능한 사회
한스-마틴 한츠
ICOM 회장

지역과 세계 - 급속한 세계화와 박물관의 미래
엘리사벳 올로프손
Samp International Museum Network Director

미국의 박물관: 현재와 미래
리처드 큐린
미국스미스소니언박물관 역사예술문화 담당 부총장

아시아-유럽 박물관 연계 - ASEMUS Network
최정필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박물관 활동 - ICOM-ASPA
장인경
철박물관장
전 ICOM ASPAC 위원장 (2004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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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사회 지속가능성

한스-마틴 힌츠
ICOM 회장

교육기관와 문화 중개자로서 박물관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실천의 정의 및 시행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점
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러 박물관이 현재 협력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주제를 받아들
이고 있다. 거의 최근의 현상이기는 하지만,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최근에 퍼지고 논의됐는데, 1980년
대 후반에 정치적 의제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1992년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첫 번째 유엔환경개발
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조직되어 처음으로 전세계
적 가시성을 얻었다. 20세기 동안 거대한 규모의 산업화와 도시화 현상과 연결된 관행의 영향을 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이후 전세계적 인식의 가장 중요한 위치로 이동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계속된 대화는 2002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로 방점을 찍었고, 그 결과로 유엔은 2004년에서 2014
년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10년으로 선언했다. 이 선언은 교육 지원활동을 통해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행동의 변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학습 측면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합한다는 목표를 가진 세계 각국의
여러 UNESCO 프로그램에 필수적이었다. 한편, 최초 회의 20 주년으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곧 열릴 지
구정상회담(Earth Summit)은 글로벌 활동가에게 지속가능한 발전과 실천의 측면에서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경제, 윤리적 난관을 되돌아 볼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아시아에서 열린 최근의 ICOM 행사·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와 2010 상하이세계박물관대
회-는 박물관 분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반성과 행동을 촉구하는데 있어 아시아의 전통적 사회 내부와
전세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아시아에 있는 박물관들은 아시아 대륙 내의 다양한 사회에서 자신
들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난관에 직면해 있지만, 이러한 난관이 분명
히 이 지역에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실천에 관한 훌륭한 사례는 개별 기관 수
준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ICOM은 여러 다른 임무 - 젊은 세대 교육, 오래된 산업 유산의 보
존, 지역사회 정신 육성 및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체, 정부 그리고 기업과의 합의 도출 - 를 아우르는
적절한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수립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이 분야에서 독자
적인 행동을 개발하고 있다. 2011년 연례회의에 즈음하여, ICOM은 지속가능성의 주제에 대한 주제별 자
문단 구성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어의 공식적인 정의가 박물관 전문가 그룹에 의해 제안되었다.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여 박물관이 가진 유무형 문화유산의 인식과 보존에 기반한 박물관의 역동적 처
리과정. 계속 지속가능하기 위해, 박물관은 전 사명을 통해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에 가치를 더함으로써
공동체의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일부가 되어야만 한다.”박물관이 사회통합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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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혁신적 도구를 채택하여 점점 더 다양한 관람객의 기호에 맞춤에 따라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은 이런
임무의 실현에 근본적이다. 창조적인 외부보조활동(outreach) 기술과 과정은 디지털 시대에서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 관람객과 소장품 사이의 점점 늘어나는 활동성과 개인 맞춤형 상호작용은 이제 개별 방문과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측면 양 쪽에서 모두 대두되고 있다. ICOM의 교육과 문화활동을 위한 국
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Education and Cultural Action)는 한편, 예시적인 프로젝트
와 실천 그리고 일련의 수행물들의 영향에 대한 공식화된 평가의 측면에서 융 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수많은 교육적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조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는 중이
다.
ICOM은 또한 박물관의 지속가능한 개발 계획(initiatives)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이 계획이 채택
되도록 하기 위해, 2012년의 리우 지구정상회담과 연계하여 파트너쉽과 정보교환을 현재 준비중이다. 또
한, 이 분야에서 중요한 해가 된다는 점에서 2012년 국제 박물관의 날 (International Museum Day
2012)의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박물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영감 이 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ICOM 자연사 국제 위원회 (NATHIST)가 주최한 기후변화에 대한 워크숍에서 대두되었다-. 이것은 지
속가능성 측면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홍보하고 박물관 관람객들이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감소와 관련된 위
험과 더불어 새 기술과 미디어를 동반하는 모든 약속과 가능성의 의해 점철된 시대에 있는 박물관의 역할
을 생각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행사는 최근에 대두된 여러 주목할 만한 지속가능한 실
천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박물관들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발견하거나 재발견
하기 위한 초대장이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전쟁기념박물관(Auckland War Memorial Museum)은 이산화탄
소 배출을 감소하고 축정하기 위해 수립된 프로그램인 CEMARS(공인 배출 측정 및 감소 계획) 인증을 받
아 가스 배출이 조직의 탄소 이력 계량화와 보고를 위한 국제 기준인 ISO14064-1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
증한 첫 번째 기관이었다. 전기를 5년 내에 10% 절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박물관은 한 해에 전기를 6%
까지 줄여나갔고 물 소비를 줄이고 가스 소비를 안정시켰다. 캘리포니아 과학아카데미(California
Academy of Sciences)는 바닥복사난방, 5-10%까지 에너지 수요 감소 그리고 고성능유리를 통한 에너
지 흡수율 감소 조치를 통해 건물이 표준 건물 코드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소비보다 3분의 1 미만으로 에
너지를 소비하도록 하여 에너지 실천에 관하여 스스로 독보적이 되었다. 새로운 아카데미 건물 목재의
50%가 지속적으로 벌목되는 것이고, 재활용 강철이 건물의 구조 철강에 100 % 사용되었다. 현재 진행중
인 모범 사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건설을 통해 천연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일련의 노력들로 박물
관은 에너지 환경 디자인 리더쉽(the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LEED) )상
을 수상하며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박물관이 되었다 (2011년 2월 ICOM NEWS Volume 64 No. 1
의 Eric Dorfman 박사가 쓴
“being Green”참조).
건설과 소비 면에서 이런 성과는 아주 고무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러나, 박물관 및 문화유산과 관련하
여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한 고려는 박물관이 오직 관광객에게만 적합하게 맞춰져 있기 보다는 모두에
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문화관광 관행과 행동에 대한 반성이 동반되어야 한다. 박물관은 주변
환경과 관련하여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상호작용해야 하고, 그 반면에 지역사회 구성원이나 국내 및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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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일 수도 있는 박물관 방문객은 방문하고 있는 장소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하여 부드럽고 조심
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문화적 관광에 대한 이와 같이 대단히 중요한 윤리적 의무를 다하여 박물관은 자
신의 역할에 있어서 소장품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게 하고, 문화적, 환경적으로 조심스러운 행
동을 교육하고 권장하며 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는 임무를 다하기 위해 방문객과 공동체 구성원들과 직
접 대화를 늘리는 작업을 통해 포괄과 포용을 장려해야 한다. .
공공과 기관간의 공고하고 상호적인 관계는 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박물관, 지역
사회 그리고 관광 부문간의 삼각 협력이 요구된다. 박물관이 적절한 교육을 독려하고 제공하는 활발한 역
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지역 내 문화유산 및 지역 관광산업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헌신과 참여는 이런
점에 있어서 균형을 찾는데 필수적이다. ICOM 사무국이 2000년 5월,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개최한 워크
숍 참여자들에 의해 초안 작성된 박물관과 문화관광 원칙선언 제안(The Proposal for a Charter of
Principles for Museums and Cultural Tourism)은 소비재도, 피상적인 방문객과의 관계도 될 수 없는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제정(constitute)하는“관광사업활동과 문화 자원의 공생”
”
에 대해 언급했다.
(newable resource [that] cannot become a consumer product nor can its relationship with the
visitor be superficial.”
) 을“symbiosis between tourism activity and heritage resources”
, which
constitute“a non renewable resource [that] cannot become a consumer product nor can its
relationship with the visitor be superficial.”
) 이어진 2007년 12월의 ICOM과 지속가능한 문화관광
을 위한 박물관후원자세계연맹 의 선언 (Declara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and
the World Federation of Friends of Museums for Worldwide Sustainable Cultural Tourism)은
관광사업에 연관된 모든 종사자를 위해“즐겨라, 파괴하지 말고”“Enjoy,
(
not destroy”
)라는 궁극적 목
표를 설정했고, 지속가능성과 자연과 지역민을 위협하지 않는 공정관광실천의 발전에 있어“관광객들을
과정의 일부로 만들어라”“to
( make them part of the process”
)라며 관광객들 자체도 언급할 필요를
강조했다.
최근 수 십 년 간 관광산업의 팽창과 심지어 관광산업이 경제위기의 위협적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원칙과 우선순위, 그리고 특히 훌륭한 실천의 대리인으로서 관광객의 작접
질의가 가장 중요하다.
유엔 세계관광기구(World Travel Organization, (UNWTO))에 따르면, 2012년에 관광산업이 전체
적으로 3-4%까지 성장하며 세계 여행객 수가 10억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UNWTO통계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은 여행지로서도 전해 6% 성장하며 인기를 얻었으며, 이와 동시에 특히 지출을 각각 약 38%
와 32% 늘린 중국과 인도의 해외 여행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관광, 교육 그리고 문화유산 개발 면에서 아시아 박물관들의 지속가능
성 증진을 위한 ICOM의 과거와 현재의 조치에서 설명되는 특유의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다수의 아시아
국가,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박물관을 여전히 사회의 특권층이나 엘리트를 위한 장소로 본다. 예를 들
어, 태국과 같은 나라에서 박물관의 지속가능성은 한정된 예산과 기반시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해 역점
을 두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활동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
다. 예를 들어, 라오스는 ICOM 자체 국가위원회를 2006년 설립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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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아리 평원 (the Plain of Jars) 같은 유적의 문화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가 이러한 유적들을
관리하기 위한 자원이 한정된 이 나라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공인된 체계를
통한 활동증가와 수준고양(raise standards)을 위해 노력하도록 국가차원에서 박물관을 규제하기 위한
박물관 법안이 제정되었다. 한편, 1993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국립문화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는 도시국가의 문화와 문화유산 홍보를 위해 특히 활동해왔다.
한편, 중국은 최근에 박물관 분야에서 대규모 성장을 보였다. 상하이 세계박람회와 그 뒤에 바로 연
이은 총회에 대한 ICOM의 태도는 국가적 수준에서 중국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며 지속가능한 실천에 착수하기 위한 박물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중국과 전세계가 초점을 박물관에
맞추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둔황아카데미 관장인Fan Jinshi은 조화로운 개발의 매우 인상적인 사례로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보
존을

위해 요구가 점점 커지는 국제적 과학 협력의 상징인 둔황 국제 프로젝트가 진행한 둔황 막고굴

기록 디지털화 작업에 관하여 상하이 박람회에서 제시했다.
보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문화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과 ICOM이 함께 개최한 국제청방패
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Blue Shield (ICBS)) 의 첫 국제대회가, 변화하는 시대의 세
계문화유산 보호: 비상사태 대비와 대처 (Protecting the World’
s Cultural Heritage in Times of
Change :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라는 주제로 2011년 12월에 열렸다. 이 주요 행사
에 박물관학, 기록학 그리고 유산과 유적의 보호와 홍보 종사자와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군사, 인도주의,
기상학 그리고 과학기술적인 분야 전문가들의 귀중한 정보와 조언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대회는 2011
년이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아주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 되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임으로 시기 적절
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지속가능성에 있어서 재난들과 직면했을 때 긴급상황 대비가 얼마나 필수적인
지 그 어느 때 보다 잘 보여주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연속되었기 때문이다. 비상상
황에 놓인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Emergency Situations)은 이 회의에 뒤이어 초안이 작성되었는데, 문화유산에 대한 향후
국제적 구제 노력에서 청방패의 중요성과 비상상황에 놓인 문화유산 보호 분야의 공동작업 필요성 에 초
점을 맞추었다.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서 열린 두 ICOM대회와 국제청방패위원회 세계대회의 성과는 아시아 박물관
커뮤니티가 각자의 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합한 플랫폼 개발에 좀 더 가깝게 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의 주요한 두 국가는 아시아 대륙의 박물관 활동이 확대됨으로써 현재 지속가능한 실천을 개발하
는데 다른 국가들을 지원하는 리더로서 좋은 위치에 있다. 지속가능성의 의무는 아시아와 인접국의 오늘
날 박물관 지형 창조에 있어 새로운 참여자와 기존 참여자 모두의 본능적 행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반시설과 설비, 박물관 자체의 구조적 측면 그리고 박물관이 주어진 환경 나에서 물리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방식 면에서 이전의 방식에 대한 조정과 재고를 요구한다. 생태계의 불안정성 증가, 정치적 불안정
상황 그리고 이러한 것에 의해 초래될 수도 있는 관련된 자연적, 인공적 난관을 고려하여 박물관은 문화
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위협을 넘어서 박물관은 전세계 박물관
공동체의 특징상 모든 인간과 물적 자원으로 점진적인 이익을 취하는 프로그램과 협력관계 이행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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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기능에서 모든 관람객을 위한 교육 지원활동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류 공동체
내에서 박물관의 지속가능성은 윤리적 행동의 측면에서 더 큰 함의를 가진다. 우리는 이제 문화유산이 있
는 지역사회와 이곳을 방문하는 외부 방문객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계속 심사숙고해야 하며, 박물관이
미래세대를 위해 어떻게 문화 유산을 생각하고, 표현하고, 보존하는지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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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빠르게 변화중인 세계화된 세상에서의 박물관의 미래

