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회복의 키워드 : Linked · Involved · Connected · Banded · Bonded

Keywords
for Recovery
Linked
Involved
Connected
Banded
Bonded

ISBN 979-11-87247-61-6

03600
비매품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Keywords for Recovery
회복의 키워드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Keywords for Recovery
회복의 키워드

행사 개요
행사명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회복의 키워드>

일시

2021. 10. 14.(목) 14:00~17:00

장소

대구미술관 교육실

내용

뮤지엄의 역할, 특히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키워드 및 담론을 생산하고 발제자들과
토론하는 학술프로그램

대상

대구미술관 직원, 전문인, 교육자, 일반인

참가신청 온라인 사전 신청
행사 일정

진행: 박예원(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13:30~14:00

참가자 등록 및 확인

14:00~14:10

[개회사] <회복의 키워드>학술행사를 개최하며

최은주(대구미술관장)

[1부] 발표(14:10~15:10)

모더레이터: 권미옥(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14:10~14:30

미술관에서의 수집, 전시, 교육:
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

이병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14:30~14:50

미술관에의 접근성 확장을 위한 유연성 기르기

김미남(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14:50~15:10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최아름(DOT 소셜 임팩트 디렉터)

15:10~15:25

휴식

[2부] 발표(15:25~16:05)
15:25~15:45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조주현(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15:45~16:05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전을 통해 바라본
MZ세대를 위한 전시와 교육

김가현(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16:05~16:20

휴식 및 현장질문 수합

[3부] 종합토론 및 질의 응답(16:20~17:00)

모더레이터: 정은정(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16:20~17:00

모더레이터, 발표자 전원 및 참여자

질의 및 토론

7

인사말
최은주 (대구미술관장)
기획의 글

9

회복의 키워드: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박예원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회복의 키워드

15

미술관에서의 수집, 전시, 교육: 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
이병준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3

미술관에의 접근성 확장을 위한 유연성 기르기
김미남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41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최아름 (DOT 소셜 임팩트 디렉터)

45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조주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57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전을 통해 바라본 MZ세대를 위한 전시와 교육
김가현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에필로그

65

-ing: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정은정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70

발제자 소개

73

종합토론

→

이 책의 본문 오른쪽 윗부분에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변환출력용
바코드(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무료 어플리케이션 보이스아이 다운로드
> 앱 실행 후 스캔 클릭 > 스마트폰으로 본문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Greetings

대구미술관은 2021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첫 번째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두 번째 10년’을 계획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2011년 개관한 대구미술관은 도전적인 시기를
넘어, 2019년 소장품 연구·수집·아카이브·전시기획·교육·홍보 등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미술관 기본 기능의 충실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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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대구미술관은 비대면 시대 달라진 문화예술 향유 방식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의
슬로건을 ‘공감의 미술관, 하이 터치 뮤지엄(High Touch Museum)’으로 정하였고 다양한
계층이 시공간을 넘어 미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 콘텐츠를 개발해 미술 향유 격차를 줄이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구미술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자료집은 2021년 10월 14일 ‘회복의 키워드’를 주제로 개최하는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학술행사의 발제 내용을 담았으며, 초청된 발제자들과 함께 뮤지엄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고찰과 접근성 및 관객 경험 확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대구미술관은 문턱을 낮춘 배움의 장소로서, 미술관을 찾는 모든 이들이 다양한
예술실험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 ‘미술학교’가 되어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머리를 맞대어주신
발제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대구미술관장 최은주

Curatorial Essay

회복의 키워드: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해석
박예원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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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키워드: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해석

팬데믹으로 선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뮤지엄 온라인
프로그램의 수요와 제작이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국내·외 주요 뮤지엄들은 대면과 비대면의 상황을
동시에 고려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가상 전시와 뮤지엄 투어, 실시간 영상 송출, 교구 제공
등을 통해 ‘미술관이 아닌 집’에서 관람객과 소통하는 양상을 주로 보였으나 일정하지 않은 운영
매뉴얼, 디지털 정보 격차, 뮤지엄의 ‘장소적 경험’의 상실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대구미술관은 미술관 대면 활동의 필요성과 더불어 온라인 뮤지엄이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공간 경험’을 근본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였다. 이에 맞추어 2020년 5월, 안전한
환경 속에서 미술관의 문을 열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 집단 감염 발생 이후 마련된 대구시의 생활
방역 체제를 적용하여 사전 예약 및 회차별 관람 시간 및 인원 제한을 준수하였고,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대처 능력을 높여 코로나19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어 발이 묶인 시민들에게 안전한
관람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무선 송수신기를 활용한 도슨트 전시해설을 진행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였고 월 1회 수어 통역사를 연계하여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시해설 서비스를 운영하였다.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면으로도 진행하였다.
주제기획전 ≪새로운 연대≫, ≪때와 땅≫, 대구포럼Ⅰ ≪시를 위한 놀이터≫ 등의 전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구시민들에게 현대미술의 즐거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고 ‘다티스트’와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 작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팝업형
교육 프로그램 <담씨네 교육상점>, 전시 연계 감상 교육 <안녕 담씨!>, 일반인 대상 인문학
특강 <사람에게서 보다> 등을 기획하여 다양한 접근의 시각 예술 감상 활동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구미술관의 어린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악동뮤지엄 2>는 어린이들의 ‘릴레이(순차적 방문)’를
통해 비대면이 강조되는 시기에도 안전한 대면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릴레이라는 협업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의 작품은 ≪우리 안에 우리≫라는 전시로 구성되었으며 어린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간과 주체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대구미술관은 안전한 대면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뮤지엄의 프로그램과
교육영역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험’은 동일한 환경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맥락에 따라
달라지며, 관람객을 지적이고 개성과 호기심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뮤지엄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들의 홍보와 신청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 주도권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는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용이하지만, 디지털 정보격차로 인한 뮤지엄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된 연령대도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와 유산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뮤지엄 원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제2의 공간이자 교육의 공간인 ‘학교’의 형태도 변하고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 한 방향으로
지식이 전달되었던 대면 수업은 동영상 수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수업의 속도나 소통에서 더욱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학습자 개개인별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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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키워드:

회복의 키워드 - 기획의 글

관계 맺기에 대한 우리의 해석

학습자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미래의 학교는

담론적으로 복원하고 뮤지엄에서 시도하고 있는 융합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국 뮤지엄 내 실무자들이

‘미네르바 스쿨(Minerva School)’처럼 전 세계 도시 곳곳에 위치한 캠퍼스 혹은 미술관, 도서관과 같은

연결되고 협력하여 뮤지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병준 교수의 연결은 마치 쇠사슬처럼

공공시설에서 원하는 교육을 주도적으로 신청하여 듣고 생활하며, 관심과 재능, 수준에 맞게 진도를

강한 결합, 하나의 유닛이 되는 ‘Linked’의 개념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미남 교수는 여러 이유로

조절하는 등 모두가 각자 배움의 길을 만들어 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즉 한 장소에 국한되지

미술관을 편하게 즐기기 어려운 무거운 몸을 포용하기 위해, 즉 미술관이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않고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곳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1

마찬가지로 제3의 공간 인 미술관이 ‘배움’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어느새
2

포함되고 연결되는 ‘Involved’를 뜻한다. 세 번째 발제자인 최아름 디렉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교육(Education)’을 ‘참여(Engagement)’, ‘배움(Learning)’이라는 키워드가 대체하는 추세를 보면

위한 포용적인 기술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계와 미술관의 접근성 확장을 위한 유니버설

미술관에서도 ‘교육적 전환(Education Turn)’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대구미술관 또한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나의 유닛은 아니지만 ‘모두를 위한다.’는 공동의

미술관 교육 플랫폼의 이름을 ‘dam′s 아카데미(Academy)’에서 ‘미술학교(Art School)’로 변경하며

목적을 향해 함께하고 연결되는 ‘Connected’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조주현

상호적으로 관계하며 앎을 깨우치고 실험과 주체적인 배움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고자

교수는 일민미술관 전시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를 사례로 오프라인의 일반 관람객, 전문인,

모색하고 있다.