엘리사벳 올로프손
Samp Intercontinental Museum Network Director

박물관 분야에서 국제기구들은 서구의 사고와 역사에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심지어 세
계적 박물관 네트워크인 ICOM도 마찬가지이다. 그에 따라, ICOM의 국제대회가 서구가 아닌 세계의 다
른 지역에서 열려야만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태도와 의견들은 바꾸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사
람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새로운 세계적 연락망을 구축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 필수적이게 한다.
2004년과 2010년에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열린 ICOM 국제 총회는 전문적인 연락망에 대한 진정한
국제적 접근의 탄생이라는 표지석을 제시한다. 이 두 총회는 아시아 지역을 세계의 다른 부분에 드러내고
공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마도 이 총회는 유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세계의 이
지역에서 열릴 앞으로의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하게 될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주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열린 총회의 주제는“박물관과 무형유산”
이었다. 이런 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주최국은
“전세계 모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증진하고, 글로벌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며 그리고 평화의
시대와 공동체 건설에 공헌”
한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유형무산에 더하여 무형유산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이며 문화적 다양성의 보존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문화는 언어, 음악, 공연장, 태도, 제스처, 관례, 관습 그리고 전 영역에 걸친 매개 형태를 통해
표현된 무형의 요소에 발현한다. 무형의 문화유산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학제간 접근을 조성한
다는 의미이다.
아시아에서 열린 ICOM 총회는 알려지지 않은 문화에 대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폭넓은 협력과 교
육 증진의 바람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여 세계 박물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했다. 한국과 중국에서 열린
총회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태도와 선택에 있어서의 변화가 아시아 국가들의 동료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고 생각할 수도 있다.
유럽과 아시아 박물관의 공동작업은 유럽의 민족학 박물관처럼 전문 박물관을 전통적으로 수반해왔
다. 이러한 공동작업은 유럽 박물관의 아시아 소장품과 이 분야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늘리려는 바람에
기반을 두었다. 맨 처음 관계는 박물관의 확인된 관심사에 기반하여 알려지지 않은 것에 맞서려는 박물관
의 요구와 바람에 기반을 둔다. 익숙한 관점은 다른 관심과 생각에 대한 공동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유대
를 만들어낼 수 있다. 완전히 개방된 태도로 알려지지 않은 문화를 만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비서구 국가에서 열리는 ICOM 총회는 주최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회원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
다.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역문화 및 관심지점과 관련이 있거나 자신의 박물관이 소장한 소장품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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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품에 관련이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문화적 관심에 기반하여 전문종사자를 육성하는 의도를 표하여
전문가 회의에 참가하고 이것을 개최국의 상황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
ICOM과 같은 기관이나 체계가 회원들에게 참가자 대부분이 잘 모르는 환경과 문화에서 일하는 동료
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글로벌화된 세계에서는 ICOM과 같은 국제
기구가 진정으로 글로벌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회원 구조에서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진정
한 도전과제는 비물질적인 문화적 요소에 기반한 반영을 포함하고 조직의 구조 및 운영, 생각 그리고 접
근 방식에 대한 정당한 영향력을 포함하는데 있다.
Local, regional and global지방, 지역 그리고 글로벌
우리는 지리적 개념, 박물관의 물리적 위치나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기반하여 지방, 지역 또는 글로벌로
박물관을 분류한다.
맨 처음에 글로벌 개념은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정보적 개념으로 다루기 쉬운 것처럼 보였다. 박물
관이 세계 문화의 많은 부분을 대표하는 소장품을 가지고 있다면 글로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박물관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사와 협소한 정의에 기반한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는 결
론이다.
지역은 단일한 국가 내의 지리적 기준이나 더 큰 지리적 지역에 있는 박물관에 적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국가의 문화에 대한 책임이 나눠지는 다수의 지역 박물관이 있다. 유럽연합의
재정 보조금 시스템으로 인해 유럽의 국가 경계에 펼쳐져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역 구분이 초래되었다.
지방 박물관은 소규모 지리적 지역 내에서 기능하는 박물관이다. 일부 국가에서 이러한 박물관들은 지역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아마도 이 개념 역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박물관은 담당하는 분야와 조직 구조에 기반하여 흔히 정의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방문객이 박물관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가에 기반하여 정의 한다면, 우리는 아주 다른 그림을
얻게 된다. 아마도 실제 방문객과 가상 방문객의 특정한 요구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반영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것이 그저 말장난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사회에 박
물관과 박물관의 타당성의 위치를 정하고 싶다면, 이러한 반영은 필수적이다. 모든 박물관은 사회의 발전
을 도울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활동성과 안정성간의 긴장의 장에서 자신의 위치는 찾는
것이 진정한 도전과제이다. 하지만 박물관 제도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당화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필수적이다.
박물관이 공동체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참여하는 역할을 찾는 한 방법은 국가간, 대륙
간 맥락에 참여하는 것이다. 문화를 연결하는 것은 전문가적 발전으로 이어진다.
“대륙간”
이라는 단어를 음미하자. 이것은 몇몇 대륙에 영향을 주는 광범위하고 익숙하지 않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는 지방 문화 발현의 안정된 형태를 의미하는 어떤 것인“박물관”
이라는 단어를 이
옆에 세우자. 움직임과 안정성의 놀라운 혼합이자 지방 문화와 전세계 문화의 놀라운 혼합인 그 조합을
“Samp 대륙간 박물관 네트워크(Samp intercontinental museum network)”
라고 쓴다. Samp 네트워
크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20년 이상 동료들 및 전세계에 걸친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박물관 전문성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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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개념 그리고 프로세스를 논의해왔다.
Samp 네트워크가 시작된 이래로, 이것은 서로 다른 박물관 문화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온
동료들과 함께 박물관의 운영을 발전시키기 위해 참여하기로 결정한 박물관들로 구성되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은 박물관에서 일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박물관과 공동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하게 한다. Samp의 역사 전반에 걸쳐, Samp는 다른 방식으로는 얻
을 수 없는 경험과 지식을 교환한다는 변함없는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박물관
위원회,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 그리고 일반 시민과의 공동작업과 새로운 도전과제로 이어졌다.
박물관을 통한 지역 사회의 발전은 항상 지역의 사안이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편에 있는 몇몇 다른
지역 사회가 관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안은 동일한 방식으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만나는 것
이 필수적이지만 Samp 내에서만 접촉하는 것만큼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네트워크는 다같이
그리고 지역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공동 개발한 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상호발전 및 인터넷을 통한 프
로세스 개시를 포함하는“반가상적이고 문화적으로 결합된”네트워크이다. 협력에서 최대의 효과와 가능
한 최선의 작업 방식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은 서로 다른 많은 지역, 조직 그리고 언어 맥락을 포함
한다.
Cross border approach 경계를 초월한 접근
박물관은 박물관에 내재된 정적이고 느리며 회고적인 존재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영향과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정체성과 역사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는 능동적, 혁신적, 위험을 겁내지 않는 기관이 되려는 포부
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은 이러한 역할을 모든 지방, 지역 박물관에 영향을 주는 글로벌 맥락에 연
결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국경과 제한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몇 번이고 국경을 없앨 필요가
있다.
박물관의 전통적 기능과 더불어 그 미래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와 규약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늘릴 필
요가 있다. 이러한 협약의 예로는 인권과 아동권리에 대한 UN 협약(UN Conventions on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the Child), 1970년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 반출임 금지 협약(Unesco’
s 1970
Convention on the Means of Prohibiting and Preventing the Illicit Import, Export and
Transfer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그리고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과 더
불어 지적 재산과 국가 소수민족의 보호와 관련된 기타 관련 협약이 있다.
모든 형태의 박물관은 이러한 협약 및 다른 협약과 관련된 박물관의 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로
벌화된 세계의 모든 박물관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을 알고 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필요
가 있으며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 개별 박물관으로서의 맥락의 변화를 감안하여 박물관
의 위치가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박물관이 새로운 가치를 대표해야 하는가? 박물관과 그 직원들이 이러한 반영과 요구되는 변화를 책
임질 수 있고 책임질 것인가? 박물관의 전통적인 지식 분야는 확장될 필요가 있고 학문간 경계는 무너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래에 자신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프로필을 계속 유지하게 되겠지만 더 넓은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출 필요 또한 있는 각각의 직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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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이것은 활동적인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메일을 보내고, 채팅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친구를 유지하고, 정보를 퍼트리는 것은 네트워크를 만
드는가? 정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이것은 일방향이며 실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기술적 지원과 사람간의 만남이 모두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대화를 전제로 하고
또 다양하고 알려지지 않은 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전제로
한다.
Samp 네트워크의 회원은 접근이 개방된 상태에서 경험하고 호기심이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에 필
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이것은 네트워크 내부 관계 및 각각의 개인의 상황과 관계된 기반이다. 커뮤
니케이션은 그런 내재된 가치가 없다. 커뮤니케이션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에만 커뮤니케이션은 결실을
맺는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보고서 프로젝트 계획과 평가뿐만 아니라 이메일, 회의, 공동 프로젝트
그리고 상호활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Samp 회원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할 수 있다. 출판물은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스페인어의 3개국어로 이뤄지지만 각각의 프로젝트 그룹이 자신들의 목표 그룹에 도달하는데 필
요한 언어로도 출판될 수 있다. 이것은 Samp가 아랍어, 아제르바이잔어, 몽골어 그리고 스웨덴어로 텍스
트를 출판하도록 이끌었다.
Samp 네트워크는 지리적, 학문적, 전문적, 문화적, 조직적 그리고 언어적 경계 면에서 경계를 초월
한 접근이 기술, 경험 그리고 생각을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교환하는 전제조건이다.
Samp 에서 실시되는 모든 프로젝트, 프로그램, 회의 그리고 과정에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의식과
모두가 참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 전문적 경험, 연령, 성별, 지위 그리고 언어 면에서 서로 다른 참
가자들을 섞는다는 바람이 표명된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는 충
분하지 않다. 우리의 비전은 지역 사회에 중요하고 서로 다른 대륙에서 온 최소 세 개의 박물관이 포함된
프로젝트로 이어진다. 우리의 작업 방식은 즉각적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복잡성에 대한 공동작업과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목표는 끊임없는 논의와 분석을 받게 되며 공동작업 과
정 중에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The museum setting 박물관 환경
박물관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가 있으며 지역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다. 전세계에 걸쳐서 박물관
은 사회 발전에 있어서 역동적인 파트너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다.
박물관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역동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그 대상인가?
박물관 목표 설명서에는 모든 박물관의 선택된 목표집단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소유인 문화유산으로서 박물관의 소장품에서 출발한다면, 박물관이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집단을 정의하기란 모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누가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이를 보존하
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관해 설명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책임은 바뀔 수 있고 글로벌화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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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많은 박물관에서는 전세계와 접촉하는 한 방법으로 웹사이트를 사용한다. 인터넷은 전세계에 박물관
이 공개될 수 있도록 만든다. 많은 웹사이트는 박물관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것은 자연스럽게 독자들의 범위를 제한한다. 이것은 인적 자원과 재정적 자원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다.
Samp 네트워크에서는 전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웹사이트 텍스트를 작성하는 것에 관해 많
은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요구를 한다. 컨텐츠는
특정한 우리 나라나 우리 박물관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는 독자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예를 들어 모든 것을 동일한 언어로 옮기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영어
로 옮겨진다. 이 문제는 한없이 크고 보다 중요하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글로벌한 의식으로 반영되어 높
은 수준의 명확성과 분석을 필요로 한다.
Samp 네트워크 웹사이트에 대한 최근 평가는 이 웹사이트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는
지에 대한 관점으로 2010년에 실시되었다. 이 평가는 민주적 반영에 기반하여 의식적으로 구성되고 개량
되었다. 이 웹사이트는 상대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사는 사람들과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고 전기공
급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제대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
리가 목표로 하는 복잡한 문화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텍스트를 구성했는가? 텍스트는 네트워크에 참
여했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서로 다른 국가 출신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가 대규모 핵심층에 도달하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
박물관이 자신을 둘러싼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작업하는 한 방법은 내부적, 외부적 활동과 프로젝트
에서 언제나 새로운 협업자를 찾는 것이다.
2010년부터, Samp 회원들은 박물관의 중요성을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방법을 만든 일을 하고 있
다. Samp 환경평가 프로젝트(Environmental Assessment Project for Samp)라는 타이틀의 이 방법
은 공동체에서 박물관의 존재감 및 박물관에 대한 인식증가를 측정하고 이들이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를 측정한다. 프로젝트는 스톡홀름 왕립공과대학(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in Stockholm)과 공
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많은 박물관들이 대학과 긴밀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정한 프로젝트에
서 획기적인 측면은 연구기관의 참여가 주요한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다. 전문지식은 박물관에 존재하며
공동작업은 공동의 반영과 논의에 독립적인 이목을 더한다.
참여자들은 세 박물관- 아제르바이잔의State Museum of Azerbaijan Musical Culture, 필리핀의
Museo Sang Bata as Negros그리고 탄자니아 다르 에스 살람에 있는Museum and House of
Culture-과 이 박물관들이 운영되는 지역 공동체가 스톡홀름 왕립공과대학과 함께 구성된다. 네 번의 워
크숍이 스톡홀름, 바쿠사가이(Baku Sagay) 그리고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에서 열렸으며 이 워
크숍에서는 박물관에서 측정할 수 있는 단위를 확인했으며 그리고 이 단위를 사용하여 측정 시스템의 토
대를 개발했다. 각각의 박물관에서 네 명씩 워크숍에 참여했다. 두 명은 박물관에서 왔고 두 명은 박물관
의 지역 공동체에서 왔다. 예를 들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워크숍에서 필리핀 Museo Sang Bata as
Negros 대표단은 박물관 전문가 한 명, 교사 한 명 그리고 두 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Samp는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네트워크의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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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들의 지역 공동체에서 특히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을 확인하고 이들의 박물관 프로젝트 참여를 장려
하도록 요구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것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논란이 되며 힘들다. 그러나 노력을 결
실을 맺는다. 예를 들어,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Museum and House of Culture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
들 및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박물관들이 다양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박물관 업무
참여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더 흔하게 되고 있다.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Alpha Oumar Konare가 1985년에 Samp를 시작할 때, 그는 박물관이 민주주의 발전을 증진하는 사회
기관이 될 수 있고 시민들의 정체성, 그들의 능력 그리고 사회에 참여하는 그들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고 분명히 말했다.
박물관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데 분명한 역할을 한다.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작업은 단
순히 생태학의 문제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또한 박물관이 미래의 혜택을 위
해 역사를 삶으로 끌어오는 박물관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 박물관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ICOM에 의해서도 완전히 풀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정보가 갱신될 필요가 있
다. Samp의 대륙간 박물관 네트워크는 관심의 중심에서 이 질문을 계속하기 위하여 실천과 이론에 모두
박차를 가한다.
Samp의 모든 회원들은 문화유산에 대한 참여 강화와 새로운 문화유산에 대한 창의적 프로세스에 길
을 열어주는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획기적 접근을 유지한다.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Samp프로젝트의 일부 개념과 경험이 영감을 줄 수 있다.
The Philippines: Museo Sang Bata Sa Negros 필리핀: Sang Bata Sa Negros박물관
이 박물관은 개인 소유이며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어린이와 청소년 모두를 위한 상호작용 활동을 제
공한다. 박물관은 가난한 어촌의 해안가에 위치한다. 박물관은 지역의 자원봉사자-어린이, 청소년 그리
고 성인-에 의해 대부분 운영된다. 박물관의 활동은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즐거움, 따
뜻함, 창의성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통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획기적 방법의 사용
과 공동체에 뿌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박물관의 청소년 가이드 프로그램은 8세에서 12세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청소년 박물관 가이드가
되도록 훈련시킨다. 어린이들은 주말마다 자발적으로 박물관에 와서 전시물을 보고, 다뤄보고, 발견하고
그리고 배우며 해양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사람들은 전시물을 보고 듣기 위해 박물관에 오며 지
역사회는 천천히 박물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모와 그 친척들 역시 오기 시작했다. 박물관의 청소
년 가이드가 12살이 되면, 이들은 새로운 청소년을 훈련을 도와주며 새로운 청소년에게 자리를 내준다.
State Museum of Azerbaijan Musical Culture 와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Museum and House of
Culture는 필리핀의 Museo Sang Bata Sa Negros와 함께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결과로
바쿠사가이와 다르에스살람에 있는 박물관에서는 청소년 가이드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두 박물관
은 필리핀에 있는 그들의 동료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도록 개념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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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zania: Museum and House of Culture 탄자니아: Museum and House of Culture
이 박물관은 탄자니아의 천연자원관광부의 관리를 받는다. 남부 아프리카의 첫 번째 Museum and
House of Culture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민들과 관계를 맺는 기관이 되도록 한 프로젝트의 전
문적 관리를 통해 가능했다.
박물관 설립 과제는 많은 사회적 단계에서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대회를 통해 수행되었고 개념은
Samp와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동료들에게 전달되었다. 다른 국가의 동료들 또한 지원과 대화에 참여했
다. 정말로 독특한 것은 지역사회의 올바른 박물관에 대한 깊은 존중과 기존 조직구조와 관리에 대한 깊
은 존중이 가득히 스며든 접근이었다.
Samp 공동체(samp community)에서 온 사람들과 짐바브웨, 스와질란드, 아제르바이잔, 모잠비크,
필리핀, 한국, 스웨덴 그리고 탄자니아의 박물관 전문가들이 2010년 6월에 다르에스살람에서 열린 네트
워크 회의에 참석했다. 박물관장인 Paul Msemwa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기부하는 기회를 개선하는 것
을 목적으로 직원들이 일했다고 강조하며 박물관에 대한 소개를 했다. 그는 또한 조직적 구조, 유연한 시
스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다면적 채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은“새로운 박물관은 새로운 방법과 업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새로운 박
물관은 창의적 환경일 필요가 있다”
,“의견의 갈등과 차이는 새로운 박물관에 대한 자원이다”
라는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내놓았다. Museum and House of Culture이 그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
어를 개발하는데“Six Hates”사고도구가 사용되었다.
South Korea: Iron Museum 한국: 철 박물관
재료로서의 철과 역사 속에서 철의 위치가 박물관의 중심이 된다. 박물관은 사립재단 소유이다. 이 박물관
은 철 제작이 중요한 활동이었고 이러한 지방 전통을 인상적으로 활용했던 지역인 농촌지방에 위치한다.
고고학적 발굴과 예술가와 아이들이 철로 작업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실제적 실험은 박물관 활동의
일부이다.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은 예를 들어 대학 및 학교와의 공동작업, 어른들과 아이들 다 같이 하는
활동 그리고 연구와 예술에서 볼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아마도 이런 새로운 것의 시작일
뿐이다.
철 박물관은 공동체 조직과 함께 하는 마케팅 전략 개발(Developing Marketing Strategies with
Community Organizations)이라는 타이틀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세 박물관 중의 하나였다. 다른 두 박
물관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Altos de Chavon 지역 고고학 박물관과 잠비아의 Lusaka 박물관이었
다. 세 박물관 모두는“한국의 전통 철 제련”
을 주제로 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사람들은 박물관의 특별한
시설인, 아트 스튜디오 그리고 철을 제작하는 현장에서 철선 공예, 전통 철 제련, 단조, 철제 문진
(paperweight)의 조각과 같은 활동을 했다. 초등학교 네 곳의 학생들이 세 나라에서 온 박물관 전문가 및
예술가들과 함께 참가했다. 여러 새로운 아이디어는 그 결과로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광범위한 요소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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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플랫폼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박물관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이 만들어내는 우려를 어떻게 다
룰 수 있으며 우리의 호기심은 우리의 방향/결실(bearings)을 찾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박물관은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프로젝트는 서사와 소장품의 형태로
있는 박물관의 자원에 활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의 일부는 박물관 자신의
상황, 선호도 그리고 구조 이해를 얻는데 있다.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토대가 깨어지고 새로운 씨앗이 뿌
려질 수 있도록 질문이 제기되고 시험될 필요가 있다. 동료들의 헌신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새로
운 작업 방식을 시험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이들의 도
움과 공동작업으로 이러한 발견을 하는 것은 보람 있는 경험이다.
박물관의 방향, 초점, 조직 구조 또는 지리적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박물관의 소장품은 궁극적으로
정체성의 질문을 중심으로 삼는다. 자연적 발전은 논의를 위한 포럼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정체성
의 창출을 위해 박물관을 여는 것이고 박물관의 공동 창작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체성을 만드는 자신만
의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초대하는 것이다. 소장품은 현재와 과거, 현 시점과 그때 그
리고 맥락과 소속(belonging) 감각의 인식, 이해 그리고 비교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어린이와 청소년
의 논평과 새로운 해석은 소장품(물질적 소장품과 비물질적 소장품)이 담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박물관은 가까운 지역사회의 지역적 수준과 대륙간 환경과 국가간 환경 모두에서 개방
성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도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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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박물관: 현재와 미래

리처드 큐린
미국스미스소니언박물관
역사예술문화 담당 부총장

국제 박물관 협회(ICOM)가 추정한 현재 전 세계 약 55,000개의 박물관 중, 약 17,500개는 미국에 위치한
다. 1960년대 이래 많은 박물관이 생겨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며, 세계 경제는 많은 박물관의 생존 가
능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박물관 수의 증가뿐 아니라 박물관의 형태와 기
능 변화를 보고 있다.

최근 박물관 현안
미국의 많은 박물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박물관인, 스미소니언 인스티튜션(Smithsonian
Institution),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워싱턴 국립 미술관(National Gallery of Art), 샌디에이고 동물원(San Diego
Zoo), 뉴욕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홀로코스트 박물관(Holocaust Museum), 샌프란시스
코 드영 박물관(de Young Museum of San Francisco), 콜로니얼 윌리암스버그(Colonial
Williamsburg),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 폴 게티 박물관(J. Paul Getty Museum),
필드자연사 박물관(Field Museum of Natural History), 휴스턴 미술관(Houston’
s Museum of Fine
Arts), 구겐하임 박물관 (Guggenheim Museum), 헨리포드박물관(Henry Ford Museum), 시카고 과학
산업박물관(Museum of Science and Industry), LA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보스턴 미술관(Museum of Fine Arts in Boston), 필라델피아 미술관(Philadelphia Museum of
Art), 엑스플로라토리엄(Exploratorium)으로 잘 알려져 있다.
분명히 이러한 가장 잘 알려진 기관들과 대다수의 미국 박물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9개의 박
물관으로 구성된 스미소니언(Smithsonian) 연구기구에서, 국립 항공우주 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 국립 자연사 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국립 미국사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은 2011년 약 3천만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운
영 예산이 12억 달러를 초과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평균적인 일반 미국 박물관은 비록 정확한 수치를
표본화하는 것이 어려우며, 매년 광범위하게 달라질 수 있지만, 연간 약 4만 명의 방문자를 기록하였으며
운영 예산도 연간 7만 5천 달러 이하였다. 스미소니언은 약 1천명의 과학자와 학자들을 포함하여 직원 수
만 해도 6천 명이 훨씬 넘지만, 대다수의 박물관은 한 명의 자원봉사 직원만을 두고 있으며 학자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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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는 실정이다. 스미소니언은 1억 3천5백만 개의 표본, 유물, 미술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다시
한 번, 대부분의 박물관은 수집품의 수가 매우 적으며, 보통 몇백 가지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박물관들은 보통 사립 박물관이며 비영리 조직이다. 주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여러 국가의
박물관들과는 달리 미국 박물관은 주로 기금 조성을 통한 기부금과 연간 지원금에 크게 의존한다. 심지어
정부가 지원하는 스미소니언 국립 박물관들도 1835년, 영국인 제임스 스미손(James Smithson)이라는
개인의 50만 8천 달러 유산을 통해 창설되었다. 미국 박물관들은 전형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예산할당,
자선과 기부금, 식음료 매장과 상품판매소 양도수익, 특별 행사나 기업과 사업적 후원, 또 교육, 과학, 학
술적 재단의 지원금,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출처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미국의 대부분 박물관은
(63%) 입장료를 받지 않지만, 입장료를 받는 박물관의 평균 입장료는 7달러이다. 미국 세법은 박물관 업
무와 관련된 수입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기부 받은 예술품과 역사적 유물뿐 아니라, 현금 기부에 대
해서도 세금을 공제해줄 만큼 박물관의 재정 자립 (fiscal viability)을 독려하고 있다.
박물관은 미국 대중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박물관은 2010년에 약 9억만 방문객을 수용한 것으로 추
정되는데, 각각 약 15억 명의 관람객을 이끈 전체 스포츠 행사와 전체 영화를 제외하면 이는 미국에서 대
중적 여가 활동(public activity)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대조적으로, 메이저리그 야구는 전 게임을 통해
약 7천4백만 명의 관중을 야구장으로 끌어 모았다.
박물관은 지리적으로 미국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일반적으로 인구 밀도에 따라 분포되었다. 주요 박
물관들은 대도시에 있지만, 작은 도시에도 지역 박물관 기능을 하는 역사가옥 (historic house)이 있다.
박물관 중 대다수는 역사 중심이며, 지역의 행사, 특색, 산업에 초점을 맞춘 역사박물관이다. 이들 박물관
은 전형적으로 자원 봉사자들과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된다. 기술 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과학박물관,
예술 박물관은 그 밖의 주요 범주를 이루며, 콜렉션이 살아 있는 동물이긴 하지만, 동물원과 수족관도 종
종 박물관으로 포함된다. 많은 미국 박물관들은 종종 수집품이 있는 야외박물관이며 생동하는 역사 센터
이다. 생존하고 있는 공연가, 예술가, 문화적 표본이 되는 인물, 그리고 역사를 재연하는 인물 들이 참여
한다.
박물관의 범위와 미국 박물관의 상황은 방대하기에,“평균적인”박물관만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기만
적 일 수 있다. 전문가 직원, 적절한 수집품, 연구를 위한 운영 예산, 전시 및 교육 활동을 갖춘 중 대형의
박물관으로 미국 박물관 전체를 논의하는 것이, 수천 개의 소규모 박물관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난관과
기회에 대한 양쪽 동향을 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욱 유용할 것이다. 미국 박물관협회는 정식으로“인증
박물관”
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 박물관이라 함은 특정한 전문기준에 부합된다는 의미
이다. 미국에는 전체 박물관수의 5% 정도에 해당하는 약 800개의 인증 박물관이 있다. 약 17,000개의 박
물관이 미인증이라는 점에서 이는 각성할 수치이다.
전반적인 박물관 분포와는 달리, 인증된 기관들은 미술관에 치중된 경향(약 350개)이 있고, 약 260개
의 역사박물관, 약 100개의 과학기술 박물관(동물원, 수족관, 자연주의 센터 포함) 및 약 100개의 종합 박
물관을 포함한다. 이들 중 약 1/3은 연간 예산이 100만 달러 이하이며, 약 1/3은 100만~300만 달러 사이
이고, 1/3이 약간 넘는 박물관은 3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다. 마지막 유형에 속하는 박물관 중,
80개 정도의 박물관들은 예산이 연간 1500만 달러를 훨씬 넘는다. 공인된 박물관의 절반 가까이는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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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다; 약 1/3은 15~50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약 20%만이 5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미국 모든 박물관 중 적은 숫자인, 약 60개 박물관만이 15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 인증된
박물관 중 약 63%는 사립기관이며, 16%는 대학박물관이다. 약 17%는 제휴 박물관이거나 시, 카운티, 주
혹은 미국 원주민 자치정부(American Indian tribal governments)에서 운영한다. 극소수인 35개 남짓
의 박물관들이 연방정부와 연관되어 있으며, 주로 스미소니언과 연관된 미국 국립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군부대와 관련된 박물관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미국 박물관, 특히 인증 박물관의 동향은 어떠할까?

난관들
박물관이 직면한 어려운 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이 가진 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주
로 건물, 적절한 직무를 통한 소장품 관리, 기금 마련 등의 물리적인 기초 구조에 대한 관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난관은 동향 그 이상으로, 이들은 박물관 기업에 계속하여 일어나는 구조적 현실이다.
기금 마련은 모든 활동을 지원하며, 최우선의 고려사항이다.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은 박물관이 살아
남고 번성하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과 세계 경제 침체가 시작된 2008년 이래, 대부분의
박물관에 연방, 주, 도시를 막론한 전 단계에서의 정부 지원금과 협조가 줄어들었다. 박물관 기부금은 주
식 시장에서의 하락세로 인해 많이 줄어들었고, 최근 시장 세가 크게 반등했지만, 연간 5% 정도로 설정된
수익금인 투자지불금액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사업광고와 홍보 예산에 의존하는 기업의 후원 또한
사업의 감소에 따라 축소되었다. 방문자 수는 일부 좋게도, 일부 나쁘게도 변화한 와중에 입장료, 매장,
식음료장, 멤버십과 다른 활동들로부터 얻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고 자선가의 지원 또한 그러하
였으나 개개인들은 박물관에 지속적으로 관대하여, 연간 지원금 70억-8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기부했
다. 하지만 이것은 감탄할 만큼이나 증가 중이지도 않고, 또 일반적으로 보다 숭고히 여겨지는 의료부분,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교육과 같은 곳에 이뤄지는 기부 수요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즉, 미국인들
은 박물관보다 병원, 자선단체, 그리고 대학교에 더 많이 기부한다.
마련되는 금액이 적어지고, 불안정한 자선기금은 박물관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많이 쓰이는 비용 절감은 직원고용을 동결하고, 월급과 복지를 줄이고, 직원보다 자원봉사자에게 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다. 박물관은 특히 노동집약적이기 때문에 비용절감 방법들은 박물관의 인적, 지적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 기술적인 직원(technical staff)의 손실은 소장픔 사용에 대해 더 적게 연구한다는 말이
고, 또 전형적으로 낮은 학문적 성과와 적은 출판량을 의미한다. 소장품관리 담당자나 보존처리인력의 부
족은 더 낮은 소장품관리 상태와 책무의식 부족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장품은 물리적 상태의 측면은 물론
이고 그것의 기원, 맥락적 의미, 유의성과 관련한 정보가 손실되어 해를 입는다. 감소한 기금의 결과는 건
물에 대한 줄어든 자본 지출, 관리부족, 더 많은 박물관 파손이다. 또 다른 결과는 전시나 교육적 활동 등
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부족이다. 많은 박물관은 기획하는 전시 수를 매년 줄이고 있고, 간단하고
비용이 덜 드는 교육 활동을 채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 소장품만을 전시대상으로 하여 타 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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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하는 것 같이 비용이 더 드는 전략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박물관과 박물관을 지원하는 사람들 양쪽 다를 지원하는 자원이 줄어드는 것은 경쟁을 악화시킨다.
같은 도시에 있는 박물관들은 경기침체 시대라 아마 선택권이 다소 좁을 수 있는 관람객이 가질 무료 여
가시간에 대한 경쟁을 할 수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은 정부지원금과 뿐만 아니라 자선지원 및
후원에 대해서도 서로 경쟁할 수 있다. 박물관은 또한 다른 교육활동과 텔레비전 시청, 웹서핑, 운동경기
나 행사 참가, 영화관람 등등의 여가 활동과도 전반적으로 경쟁한다. 박물관 관람객에게 서비스하는 비용
은 꽤 높아서 큰 미술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1인당 60달러 정도가 소요된다. 방문객들은 입장료 형태로
일부를 지급하지만 박물관은 기부, 자선수익, 매출액 및 다양한 출처를 통해 받게 되는 자금을 신청하여
각 방문객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다. 대조적으로, 영화와 텔레비전은 전체 비용의 작은 일부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웹사이트 제공자들이 가상의 방문객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1회 웹 방문 당 비용으로 따져보면
최소한이다. 기본적으로, 박물관들은 사람들이 지식과 영감을 얻기 위해서 실제로 전시를 방문하는 19세
기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
근하는 20세기 모델에 비해서도 몇 배나 비싸고, 21세기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접근하
는 것보다도 훨씬 비싸다. 그래서 박물관들이 직면한 난관은, 경쟁적 방법을 통해 관람객, 방문객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접근할 때에 재정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난관 중 하나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크고 오래된 건물들을 관리하는 것이다. 박물관의 냉난
방은 에너지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오래되고 큰 건물들은 대체로 시간이 감에 따라 더 많은 유지, 보수,
복구비용이 든다. 미국의 훌륭한 박물관인 오래된 건물들을 개량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게 하고 최신의 기
준에 맞게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기반시설 노후라는 난관에 당면한 미국 박물
관에는 전기, 배관, 냉난방 외에도 다른 시스템들이 필요하다.
소장품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좋은 수장고가 필요하다. 일부는 수장고와 보존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
럼 물리적인 것이다. 최근 미국의 박물관 소장품과 세부 소장품의 상황에 대한 문화유산 지수에 대해 전
국적인 조사를 했다. 결과는, 대부분 박물관이 적절하고 최신의 자료가 기재된 시설목록 미비, 표준 이하
의 수장고, 또 다양한 다른 문제들을 나타냈다.
박물관은 보유 소장품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들의 사명과 주제에 맞게 오늘의 새로운 이야
기를 해 줄 신규유물 수집이라는 지속적인 과제에 당면한다. 예를 들어, 스미소니언은 올해 수천의 신규
확보유물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더 할 예정이다. 신규 확보 품을 계속 갱신하는 것은, 다른 것들
과 함께 관계의 정립, 상업적 회사로부터의 유물수집, 새롭고 최신의 이주 커뮤니티, 이전에는 무시되었
던 사회집단에서 수집을 요한다. 비미국문화를 대표하는 박물관은 역사적인 자료나 당대의 자료를 지속
적으로 수집, 전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술관은 역사적인 명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 시장에서
개인 소유자와 종종 경쟁하기도 한다. 또한, 신예작가의 작품은 물론이고 기성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수집
해야 한다. 이러한 소장품확보활동은 등록한 전문적 학예사, 그리고 지역사회와 작가, 기부자, 중개인과
의 유대관계를 요한다.
신규수집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박물관은 문화적 소유권, 출처 그리고 유물 송환 등의 문제
에 관해 점점 더 인지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법 모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주의를 요한다. 미국 원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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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물, 문화적으로 중요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소장품을 식별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처리하고, 말 그대로 수천의 미국 원주민 부족 단체들에게 유물을 돌려주기 위해 난해한 프로그램들을 운
영한다. 예술품과 고미술품을 소장한 미국 박물관은 유물의 출처, 약탈, 문화재 불법거래 등의 문제에 상
당히 주의하고 있다. 일례로 예일대가 소장하고 있는 마추픽추의 유물이나, 게티 뮤지엄에서 사들인 이탈
리아의 고대 아프로디테 조각상과 같은 몇 건의 사례들은 광범위한 관심을 끌었고, 윤리적 법적 기준에
대한 관심증기를 촉발했다. 몇몇 박물관들은 나치시대에 불법적으로 미국 박물관으로 반입되었을 수 있
는 유물의 소재를 추적하는 활동적인 연구 활동을 추구한다. 실제로 스미소니언은 추적한 몇몇 소장품을
적법한 소장자에게 반환하였다.
전시물과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그 밖의 어려운 점들도 아주 많다. 많은 박물관은 다소 오래된 정적
인 전시물을 소장했으며, 전시배치를 보다 매력적이고 인터랙티브하고 참여적으로 만들기에 자금이나 때
로 직원이 부족하고, 때로는 상상력이 부족하다. 많은 방문객은 박물관에서의 체험을 디즈니랜드 같은 테
마파크에서의 체험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테마파크와 달리 박물관이 정확하고 고유한 진짜 전
시를 제공할 것이라는 걸 알기는 하지만, 미적으로 매력이 있고 방문자의 개인적 관심과 탐구를 이끌어
내 주는 것 또한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박물관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 여전히 비교적 적은 수의 박물관
에서만 전시에 높은 사양의 홀로 그래픽과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거나, 효과적인 멀티미디어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최고수준의 박물관들은 회화나 조각의 명작이나 기술적인 경이로움, 그리고 역사적인 아이콘
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반면, 대부분은 이러한 전형적 수준의 소장품을 보유하지 않으며, 따라서 강력한 형
태의 전시배치에 의존해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박물관 관람객은 점점 고급 프로그램을 기대한다.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IMAX 극장은 대성공이었고, 관람객들에게 수십 년간 인기를 끌었다. 이제, IMAX는 우리가 국립 미국역
사 박물관에 막 오픈한 첫 3D극장에 밀려났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강당을 현대화하고, 최신의 기술 물을
설치하며,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강연과 전시물을
직접 만질 수 있는 프로그램, 박물관의 전시와 소장품, 전시해석에 더 많은 관중을 이끌고 이에 대한 관심
을 심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는 더욱 젊은 직원이 필요하고
고루한 아이디어를 참신하고 창의적인 것으로 보완해야 한다. 박물관이 박물관 업무에 관심 있는 연구원
과 인턴은 계속 끌어들이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말미암은 직원 지위 부족은 많은 박물관이 새 직원을 채
용하기 어렵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은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 내에는 거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 과학
적 진화를 강조하고 성경이나 종교적 관점의 진화도 채택하는- 박물관이 있다. 진보적 정치영웅과 보수
적 영웅 양쪽 모두를 칭송하는 박물관도 있다. 대부분의 박물관이 사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영이사
회, 설립자, 직원과 후원자들의 신념은 대다수 미국 대중에게 용인된다. 발언과 표현의 자유는 일반적으
로 대부분 박물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욕구를 충족시킨다.
때때로“문화전쟁”
으로 호도되는 논란에도, 대부분은 표면적으로 박물관은 공식적인 지지를 받지만
시민들은 세금으로 낸 돈의 사용처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때로 사람들은 박물관의 주제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공적자금이 그것을 위해 쓰이는 데 대해 반대하며, 박물관의 지도력을 처벌하고 자금 지