MZ세대, 온라인 관람객 등 관람객의 층위를 나눈 뉴노멀 뮤지엄의 모습을 소개한다. 이는 같은

<회복의 키워드>는 관계와 공간을 생각하며, 뮤지엄의 기본 기능 중 하나인 교육적 기능에

12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연성을 길러야 함을 이야기한다. 능동적인 움직임과 참여로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특성에 맞춰 나누어진 ‘Banded’ 개념을 떠올리게 한다. 마지막 발제자인

주목하여 기획되었다. 현재 ‘교육의 큐레토리얼(Curatorial)’, ‘에듀-큐레이션(Edu-Curation)’ 등

부산현대미술관 김가현 학예연구사는 교육 방법론 중 하나인 ‘게임’이 도입된 전시 ≪시간여행사

교육과 전시가 융합된 용어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들 역시 배움과 토론, 비평이 오가는 장으로

타임워커≫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전시공간은 SF 소설가, 건축가, 작가, 몰입형 미디어아트

큐레이팅을 확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뮤지엄의 건립과 동시에 세워졌던 개념이다.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자들의 협업으로 완성되었으며, 관람객들은 전시장을 탈출하기 위해 함께 미션을 수행한다. 내가

설립된 뮤지엄은 미적 향유라는 목적과 함께 시민과 국민들의 계몽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 상대방과 의견을 나누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 사이에는 어느새

4

지녀왔다. 그러나 미술관 노동의 전문성이 분업화, 부서화 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들은 전시의
부차적인 요소 혹은 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의

끈끈하게 연결된 유대감, 즉 ‘Bonded’ 관계가 형성된다.
각 발제자의 발언이 끝난 후, 발제자들은 사전 및 현장에서 수합된 질문에 대한 생각들을

과제로 남아있는 ‘수집·연구·전시·교육의 융합’을 통한 적극적인 의미생산자로서의 관람객 개발,

나누며 앞으로의 뮤지엄이 나아가야 할 ‘연결’의 움직임을 상상해보고자 한다. 기록된 내용은 추후

장소적 경험에 대한 갈증 해소, 문화접근성 확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각 발제자에게 ‘회복의

영상과 함께 대구미술관 홈페이지 디지털미술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현대의 뮤지엄들이

키워드’에 대한 발제를 요청했다.

때로는 친숙하고 때로는 새로운, 다양한 실험이 오가며 주체적인 배움의 장(場)이 되는 밑거름이

학술행사 발제자의 ‘회복의 키워드’를 ‘관계 맺기’, 즉 ‘연결’이라는 단어로 상상하고 다섯
개의 담론으로 펼쳐보았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병준 교수는 수집과 전시, 교육의 잊혀진 연관성을

1

유현준, 『공간의 미래』, 서울: 을유문화사, 2021, pp.91-111.

2

제3의 공간이란 개념은 사회학자인 레이 올덴버그(Ray Oldenburg)가 쓴 책 『The Great Good Place』(1980)에
처음 등장했고,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Informal public gathering places outside home and workplaces where
people gather frequently, willingly, and informally(집, 회사 외 공간 중에서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공간)” 또한 책에서는 제3의 공간이 가진 주요한 특성을 아래 6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Neutral ground,
Conversation, Appreciation of human personality and individuality, Easily Accessible, Playful mood,
Refresh(공간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중성적인 성격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 개개인을 존중하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의, 휴식/재충전이 가능한)” 요약해보면, 제3의 공간은 집, 일터를 벗어나
누구나 격 없이 모여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Play Fund, C Program,
“집, 학교, 그리고 제3의 공간”, 아르떼 365, 2019.04.29. https://arte365.kr/?p=72510 (검색일 2020. 8. 20.)
3

김성은, 「생각하기와 감각하기 사이에서」, 『배움의 무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p.18.

4

이병준, 「박물관, 미래 그리고 교육-시각적 공간에서의 학습에서 연행적 공간에서의 학습으로」, 『박물관에서의 수집,
전시, 소통과 교육: 그 잊혀진 연관성의 미래적 회복』, 2021, p.18.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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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원고는 대구미술관 <회복의 키워드> 발제를 위해 발표자가 새로이 작성한 것이나 부분적으로는 발표자의 그간의
연구결과를 인용없이 게재하고 있음을 밝힘.

미술관에서의 수집, 전시, 교육:
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

Ⅰ. 서론
- 미술관교육, 왜 언제부터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해된 것일까? 1. 시립미술관의 존재이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립미술관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발전된 여러 국가들의 도시에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아직 시립미술관이 존재하지 않은 곳에서도 시립미술관정도는
하나 있어야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고 얘기들 한다. 그러나 시립미술관이 개인이나
집단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미술관과 달리 어떠한 목적에서 그 존재이유가 있는가를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할 것인가? 사립조차 - 간송미술관의 초석을 놓은 전형필은 - 문화국가와
문화국민이라는 소명감으로 collection(수집)을 시작한 바 있는데, 시립미술관에서의 작품과
오브제 등 사물의 수집과 전시는 어떠한 목적을 지향해야 하는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볼 때
시청에서 예산지원하고 관리하는 미술관이 시립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공적 자금을
시립미술관이라는 기관·시설에 투입하는가? 왜? 아마도 그 해석은 다양할 것인데, 그 해석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시립미술관의 존립근거, 즉 정체성에 대한 상이한 해석 때문일 것이다. 하나의 기관이나
시설의 존립근거와 미래방향성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떠한 사회적 정당성 때문에
설립되었는가라는 탄생 배경이다. 이는 공공미술관에 대한 역사적 조망이 필요한 지점인데 불행하게도
한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미술전문가가 아니고 왜 교육학자가 시립미술관의 존재의미와 정체성을 묻는가라고
반문한다면 어떠한 사유를 덧붙여야 할까? 간단히 말하여 근대에서 탄생한 공공적 성격의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민계몽을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문화시설들은 많다. 대표적으로는 도서관이 해당된다.
도서관은 어떠한 점에서는 ‘문화적 기억’을 제도적으로 저장하는 ‘저장소’(A. Assmann)라는 점에서
미술관·박물관과 동일하다. 단지 그 차이는 도서관은 책과 쓰여진 자료들, 최근에는 이미지 텍스트까지
수집(도서관에서는 ‘수서(收書)’라고 부른다)하는데 비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은 사물(things)과
인공물(artefacts)인 오브제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두 기관에서 수집하는 텍스트와
사물은 교육적 목적에서 유용하기에 그 기관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활동이다. 이들
문화시설들은 문화적 기억의 확산(Verbreitung)을, 학교와 교육시설은 전달(Vermittlung)에 초점을
둔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도서관과는 달리 기획되는 전시를 통하여 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 시립미술관에서의 미술관교육의 역사성, 정체성 & 지향점

시립미술관의 탄생과 존재의미에 대한 본래적 물음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띈 시립미술관에서의
교육은 어떠한 위치를 차지했고 앞으로의 지향점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이제는
한번을 거쳐가야 할 중차대한 미술관교육의 정체성과 관련된 물음이다. 언제부터 형성된 루틴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술관은 강좌를 개설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워크샵을 하며 관람객들을 위해 전시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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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와 관련된 오디어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답사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들을 미술관교육의

공간의 기획과 설치로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이 ‘보석방’이 바로 근대적 의미의 미술관의 전신이다.