세계화와 박물관의 변화 _ 136

원을 반대하기 위해 정치적 지원을 동원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려 할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있는 박물관
주제 분야는 언급한 바와 같이, 전쟁, 진화, 기후변화, 환경, 종교, 이주, 성(gender)과 섹슈얼리티, 인종,
시민권과 노사관계 등이다. 공립박물관은 그들의 존재와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편파적인 정
치적 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시기에 이런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극단적으로는, 많은 미국국민과 거주민은 늘 정부지원을 받는 박물관의 정당화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미래를 위한 기회와 동향
기금마련의 어려움은 성장과 미국 박물관의 성장과 진보를 지체시킬 테지만, 낙관론이 앞설만한 다양한
이유도 있다. 박물관학적 실행의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형태는 보다 많은 사람을 이끌고, 사회에 긍정적
인 기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단지 박물관 자체의 경함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
라, 물리적인 벽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극적인 증가를 전망하도록 하는 디지털미
디어와의 연결이다. 미국에서 박물관의 디지털 봉사활동은 아주 짧은 몇 년 사이에 극적으로 증가하여 연
구, 보고, 전문적인 패널과 주제에 대한 여러 권의 책 발간을 고무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스미소니언은 2
억이 넘는 디지털 방문객을 맞았으며 이는 직접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보다 6배나 많은 수이다. 미국
내의 대형박물관 대부분은 수천이나 수만의 페이스북 팬과 트위터 팔로워가 있다. 현대미술관(MOMA)과
같은 박물관은 지난 수백의 강의, 비디오 같은 것들을 박물관 웹사이트나 유튜브 같은 웹사이트에 게재한
다. 박물관은 말 그대로 수만의 소장품들을 전산화해 왔으며, 회화, 유물, 과학적 표본, 자료의 기록, 희귀
서적들, 필드노트 그리고 비디오, 사진, 청각자료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하도록 박물관 웹사이트
나 플리커(Flikr) 그리고 다른 소셜미다어 사이트에 게재한다. 이러한 접근의 범위와 깊이는 실로 놀랍다.
스미소니언 포크웨이 녹음(Folkways Recordings)은 전통적 음악 소장자료 중 수만 가지의 다운로드 콘
텐츠와 뮤지컬 스트리밍 선곡을 애플 아이튠즈와 말 그대로 소장 자료를 세계 곳곳에서 이용하게 할 다양
한 디지털창구를 통해 제공한다. 또 이용자가 특정 선곡을 건당 약 99센트에 다운로드함으로써 수익을 발
생시키고 있다.
제시된 예에서 보듯이, 미국 박물관을 위한 기금마련의 모델은 기금마련에 점점 더 숙련되고 점점 사
업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기관들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수익발생을 촉진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관
람객과 이용자를 증가시키고, 대중의 참여유도와 교류(public engagement)를 강화하는 방법이 된다.
기금마련 영역에서, 미국의 박물관들은 미국의 박물관은 기부금, 운영기금과 재정기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도로 조직화되고 세련된 캠페인을 발전시켜왔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성공적인 9억 달러 상당
의 캠페인을 개발했고, 스미소니언은 이제 15억 달러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수천의 잠재적
후원자 혹은“가능성”
을 발견하는 것과 그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언젠가는 그들의 기부를 청하는
것, 그들을 기관의 전반적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의 지원이 바라건대 수십 년 간 지속시키는 것을 포
함한다. 미국 대학에는 이제 계속되는 업무의 한 부분이 된 이러한 기금 캠페인이, 미래를 위한 박물관 운
영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박물관은 고급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기부자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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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박물관은 회원에게 무료입장이나 뮤지움 스토어 할인 같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프로그
램을 운영 중이지만, 이를 통해 동시에 수백만 달러의 연간 수익도 올리고 있다. 미국박물관은 미래에 이
러한 회원의 충성도를 더 높이는데 투자할 것이다. 특히 이메일 발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말
이다.
미국의 대규모 박물관은 기업과 스폰서십이나 파트너십으로 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또한 미래에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타겟(대형마켓) 및 그 밖의 기업들은 박물관과 다
양한 교육, 미디어, 전시 프로젝트 등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자세한“스트릿뷰”
와 가상 박물관 전
시에 지리정보 표시를 붙이는(geo-taggging) 하는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와, 박물관
이 수만의 교사와 연결되도록 한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스 인 러닝(Microsoft Partners in Learning)
프로그램이 그 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파트너십은 박물관이 관람객에 가까이 가도록 돕고, 그들이 제공
할 수 있지만, 박물관 독자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기술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 일부는 가정, 직장
혹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닿으므로 박물관이 장벽을 넘어 더 많은 관람객을 갖게끔 한다. 터치스
크린, 스마트폰 앱, 홀로그래피, 가상현실, 3D 이미지 등의 점점 더 정교해지는 기술의 적용 또한 박물관
내 전시를 보다 매력적이고 흡입력 있게 만든다.
미국 박물관 내 모든 발전이 하이테크놀로지와 관련 있지는 않다. 실상 박물관에도 관람객을 끌기 위
해“하이-터치”기술 이용이 증가하는 것 같은 유행이 있다. 이것은 1인칭의 이야기, 행동, 재현을 통해
박물관이 삶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포함한다. 스미소니언의 포크라이프 페스티벌(Folklife Festival)의
영향력을 통해 스미소니언 내 많은 박물관이 다양한 전통의 살아 있는 전수자들이 전시장 내에서 직접 그
들의 공예품, 기술, 지식을 시전하게 끔 하는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박물관들은 유물을 설명하기 위해 역
사적 인물을 초빙했는데, 로켓과 우주여행에 관한 우주인과의 대화, 그림이나 영감에 관한 작가와의 대
화, 박물관 소장품에 의해 나타난 성취에 대해 이야기할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그것이다. 매우
다양한 형태의 무형문화유산을 박물관으로 도입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유물을 맹목적으로 숭배했던 박물
관에는 유익한 발전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박물관이 대표하자 추구하는 사람, 문화, 역사와 이야기와
박물관의 연결을 나타낸다.
미국의 박물관은 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여기고, 전형적이고 역사적으로는 비형식적 여가 활
동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변화하고 있다. 미국 박물관들은 교육적 기능을 보다 전략
적으로 강조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창의적으로 파트너를 맺고 있다. 초중등 레벨에서,
헨리 포드 박물관 같은 기관은 전적인 책임 아래 박물관 학교를 발전시켰으며, 혹은 특성화 학교나 공립
학교(charter and magnet schools)와 긴밀한 제휴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박물관, 전시물 기반의 교육,
체험 활동을 교과 과정에 포함시켰다. 스미소니언에서는 국립 항공우주박물관(National Air and Space
Museum)이 학교 시스템과 연결된 구조화된 웨비나(webinars-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몇백만의 학생을
유치했고, 미국 미술관(the American Art Museum)은 전 세계 미군기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원격수업을 수행한다. 몇몇 경우에서 박물관은 중요한 교육적 재편을 개척 중이다. 예를 들어, 스미소니
언의 국립 과학자원센터(National Science Resource Center)는 과학교육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목
적으로 교육부에서 주요 지원금 2천 4백만 달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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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박물관은 또한 대학과도 연계되어 있다. 하버드, 예일, 버클리와 같은 저명한 대학들은 교
수가 예술사, 인류학, 지리학, 생물, 환경학이나 다른 주제들을 직접 가르치게 돕는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
다. 뉴욕에 있는 자연사박물관(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은 자체적으로 학위수여 프로그
램을 시작했고 필드박물관(Field Museum)은 시카고 대학에서 소장 유물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제휴를 맺었으며, 스미소니언은 여러 대학이 장식예술, 보존, 생물 외 여러 과목에서 학위를
제공하도록 제휴하고 스미소니언의 큐레이터나 과학자를 교수나 강사로 활용케 하는 대가로 수업료를 부
담한다. 어떤 박물관은 국내외 박물관에서 온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이나 수업 같은 전문 훈련기회는 제공
은 물론이고 일반시민이나 박물관 회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이것은 박물관학적인
지식이 널리 퍼지도록 할 뿐 아니라 수익도 발생시킨다.
박물관은 박물관 건물이라는 물리적 공간 너머로 박물관학적 콘텐츠와 지식을 보여주는 또 다른 유
형의 산물 또한 추구한다. 1970년, 스미소니언은 잡지 발행을 시작했다. 스미소니언은 월간으로 발행되
고 2백만 명 이상의 유료구독자를 보유한 현재 미국 내에서 서른 번째로 큰 대중잡지이다. 이는 스미소니
언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박물관과 박물관의 업무에 대한 정보를 수백만의
미국인에게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제 스미소니언은 케이블 텔레비전인 스미소니언 채널
(Smithsonian Channel)을 창설하기 위해 쇼타임(showtime)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콤캐스트
(Comcast)나 타임 워너(Time Warner), 디쉬(Dish), 다이렉트 티비(Direct-TV) 같은 다양한 제공업체들
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4천만 가정에서 매일 스미소니언 채널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의 대부분은 연구, 소장품, 박물관 전시가 기반이다. 내용을 홍보하고 더 많은 독자와 시청
자를 확보하고,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스미소니언 채널과 스미소니언 잡지 둘 다 디지털과 온라인 버전
이 있다.
미국 박물관은 점점 더 박물관 시설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수는 박물관 관련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박물관 건물 내 매장과 온라인 숍을 발전시켜왔다. 스미소니언은 심지어 공항과 기차역사,
쇼핑몰 안에 매장을 열었다. 박물관 내 식당은 방문객이라는 준비된 고객층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에 있
는 뉴지엄(Newseum)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울프강 퍽(Wolfgang Puck’
s: 유명 체인)같은 특별한 레스
토랑을 열었다. 그 밖의 박물관은 식당을 통해 박물관의 사명을 전달하고 선전한다. 스미소니언의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National Museum of the American Indian)은 딱 맞는 예다. 이 박물관의 미
치탐 카페(Mitsitam Cafe)는 미국 각 지역의 토속음식을 판매하여 방문객들이 이를 맛보고 다양한 토착
전통을 배울 수 있게 했다.
많은 박물관은 오랫동안 전시개막이나 박물관의 사명과 관계있는 많은 행사를 주관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확대 중인데, 샌프란시스코의 드영 박물관(de Young Museum)은 박물관에서는 프라이데이 나이
트(Friday nights: 금요일 야간행사)를 수년간 운영하고 있다. 스미소니언의 여러 미술관은 이 예를 따라
프리어-새클러(Freer-Sackler) 갤러리에서는“허시혼 애프터 아워스 (Hirshhorn After Hours),”
“아
시아 애프터 다크(Asia After Dark)”등을 시작하였고, 이러한 이브닝 행사를 새로운, 젊은 관람객을 이
끌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아프리카 언더그라운드(Africa Underground)”
를 만들었다. 소장품을
신규 관객에게 보여주고 수익을 촉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결혼식, 기업 행사, 생일 파티, 젊은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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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슬립-오버(sleep-over)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뉴욕의 자연사박물관(Americam Museum of
Natural History)과 스미소니언은 미국에서 6백만 명 이상의 관객이 본 주요 영화를 상영하는,“나이트
앳 더 뮤지엄(Night at the Museum)”
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 박물관들은 라이선스 형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영화 상영 후, 관람객이 약 백만 명 가량 증가하였다.
박물관은 지원금을 유발하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장학금과 소장품을 활용하고 있다. 스미소니언의
자연사박물관(Natural History Museum)은 연구를 위해 표본 종류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기본적 백과
사전인 토양 DNA 기록 또한 제공한다. 이것은 실용적 목적을 위해 점점 더 탐구되고 이용될 것이다. 박
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희귀 광물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함의를 가질 뿐 아니라 상업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동물원의 동물에 대한 연구는 조류인플루엔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West Nile
Virus) 및 그 밖의 질환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왔다. 또한, 미국 박물관은 보다 더 견고한 디지털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시민과학(citizen science)과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학
문을 사람들의 참여로 말미암아 서서히 열어 가고 있다. 박물관, 기록 보관소, 연구 도서관 등은 온라인에
소장품에 대한 사진들을 게재하였으며, 대규모 웹 기반을 관람객을 활용하여 위키(Wiki)와 같은 방식으
로 해당 소장품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한편으론 전시와 소장품해석을 내세우
기 위해선 여전히 필요한 박물관 큐레이터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소장품을 영
향력 있는 새로운 도구를 통해 개방해 짧은 시간에 실로 대단한 작업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는 대중이
박물관 소장품에 대해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한다.
중요하고 긍정적인 또 다른 박물관 동향은 미국 박물관이 자신을 스스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기관
으로 보기보다, 박물관을 점점 더 보다 목적의식이 가득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목표 달성의 방법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자연사박물관의 목적은 소장품을 보유하거나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
고 생태학적인 유산과 지구의 생명력을 보존하는 것이다. 문화박물관의 목적은 환상적인 유물이나 유리
장 안에 박제된 전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양성하고 보존하고 또 미국과 전 세계 사람들의
문화적 활력을 육성하는 것이다. 미술관은 걸작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의 더 큰 목표는 관람객의 창의
력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스미소니언의 쿠퍼 휴잇 국립 디자인 박물관(Cooper Hewitt
National Design Museum)은 이러한 기능을 깊이 새겨 연구를 수행하고,“다른 90%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the Other 90%)”
과 같은 전시를 개최했다. 현재 UN 총본부 건물에서 도시들에 관해 전시
중인 이 프로젝트는 박물관을 인류문제 해결에 대한 기록과 전시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것을 추구한다.
살아있는 미국 사회 시민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박물관에 대해 이 같은 관심 증가는, 사람들이 지역사
회에 강한 기반을 가지게 해 왔다. 휴스턴 미술관(Houston’
s Museum of Fine Arts)과 확장된 시카고
미술관(Chicago Art Institute) 같은 박물관은 지역민의 생활수준을 고양한다고 여겨진다. 덴버 미술관
(Denver Art Museum), 시애틀 체험 음악 프로젝트(Seattle’
s Experience Music Project),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레이놀즈 센터에 있는 코고드 정원(Kogod Courtyard) 등의 사례에서, 박물관 건축은
기대와 심지어 공공 공간과 그 사용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정의한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Rock and
Roll Hall of Fame)과 클리블랜드 박물관(Museum in Cleveland) 및 아칸사스 주에 있는 크리스탈 브
리지 미술관(Crystal Bridges Museum of American Art) 등은“관광지”
로 여겨지고 관광과 건축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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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식당 소매점의 운영 및 기타 상업적 활동 등의 연계산업 발전에도 중요하다. 박물관들은 도시와 시
내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물을 짓거나 개조해 왔다. 생폴에 있는 미네소타 역사센터(Minnesota
History Center)나 피츠버그의 하인즈 역사센터(Heinz History Center)는 도시와 인근 지역을 위한 야
심에 찬 계획의 정착을 도왔다. 중공업에서 서비스나 심지어 문화경제로 미국 경제가 변화한 것에서 보
듯, 경제 활등 육성에서 박물관의 역할은 계속 강력할 것이다.
박물관은 다양한 정치형태 가운데 통일의식을 길러주는 시민 기관으로서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
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국립 미국 유대 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American Jewish History)
과, 시카고의 멕시코 예술 박물관(National Museum of Mexican Art in Chicago), 뉴욕에 있는 미국
내 중국 박물관(Museum of Chinese in America) 로스앤젤레스의 국립 미·일박물관 (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국립 아프리카 아메리칸 역사 문화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디트로이트의 국립 아랍박물관(Arab
American National Museum), 샌프란시스코의 GBLT 역사박물관(GBLT History Museum) 등은 미
국이 겪어 온 경험 속에 특정 집단이 함께 자리 잡도록 돕고, 이들의 여정, 역사, 미국을 보다 큰 사회로
만들어 준 기여를 강조한다. 그들은 미국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며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 사람들이 선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러한 박물관은
사회적 긴장과 미국 인구의 다른 분야들을 상징적으로 통합하게 하기 위한 불안정함을 해결하려는 방법
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위협적이 않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미국 국민의 인종, 문화, 언어와 문
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것 같이, 이러한 통합적 역할을 하는 박물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주요 해 질
것이다. 게다가 세계화의 영향과 결과가 점점 명확해 짐에 따라, 미국의 박물관은 다른 세계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역사적으로나 동시대 적으로나 미국역사와 문화를 세계의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연결
하는 데 있어 대단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파울러 박물관(Fowler Museum), 스미
소니언의 국립 아프리카 미술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rt), 워싱턴에 있는 프리어-새클러 갤러
리(Freer and Sackler Galleries), 뉴욕에 있는 루빈 미술관(Rubin Museum of Art) 및 여러 박물관에
서는 이미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
박물관이 어려운 요소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미국 박물관들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
인다.
재정적 어려움, 특히 정부의 지원과 자금지원에 따른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익을
창출하고, 기금을 모으고, 효과적인 협력관계 체결 같은 혁신적이고 사업적인 방법은 박물관과 후원자,
유권자 그리고 더 많은 관람객과의 연결을 실제로 도울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박물관이 유례없는
규모로 벽을 훌쩍 넘어 대중에게 다가서게 할 뿐만 아니라 박물관 관람객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할 것이
다. 동시에, 박물관의 대표가치인 진정성의 표현은 전시 중인 유물과 예술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 공
연, 경험에도 적용될 것이다. 박물관은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과 전문기술을 연구와 참여를 위해 드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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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거나 박물관의 인력이나 자원을 교육적이고 사회적인 기능을 위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
단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은 시민과 경제 등, 사회에 관한 기능의 전반적 범위 내에서 박물관 업무
를 성공적으로 통합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박물관은 미국의 생활과 그것을 세계적으로 연결함
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힘들다. 그러나 미국의 박물관을 위한 미래는
더없이 밝고 드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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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 박물관의 국제연계망
-ASEMUS를 중심으로-

최정필
세종대학교 명예 교수
ICOM 한국위원회 명예위원장

1.박물관과 국제연계망의 필요성
2004년 10월 서울에서 거행된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 세계대회는 그간 침체되어있던 우리나라 박물
관. 미술관 문화의 국제연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특히, 7일 동안 각종 국
제위원회와 지역 위원회에서 진행된 발표와 토론은 우리나라 박물관. 미술관인들 에게 박물관의 세계화.
정보화라는 용어의 중요성을 다시금 실감케 하였다. 즉, ICOM 역사상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서울
세계박물관대회는 급변하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의 이상적인 개혁은 물론, 박물관 사이의
보다 돈독한 국제연계망을 구축하는 활동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나라 박물관인 들에게 제
시해주었다.
국제 박물관간의 연계망을 통한 정보의 공유는 21세기를 대비하여 낙후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
어 가고 있는 일부 박물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보망
의 발달과 국제화의 물결은 지난 20년 동안에 엄청난 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파급된 새로
운 양상은 민족 집단과 집단 간의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보망의 발달은 집단
사이의 개방체계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에 자문화와 타문화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문화적
접촉과정에서 문화의 접변현상이 야기되어 우리 인류사회에는 문화가 점차로 동질성 (보편성)으로 형성
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이질성 (특수성)이 강한 민족문화도 계속 존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더 이상 살펴 볼 수 도 없거니와, 문화를 가늠할 수 있는
범세계적 잣대도 지니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생각할 때,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문화상대론적인 관점이 절실히 요청
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 인들의 다문화를 이해하는 자세야 말로 인류문화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더
욱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문화의 속성은 한 집단에 의해 공유되며, 배워서 익혀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그리고 각 민족문화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근자에 와서 국제
UNESCO는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민족이 지니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한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날 대다수의 박물관은 자연과 더불어 인류가 창출해낸 문화생태계
(Cultural Ecological System)의 복합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하고 아울러 교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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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물관을 통해서 자연과 인류의 역사는 물론,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국제연계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 특히 우리나라 박물관들의 전시기획이 자민족 문화 중심으로 엮어져 타문화에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국제교류는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의 수는 700여기에 달한다. 이들 중에서 절반가량은 지난 10
년 이내에 건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한국박물관 역사를 볼 때, 가장 풍성한 시기이며 대중속
의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일대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세계 주요국가의 박물관 수는 다음과
같다. 미국: 약 16,000 (AAM 등록관: 7,000관). 러시아: 약 12,000; 독일: 약 6,500, 이태리: 약 4,500,
프랑스: 약 4,000, 일본: 약 4,000, 중국: 약 3,400기, 영국: 약 2,500기. 한국: 약 1,000기 (등록박물관;
700)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박물관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확실치 않다. 등록된 박물관. 미술
관의 수가 많아진 이유는 복권기금 등을 바탕으로 하는 사설박물관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기
도 하겠지만 ICOM 서울대회와 국제연계망을 통한 박물관의 국제화와 대중화운동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박물관문화에 큰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다.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박물관 그리고 사립
박물관이 연합하여 한국박물관협회가 조직되었고, 국제박물관 협의회( ICOM) 제 20차 세계박물관대회
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4년에 아시아, 즉 서울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ICOM 서울대회유치가 기폭제
가 되어서 박물관관계 수많은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개최되었고, 국내전문가들이 각종 국제위원회에서 활
동해왔다. 또한 박물관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열망에 편승하여 한국박물관학회가 탄생하여 현
대박물관의 좌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가시적으로 가장 괄목할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겨
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중앙아시아 전시실을 개설한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 박물관이
ASEMUS(아시아-유럽박물관회)의 회장국이 되고 그 총회를 2012년에 서울에서 개최한 사실도 박물관
국제화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은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여야 관람객으
로부터 외면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박물관 또한 타 문화사업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박물관에 대한 국제연계망의 필요성 이해하고 활성화를 위해 비교적 근자에 조
직된 ASEMUS (Asia-Europe Museum Network)의 창립 배경과 목적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정보화와 국제화에 대비한 박물관
21세기 박물관이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할 사실은 정보화와 국제연계망의 구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최근에 개발된 통신기술은 지구상의 모든 인류사회를 하나의 연계망으로 엮어“국제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발을 놓게 만들었다.
아시아와 유럽지역의 예를 본다면 정보화와 사회적 연계망 현상은 인구이동에 많은 영향을 주어서
수많은 계층문화로 구성된 거대한 도시를 속속히 탄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도시화 현상은 박물관에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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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어 관람객의 사회적 배경이 과거에 비해서 보다 다양해 졌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박물관을 찾은 많
은 관람객들은 언론매체, 특히 텔레비전의 다양한 채널, 그리고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관광을 통하여 타
문화에 관한 지식을 지니고 있다. 박물관은 바로 이러한 관람객의 변화에 발을 맞춰 그들의 구미에 알맞
게 전시를 기획하고 제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시아의 박물관들은 대부분의 전시기획이 자민족 문화 중심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타문화에 배타
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 박물관은 전시기획 면에서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
을 표방하는 가운데 단일국가와 자민족에 대한 국수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형편이다. 21세기의 박물
관은 문화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관람객을 비교문화론적 측면에서 이해시켜야 한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물결은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수없이 창출하고 있다. 박물관을 비롯한 기존문
화시설 이외에도 일반대중들은 위성과 유선 텔레비전을 통하여 흥미 있는 제반 문화적 요소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시로 공연되는 대중음악회는 물론, 향응·오락산업과 현재 급속도로 유행하는 인터넷
문화 또한 현대인의 정신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박물관은 마땅히 한 사회의 문화적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현대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된다. 박물관의 기능은 유물의 수집, 보존, 전시, 연구 그리고 교육이라는 점은 잘 알려
진 사실이다. 그러나 박물관이 단순히 위의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 고정된 관념 속에서 탈피하지 못한다
면 관람객은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박물관의 수요자는 관람객이다. 따라서 움직이는 박물관의 모습, 그
리고 변화하는 박물관의 모습으로 흥미를 제공해야 관람객들은 다시 박물관을 찾아온다.
21세기 박물관은 단순히 관료적인 권위만 가지고 관람객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이는 사회로부터 격
리된 지식의 창고로 전락할 것이다. 박물관 종사자들은 한 시대와 사회 구성원들이 박물관으로부터 무엇
을 원하는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바꾸어 말하면 박물관 종사자들은 문화를 판매하는 외판원 노릇을
해야 한다. 21세기 박물관은 관람객을 위한 장소이다. 관람객이 없는 박물관은 고객이 없는 백화점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박물관이 다른 문화산업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시대에 맞게 변화하여
관람객에게 흥미 거리를 제공해야한다.

3. ASEMUS (Asia-Europe Museum Network)
1) 설립배경
지난 2000년 당시 ASEM에 가입된 회원국은 25개국가였다. 이들 회원국의 국립공립박물관장, 학예관,
교수 그리고 박물관과 관계된 공무원 약 80명이 2000년 9월 6일에서 9일 까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모
였다.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은 21세기를 대비한 아시아-유럽박물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지건길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초대를 받았으나 용산박물관 신축공사관계로 참
석치 못하고 세종대학교 박물관장 최정필 교수가 한국박물관학회 회장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그리고 국립
민속박물관 김종대 당시 전시과장과 주종택 학예연구관도 본 대회에 자리를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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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대회는 싱가폴에 본부를 둔 Asia-Europe Foundation (아시아-유럽재단; 아셈 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회원 국가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문화재단)과 스웨덴 국립세계문화박물관( Swedish
National Museum of World Culture)이 미화 약 20만불을 지원하여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로 아시아유럽 박물관회(ASEMUS)가 결성되었다. 한 가지 부언할 사실은 스톡홀름 대회 후속으로 ASEMUS 제 1
차 집행위원회가 한국박물관협회와 국제교류제단의 주선으로 2001년 3월 8-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
었다는 점이다. 집행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이유는 ASEM 정상회의가 2000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
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1년 스페인의 바르세르나에서 개최된 제 19차 ICOM대회에서는 ASEMUS의
공식적인 출범이 선포되었고 사업에 필요한 기초경비는 아시아-유럽재단이 후원하기로 되었다. 그 이후
ASEMUS 총회는 싱가폴 아시아 문명박물관, 네덜란드 국립민족학 박물관, 중국 상하이 박물관, 벨기에
국립박물관, 필리핀국립박물관, 프랑스 께이 브랑니 박물관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
어 아시아 유럽박물관의 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물론 총회 이외에도 매년 이사회가 1회 진
행되었고 또한 임시 학술대회도 여러 차례 개최되어 박물관계의 관심을 모았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9월 13일에는 경기도박물관이 주관하여 ASEMUS 임시총회를 열고 이를 계기로「가상명품박물관」
(VCM, Virtual Collection of Masterpieces) 사이버 전시가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장관과 아시아 유럽재
단 사무총장의 참가 하에 공식적인 개막식을 가졌다. 그리고 2008년 필리핀 마닐라 총회에서는 유럽측
을 대표하여 께이 브랑니 프랑스 국립민족박물관 (Musee du Quai Branly) 관장인 스테판 마틴 관장이
회장, 아시아 측에서는 최정필교수가 ASEMUS의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011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이사회의 결정으로 김영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설립목적
ASEMUS의 설립목적은 21세기를 대비하여 아시아와 유럽지역 박물관 사이에 연계망을 구축하여 교류
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두 지역을 연계망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시아와 유럽국가 중에서 현재
46개국이 회원이 되어 조직된“ASEM”
이라는 국제협의체가 조직되어 이미 회원국 간의 정치, 경제 그리
고 문화교류의 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와 유럽은 하나의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 선사시대 이래로 수많은 교류가 이루어
져 왔다. 선사시대의 교류는 주로 기마 유목민족으로 불리 우는 스키타인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역사시
대에 와서는 헬레니즘 문화의 전파를 필두로 두 지역의 상인들과 종교인들이 중앙아시아 비단길 (Silk
Road)과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문물의 교류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두 지역간의 교류는 루네상스와 계몽주
의 시대를 거쳐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균형을 잃고 말았다. 즉 유럽 제국주의의 아시아에 대한 문화적 약
탈 때문이다. 문화적 편견을 가지고 우월주의에 입각한 유럽인들은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식민국가로 정
복하였고, 수많은 유물을 유럽지역으로 반출해 갔다. 따라서 오늘날 유럽의 박물관들은 아시아에서 반출
해간 수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반면에, 아시아의 박물관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다면 ASEMUS를 통한 두 지역간의 교류는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 즉, ASEMUS의 연계망을 바탕으로
박물관간의 partnership을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를 바르게 인식하여 문화상대론의 개념을 심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반출해간 유물의 반환은 어렵다 할지라도 그 보상차원에서 유럽의 유물을 아시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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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기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ASEMUS의 목적은 회원국 박물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21
세기를 살아가는 박물관의 바람직한 발전에 있다.
ASEMUS의 설립목적에는 박물관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호혜주의 원칙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ASEM 회원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박물관에는 유럽 유물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박물관은 ASEMUS가 추
진하고 있는 사업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3)조직과 회원
ASEMUS는 비정부 비영리단체로서 ASEM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시아-유럽지역 박물관의 연계망을 활
성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먼저 조직을 대표하는 회장, 부회장 그리고 집
행위원회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은 아시아 측 박물관과 유럽 측 박물관이 임기 3년으로 번갈
라 선출되며 아시아 측이 회장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유럽에서 부회장을 맡아야한다. 현재는 국립중앙박
물관 김영나 관장이 회장 그리고 아일랜드의 국립 체스트 비티 도서관(Chester Betty Library)이 부회장
으로 일하고 있다.
사무국
ASEMUS 사무국은 스웨덴의 국립세계문화박물관에 자리하다 최근 싱가폴의 아시아문명박물관으로 옮
기고 Heidi Tan 학예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편주소는 다음과 같다.
Ms. Heidi Tan
Email: asemus@culture360.org
다음으로 집행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집행을 위한 업무는 아시아-유럽재단 문화부와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에서 담당한다.
회원
(1) ASEMUS의 회원은 ASEM의 회원국 박물관으로서 ICOM(국제박물관위원회)에서 정의한 박물관과
박물관의 윤리강령에 어긋나지 않은 박물관은 모두가 회원이 될 수 있다.
(2) 박물관이외에도 박물관과 관계된 단체 (학회. 연구소)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인의 경우는 소속단
체를 대표하여 ASEMUS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3)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단체는 ASEMUS 사무국에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입회원서는
집행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사한다.
(4) 회원의 가입비 또는 년 회비는 부가하지 않는다.
현재 ASEM 국가 46개국으로 부터 100여기가 넘는 박물관이 ASEMUS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세종대 박물관, 한양대 박물관, 세연 철 박물관 등, 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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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사업
ASEMUS는 2001년 바르세로나에서 개최된 제 19차 세계박물관대회 (ICOM 2001)에서 국제적 박물관
network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이후 수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말레이시아, 싱가폴, 중국 상하이, 한국 경기도 박물관, 필리핀, 그리고 2012년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
이 총회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특히, 중국 상하이와 네덜란드
라이던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ASEMUS의 장단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 2004년 6월 싱가폴대회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위한 workshop이 개최되어 호평을 받았다. 다음은 ASEMUS가 2004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8개의 사업내용이다. 사업수행 경비의 일부는 아시아-유럽재단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참가하는 박물관이 조달하였다.
(1) 사회교육을 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그리고 이와 관계된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아
시아와 유럽은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교육시길 수 없다. 따라
서 두 지역의 박물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문화상대론적인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하고 박물
관교육 학예사를 양성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아일랜드 국립박물관 (Chester Beatty Library)이 주관
하였으며, 참여 국가는 프랑스, 스웨덴, 아일렌드, 네덜란드, 영국, 이태리,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
핀, 싱가폴, 베트남, 태국, 등이다. 사업수행기간은 2006-2009년였다. 국내에서는 2009년 국립민속박
물관과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이 교육분야 학예사 교환협정이 이루어 졌다.
(2)Peranakan 문화연구
Peranakan 이라 함은 양자강 이남의 중국인들이 17세기 이후부터 말레이시아 반도로 이주해와 현지 인
들과 결혼하여 형성된 새로운 인종과 문화를 말한다. 즉, 중국의 지방문화와 말레이시아 문화가 접변현상
을 일으켜 또 하나의 문화를 탄생시킨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인류학자들은 Paranakan 문화에 관심을
가져왔으나 현재는 그 문화유산의 보존이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ASEMUS는 본 사업을 통해서 유럽지역
에 흩어져 있는 Paranakan의 문화유산을 집대성하여 연구결과를 책과 시청각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필리핀, 싱가폴, 등이며 2013년 3월부터 Paranakan 특
별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루 사원 (Borobudur)에 관한 자료정리
Borobudur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사원의 복원
과 연구에 힘을 기울려왔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초기에 진행된 연구자료와 실측도면, 사진 등이 유럽
박물관으로 흩어져서 지금까지 체계적인 자료의 정리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ASEMUS는 흩어진 자료를
집대성하여 Borobuduru 도록을 출간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참가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
이며, 사업기간은 2005-2008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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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지역 섬 (Islands west of Sumatra)에 대한 고고학과 문화인류학적 연구
수마트라 서부지역에 위치한 도서지역은 선사시대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하여 문화의 요충지였다. 따라서
유럽의 식민세력과 인류학자들은 19세기부터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현지에서
유럽으로 반출해 갔다. ASEMUS는 본 사업은 통해서 유럽에 흩어진 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출간하고, 관계유물을 순회전시할 계획이다. 본 사업에 참가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폴이며 사업수행기간은 2005-2007년이다.
(5) 유럽박물관에서 고대 필리핀문화의 이해
필리핀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의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형
편이다. 특히,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 필리핀 유물이 소장되어 있지만 필리핀 전문학예사가 없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의 소개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ASEMUS에서는 필리핀 국립박물관 주
관으로 유럽에서 필리핀 문화유산 순회 특별전, 강연회, workshop, 전문학예사 교육 등을 실시한다. 본
사업에 참가하는 박물관은 벨기에의 국립Antwerp 박물관, 독일의 Hamburg 박물관, 스웨덴
Gothenburg의 국립박물관,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프랑스 Musee du Quai Branly 박물관 등이
며, 사업 수행기간은 2003-2006이다.
(6) 문화유산을 위한 보존과학 기술의 교류
보존과학의 발달정도는 각 나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가 간의 문화와 자연환경
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창출해낸 유물과 유적의 물질적 자료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ASEMUS는
ICOM과 ICCROM (보존과학위원회)의 협력으로 보존과학에 관한 workshop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
이다. 본 사업에 참가자는 반드시 보존과학 분야에 종사해야 workshop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사
업을 위한 선험 workshop은 이미 2003년 4월 7일-25일 까지 말레시아 국립박물관과 이스람박물관에
서 개최되었고 회원국으로부터 28명의 보존과학 전문가들이 참가하였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면 주관국가는 태국, 스웨덴, 말레이시아, 싱가폴, 네덜란드이다. 또한, 회원 박물관이 서
로간의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진행되기도 한다.
(7) 아시아인들이 본 유럽인, 그리고 유럽인들이 본 아시아인들의 자화상 순회전시회
아시아와 유럽은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부터 수많은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동
서문물의 교류는 역사시대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 유명한 비단길(Silk Road)이 개척되었다.
비단길을 통한 서양의 문물은 동로마의 이스탄불에서 출발하여 중국의 장안을 거쳐서 신라의 경주와 일
본의 나라지방까지 이르게 된다. 동서문물의 교류는 루네상스를 거치면서 과학의 발달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져서 종교인과 교역상인들 까지 합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진화론에
입각한 민족주의와 민족 우월론이 대두되면서 식민지개척 정책이 시작되었다. 새롭게 등장한 식민정책론
은 그간 평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 왔던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문화교류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서 균형을
잃게 만들었다. 즉,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과 그들의 문화적 인종적 우월론이 팽배해저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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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장구한 시대를 거치는 동안 유럽인들은 그들이 보아온 아시아인들의 상을 조각 또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였던 반면에, 아시아인들도 유럽인들의 형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작품을 남긴 예가 많다.
본 사업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박물관 또는 유사기관에 소장되어있는 아시아와 유럽인들의 자화상
이 표현된 조각, 회화, 등을 수합하여 그 중에서 200점을 선택하여 2009-20011년 까지 순회전시를 개최
하였다. 본 순회전시에 참가하는 박물관은 직전에 개최된 전시지역에서 전시를 희망하는 지역까지 유물
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의 반을 부담해야한다.
현재 본 사업에 참가하는 박물관은 부루나이 국립박물관, 중국 상하이 박물관, 일본 오사까 민족학박물
관, 일본 에도 박물관, 일본 국립현대미술관, 나가사끼 박물관, 타일랜드 국립박물관, 핀리핀 국립박물관,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 싱가폴 아시아문명박물관,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 포투칼 국립박물관, 영국
대영박물관, 프랑스 께이 브랑니 박물관, 독일 문헨 박물관, 스웨덴 국립세계문화 박물관, 동아시아 박물관
등이다. 참고로 ASEMUS 사무국에서는 한국박물관의 참여를 설득해 보았으나, 모두가 관심이 없었다.
(8) 아시아-유럽 박물관 소장유물 걸작선
「가상명품박물관」
(VCM, Virtual Collection of Masterpieces)
본 사업은 ASEM 회원국 내 박물관 중 아시아 70개, 유럽 50개 총 120개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걸작
명품(Masterpieces) 약 2,300여 점의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사이버 공간에 가상박물관을 설치하여 전시
하는 것을 말한다. 걸작선 가상박물관 전시의 목적은 ASEM 회원국에 속해있는 박물관 전문인력과 학자
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그들과 역사적 연관성이 있는 문화유산들을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가상전시 사업은 아시아와 유럽 문화권의 규모가 비슷한 박물관이 각각 partnership을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ASEMUS에서 주선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박물
관과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이 대륙별 대표를 맡고 있는 VCM 이사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아시아
와 유럽의 많은 박물관, 미술관들이 그들의 소장품을 사이버공간에 전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
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부산박물관, 경기도박물관, 세종대박물관, 한양대박물관, 경희대혜정박물
관, 거제박물관, 농업박물관, 보나장신구박물관, 삼성리움미술관, 세계민속악기박물관, 세계장신구박물
관, 유금와당박물관, 철박물관 등 많은 박물관들이 가상전시에 참가하고 있다.
한 가지 지적할 사실은 2007년 9월 13일
「가상명품박물관」
(VCM, Virtual Collection of Masterpieces)
개관식이 경기도박물관에서 아시아와 유럽 박물관 관장들과 학예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세계
박물관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아울러, 2013년 5월 VCM 이사회는, 우리나라의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Naver)’
를 운영하
는 NHN(주)과 함께 협력하여 가상명품박물관(VCM) 사이트를 새롭게 개편하였다.
2011년 10월 VCM 이사회와 NHN(주)은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1년이 넘는 공동 작업
결과, 기존 VCM 웹사이트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전세계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도 함께 개발하였다. 본 협력을 통해 전면 개편된 VCM은 기존의 웹사이트
에 비해 모든 화면의 디자인과 사용자 메뉴 구성이 새롭게 개선되었고, 유물 검색, 참여 박물관들의 목록
과 지도 표시, 소셜네트워크(SNS), 멀티미디어 자료 등재 관련 기능 및 인터넷 접속 속도 등이 한층 보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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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VCM 이사회의 대륙별 대표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네덜란드 국립민족학박물관은 정책
수립, 학술, 유물정보, 콘텐츠 생성, 편집, 회원 박물관간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NHN(주)에서는 VCM 웹사이트의 서버를 구축하고, 정보공학(IT), 디자인, 마케팅 및 홍보, 법률 분
야의 사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참여하여 공동 협력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4. 전망
21세기를 맞이하여 박물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들 문제 중에서도 앞에서
지적한 정보화와 국제적 연계망의 구축은 21세기 박물관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그리고 박물관
이 타문화 산업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하겠다. 아울러 경제적 문제 또한 장차 박물관의 원활한 존속
을 위해서 우리가 타개해야 할 논제이다.
아시아와 유럽박물관의 연계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교환학예사의 파견과 유물교
류전이다. 현재 유럽의 여러 박물관에는 아시아 유물이 소장되어 있는 반면에 아시아박물관에는 유럽 유
물들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아시아와 유럽박물관 연계망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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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박물관 활동 (1967-2013)