정체성으로 이해해왔다. 물론 이것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좁은 의미의 미술관교육에 대한

르네상스시기를 거치면서 사물(thing)들은 이제 대상(object)으로 전환되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이해는 근대성의 산물인 미술관의 기능적, 내적 분화의 산물인 동시에 박물관사이드에서의 이해할

생산된 대상들은 새롭게 창조된 구성체로 사회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대상들은 역사적이고

수 없는 좁은 그리고 기능적인 교육패러다임에 대한 선택에 기인한다. 미술관은 그 자체가 ‘통으로’

사회적이며 생애사적인 각인을 가지며 우리가 문화라고 부르는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는

(다르게 표현하자만 그 전체로) 교육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나 공공성을 띈 시립미술관은

계몽시대때 이루어진 수집으로 세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한 차원에서의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를

시민들의 미적, 문화적, 사회적 성장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시립미술관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성장

백과사전식 수집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물론 이 당시 경제적 시민계층들은 경제적 교환가치로서

그것이 주어진 핵심 미션이다. 물론 최근에는 문화향유와 엔터테이먼트라고 하는 여가기관으로서의

수집을 하기도 하였으나, 시민계급의 다른 한 축인 교육받은 교양적 시민 계층들은 수집이 조금 더

역할과 특성도 요구되지만 근본적으로 시민의 성장과 관련된 시설이다.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전문성을 띄어야 한다는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전문가들은 시립미술관은 문화시설이고 예술관련시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근대의 시작점에
문화적 실천과 교육적 실천은 구분되지 않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잊혀진 연관성을 알 리가
만무하다. 왜 시립미술관이 근대에 설립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공감해본다면 시립미술관의

“이러한 희귀품 다수가 오락과 전시를 위해 쓰였지만, 체계적인 연구에 몰두하면서 수집품을
견문과 비교 연구의 보고로, 하나의 백과전서로 활용하는 수집가들도 있었다.”(Blom, 2002: 35)

교육적 사명은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것이다. ‘보여주기’ (현재적 관점에서 말하자면 ‘전시’)라고
하는 혁신적인 교육방법의 적용이 계몽주의 그 당시에 이루어진 곳이 바로 박물관이고 미술관이다. 굳이

18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Leibniz)는 군주에게 무엇을 사야 하는지, 소장품을 어떻게 구성해야

코메니우스(Comenius)라고 하는 인문주의 교육학자를 언급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계몽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소위 ‘수집행위의 근대성’이다. 계몽주의시대에서의

‘사물교육’또는 ‘시각적 교육’의 장소가 설립될 필요가 있었기에 근대적 의미의 공공 박물관·미술관들이

수집행위는 백과사전식 수집행위였다. 즉 지상에서 의미 있고 중요한 모든 것을 모으는 시도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 오래된 유럽의 대학박물관들은 연구와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된 것 또한 수집,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인간이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희귀품을 한

연구, 분류, 전시, 교육이 하나의 통일체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장소에서 다 보고 수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Blom, 2002: 70)에서 비롯된 것이다. 책을 통한 인간

융합적이고 협력적으로 박물관의 기능들이 수행되었다. 지금의 분절된 미술관 퍼포먼스는 칸막이와

역사·사회·문화세계의 전유(專有)가 대학과 도서관의 과제였다고 한다면 자연의 사물과 현상세계는

배제를 통해 또는 역할차등화속에서 시립미술관의 본래적 미션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대

17·18세기 뮤지엄을 통한 계몽과 교육의 목표였다. 계몽주의시대에서는 수집이 공공성을 띄면서

속에서 생겨난 전문화에 따른 기능적 분화는 복잡성의 시대와 사회에서의 융합적 접근을 수행하기에는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었는데 이 당시의 뮤지엄들은 수집된 물품을 통해 권력의 징표를 전시를 통해

이제는 낡은 운영방식이 되고 말았다. 수집과 연구, 전시와 교육은 시립미술관에서 하나의 통일적 과정에

자아내기 보다는 교육하고 가르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박물관은 지금의 텔레비전과

놓여진 ‘수평적 협력체제’인 것이지 어느 한 영역이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같은 문화적 기억을 전달하는 매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Pomian, 1994: 124). 셋째로 이러한
백과사전식 수집행위는 그 당시의 학문적, 과학적 성과에 기초하여 ‘분류적 수집행위’로 진화한다.
기존의 백과사전식 수집행위는 새로운 분류방법이라는 과학의 결과물과 만나면서 새로운 단계로

Ⅱ. 교육적 실천행위로서의 Collection(수집)행위

접어들었는데 미술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제 뮤지엄의 수집은 이제 “옛 전통과 과학적 수집,
분류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만나는 날카로운 접점”(Blom, 2002: 85)에 서게 되었다. 백과사전적으로

1. 수집행위의 역사적 맥락

모든 대상물을 수집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관점과 주제를 채택하여 선별하는 방식이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근대적 차원의 수집행위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왔다

것은 정보와 지식의 팽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부터 수집행위는 연구행위와 (분류를 통한)

(이병준, 2011b). 첫째는 약 16세기를 전후로 유럽에서 개인의 취향과 발견을 통해 이루어진 개인적

전시행위, 그리고 교육행위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성을 맺게 된다.

수집으로 수집된 물품들은 개인서재 개념의 스튜디올로에 소장되었다, 16세기 유럽은 시작된 개인들의
수집열풍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사회사적으로 <개인의 발견>이

2. 수집행위의 유형과 분류

이루어진 시기라고 불리운다(Dülmen, 2004). 수집품의 내용이나 수집방식은 개인마다 큰 차이가

박물적 차원의 수집행위의 이념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보면 숭배적 수집, 회상적(기억적) 수집, 체계적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수집품을 보며 갖가지 훌륭한 면모에 대해 품평하는 일을 좋아했다

수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Klein, 2004: 69). 첫째 숭배적 수집행위는 경험과 지식이 목적이

(Blom, 2002: 24-25). 유럽의 영주들은 자신의 능력을‘보석방(Schatzkammer)’이라고 불리우는

아니라 대상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이 경우 특정한 대상에 대한 열정은 수집가를 지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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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따라서 가능하면 많은 수의 대상을 수집하게 된다. 둘째, 회상적(기억적) 수집행위는 개인의

교육적으로 활용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복잡성이

자서전적이고 생애사적인 연관이 된 대상을 수집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수집행위는 ‘물질화된 자서전’

증가하는 지금에, 그리고 이전 세대보다는 실물보다는 가상을 통해 주로 경험하는 현재 세대를

또는 ‘물화된 생애사’로 불리울 수 있다. 셋째, 체계적 수집이다. 체계적 수집은 발견과 보존을 목적으로

위해서 ‘실물교육’, ‘사물교육’, ‘물질성교육’은 더욱더 중요해지며 문화적 기억과 연관된 인공물의

하는 수집행위로 다시 나뉘어진다. 발견을 위한 수집행위는 <타자의 발견을 통한 자신의 발견>이라는

선택(수집)은 세대 간 소통과 학습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모토로 비교분석을 통한 자기위치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위한

수집행위는 사물을 모으고 축적하는 수집행위를 넘어서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인식의

목적으로 발견적 수집행위는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반해 보존적 수집은 보존적 가치와 필요성이라는

수집행위이다. 때문에 정보와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떠한 경험과

목적에 의해 변형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수집행위이다.

지식, 그리고 인식을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는 세대간·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것에 있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집행위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의도적인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Assmann, 2011). 개인적인 수집행위가 미적 취향과 경제적 관심을

목적을 가진 행위로서의 수집이다. 둘째는 우연적 사건으로서의 수집이다(Sommer, 2002: 32).

넘어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교육적 차원의 수집행위의 형태를 띌 때에는 이미 이것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진 수집행위는 다시 그 추구하는 목표에 의해 나뉘어질 수 있다: 첫째는 순수한

“공론장”(Habermas, 2001)을 형성한다. 예를 들어 간송 전형필이 한 수집행위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미적인 관심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적 수집행위, 둘째는 경제적인 교환가치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이충렬, 2010: 155)시키기 위한 교육적·소통적 차원의 수집행위였다. 이러한

경제적인 측면의 수집행위, 셋째는 계몽적 목적에 의해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교육적인 측면의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한 세대와 집단의 경험적 기억을 이해하기 위한 공통주관성의 의미형성과

수집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근대적 미술관에서의 수집행위는 계몽적·교육적 차원에서의 수집행위이다.

이야기구조를 산출해야하는 책무성을 띄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의 수집행위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이나 학예연구사가 가진 개인적 취향과 이해관계에 기초해서는 안 되며 인식과 경험의 전달과

3. 수집행위의 이론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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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라고 하는 교육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교육적 실천이 세대 간의 문화의 전달문제와

공공성을 띈 시립미술관에서의 수집행위는 학교교육의 차원에서 교과서에 어떠한 내용을 수록할

생성과 주체와 세계와의 의미매개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룬다고 할 때 공공성을 지향하는 수집행위는

것인가의 문제와 같은 ‘문화적 기억의 선발과정’이다. 공공미술관에서 수집해야 할 오브제는 모두

교육학적 관점을 벗어날 수 없다. 때문에 공공성을 지향하는 수집행위는 수집과 전시, 그리고

시민들의 미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을 위한 ‘사물들’이다. 이때 어떠한 오브제를 수집해야 할 것인가의

교육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이 수행해야

문제는 시민들의 미적, 사회적, 문화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목적과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하는 문화적·사회적 소통을 위해 수집행위와 전시행위, 그리고 교육행위라는 박물관시스템 내부의

공적인 수집행위가 개인적 수집행위와는 다른 지점이다. 그러나 미술관에 대한 관심이 많아 전시를

활동체계들간의 소통은 필수적이다(박지연·이수민·이병준, 2011).

자주 보러 다니고 미술관교육을 통해 미술관의 주변부를 배회했던 발표자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시립미술관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다. 어떠한 준거에 의해 공공성을
띈 미술관에서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의 복합적인 차원의 고려 속에

III. 교육적 행위로서의 전시행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미적인 측면, 역사적 측면, 교육적 측면 등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는
과정이 시립미술관에서의 수지과정이다. 시민들의 인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계, 사회, 지역을 차원을

1. 역사적 맥락

연결하며 특정관점에서의 단순히 ‘좋은 작품’을 소장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전시행위는 뮤지엄과 미술관의 탄생때부터 생겨났다. 그 이유는 수집된 사물들은 보여주고 소통하기

있는 오브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라는 측면에서는 아카이브 기능도 빼놓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전시가 왜 뮤지엄과 미술관에서 역사적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전시와

수 없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수집된 인공물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가공하는

교육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음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대 프로이센에서 생겨난

과정’이 시립미술관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문화적 기억은 잠재적인 학습자인 관람객들을 위해

뮤지엄에서는 국민대중교육을 위하여 ‘전시’라고 하는 교육방법을 새로이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적정하게 가공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내용과 주제의 전달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영역이고

전략은 하나의 확산전략으로 전시와 전시에서 제공되는 각종 자료를 통해 국민들의 계몽을 위한

노력이다. 오래된 내용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나 아는 것과 아는 것의

교육적 목적으로 전시행위가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병준·양지연, 2006).

전달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개인적 수집과는 달리 공공성에 기반한 수집은 수집부터 교육적 목적을

교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시행위미술관의 역사는 미술관 전시의 역사이며, 미술관전시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시립미술관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소장가치이다. 즉, 시립미술관에서의

역사는 미술관 교육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이병준·양지연, 2006). 역사적으로 볼 때 미술관의

소장가치의 가장 중요한 준거는 문화적 기억의 전달과 공유라고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의미있는가,

시대구분은 전시양식의 변화를 통해 이해된다. 또 이러한 전시양식의 변화는 다름 아닌교육과 계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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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위해 변화되어 갔다. 이는 전시가 교육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표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주제와는 관계없이 미술관 전시는 특정한 예술적

올바른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이 삶의 양식을 시대에 맞는 교육학적-교수법적 장치에

매개체이자 과학과는 극단에 서있는 사유방식으로의 표현이다. 따라서 전시는 단순한 물건전시가

의해 올바르게 재현하는 것은 교육학에서 고민하는 근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이다(Mollenhauer,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초한 내용적·형태적 구성력들의 예술적인 상호영향의 산물이다(Waidacher,

2005: 95).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술관에서 이루어진 전시는 ‘미술사적 조망’이 주류를

2005: 142).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시각적으로만 드러내는 재현을 통한 보여주기가 아닌 해석적 과정을

이룬다는데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거치는 ‘재현적 보여주기’라고 말할 수 있다. 미술관전시는 복합적인 상징적 보여주기이며 따라서
미술관 관람은 하나의 경험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Waidacher, 2005: 143).

2. 전시이론적 맥락

전시(exhibition)는 한 공간 내에서 “통일된 단위를 이루는 물품들과 해석 자료들을 모아서 배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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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이론적 맥락

것”(Dean, 2003: 14)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해석 없이 물품들을 그자체로 공중에게

이러한 교육자가 아닌 예술가들에 의해 표현되어지는 보여주기인 전시행위는 미학에 의해 그

공개하는 것을 일컫는 진열(display)이라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전시가 소통과 변화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되기도 하나(Waidacher, 2005: 142) 발표자의 관점에서는 미술관에서의

위해 해석작업을 수행하는 일임을 나타낸다. 박물관은 사회적 공론장의 하나의 형태로 기능하며

재현행위인 전시는 예술적 재현과 교육적 재현의 그 접점에 놓여져 있기에 두 영역에 대한 협력이

“학문적 계몽은 물론 사회적 계몽을 위한 기관”이자 “자유로운 표현의 광장”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여진다(이병준·김경미, 2018). 그런데 몰렌하우어(Mollenhauer)와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Dean, 2003: 20). 전시행위는 물체의 표현을 통하여 주제를

프랑게(Prange)와 같은 몇 몇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미술관의 전시행위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의

현재화시키는 행위이며, 감각적 지각과 인지적 소통으로 타인과 나누는 소통행위로 전시는 하나의

조망이 가능하게 되어 전시행위와 교육적 행위간의 이론적 연결고리가 생겨날 수 있게 되었다. 박물관의

창조적인 구성작업이다. 이러한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전시행위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사를 들여다보면 근대 미술관의 탄생에서 계몽군주들이 전시라는 방법을 통해 대중을 계몽하려고

아니라 학문과 예술 간의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Waidacher, 2005: 142). 작품 안에 담겨있는

했던 시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로 이미지 텍스트의 수집을 통한 문화적

정보들을 모으는 수집행위는 항상 의사소통적이지는 않은 반면(Klein, 2004: 51), 보여주기를 통한

기억의 전승과 소통을 미술관으로 통해 했다는 시도들이 있었음을 아스만(A. Assmann)과 같은

전시행위는 대중과 소통하고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지적이고 의사소통적인 행위이다.

독일의 인문학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미술관이 미술사의 해석장으로서만 인식되었던

공익적인 전시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가 명백한데, 즉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고 생각과 행위 그리고

한계(Belting, H., 2002)를 극복하고 문화의 해석 공간으로 새롭게 등장함으로써 교육학적 탐구의

태도를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문화적 기억”(J. Assmann; A. Assmann)의 사회적 전달자로서

장으로의 기회가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교육적 실천과 문화적·예술적 실천의

도서관과 더불어 수집·보존·연구·전시의 임무를 부여받은 몇 안 되는 기관이 미술관이다. 미술관이

잊혀진 연관성이 복원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이병준, 2011a: 3-4).

부여받은 네 가지 중요한 기능 중 전시행위는 수집품을 공적으로 전시하는 미술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전시’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전시행위를 교육적 행위의 확장된 형태로

속한다(Dean, 2003: 11). 수집된 물품은 전시기획자인 전문가에 의해 재구조화되어 세상에 탄생하게

파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교육학에서 전시행위를 주목하지 않거나 못한 이유는

되는 것이다. 미술관연구자들에 따르면 미술관은 “교육과 성찰 2 의 장소”이며, “전시의 동기는 학습이

‘교수(敎授)’행위를 교육적 행위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일어나는 데 필요한 물건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Dean, 2003: 13)이다. 전시는 대중에게 “수집품을

교육학자인 프랑게(K. Prange)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적 행위의 원형은 ‘보여주기’이다(Prange,

보여주고 계몽과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며 공중의 신뢰에 부응함으로써 미술관의 사명을 향상”시키려는

K.·Strobel-Eisele, G., 2006). 따라서 ‘보여주기’를 ‘전시(展示)’라는 개념으로 특화시킨

목적을 가지며 나아가 “미술관 전시는 특별히 대중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수정하고 지식의 활용을

미술관이야말로 교육적 행위를 실천하는 제도화된 기관인 셈이다. 미술관은 ‘구조화된 보여주기’인

증가시키려는 목표를 갖는다”(Dean, 2003: 14).

‘전시’를 통하여 의미해석과 소통을 이끌어낸다. 프랑게는 교육적 행위를 우선 기본적 형태(Elementare

전시이론에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는 사물과 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를

Form)와 복합적 형태(KomplexeForm)로 구분하는데, 그에 따르면 교육적 행위의 기본적 형태는

가지고 출발하는데 전시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움직인다: 첫째 주제적인 현실의 차원, 둘째전시물의

‘보여주기’로(Prange, K.·Strobel-Eisele, G., 2006), 그 중에서 표현과 묘사는 ‘재현적 보여주기(das

물질성의 차원, 셋째 관람객의 관찰의 차원이다(Klein, 2004: 52). 미술관은 자신의 언어체계로 소통을

repräsentative Zeigen)’의 형태를 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인 전시행위는 바로 프랑게가

진행한다. 전시되는 물체들은 은유의 체계들로써, 미술관에서의 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표들을

언급한 ‘재현적 보여주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재현적 보여주기’는 언어와 이미지로 가능한데 교육적
행위로서의 ‘재현적 보여주기’는 세계의 표현과 묘사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보이게 하는

2

번역에서는 반성으로 되어 있으나 성찰로 이해되어져 성찰로 고쳐표기함.