장인경
철박물관 관장
전 ICOM ASPAC 회장 (2004-2010)

ICOM-ASPAC의 시작 (1967-1975)
국제박물관협의회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Asia-Pacific
Regional Alliance, 이하 ASPAC)는 ICOM 내의 조직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지역)의 협의체
로서 해당 지역의 국가위원회29) 구성되어있다. 현재 ICOM 내의 여러 지역 기구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
고 있다. ICOM-ASPAC은 ICOM India의 Dr. Grace M. Morley 위원장의 제의로 1967년 New Delhi
에서 Regional Agency for Asia-Pacific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1979년에는 ICOM Asia Pacific
Regional Organization으로 2007년 비엔나 총회에서 ICOM-ASPAC Regional Alliance로 명칭이 변
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ICOM ASPAC의 첫 번째 회장은 미국의 Grace Louise McCann Morley
(1900-1985)로서 세계적인 박물관학자였다.“SFMOMA(당시에는 San Francisco Museum Art)의 초
대 관장으로 1934년부터 23년간 재직하였다. 뉴욕의 Peggy Guggenheim과 절친한 관계로 현대 미술에
대한 탁월한 안목으로 이미 1940년대 Jackson Pollock을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미국 서부 미술관에 소개
시켰으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미술관을 발전시킨 당대의 박물관계 선구자이다. 미국 정부의 지원
30)
아래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여 국제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UNESCO의 박물관 부서를 창설하고, 초

기 부서장 (1947~1949)으로 활동하였고, 1960년 당시 인도 수상인 네루의 초청으로 인도국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으로 부임하여 1966년 까지 재직하였다. 인도에서는 UNESCO와 더불어 다양한 박물관과 문화
유산 보호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1967년 ICOM의 Regional Agency for Asia-Pacific 창
립을 주도하였다. 1985년 인도에서 생을 마감하였다.31)
초기에는 pilot project로 Morley 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유산 보존과 문화재 불법 반·입출에 관한
국내법 개선 등에 관한 주제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였다. Morley 위원장은 아시아 지역의 박물관을 조사
한 리포트를32) 1971년, 1974년과 1977년 세 차례 발간하였다. 1972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33)에서 최초로
ICOM 전문가들이 모여 문화재보호에 관한 회의를 주도하였으며 1975년에는 13개국이34) 모여 박물관건
축에 관한 훈련프로그램을 뉴델리에서 진행하였으며, 같은 해에 개최된 회의에서 ICOM India가 ASPAC
과 함께 ASPAC지역의 박물관 전문직훈련 수요분석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같은 해인 1975년에는 동남아
시아 지역의 박물관과 문화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35)과 다음 해인 1976년에는 자연사 박물관을 주제로 한
미팅이 역시 인도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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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ASPAC의 성장(1976-1988)
ICOM-ASPAC의 제1차 총회는 1976년 이란의 테헤란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한 국가회원들은 박물관관
련 주제와 효율적인 협업을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논의하였다. ICOM ASPAC의 성장은 ICOM이 개발
도상국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ICOM은 1977년 제12차 ICOM 모스크바
총회의 결의안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위한 박물관전
문직과 보존에 관한 훈련을 위해 숙련된 인력과 보존과학 훈련을 위한 기자재 지원을 촉진36)하기로 하였
다. 위와 같은 ICOM의 노력은 당시 구소련과 수교가 없던 한국 국립박물관의 학예연구관이던 이난영37)
관장의 회고38)에서 잘 나타난다. 이후 제2차 총회가 태국의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제3차 총회가 한국 서울
에서 개최되었다. 제3차 총회는 당시 한국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16개국 대표 참석
세계박물관협의회(ICOM) 아시아지역 제3차 회의가 18일 신라호텔에서 개막됐다.
오늘 23일까지 신라호텔, 용인호암미술관, 경주박물관에서 6박7일 동안 열리는 이 회에서는 ICOM 본부의 자문위원
장과 유네스코본부문화재담당국장을 비롯해 16개 ICOM 아시아회원국대표 30여명이 참석, 1. 박물관과 국가발전, 2.
박물관의 건축과 기존건물의 박물관개조 등을 협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회의에서는 박물관건축 관계 전문가 지오바
니 시칠로네 이태리 考古 박물관장이 참석, 박물관신축과 기존건물의 개조를 발표, 국립박물관 이전과 독립기념관
국립박물관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박물관계에 많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각국 박물관의 국제협력
을 목적으로 46년 11월에 발족된 ICOM은 1백20개국이 가입된 비정부간 국제기구이다. 우리나라는 76년에 가입했
39)

으며

77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12차세계박물관협의회 총회에 2명이 참석했다. 이란(76년) 태국(79년)에 이어 열린
40)

제3차 아시아지역회의는 86년 세계박물관협의회 서울유치도 검토 한다'.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한국에서는 국립박물관의 이전이 중요한 논제였다. 1972년 신축되어 사
용하고 있던 건물(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기존 중앙청 건물로의 이전이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ICOM-ASPAC 제3차 회의는 (국립) 박물관과 (국립) 박물관 건축이 보여 주는 역사적, 사
회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개조 등에 관한 문제점을 국제적인 토론 주제로 논의했다
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같은 해 1982년 12월 13일 자 경향신문에서는‘세계박물관협의회가 아주사무국을 서울에 설치
됐다. 이로써 방콕, 뉴델리에 이어 아시아지역 사무국을 옮겨오게 되었는데 아시아지역사무국 산하에는
소련이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공, 베트남, 북괴 등도 동 박물관협의회에 가입을 준비 중에 있어 이들
과의 비정치적 교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쓰고 있다.
이는 당시 공산국가들과의 수교가 단절된 한국이 ICOM이라는 비정부 박물관 국제기구를 통한 비정
치적 국제 교류에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ICOM의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인들
을 통한 교류는 해당 국가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인류 보편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협력은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다. ICOM ASPAC의 본부는 1982년부터 1986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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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한국의 서울에 소재하였다. 이후 ICOM-ASPAC은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아태 지역 박물관
인사록을 발간하였고, 유네스코와 ICOM이 공동으로 인도네시아(1985)41)와 한국(1986)42)에서 각각 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두 번의 공동 세미나는 특히 지역공동체를 위한 박물관의 정책과 방법론을 위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논의한 아시아 지역 최초의 세미나였다. 지역공동체
와 박물관 관련 주제는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권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
적인 주요 논제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ICOM-ASPAC의 다양한 활동(1989-2000)
1989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ICOM ASPAC 제4차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인도의 Dr. Saroj Ghose43)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1990년과 1992년에는 중견 박물관전문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이 인도에서 2차
례 진행되었다. 또한, 1992년에는 유네스코가 주관한 1970년 유네스코 문화재 불법 수출입 및 소유권 이

전 금지 및 방지 협약 관련 교육을 위한 2회의 지역 워크숍이 타일랜드와 캄보디아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1993년에는 The Directory of Museums of the Asia-Pacific Countries를 발간하였으며, ICOM의 첫
번째 One Hundred Missing Objects44)시리즈인 Looting in Angkor가 선을 보였다.
순회 전시로는 ICOM ASPAC이 주관한 아시아 지역의 'Path of Buddha' 기획전시가 1996년에 몽
골, 싱가포르, 한국, 태국 등에서 개최되었으며, 인도의 뉴델리에서는 'Contemporary Japanese Art' 전
시가 있었다. 다음 해인 1997년에는 Towards 21st Century: Museums and Community Building이
라는 주제로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총회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에 Multiculturalism and the Role of
Museums 주제의 세미나도 있었다.
ICOM-ASPAC의 도약 (2001-2012)
2001년 하노이 워크숍45)을 계기로 ICOM-ASPAC 활동은 점차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하노이 워크숍의
주제는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n Southeast Asia로 베트남 하노이에서 4월 9일에서 13일까
지 진행되었고 네덜란드 외무부의 재정 지원과 베트남문화정보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의 주요
목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강화, 폭넓은 지역 협력 체제 구축, 박물관 보안 강화 및 일반의 문화
재 보호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 정책 개발이다.
지난 수십 년간 문화유산의 불법 유통과 도굴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주요 원인은 미술 시장의
국제화, 관광산업의 발달과 세계화로 말미암은 손쉬운 자금의 유통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에는 1954년 유네스코 무력 충돌 시 문화재보호협약, 제1의정서, 제2 의정서, 1970년 유네스
코 문화재 불법 수출입 및 소유권 이전 금지 및 방지협약,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
약, 1995년 UNIDROIT 도난 도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관한 협약 및 2001년 수중문화재 보호 협약 등
이 있다. ICOM은 박물관, 유산전문가, 경찰 및 관세 담당관 등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한 워
크숍을 동아프리카 지역의 탄자니아(1993), 북서아프리카의 말리(1994), 네덜란드(1997), 아랍어권의 튀
니지(1998) 등지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2001년 하노이워크숍은 그 활동 선상에 있었다. 워크숍에는 동남
아시아 지역 각국의 박물관 및 문화관련 정부기관, 경찰, 세관원과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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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 고고학·미술지역센터 (SPAFA, Regional Center for Archaeology and Fine Arts),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및 유네스코 등 87명이 참가하였다.
워크숍과 함께 다낭 (Danang) 챰박물관 (Cham Museum)에서 진행된 Object ID46) 세션은 참가자들
에게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일깨우는 중요한 세션이었다. 문화재의 불법 유통을 예방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 중 하나는 의심이 가는 물품을 확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자세한 설명과 사
진이 없이는 경찰이 도난당한 물품을 확인할 수 없으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이는 정당한 소
유주에게 물품을 돌려줄 수 없을 뿐 아니라 물품이 도난당했다는 사실부터 증명할 수가 없게 된다.
Object ID에 근거한 문화재 기록 방법과 적용 사례에 대한 세션은 네델란드왕립열대문화연구소(Royal
Tropical Institute of the Netherlands)의 동남아시아 담당 학예실장(Mrs. Pienke Kal)의 주도로 진행
되었다.
하노이 워크숍의 주요 성과는 동남아시아 지역 문화재 보호를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최
초로 동남아 지역의 정부, 문화재 관련 기관 및 민간기관들이 함께 문화재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인
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국제법과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
고, 동남아 지역 문화재 보호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추후 지역 전문가들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업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
ICOM 2001 Barcelona 총회에서 모인 ICOM ASPAC 회의에서 유럽·아시아박물관네트워크
(ASEMUS))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ASEMUS의 활동은 이 책의 다른 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2002년 1월에는 인도의 국립철도박물관과 인도 유네스코위원회가 주관하고 ICOM-ASPAC이 후원
하는 Stakeholders' Workshop for Capacity Build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Darjeeling Himalayan Railway (DHR)47)가 인도 다르질링(Darjeeling)에서 개최되었다. DHR은 국립
철도박물관이 신청하여 1999년 12월 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다. DHR은 당시 ICOMASPAC 아마레스와 갈라(Amareswar Galla)48) 회장의 총체적이며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보전을 위한 방
법론에 근거하여 DHR 지역의 관광, 환경, 개발 및 경제에 관한 균형 있는 발전과 문화 보전에 관한 논의
가 있었다.
ICOM-ASPAC 제7차 상해대회49)는 2004년 ICOM 총회를 대비하여 박물관과 무형유산 및 세계화
(Museums, Intangible Heritage and Globalization)를 주제로 유형 및 무형 유산에의 총체적 맥락적
접근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박물관에 대한 논의를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였다. 또한,
대회주최국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과 더불어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세계화와 중국 각 지역의 박물관 개발과 자국 내의 급변하는 현황과 연계되어 준비되었다. 기조강연에서
유네스코의 노리코 아이카와 (Noriko Aikawa) 무형유산담당 디렉터는 무형유산의 문화 및 자연을 아우
르는 광범위한 정의와 무형 유산은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자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의 경제
적, 사회적, 기술적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급변하는 삶의 양식은 대부분 구전 또는 행위로 전승되는 무형
유산의 계승을 단절시키고 있어 관련된 풍부한 문화와 지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박물
관의 무형유산 보전 활동의 새로운 인식과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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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위원회와 참가국들은 대회 주제와 무형유산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등에 관한 상황보고서 등
두 편의 원고를 미리 제출하여 발표하도록 하였다. 27개국50)의 참가자가 6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Delineation and diverse perceptions of Intangible Heritage', 'Documentation of resources',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inclusion of Intangible Heritage in main stream museum
practice', 'Museums and conservation of Intangible Heritage', 'Intangible Heritage in
interpretation',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through networking of professional,
community and official bodies' 등에 관해 논의 하였다. 주요 결과로는 상해 대회가 2004년 ICOM 총
회에 우선하여 지역 국가에서‘상해헌장’
에 근거한 무형유산 보전을 위한 지침을 활용하고 총회에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의 국가위원회는 2004년 서울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담당부서와 ICOM의 긴밀하고 일관된 협조
를 설립할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상해헌장’
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상해헌장51)
제7회 국제박물관협의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 상해, 중국, 2002년 10월 20일~25일
우리, 참가자 일동은, 2002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박물관협의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서 , 표현, 가치, 전통, 언어, 구전 역사, 민속 생활 등 사람과 장소 및 공동체의 창의성, 적응성과
특수성의 중요성이 박물관과 유산 관리의 프레임워크로 인정되고 촉진되어야 함을 지지하며, 박물관이 이러
한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는데 건설적인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기를 권고한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종, 민족, 유색인종, 성, 연령, 계급, 신앙, 언어, 성적 기호와 지역정체성을 포함
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다양성을 인정한다.
* 동산 및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연 및 문화유산을 함께 어우르는 학제간, 분야교차적 접근방식을 구축한다.
* 세계화로 인한 도전과 위협에 지목하고 문화적, 기술적 및 경제적 세계화가 가져온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방식을 개발한다.
* 박물관과 유산을 총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록화 방법과 기준을 개발한다.
* 공동체의 참여를 통한 무형유산 자원의 목록화 방법을 실시연할 수 있는 파일롯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 무형유산을 보존, 제시(프리젠테이션) 및 해석함에 있어서 그 지역(현지) 특색과 일관된 진정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주요 문화자원의 보존에 관한 법, 협약, 규정을 준수하는 공공프로그램과 방문자관리 전략을 개발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자로서의 (지역)공동체의 규칙과 규약을 존중 한다.
*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 고취를 위한 교차적 문화 이해와 의미있는 교류를 장려한다.
* 인쇄물, 시청각 자료, 필름, 비디오, 디지털과 통신 기술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다.
* 유형과 무형 유산 관리의 통합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과 역량 강화를 평가하고 제시한다.
* 가능하다면 무형유산자원의 지역 보호자들을 채용하여 적절한 용어로 포괄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 모든 유산자원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자원 기반의 다각화하고 지역의 전문가, 자원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한다.
* 박물관과 타 유산기관에서 유·유산을 통합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론을 수립한다. 무형 유산 보호를 위한 국
제협약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가 집단의 조언을 강조하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노력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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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하노이 워크숍의 후속으로 진행된 2003년 워크숍은 스리랑카의 콜롬보(Colombo), 하바라나
(Habarana)와 폴로나루바(Polonnaruva)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목표는 불법 문화재 반·출입에 대한 훈
련과 동남아 지역의 문화재보호 우수사례 공유, 국제 협력, 경찰과 세관 및 박물관 협력 체제 등이었다.
동남아 지역의 17개 국가52)와 ICOM-CC(Conservation), ICMS(Security), CECA(Education),
CIDOC(Documentation) 등 ICOM 국제위원회와 파리 사무국, UNESCO, 호주국립대학의 린달 프롯
(Lyndel V. Prott) 교수 등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가하였다. 프롯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유네스코의 국제
협약 등 다양한 문화재 보호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록의 중요성과 함께 Object ID
의 예를 들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ICOM 2004 서울세계대회는 ICOM 역사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개최된 총회로서 박물관과 무형
문화유산(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 주제로 진행되었다. 2004년은 ICOM 역사에서도 진정
으로 아시아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2010년 상하이대회는 ICOM의 아시아 껴안기
전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란은 ICOM 설립 당시 참여한 국가 중 하나로 ICOM-ASPAC의 제1차 총회가 1976년 테헤란에서
개최된 바 있다. 31년 후 2009년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페르세폴리스와 근접한 시라즈에서 다시 ICOM
ASPAC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그 의의가 큰 대회이었다. 2009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 회의
의 주제는 Collaboration Methods among ASPAC Members였으며 아태 지역 박물관 발전을 위한 회
원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장으로 진행되었다. 참가 회원국은 인도, 말레이
시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 중국, 한국과 이란으로 파리
ICOM 사무국 직원과 함께 전체 참가자는 약 80여 명이었다. 회의는 ICOM Iran(회장, Mr. Seyyed
Mohammad Beheshti)과 파르스 주 정부(Fars Povince) 및 이란 문화유산공예관광청(Cultural
Heritage and Crafts and Touring Organization)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ICOM 회장인 알리산드라 커민스 (A. Cummins)는 대독된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이란이 1946년
ICOM 창립 멤버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최근 더욱 활발해진 ASPAC 활동과 더불어 이란 회원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당시 ICOM 부회장이였던 갈라 (A. Galla)교수는 Museums, Networking and
Culture in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원고53)에서 21세기 세계화 속의 아태 지역의 박물관은 포스트 식
민주의 개념 하에 다양하고 풍부한 유산의 보존과 지속을 위해 개별 문화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대주제와 함께 효율적인 협력을 위한 내부 규정을 정하기 위한 두
개의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ICOM 사무국54)은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방지를 위한 ICOM활동에 대
해 언급하고 ICOM의 Red List 와 One hundred Missing Object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아
태 지역의 문화다양성과 각 문화의 특성을 고려한 박물관학적 접근과 지속적인 트레이닝에 대한 필요성
을 깊이 인식하고 전문가와 전문직의 교류 및 다자간 박물관 전시프로그램 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2007년 시라즈 회의의 주요한 성과는 아태 지역 내에서의 박물관 간 협업과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적인
해결책을 위한 자신감을 표상하고, 아태 지역의 박물관 발전과 전문직 훈련을 위한 영구적인 트레이닝 센
터 설립의 초석을 마련하는 기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라즈 회의의 결과는 시라즈 선언으로 요약되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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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즈 선언55)
2007년 3월 1일 시라즈, 이란에서 개최된 ICOM-ASPAC 회의 참가자들은 아태 지역 박물관의 지속적인 번
영을 위해 박물관 간의 개선된 네트워킹과 협업을 위한 박물관 전문인들의 필요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전체
회원에게 권고한다.
1. 지역의 훈련프로그램을 주도하기 위해 협업하며 지속적인 박물관전문직 훈련을 위한 영구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 아태 지역 사회의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보다 나은 프로그램과 전시 개발을 위해 협업한다.
3. 전문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특히 전문가들의 교환을 위한 아태 지역 전문가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4. 정보교환과 아태 지역 온라인 저널 발간을 위한 ASPAC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박물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기 위하여
- 여러나라에서 훈련받기 위한 박물관 전문직을 교환한다.
- 여러 국가와 여러 박물관이 참여하는 전시 개발과 박물관학 연구를 교환한다.
- 세계박물관의 날을 기념하여 유형과 무형의 과학, 자연 및 문화유산을 후원하는 연례행사를 아태
지역의 각 나라를 순회하여 개최한다.
6. 각국의 박물관을 개선하기 위한 우수 사례의 기준을 수립하고 수단과 방법을 찾는다.
7.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위하여 각 나라에 지역위원회를 설립한다.
뿐만 아니라
8. ASPAC은 각 정부나 기타 기관이 가능한 한 공공의 목적으로 박물관 간 박물관 자료 이동을 위한 편의를
도모하도록 권고한다.