역할을 하며, ‘재현적 보여주기’ 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지향을 제공한다(Prange,

23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미술관에서의 수집, 전시, 교육:

회복의 키워드 : Linked

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

K., Strobel-Eisele, 2006: 62). ‘재현적 보여주기’활동에의 참여을 통해 언어와 유사하게 이미지와

1994: 77). 토마스 켈러는 미술관관람객을 위하여 교육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인식결과를 활용해야

기호를 학습한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인식의 구조의 틀을 갖게 된다.

한다고 주장하였으며(Noschka-Roos, 1994: 78), 이러한 논의를 촉발점으로 하여 1970년대의
미술관과 관련된 많은 학술대회와 세미나에서는 미술관에서의 교육, 전시교수, 전시실천 등이 함께

“사물들을 표현하는 기호들을 전수받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체계를
전수받은 것이다.”(Mollenhauer, 2005: 42)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박물관협회와 독일민속학회의 문화사박물관연구회 등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Bauer, Gockerell, 1976; Noschka-Roos, 1994: 78에서 재인용). 토마스
켈러의 입장을 전승하며 이 당시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전시교수학’에 대한 입장을 대표하였던

인간은 어려서부터 기호체계를 통하여 세계를 파악하고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재현적
보여주기’는 구조화된 형태의 보여줌이며 인간이 이 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활동적인

전시는 내용학과 교육학, 미학, 그리고 공학적인 고려의 상호영향 아래서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전시는

지각과 인지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Mollenhauer, 2005: 95). 지금까지 교육현장에서는 다른

하나의 절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Hilgers, 1975: 12; Noschka-Ross,1994: 79에서 재인용).

보여주기보다 ‘재현적 보여주기’에 대하여 비교적 덜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몰렌하우어(K.

따라서 전시는 잠재적인 일반관람객들이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아비투스(habitus)를 참작하여 그들을

Mollenhauer)는 “삶의 양식의 재현(Repräsentation)이 가장 중요한 도야의 문제”(Mollenhauer,

겨냥한 물체(전시물)의 명확한 내용구성을 이루어 미적 경험과 사고전환을 위한 자극이 가능하도록

2005: 34)라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재현에 관한 주제는 교육학의 연구대상으로 부각되고

구성되어야 한다(Heine, 1989; Noschka-Ross,1994: 79에서 재인용;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있다. 삶의 양식의 제시는 성인의 삶의 태도 속에 이미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제도화된

이병준, 2011a 참조).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Mollenhauer, 2005: 95). 전시행위를 ‘재현적 보여주기’의 형태로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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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거스(Hilgers)는 ‘교수학적 기반을 둔 전시(Didaktische Ausstellung)’의 의미를 강조하며 유용한

전시상황에서 교수학이론을 적용할 수 대표적 교육학자인 볼프강 클랍키(W. Klafki)에 의해

‘재현적 보여주기’가 교육적 행위의 한 형태로 이해한다면 전시행위의 과정은 교육학적 고려의

제시되는 범주적 도야이론(Kategoriale Bildungstheorie)은 전시와 교육을 이론적으로 잘 연결할

대상에 속한다. 객관적 세계의 재현을 통하여 특정한 주제를 학습자와 만나게 해주려는 행위는

수 있다. 볼프강 클랍키의 교수학이론을 전시교수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하자면 ‘전시물이라는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개념을 쓰던 어떻든 교육적 행위이다.

객관적 측면’과 ‘관람객이라는 주관적 측면’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전시교수학의 핵심이다. 객관적

미술관들은 전시를 기획할 때 미술사가(美術史家)를 예상방문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측면이라는 물질적 현실과 주관적 측면이라는 잠재적 학습자인 관람객의 정신적 현실이 ‘열려진 상태로

‘보통사람들’이라는 방문객을 상정하며 그들이 전시를 보고 무언가를 배울 것을 예상하여야 하며

만나게 되는 것’(Erschliessung)이 전시교수의 목적이다. 볼프강 클랍키의 범주적 교육이론에 기초하여

이것은 전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다(Goodrow, 1996: 40). 다시 말하자면

미술관 전시행위를 구상해보면 관람객들이 자신과 미술관에서 경험되는 세계에 대하여 통찰하게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시행위가 하나의 교수법적인

함으로써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로의 개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학습자가

기획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미술관에서의 전시행위가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이 이론에 기반한 국내 프로젝트의 결과 보고는

학교교육이나 성인교육과 같은 교육영역에서의 교수행위와 다른 점은 미술관에서는 오브제(전시물)를

이병준·박응희, 2006을 참조).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학교교육·성인교육에서는 텍스트해석학(Texthermeneutik)에 중점을

미술관에서의 전시기획은 대중과의 소통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미학적, 미술사적 관점을

두면 반면 미술관에서는 이미지해석학(Bilderhermeneutik)과 사물해석학(Dinghermenetik)에

고수하며 독자적인 전문가에 의한 해석의 공간으로서 점유되고 있다. 양방향적 소통에 근거한

그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미지해석과 사물해석에 기초한 학습방식은

전시의 이론적 모형들은 소개되고 있으나(양지연, 2007) 그 실현의 길, 즉 움베르토 에코(U. Eco)가

사실상 근대성에 기초한 주류학습방식이 아니다(Rittelmeyer, Ch.,Parmentier, M., 2007: 104).

언급한 ‘열린 예술작품’으로의 길은 요원하다. 현재 미술관의 영역에 교육학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좁은 의미의 교육적 행위인 교수행위(敎授行爲)를 기반으로 하는

미술관교육에 불과하다. 그 또한 미술관에서의 교육적 활동을 단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교수설계행위와 넓은 의미의 교육적 행위에 기반한 교수학적 설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협소하게 이해하거나(양지연, 2007: 46), 그렇지 않으면 ‘교육전시’라는 특수개념을 사용하여 교육적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해석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를 잘 정리하고 있는 학자이자 독일의 박물관

목적을 띄는 전시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미술관에서의 전시와 교육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학예사인 노쉬카-로스(Noschka-Roos)는 ‘전시교수학(Ausstellungsdidaktik)’이라는 개념을

문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미술관을 포함한 뮤지엄에서의 전시와 학습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잘 정리해주고 있다.

특정한 교수행위로 제한하여 이해하는 해석문화에 기인한다. 그러나 교육적 실천을 인간의 주체성을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전시교수학’이라는 개념은 1970년대 본격적으로 토마스 켈러(T. Keller)가 독일

제고하는 하나의 특별한 인간의 실천행위(Benner, 1987)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전시와 교육을 엄격하게

UNESCO위원회와 독일ICOM에서 조직된 세미나와 학술대회에서 사용하였다고 한다(Noschka-Roos,

구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교육전시라는 개념도 애매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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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미술관의 전시 내러티브는 미술사가들이 미술관의 큐레이터로서 수집한 명작들을

전시행위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 목적을 띄는 수집행위는 전시행위를 수반한다. 많은 경우

전시(exhibition)한 것에서 관철된 것이다. 이들의 전시에서 핵심은 ‘명작’을 확정하고 ‘진품성’을

수집은 미학적 차원과 박물적 차원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클라인(Klein)에 따르면 수집물체는

선별하는 것이었으며, 진품성을 인정받은 명작만이 미술관에 보존될 가치가 있었고 진품이

표현과 내용, 물질성의 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Klein, 2004; 31). 수집행위는 대상물에 대한

손상될 경우 미술사가들의 조언 아래 복원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술관의 스토리텔링은

의사소통적 측면에서의 질적 검토과정을 거친다.

이른바 ‘미술사’라는 관점에서 기초되었다. 미술사는 역사 그 자체에 아름다운 질서를
부여했기에 미술의 역사 이상이었다 (...) 회화 작품을 역사학의 사료로 활용하는 가장 진전된

2) 수집행위에서 있어서의 교육학적 준거

방식 중 하나는 그것을 기억의 매개로서 다루는 것이다. ‘미술사(art history)’는 미술이 역사와

수집행위는 인류의 역사발전과 더불어 하나의 문화적 행위가 되었다. 수집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결합하여 그만의 독자적인 방향과 목표지점을 보여주었고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하나의 의사소통적 행위(Klein, 2004; 52)이자 교육적 행위(Pomian, 1994)이다. 더구나 이러한

또한 미술사 연구는 미술관의 수집과 전시를 전문화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는 예술가에

문화적 행위가 공공성을 띈 경우는 세대 간의 또는 문화 간의 교육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 수집행위로

대한 정보의 수집, 미술품 목록, 양식분류, 창작연대 측정, 기법분석, 원작자의 규명 등에

나타나게 된다. 왜 공공박물관에서의 수집행위가 교육적 관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심각하게

기여하였다.”(박지연ㆍ이병준, 2009: 6)

고려하지 않은지의 문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모으고 축적하기라는 수집행위는
보여주기라는 전시행위와 연관되어 있고 이는 다시 배우고 소통하기라는 교육행위와 연관된다고 볼
때 수집과 전시행위과정을 교육학적 준거로 검토해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교육학적

Ⅳ. 미술관 행위의 재구성

관점에서 의미 있는 수집행위는 관조성, 독창성, 내용성, 개방성이라는 네 가지 범주를 충족시켜야

-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몇 가지 새로운 컨셉과 가능한 시도 -

한다 3 (Weschenfelder, K./Zacharias, W., 1981).
첫째, 관조성이다. 관조성은 수집대상물의 재료, 비율, 색상, 구성등에 관한 사항으로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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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인 관람객의 감각적 인식에 초점을 두며 일차적 관찰은 미적 학습의 질과 관련이 된다.

1) 수집행위의 철학: 인식과 경험의 선별적 수집

수집대상물의 관조적 질은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적 관심의 실현을 방해하기도 하며 박물관의 보관적

수집행위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육적 행위의 측면과 의사소통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기능과 교육적 기능의 충돌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독창성이다. 독창성은 수집대상물을 통한 그

첫째 교육적 행위로서의 수집적 실천(collection practice)은 인식과 경험의 선별적 수집을 지향한다.

시대 문화에 대한 대리적 이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에서 논의되는 문제이다. 역사적 학습에서는

인간의 수집행위는 인류의 탄생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집행위가 새로운 질적 도약을

수집대상물의 원형에 대한 보존이 질적으로 뛰어나야 한다. 셋째, 내용성이다. 내용성은 수집대상물이

이룬 패러다임적 변화는 사냥을 통해 축적하던 인간의 수집행위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식과

내용적인 정보와 의미연관구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과 연관된다. 수집대상물은

정보를 모으는 수집행위로 변화가 이루어진 시점이다(Brandt, 1994: 21-22). 이는 수집행위가 곧

정보전달자와 정보수혜자와의 관련성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개방성이다. 개방성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식을 수집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집행위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수집대상물이 잠재적 학습자인 관람객의 학습상황에 개방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즉 다양한

무작위의 수집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 인식을 수집, 정돈, 배열, 구조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람객 층들의 서로 다른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연구의 관심, 정보에 대한

즉,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찾고 공부하면서 체계가 있는 수집 계획을 세웠다는

요구, 향수, 미적 관심의 충족, 취향적 절충주의, 학생수업에 대한 지원 등 전체를 고려하여 대상물이

것”(이충렬, 2010: 117)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18, 19세기경에는 좀 더 체계화되고 가속화되기

수집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적 준거는 수집이 미술관에서 펼쳐낼 스토리텔링작업의 원천이

시작했다. 이때부터 수집행위는 좀 더 전문성과 경험적 지식을 요구하게 된다. 수집하는 사람은

되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없이 눈 먼 상태에서 수집하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수집가는 내면의 외부인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수집을 한다. 이러한 지식은 수많은 수집행위 속에서 길러진, 그리고

“수집된 물체가 이미 내재적으로 스토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미술관·박물관에서

수집가들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성장한 암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Brandt, 1994: 24). 둘째, 수집적

수집해야 할 수집물품은 가능한 한 많은 스토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이병준·박지연,

실천은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지향한다. 이는 수집대상물의 소통적 순환구조 때문이다. 어떠한 물체를

2010: 228)

수집한다는 것은 보여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집행위는
전시행위 이전의 준비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의 수집행위 뒤에는 반드시

3

이는 전시행위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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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행위의 차원

첫째, 무한히 많은 세계와 교양의 소재들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한 것으로 재현적으로 보여줄

1) 전시행위의 철학: 시민이 만나는 세계를 이미지적으로 재구성·재현하여

것인가?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기

둘째로 이 중요한 것들을 어떻게 알기 쉽게 소통가능한 형태로 재현하여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르네상스시대의 백과사전학파의 수집가로 알려진 알드로반디(U. Aldrovandi)는 수집과 수집된

셋째, 어떻게 관람객들에게 이 재현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동기여부를 할 것인가?

대상물의 정렬과 유형화를 체계적이고도 교수법적인 “방법”(Tagliaferri u.a. 1994: 267)이라는

최근에 미술관, 박물관 실천과 기획에 있어서 에듀-큐레이션(Edu-Curation) 또는

개념을 사용하여 시도하였다. 당시 알드로반디에게 있어서 방법은 세 가지 의미맥락을 가지고

전시교수법(Ausstellung-Didactics)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전시와 교육의 분리를

있었다(Tagliaferri u.a. 1994: 267). 첫째, 수집행위와 전시행위는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의 수단,

결합하는 융합적 시도인데 새로운 시도인 듯하나 오래전 원형의 복원이기도 하다.

즉 현상과 인식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 속에서 사물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한 적합한 방식을 찾고자함이다. 둘째, 수집되는 대상물의 정보와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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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적 보여주기’는 내러티브의 중층성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재현적

분류하여 교수법적으로 묘사하고 질서지움으로 해서 그리고 개념화와 이론화를 통하여 학문적 강의에

보여주기’를 기획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회의 내러티브를 교육적 관점에서 추출하는 작업을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지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반한다. 이는 박물관·미술관이 공론장이기 때문이며 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사회의 내러티브들을

교육적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 셋째, 수집행위와 전시행위는 지식의 체계화에 밀접한 관련성을

스토리텔링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사회의 내러티브는 전시의 내러티브로

가진다. 새로운 분류기법을 연구하여 자연대상물을 잘 정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학연구의 토대를

전환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이다. 이 경우 결국 사회적 내러티브의 축소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

제공하였다. 이러한 알드로반디의 노력을 통해 수집행위는 전시행위와 교육행위가 밀접한 연관성을

과정은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전문가의 스토리텔링이다. 이 단계는 선택과 축소, 재현과 재구성이

띄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후에 박물관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게 되는 토대를 낳게 되었다.

핵심이다. 이 과정은 책에 담을 내용을 어떠한 보이지 않는 논리에 따라 구성하고 편집하는 것과

그러나 알드로반디가 노력했던 수집-전시-교육의 통합성은 근대화과정을 통해, 즉 직업화와 기능적

유사한다. 이를 “문화적 편집(cultural editing)”(Hiroshi, 2015)이라고 불러도 좋을 듯하다.

분화로 인해 그 통합성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는 복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는 세 번째로 관람객(잠재적 학습자)의 내러티브와 만나게 된다. 이러한 만남을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고 해설이라고 하는 인위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도 움베르토

“미술관은 수집과 전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기억장치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미술관의주요

에코가 언급한 열린 해석의 가능성은 있기에 대중의 스토리텔링 또한 의미있는 과정이다(Eco, 2006).

기능인 수집, 전시, 교육은 문화적 기억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예술작품과 같은 시각적

이러한 내러티브의 중층성은 스토리텔링의 중층적 구조와도 맞닿아있다. 때문에 해설은 매우 어려운

매체를 활용하여 재현하고, 이를 체험하게 하여 후속세대들에게 문화적 기억의 형태로 전달,

교육적 이야기하기의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폴 리쾨르(P. Ricoeur)가 언급한 미메시스의

학습,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병준, 2007: 135).