이후 2년 뒤 2009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일본 도쿄의 국립과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e
and Science)에서 아태 지역 총회56)가 개최되었다. 회의는 ASPAC과 더불어 ICOM-Japan57), 국립과학
박물관과 일본박물관협회의가 주관하였으며, 문부과학성, 문화청 등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후원으로 가
능하였다. 대회의 주제는 아태 지역 유산과 박물관의 핵심 가치에 대한 재고 (Rethinking of Museums'
Core Value and Regional Heritage)로 아태 지역 박물관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Network
Building for Museum Information in Asia-Pacific), 아태 지역에서의 ICOM 윤리강령을 통한 인적
자원개발(Human Resources Development for "Code of Ethics" in Asia-Pacific) 등의 세 가지 소주
제를 위한 세션과 ICOM 박물관 윤리강령 워크숍, 포스터 세션 등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ICOM의 알
리산드라 커민스 회장, 줄리앙 앙프랑 사무총장, 버니스 머피 윤리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티앙 망하르트
유네스코 박물관·문화재부 부장 등 22개국58)의 150여명이다.
기조 강연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겐니치로 히다카 (Kenicchiro Hidaka,
Professor and Director of Doctorial Program in World Cultural Heritage Studies, Grad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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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of Comprehensive Human Sciences, The University of Tsukuba, Japan))교수의‘아시
아·태평양 지역 유산과 박물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박물관 네트워크 구성 (Regional heritage and
museums: creating a museum network in the Asia-pacific)'이라는 주제로 유네스코의 뛰어난 보편
적인 가치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개념에 준하는 아태 지역의 뛰어난 보편적 유산을 등록, 지역
유산관리에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아시아박물관학협회(Asian Society of Museology)의 설립, 실행가능
한 아태지역 박물관네트워크(Museum Network in Asia-Pacific, MNAP) 가동 등을 역설하였다.
또한 호주 빅토리아박물관의 마틴 고몬 선임큐레이터(Martin Gomon, Senior Curator, Museum
Victoria, Australia)는 '세계를 향한 박물관 개봉 - 거대한 정보의 강(Opening museums to the world
- great rivers of information)' 이라는 주제로 자연사 박물관의 관점에서 다양한 자료의 입력 기준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제공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 적절한 소프트웨어 부재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정보의
대중화를 위한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방대한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정보의 전파와 확산에 관한 노력을 강
조하였다.
세 번째 기조 강연으로 ICOM 윤리위원회의 버니스 머피 (Bernice Murphy, ICOM Ethics
Committee) 위원장의 ' 박물관 윤리와 세계의 역동적인 접점 (Museum Ethics in their dynamic
interface with the world)'라는 주제로 일반의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관심의 증가에 의한 공공문화기
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운영의 투명성 요구와 박물관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현안
에 대한 박물관 운영 주체와 전문직의 윤리적 판단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물관의 윤리는 박물관 개념과
지위의 토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박물관 윤리는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기본적인
전문직의 행위를 명료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나머지 세션에 관하여는 당시 대회에 참가하였던 한국국제교류재단 윤금진 부장 (당시 한국국제교류
재단 문화센터 소장)의 참가기 소개로 대신하기로 한다.
“ .......과학박물관에서 개최되어서 그런지 1,2 세션 중 자연, 해양유산에 대한 발표가 비교적 많았다.
아태지역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 일본 오키나와근처의 작은 섬 전체를 박물관으로 개발한
사례연구는 에코 뮤지엄 개념의 도입, 관광과의 접목, 섬주민들의 참여유도 면에서 흥미로운 발표였다.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박물관 정보를 위한 네트웍 구축’
을 주제로 한 제 2세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
던 것은 일본 록폰기의 3개 미술관이 도시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발표였다. 아주 새롭거나 완벽하다
고 할 수는 없으나 대학원 석사 논문을 국제회의에서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린 이 어린 여학생의 당
당함을 보며 잠시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 모습을 생각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일본 박물관에 적용되는 법규, 규정 및 윤리’
에 대한 일본측 발표와, 관람객 뿐
만 아니라 박물관 전문직에 있어서의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베트남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마지
막 발표로 ICOM 윤리 강령의 한국어 번역과정에 대한 국립민속박물관 양종승학예관의 사례발표가 있었
는데 번역시 북한측과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번 회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젊은 박물관 종사자와 박물관학 전공자들의 발표 기회를 주었다는 점
이다. 비록 완성도나 세련미는 없었으나 진솔함과 참신한 생각들이 녹아 있었다. 아직 여러모로 뒤쳐져
있는 아시아 박물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매우 훌륭한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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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선언
전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산은 그 다양한 문화와 함께 지역 사람들 생활양식의 근간이며 동시에 정체성을 키운
다는 점을 단언하며; 박물관은 이러한 풍부한 문화를 전달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
급속한 변화가 현지문화와 자연환경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박물관은 지역 유산과 다양
한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전달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ICOM-ASPAC은 각국의 박물관계와 정부당국과 연관된 관련 기관을 통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박물관
간의 국제협업과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지지한다.
2. ICOM-ASPAC은 각국의 박물관 협회와 박물관 관련 학술단체와 협력할 것이며, 각국의 정부 당국이 촉진
하는 박물관을 증진하기 설계된 정책과 문화 및 과학관련 정책에도 협조할 것이다.
3. 각국의 박물관은 특정한 역사와 전통에 관련된 문화적, 과학적 그리고 사회적 정보 자원은 세계의 공동 자산
이라는 의식을 증진할 것이다; ICOM-ASPAC은 박물관 정보 디지털화의 개선과 디지털 네트워크와 박물관
자원의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현재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디지털 포털에는 라이프백
과사전(Encyclopedia of Life), 세계생물다양성정보(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와
아시아·유럽박물관네트워크의 가상명품콜렉션(Virtual Collection of asterpieces of Asia-Europe
Museum Network) 등이 있다.
4. ICOM-ASPAC은 ICOM 박물관윤리강령이 각국의 박물관 직원 훈련과 박물관계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촉진할 것이며,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과 체계를 강화하기위해 협조할 것이다.
5. ICOM-ASPAC은 계속해서 이 지역의 박물관핵심가치 재고 및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2009년 ICOM-ASPAC 도쿄대회의 결과가 ICOM 2010 중국상해대회의 성공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2009년 12월 9일
ICOM-ASPAC 2009 도쿄대회 참가자 일동