변형과정, 이해와 해석이 되어가는 과정과도 흡사하다.
전시를 기획하는 큐레이팅 작업은 하나의 다학문적 접근이 요구되는 전문분야이다. 전시기획은

2) 전시행위를 교육적 실천으로 이해하고 실행하기

하나의 공학(technology)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론적·학문적 연구에기반한 인문학적 활동이다. 그러나

교육은 내용만큼이나 방법이 중요하며 잠재적인 학습자인 관람객의 다양한 특성들을 항상 고려해야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전시내용에 대한 역사와 비평과 같은 이론적 기반도 있어야 하지만, 의사소통과

한다. 내용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간의 갈등이 가득한 프로젝트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존의 철학이

전달에 관련된 학문, 즉 의사소통이론·기호학·교육학적 기초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재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전시(展示)는 교육적 행위의 원형인 ‘보여주기(Zeigen)’라는

(Kaiser,B. 2006: 108). 보여주기(Zeigen)이라는 전시행위는 전시기획자가 알고 있는 지식(知識)과

실천이다. ‘보여주기’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도 필요하다.

감(感)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교육적 행위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교육적

발전시키는데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이지원·이병준, 2013: 104). 미술관이 문화적 기억을

행위란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인식하는 잠재적 학습주체인 관람객과 세계의 축소판으로서 수집되어

재현하는 공적, 사회적, 예술적, 문화적 공간이라고 할 때 이는 보여주기라고 하는, 특히 ‘재현적

전시되는오브제와의 만남과 소통을 기획하여 이를 통해 만남과 소통의 주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보여주기’라는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재현적 보여주기’는 수집-전시-교육이라는 하나의 연결고리를

도야(Bildung)의 과정을 기획하는 행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전시기획이 대중과 유리됨이

통하여 완성되는데 미술관에서의‘재현적 보여주기’는 구조화된 형태의 보여줌이며 인간이 이 구조를

없이 이전보다는 좀 더 일반대중의 이해와 소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받아들이는 것은 시민들의 활동적인 지각과 인지과정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Mollenhauer, 2005: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많은 전시기획들이 전문가들 간의 코드화와 코드해석의 차원에서

95). 미술관에서의 교육학적 재현의 근본문제는 아래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이루어져 비평과 해석이 없이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거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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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

통해 재현과정에서 어떠한 문화적 기억을 함께 확인하고 공유해야 하는지, 어떠한 권력이 해석과정에

여기서 전시와 교육의 위계적 차별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전시의 마지막은 소통이고 학습이다.

개입하는지(Staniszewski, M.-A. 2007; 윤난지,2007), 어떠한 기억을 재해석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여기에 매체전문가가 결합된다고 하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세대적

큐레이팅 작업에서 교육학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이병준, 2008: 63).

특성에 의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시립미술관이 특정 매체를
선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지속불가능하다. 미술관에서의 교육적 실천으로서의 전시행위는
융합적 접근일 때만 성공가능하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내용전문가, 교육전문가,

Ⅴ. 제언

전시매체전문가가 하나의 팀에서 동등한 위계 속에서 일하는 조직문화가 구축되는 미술관이 바로

- 미술관교육에서 미술관에서의 사물교육(물질성교육)으로 -

선진화된 모델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미술관의 조직구성의 차원

미술관은 - 위에 언급한 관점에서 볼 때 – 미술에 대한 내용전문가와 전시를 기획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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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위한 개방성

매체전문가, 교육전문가, 그리고 경영·행정 분야의 인력 네 영역의 전문가들로 조직이 구성되어야

미술관과 박물관이 폐쇄적이라는 얘기는 내부자들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술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향후 인력채용 등에 있어 이 네 영역 자원들의 적정치를 설정해서

지역사회의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고 다양한 교육적 공론장으로 활용된다는지

균형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영역은 정규직,

매체전문가들과 다양한 실험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개방적으로 미술관

특정영역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시립미술관에서의 인사정책이

공간과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도 이미 미디어텍으로 이름을 바꾸어가고 있는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미술관이 아닌 선진화된 미술관에서 보이고 있는 모범적 사례와 같이

상황이다(일본 센다이시). 인간이 사용하는 매체가 문자텍스트에서 이미지텍스트로 이동하고 있는

교육분야(department of education)가 강화되어야 한다. 전시가 ‘보여주기’라는 교육적 방법의

상황에서 네이밍을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시립미술관이 미술가들의 공간이라는 주술에서 벗어나야

실천인데 왜 전시기획자들이 교육파트의 전문가들을 경시하고 주변부 인력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할

한다. 그들을 존중하되 시민과 소통하고 이미지를 통한 시민들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수가 없다. 특히 시립미술관이라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많은 제도적 기관들이 해당분야 전공자들의 ‘은신처’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자신의
전공만 떨쳐버리고 시민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인력채용, 조직문화, 위원회 위원들의 학제적 구성,

2. Collection(수집) 위원회의 학제적·개방적 운영

외부의 다양한 예술, 문화, 교육분야의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나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지금까지 시립미술관의 수집과정은 나름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을 것이다. 수집과정에서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선진화된 방향으로의 조직혁신이 시급한 영역에 시립미술관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사회과학 전문가와 이 변화하는 세계를

미술관의 활동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근대성에 의해 수집과 연구, 전시와 교육이

이미지적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내용전문가, 미술을 포함하는 예술작품들에 대한 아카이브와 데이터를

분리된 것을 복잡성의 시대에서는 융합의 정신과 실천으로 ‘결합태(figuration)’를 구축하는 복원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수집될 오브제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지는 교육전문가,

시급히 시도해야 할 때이다.

문화적 기억에 인문학 전문가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대한 다원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균형되게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집의 결과에 대한 학제적 차원의 비평이 결들여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최고의 이미지와 매체를 통한 적확한 세계 이해 및 상호작용을 원한다. 이러한 최고수준의
운영이 가능하게 할 경영전략을 갖춘 사람이 Director(디렉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시립미술관에 어떠한 오브제를 수집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시민들의 미적, 문화적, 사회적 성장이라는
교육적 실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교육과 전시가 분리되지 않는 융합적 전시팀의 구성과 운영

미술관의 꽃은 여전히 전시라고 볼 수 있다. 이 전시팀의 운영은 - 시립미술관의 미션에 맞게 –
전시와 교육이 시작단계에서부터 함께 기획되고 논의되며 개념화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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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롤로그

두 아이의 엄마로 미국 한 주립대 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과제로 지역 미술관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보고 전시를 소개하는 글과 관람객으로서 전시회에서 느낀 점을 보고서로 써내야
했다. 수업 시간 외에는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힘들었던 나는 혼자서 아이 둘을 대동하고 전시회에
가게 되었다.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 손으로는 간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다른 한 손으로는
연년생이었던 큰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바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미술관 주변을 한참을
왔다 갔다 했다. 정신없이 나오느라 어떤 전시가 열리는지 확인을 하고 오지 않아서 이 전시회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었고, 미술관 입구에서 입장하는 관람객들을
관찰했는데, 나처럼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동양 여성 관람객은 단 한 명도 없어서 더욱 입장할 용기를
내기 힘들었다.
내 머리 속은 순식간에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미술관에서 울거나 뛰면 어차피
바로 나와야 할 텐데. 집으로 그냥 돌아갈까? 어떻게든 아이들을 맡기고 왔어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집에 가도 맡길 사람이 없잖아. 아이들을 맡아 줄 사람을 찾더라도, 미술관도 곧 문을 닫을 시간인데,
맡기고 돌아오면 어차피 전시회는 제대로 볼 수 없을 거야. 지금 전시회를 봐야만 해. 그래, 그냥
들어가자. 작품 몇 개만 쓱 보고 빨리 나오자.’ 바로 다음 날 과제를 제출해야만 했던 나는 마침내
그렇게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고, 약간은 주눅이 든 상태로 미술관 문을 등으로 밀어 열고, 유모차와
아이를 끌어당기며 천천히 들어갔다.
그렇게 망설이며 어렵게 들어간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은 놀랍게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정체성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작품들을 보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양 여성으로서
내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스스로 주변화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변화된 자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자 그날 미술관에 관람객이 되어 전시를 감상하기까지 나를
불편하게 했던 상황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한 번도 미술관에 들어서는 일을 불편해하지 않았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미술관에 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 되었고, 거기다 미술관 주변에 머무르는 것이 내
자리라 여기기 시작하더니 하마터면 관람객이 되는 걸 자연스럽게 포기할 뻔했던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
내부의 어떤 사람도 바로 몇 미터 밖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오히려 꼭 보아야 할 전시라고 응원해주는 글귀 하나 말 한마디 발견할 수 없었다.
내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전시 관람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용기를 내어야만 했다는
사실이 슬프기는 하지만) 미술관 문을 열고 들어서지 않았다면, 내 스스로 나와 나의 아이들은
미술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관람객임을 인정한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나는 나의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며 그날처럼 뜨겁게 작품들에 몰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날 나는 작품 몇 개만
쓱 보고 급히 도망치듯 나오지도 않았으며, 모든 작품들을 천천히 감상했다. 아이들이 가끔 보채고,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내가 아이 둘과 미술관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나를
옭아매고 있는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일임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변의 관람객들은 그날 전시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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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었는지 우리 셋에게 불편한 시선이 아닌 한결 여유 있는 환영의 시선을 보내주었다. 그냥 내

이를 주변의 ‘비존재화’ 즉 ‘유령화’라고 부른다. 기호계 내분에 분명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느낌이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겨지는 문화가 되어 버릴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비존재를 대상으로 한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존재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수환, 2009, 재인용).