2010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ICOM 2010 Shanghai 총회에서 ICOM ASPAC은 중국의 장바이
(Zhang Bai)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장바이 회장은 중국 후베이 성(湖北省, Hubei) 우한(武漢,
Wuhan)에서 2012년 ICOM ASPAC 총회60)를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오늘의 박물관: 학제간 접근
'(Today's Museum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후베이 성, 중국 문화
유산국, 중국박물관협회와 후베이 성 박물관이 주관한 이 대회는 ICOM 회장인 한스-마틴 힌츠(HansMartin Hinz)와 AFRICOM의 네스 메이요 아데디안(Nath Mayo Adedian) 회장, WFFM의 다니엘 벤
네이탄(Daniel Ben-Natan) 회장 등 ASPAC 이사진과 회원, 국제위원회 임원 등이 참석하였고, 중국 인
사로는 중국문화부 부장(Li Xiaojie), 후베이 성 고위 관료 (Wang Guosheng), ICOM-ASPAC Zhang
Bai 위원장, ICOM-China Song Xinchao 위원장과 중국 전역의 성급박물관 관장과 관계자들이 모인 성
대한 대회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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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에는 ICOM-ASPAC 이사회가 진행되었고 24일부터 25일까지 소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에 이어
26일에는 plenary session과 총회에 이어 27일에는 후베이 성 박물관, Jingzhou(荊州)와 공사가 진행
중인 the Xiongijazhong Site Museum 등 문화 유적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한 회의의 주요 성과
는 중국이 현재 박물관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위한 새로운 해석, 학제간 협력을 통한 다
양한 학문적 접근 방법,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 접목 등 박물관과 전문직의 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진 것이다. 아시아지역 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스위스, 아프리카 등 세계각지에서 모인 전문가
들이 모여‘박물관학적 사고와 윤리’
,‘박물관경영과 커뮤니케이션’및‘지역 협력 증진’등 소주제를 가
지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총회에서는 ICOM-ASPA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중국문화유산국의
부국장을 맡고 있는 ICOM-China의 Song Xinchao위원장이 선출되었다.
ICOM-ASPAC의 과제(2013 - Way forward)
1967년 시작된 ICOM ASPAC은 초기에는 낙후된 박물관 건축 및 시설 개선, 박물관 전문직의 훈련 및 불
법 문화재 유통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중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ICOM ASPAC의 노
력은 근대적 의미의 박물관 시작이 상대적으로 늦은 아태지역 국가들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박물관 전문직 훈련을 통한 국제적 표준에 부응하는 박물관 개발을 장려하였으며, 유네스코 협약 등 문
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박물관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내법 개선과 관련 정책 수립
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태지역에서 최초로 거행된 1998년 멜버른 호주 총회 이후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린 2004년 ICOM
서울 세계대회는 ICOM의 역사에서 중요한 기점이다. 박물관과 무형유산이라는 주제는 2002년 ICOMASPAC 상해총회에서부터 논의되어 박물관 활동의 물질 중심의 인식과 해석을 문화·자연 유산에 대한
총체적인 해석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ICOM ASPAC은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세계화의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는 아태지역의 문화·자연유산
의 다양성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박물관 활동을 위한 다각도의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
중·일의 박물관계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적 박물관학 개발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업과 아태
지역 박물관 상황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진적인 서구의 박물관 활동과 전문가들에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문화와 자연에 대한 아태지역의 다양한 전통적인 가치와 이해에 기초한 지속가능
한 박물관 모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ICOM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의 개관 소식
은 ICOM ASPAC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고 할 수 있다. 근래에는 문화다양성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문
화 보전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에 ICOM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for Museum Studies의 개관 소식은
ASPAC의 새로운 미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미래 박물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구적인 시설과 표준
화 된 훈련 프로그램은 지역의 박물관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ASPAC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 국한된 현안 뿐 아니라 아랍,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세계 다른 지역의 박물관과의 협력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시도를 할 때가 되었다.
인터넷 시대의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변동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문화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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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문화의 혼성성 (hybridity) 시대이다. 문화 정체성에 의지하는 박물관 활동은 더
이상 사회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ICOM Rio 2013 대회의 주제{Museum (Memory + Creativity) =
Social Change}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미래 지향적인 박물관 발전에 창의성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핵
심 가치이다. 아태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연 유산을 창의적으로 보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박물관 전문가 양성이 ICOM ASPAC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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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 및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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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최 및 후원
5. 대회조직위원회
6. 참가 국제위원회
7. 기조연설
8. 공동주제회의
9. 공연 및 문화탐방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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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개요
1) 개요
○ 대회 명칭
• 20th General Conference & 21st General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 국문 :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 영문 : ICOM 2004 SEOUL
○ 대회 주제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Museums and Intangible Heritage)」
○ 대회 상징 : 솟대
○ 대회 기간 : 2004. 10. 2(토)˜8(금)
○ 대회 장소 : 서울 코엑스(삼성동)
○ 등록 및 참가자 규모 : 총 2,200명
• 참가 : 107개국 국외 1,500명, 국내 700명
• 등록 : 100개국 1,462명
- 실제 등록자수는 100개국 1,462명이었음. 이를 나라별로 보면 러시아에서 100여명의 등록
참가자와 미국 75명, 일본 68명, 독일 57명, 대만·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영국·중국·
캐나다 등에서 30여 명이 등록
- 아시아 지역(47개국)에서 북한, 라오스, 미얀마, 중동지역 일부 국가를 제외한 25개가 넘는
국가의 높은 참여율
- 국내 박물관 관계자 535명
- 해외 주요 문화계인사 참여
.챠크리 태국 공주
.오르타 동티모르 외무장관(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세계 각국의 박물관 주요인사 대거 참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박물관 관계자(각 2명씩) 초청
- 아시아 무형문화 공연단 참가
.대만의 원주민 아미족 음악공연단
.일본 하찌오지 구루마닝교 국가지정무형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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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회 주요 일정
○ 10. 2 : 전야제 및 만찬(이명박 서울특별시 시장 주최 / 코엑스 3층 컨벤션 홀)
* 공연 : 강령탈춤, 궁중복식발표회
○ 10. 3
• 개막식
• 기조강연 및 포럼 회의(코엑스 3층 컨벤션 홀)
• 공연: 시나위와 살풀이, 학•연화대•처용무 합설, 판소리, 진도북춤
• 오찬 (권인혁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주최)
○ 10. 3 ~ 8: 전시(코엑스 3층 장보고홀)
○ 10. 4 ~ 6
• 기조강연, 공동주제회의, 각 국제위원회 및 지역기구 회의
• 공연
- 일본 하찌오지구루마닝교(八王子車人形, 일본국가지정 무형문화재)
- 대만 아미족(Amis Kakeng Musical Group) 전통음악
- 강릉관노가면극
- 택견
- 디지털과 타악기 공연: 그룹 공명(타악기)
○ 10. 4: 만찬 (한미사진미술관 주최)
○ 10. 5: 특별전 개막식 및 만찬 (국립민속박물관“나무와 종이”
전)
○ 10. 7: 문화관광(서울, DMZ, 경기도 일원, 경주 및 공주 )
○ 10. 8: 폐막식(코엑스 오디토리움) 및 환송연 (경기도박물관 주최)
○ 10. 9 ~ 11: 대회 후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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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및 추진 일정
○ 1999. 4. 30: ICOM 본부 총사무국에 유치 의향서 제출
9. 12~17: ICOM 본부 총사무국 및 집행위원회 대표 한국방문 답사
○ 2000. 6. 7: 제60차 자문위원회 회의(파리), 서울 개최 결정
10. 20: ICOM 2001 대회 개최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시 Joan Clos 시장이
고건 서울 시장에게 초청 서한 발송
○ 2001. 7. 1~7. 6: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대회기 인수
(시장을 대신하여 탁병오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인수)
바르셀로나 대회 참석 및 2004 서울 대회 개최 홍보
(브로슈어 2,000부 배포)
7.26 대회 행사 담당 전문업체 선정 (주) 컨베스 코리아 (대표 김지명)
○ 2002.
1월 : 회의장소를 COEX로 결정
3월 : 2004 세계박물관대회 공식로고 및 엠블럼 결정
5월 : 홍보 브로슈어 10,000부 제작 배포
5월 : 미국박물관협회(AAM) 총회 참관 및 2004 대회 홍보
7월~12월: ICOM 29개 국제위원회별 국내 연락위원 선정
○ 2003.
3월 : 유네스코 사무총장 초청 문안 작성
3월 : 대회 준비 전담요원 (김종석) 채용
3. 18 ~ 24: 본부 Brinkman 사무총장 대회 준비점검을 위해 방한
4. 11 : 2004 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 발족 및 조직위원장(3인 공동) 선임
- 김병모 ICOM 한국위원장 /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 사무총장 선임 (배기동 한양대학교 박물관장/대학박물관협회장)
5월: 기념우표 발행 요청
5. 18~22: 미국박물관협회(AAM) 총회 참관 및 2004세계박물관대회 홍보
5. 30~6. 7: ICOM 자문위원회 회의 참가
8. 16: 홍보용 브로슈어(영·불 1만부) 제작
8. 16: 2004 세계박물관대회 홈페이지 운영 (언어별 확대운영)
9. 1: 문화관광부 정부지원단 운영 (강철근 단장)
9. 17: 대회명칭 확정“2004
(
서울세계박물관대회”
)
10. 15: 조직위원회 상임위원회 구성 운영
10. 21: 기자설명회 개최
10. 26~31: 쟈크 페로 ICOM 회장 방한/ 대회 협약서 조인식(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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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7: 김병모 위원장 국제회의(ICCROM) 참석, 서울대회 홍보
○ 2004
1. 14: 국제분과위원회 연락위원회의
1. 15: 북한 박물관 인사 초청을 위한 접촉 승인(통일부)
2. 11: 대회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2. 17: 대회 고문변호사 위촉 (나세근 변호사)
2. 25: 러시아 ICOM 위원장 방문
2. 28: 세계문화박물관위원회(ICME) 위원장 방문
3월: 대회 주요 초청인사 및 기조연설자 선정 문화탐방 프로그램 결정
3. 9: On-line Registration form 게재
4. 19: 대회 최종브로슈어(국, 영문) 제작 완료
4. 23: 대회 자문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이수성 전 총리 등 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인사)
4. 30: 대회 최종 브로슈어(불, 중, 일문) 제작 완료 150여 개국 19,000여회원 대상 최종 브로슈어 발송
5. 5~11: 제98차 미국 박물관협회 연차대회 참석
(최정필 부위원장/ 장인경 국제위원회 위원장 참여 및 홍보부스 설치 운영)
5. 16~19: 싱가폴 아세무스 총회 참석
(최정필 부위원장/ 배기동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장인경 국제위원회 위원장)
5. 27 : 대통령 영부인 예방(대회 명예대회장 수락)
6. 16 : 민화협 연계 북한 박물관계 인사 초청 추진
6. 17~21 : 본부 Brinkman 사무총장 대회 최종점검 방한
6. 21~25 : 일본 전국 박물관장 대회 참석
(김종규 위원장/ 이건무 위원장/ 장인경 국제위원장/ 최석영 학예사)
6. 28~29 : 대회 자원봉사자 선발 및 면접
○ 2004년 10월 본 행사
10. 2 - 10. 8
○ 2004년 12월: 최종보고서 ICOM 본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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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결의문
결의문 No.1
문화 다양성 보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명백한 중요성 및 그 역할을 고려하여 2004년 10월 8일 서울에서
열린 21차 ICOM 총회에서는,
1.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유네스코의 협정을 지지한다.
2. 모든 정부가 이 협정을 비준(批准)하도록 강력히 추진한다.
3. 모든 나라들, 특히 구전(口傳) 전통이 깊은 개발도상국들에게 무형문화유산 진흥기금 조성(Intangible
Heritage Promotion Fund) 수립을 장려한다.
4. 무형문화유산의 진흥과 수집, 보존과 관련한 모든 박물관들에게 특히 전자(電子) 기록 같이 손상되기 쉬운 모든
기록의 보존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요청한다.
5. 국립과 지방의 기관들에게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적당한 지방법과 조약들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이행
하도록 격려한다.
6. 지역기구, 국가 위원회와 기타 ICOM 기구는 법적 장치의 개발과 이행,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 책임자의 훈련
교육을 위해 지역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7. 박물관은 무형문화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상업화 등 무형문화재의 오용(誤用)에 대항하도록 권유한다
지역기구, 국가 위원회와 기타 ICOM 기구는 법적 장치의 개발과 이행, 그리고 효과적인 이행 책임자의 훈련교
육을 위해 지역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루어지도록 촉구한다.
8. 박물관 전문가들을 위한 모든 교육 프로그램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격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도록 권고한다.
9. 집행위원회(Executive Council)는 최대한 빨리 국제전문인력훈련위원회(ICTOP)와 협력하여 박물관 관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ICOM의 가이드라인(ICOM Guidelines on Training Programmes for Museum
Professionals, 1971, 최신판 1999)의 필요한 조정사항을 소개하도록 권고한다.
10.이 결의문(Resolution)은 앞으로“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 of ICOM on the
intangible Heritage)
“으로 알려지게 됨에 결정한다.

결의문 No.2
“정기총회와 본회의의 경우 ICOM의 공식언어뿐만 아니라 개최국가의 언어 사용이 바람직하다”
고 명기
하고, ICOM의 이전 결의문들(1986, 1989, 2001)과 2004년 2월 9일자의 언어사용에 관한 실무진
(Working Group on the Use of Language)의 권고 E 2(5)를 고려한다.
2004년 10월 8일 서울에서 열린 ICOM 정기총회에서는:
2001년 바르셀로나 대회의 스페인어(카스틸리안)를 ICOM의 제3의 언어로 채택한 것을 강조하고,
2004년 2월 9일 ICOM 언어사용에 관한 보고서에 포함한 권고 E2(5)를 채택한다.

175 _ 부록

결의문 No.3
2004년 10월 8일 서울에서 열린 ICOM 정기총회에서는,
1. ICOM이 ICOM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인 지역으로 아랍권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
2. ICOM이 아랍권을 박물관 관계자를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도록 실행한다.
3. 국제위원회에게 그들의 역할의 인식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아랍권 박물관들과의 연대를 통해 실행
하도록 요청한다.

결의문 No.4
무력분쟁 중과 그 후의 문화유산 보호
1995 7월 7일 노르웨이 스타방거(Stavanger)에서 열렸던 18차 ICOM 정기총회의 선언문 2에서 무력분
쟁 중과 그 연속적 무력행위(Protocols)에서 문화유산 파괴를 강력히 비난했던 사실에서 유형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 아이덴티티 형성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들이 이 유산을
접한다는 점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는 점과 이 유산이 쉽게 없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는 까
닭에 2004년 10월 8일 서울에서 열린 21차 ICOM 정기총회에서는,
1. 모든 정부는 무력분쟁 중 문화재 보호에 대한 1954년 헤이그 협약 (the Hague Convention)을 비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2. ICOM, 정부와 국제기구들에게 무력분쟁을 겪었던 나라들에게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분쟁 후 그들의
문화유산의 기록과 정리를 도와주도록 요구한다.
3. 바그다드 침략 후 이라크 국립바그다드박물관이 입은 약탈과 야만적 행위를 책망한다.
4. 국제적 박물관 공동체에게 국립바그다드박물관에 대해 보호책 개발과 재건, 잃어버린 컬렉션의 보상과 현재의
컬렉션의 보존과 기록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하기를 촉구한다.

결의문 No.5
박물관 자치권
2001년 7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차 ICOM 정기총회에서 박물관 자치권에 대한 결의문 채
택을 인지하며 2004년 10월 8일에 서울에서 열린 21차 ICOM 정기총회에서는 박물관들의 재정적 운영
적 자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선언문의 조항들을 재차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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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및 후원
○ 주최 :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 조직위원회
• 후원
• 정부기관 :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 주 후원사 : 삼성전자
• 후원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한국토지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삼성문화재단, 시공테크, 한빛문화재단, 게티(Getty) 재단, ICOM 재단,
성보문화재단, 명원문화재단, 청운문화재단, 옥랑문화재단, 한미(가현)문화재단
○ 협력기관 : 세광법률사무소, SAM 프라퍼티 공인회계사무소, 한국박물관회, 한국민속박물관회, 문화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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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조직위원회
상임위원회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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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정부지원단

학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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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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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 집행위원회 (2004년 당시)
- Jacques Perot, President, Directeur, Musees et domaine nationaux de Compiegne,
Chateau de Compiegne
- Yani Herreman, Vice-President, Mexico
- Bernice Murphy, Vic-President, Australia
- Camila Gonzalez, Treasurer, Museu Frederic Mares, Spain
- Gary Edson, Executive Director, Museum/Museum Science Program, Texas Tech.
University, United States
- Pascal Makambila, Conservateur en chef des musees, Congo
- Elisabet Olofsson, SAMP Director, Sweden
- Giovanni Pinna, Italy
- Martin Schaerer, Directeur Alimentarium-Muse de l'alimentation, Switzerland
- Alissandra Cummins, Director Barbados Museums and Historical Society, Barbados
ICOM 파리 사무국
- Manus Brinkman 사무총장
- Joelle Thibet 행정팀장
- Margarida Ascenso 행정팀
- Sylvie Delice 회계담당
- Eloisa Zell 멤버쉽팀장
- Modestito Chan 멤버쉽팀
- Jennifer Thevenot 프로그램운영팀장
- Cristina Menegazzi 프로그램운영팀
- Saskia Brown 편집팀
- Carla Bonomi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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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국제위원회
ICOM에는 주제별로 29개의 국제위원회(IC)가 구성

183 _ 부록

국제보존과학
위원회
국제화폐화폐
금융박물
위원회

국제전문인력훈련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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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 이어령
• 현대 기술을 이용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
• 멀티미디어 혁명과 박물관의 무형문화전시 및 보존, 계승
•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의 발굴
○ 바그리
• 세계화, 문화의 다양성과 박물관의 역할 변화
• 문화유산의 도전과 박물관의 새로운 사명
○ 김홍남
• 미래의 박물관은 무형문화의 창조적 원동력
• 박물관은 유형, 무형문화유산의 보고(寶庫)
○ 마츠죠노 마키오
•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 조명 :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인식 고무
• 미래 사회 구축의 정보와 지식의 보고로서의 박물관의 역할
○ 임돈희
• 한국의 무형문화 유산 보호는 세계적인 사례
•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전(全)세계적 관심 고조와 박물관의 역할 중시
○ 리차드 커린
• 2003년 무형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승인
•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세계적인 요청
• 박물관의 과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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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제회의
공동주제회의 Ⅰ (10.4):“박물관과 살아있는 문화유산”
○ 환영사: 김홍남(국립민속박물관장)
○ 발표
• 조경만(목포대 교수),
「물화된 전시를 넘어 인간존재 성찰의 문화현장으로」
• 임장혁(중앙대 교수),
「무형문화재보호정책의 회고와 전망」
• 실비아 싱거(S. Singer, 멕시코 국가위원회 위원장),
「박물관의 또 다른 도전
• 양종승(국립민속박물관 연구관),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책과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를 통한 미래 보호책」
• L. Pareli(노르웨이민속박물관, 큐레이터),
「사미 샤머니즘, 금지와 박해로부터 국가정체성까지」
• K. Mahina(뉴질랜드박물관, 큐레이터),
「Te Papa Tongarewa 박물관 : 무형문화유산 사례」
• 서한범(단국대학교 교수),
「전통음악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박물관 역할론
• D. W. Papuga(노르웨이박물관협회),
「무형문화유산의 맛」
• H. C. Bredekamp(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Iziko 박물관의 무형문화유산표현」
• A. M. Theresa P. Labrador(필리핀대학 교수),
「식민지유산, 기억과 전시」
• M. H. Robertson(스페인 라스팔마스대학 교수),
「무형물을 전시하기」
• P. Boylan(영국 런던씨티대학교 교수),
「박물관전문가 발전을 위한 ICOM 훈련교육과정
가이드라인과 ICOM 공식적인 역할의 살아 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의 확대」

공동주제회의 Ⅱ (10. 5):“문화유산의 보호”
○ 환영사 : 유홍준(문화재청장), P. Jirasek(체코 공화국 문화부 문화유산국장)
○ 발표
• 유홍준(문화재청장),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국가제도와 전망」
• P. Jirasek(체코 공화국 문화부 문화유산국장),
「체코공화국의 무형문화유산보호와 보호법 소개」
• N. Van Huy(베트남인류학박물관장),
「무형적 가치를 지닌 보물로서의 문화유산 보호」
• 세민스님(해인사 주지),
「팔만대장경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그 정신」
• 심우열(우연 MS 대표이사),
「영구보존을 위한 신기술이 응용되어 새롭게 탄생한 팔만대장경」
• D. George(이라크국립박물관장),
「이라크 전시상황 중의 문화유산파괴와 보호에 대한 현황」
• D. Castro(콜롬비아 문화부),
「전쟁시와 평시에서의 콜롬비아 문화유산」
• P. Boylan(영국 런던씨티대학교 교수),
「전시 무력충돌 상황 하의 문화유산보호에 대한
제2차 헤이그 국제협약」
• O. K. Massoudi(아프가니스탄국립박물관장),
「아프가니스탄 전시 상황 중의 문화유산파괴와
보호에 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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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제회의 Ⅲ (10. 6) :“디지털 유산”
○ 발표 :
• C. Karp(스웨덴국립자연사박물관 IT 국장),
「무형문화 이름짓기」
• 오노 신지로(일본),
「무형유산의 관리에 대한 최근 일본의 주도」
• K. Hamma(영국 폴 게티재단 디지털 정책개발국장),「What, me? intangible?」
• 박순철, 함한희(전북대학교),
「디지털 시대의 영상- 음향기록의 보관과 분석」
• S. Hazan(이스라엘박물관 인터넷사업부부장),
「미술관은 어디에?」
• 민경배(한국국가기록보관소 소장),
「한국의 디지털 유산 복원과 그 탄생」
•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미래의 박물관과 젊은 관람객들을 위한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과
타당성」
• F. Proschan(미국스미소니언 민속학연구소),
「스미소니언의 글로벌 사운드」
• J. Hudson(호주시드니 올림픽 공원 조성위원회),
「파크랜드 생태박물관: 디지털 유산의 관리와
젊은이들을 위한 디지털의 응용 사례연구」
• M. Voi(사모아, 유네스코 사무소),
「태평양지역의 문화적 다양성과 발전에 대한 관망과
무형문화유산과 디지털유산의 중요성」
• M. Van Praet(ICOM 프랑스위원장),
「과학기술로의 진입 : 가상박물관 혹은 가상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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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및 문화탐방 행사
○ 공연: 전체 16회 공연행사(300여명 출연), 관람객 5,000명

○ 문화탐방
○ 일자 : 10. 7 / 10. 9˜10. 10
○ 장소 : 국내 유적지, 사적지 및 박물관, 미술관, DMZ 등
○ 참가인원
10. 7(excursion tour) : 총 719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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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9~10(post-conference tour) : 총 72명 참가

10. 3~6(accompanied persons tour) : 총 139명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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