2. 미술관에의 접근을 위한 경계 인식의 중요성

미술 전시회 감상을 포기할 뻔했던 나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미술관 입장이 여전히

36

3. 미술관 중심언어가 낯선 관람자들의 ‘타자화’

어떤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용기가 필요한 일임을 느끼게 되었다. 미술관은 절대 누구에게나 접근이

그렇다면 미술관을 하나의 작은 ‘기호계’로 볼 때, 미술관의 중심언어에 포섭되지 않아 ‘타자화’되는

용이한 곳이 아니다. 바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 미술관이라 할지라도. 미술관은 늘 모두에게

관람객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나의 개인적인 경험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아주 어린

열려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계들이 존재한다. 예전에 비해 미술관을 찾는

아이들 둘을 데리고 다니는 비영어권 여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미국 지역 미술관에서

관람객이 눈에 띄게 늘었으며, 미술관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미술

그렇게 중요한 언어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스스로 관람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누구도 관심을

관련 지식이나 기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기울이지 않았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경계 내부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함께 미술관을 방문한

최근의 분위기 속에서 ‘미술관 접근의 어려움’을 논의한다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처진 일처럼 보일

나의 어린 아이들은 나와는 다른 이유로 미술관에서 ‘타자화’되었다. 그들에게 미술관 전체에 사용되고

수도 있으며,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지닌 관람객 모두를 세심하게 고려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있는 언어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언어는 사용하지 말라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금지가 가해질 것으로 여긴 그들의 보호자(나)에 의해 미술관의 진입 자체가 그들의 의사와는 별개로

있는 미술관의 ‘경계’들을 찾아내고, 그 ‘경계’를 재인식하는 것은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포기될 뻔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들어가 관람을 할 때, 그들의 보호자가 예상했던 일이 실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일어났다. 그들은 그들의 보호자의 손에 이끌려 작품들을 하나하나 지나쳐야 했을 텐데, 그 경험에 대한

로트만(Lotman, 2008)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의 문제에 집중하며, 경계의 내부와

그들의 생각과 느낌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었다. 보호자인 엄마는 미술관에 들어선 이후로

외부 간의 대립을 ‘기호체계로서의 문화’ 개념으로 설명한다. ‘경계’가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 문화

‘탈경계화’되어 중심언어에 적극적으로 포섭될 수 있었지만 포섭되지 않은 그들은 관람객처럼 미술관에

구분의 원칙은 ‘포함’과 ‘배제’이다. 경계를 통해 분리가 이루어진 내부 공간은 ‘문화화된’ ‘조화로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관람하는 내내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공간이 되며 이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는 중심문화가 된다. 반면 경계 밖에 존재하는 문화는 주변

나의 경우는 미술관에서 나의 주변화된 일상의 언어를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내가

문화로써 중심문화와 구분된다. 경계 밖에 존재하는 주변 문화를 공유하는 이들은 ‘타자’이며, 이들은

‘미술’ 관련 전공자로서 미술관의 중심언어가 낯설지 않은 상태였기에 경계를 스스로 넘어갈 용기를 낼

경계 내부 중심문화를 공유하는 자아들에게는 ‘낯선 이방인’ 혹은 ‘두려움’의 존재이다(Kearney,

수 있었지만, 미술관의 중심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그 중심언어로 자신을 표현해볼 수 없는 이들에게는

2004). 하지만 로트만(2008)은 문화의 경계를 기본단위로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는 관점으로는 그

미술관에의 접근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평소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미술관에서 통용되는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지닌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호계(Semiospherem)’라는

중심언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전시 정보를 찾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참여하는

독창적인 개념을 발전시켜 경계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김수환,

등 적극적으로 미술관에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미술관의 목적이 좀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2009). ‘기호계’는 대립적 경계로 구분되는 문화들 간의 상관관계를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대신, 수많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미적 성장을 돕는 것이라면 스스로 존재를 드러내는 관람객

경계들을 내부화시킨다. 즉 경계의 밖, 외부에 존재하는 이질적 타자성을 내부의 문제로 끌어들인다.

말고도 미술관에 절대 존재를 드러내 본 적 없는 사람들이나 미술관에 몇 번 방문했지만, 낯설음과

나와 상관없는 낯선 이방인과 그들만의 문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불편함으로 인해 분명 내부에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다 돌아온 그래서

대상과 문화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다시 미술관에 갈 엄두를 내지 않는 이들까지 관람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로트만의 ‘기호계’에는 수많은 내적 경계들로 인해 수많은 이질적 언어들이 존재한다(Lotman,

과거와 비교할 때 미술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2008). ‘기호계’의 전체적 통합을 위해 ‘중심언어’가 반드시 존재하며, 이 중심언어는 ‘기호계’

관람객으로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대상들이 있다. 장애인들은 일상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내부에 자신의 문법을 만들어 규범 언어로서 기호계 전체로 확장시키려고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술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와 교육의 대상에서 배제되곤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이 중심언어가 익숙하지 않아 외국어로 느껴지거나, 이 중심언어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미술관에서 당연하게 배제되는 대표적인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수 없을 때이다. 이는 곧 자신이 ‘타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언어에 포섭되지 않는 문화는

‘타자화’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관람자들과의 경계 문제를 적극적으로 미술관이 고려해야만

자연스럽게 주변부로 밀려나 배제의 대상이 되며,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 로트만은

하는 이유가 있을까? 만약 이런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너무나 공고해 보이는 이 경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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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기르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전시물과 관람객 사이의 소통, 도슨트와
관람객 사이의 소통, 교육담당자와 관람객의 소통, 다양한 배경을 가진 관람객들 간의 소통 등이

4. 포함적 배제 상태의 관람객들이 지닌 잠재가능성

기호계 관점에서 ‘타자’는 체계 바깥에 놓여있어 내부와 전혀 상호작용도 없고 완전히 이질적이기만 한

중심언어를 중심으로 매끄러운 소통이 당연하게 지향된다. 작품과 작가의 언어, 미술관 전문가들의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분명 체계 내부에 존재하지만 단지 중심언어 문법에 의해 유기된 상태에 있을

언어, 성인 관람자의 언어, 미술학습 경험이 있는 관람자의 언어가 미술관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어떤

뿐이다(김수환, 2009, 2011; Lotman, 2008). 즉 그들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지만 일종의 포함적

관람자를 포함된 배제 상태의 타자로 빠르게 ‘주변화’ 시키며, 후자의 관람객들은 그들의 언어를 잃고

배제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 체제 내에 분명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타자의

일방적인 ‘소통’을 강요당하거나 그런 ‘소통’을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로트만이 중심언어로부터 이탈된 기호계의 ‘주변’ 존재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한

38

계속해서 이루어지지만, 이 소통의 공간은 ‘이중 언어적 혹은 복수 언어적’이어야 하지만, 대개 하나의

“Art Museum is a kind of boring place!” 아이들로부터 미술관은 지루한 곳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미술관에서 아동들은 경계 주변에 존재하는 낯선 타자이자 이방인이다. 그들은

이유는 바로 이 포함적 배제 상태에 있는 존재가 중심이 지닌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기

미술관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작품 감상 순서를 정할 수도 없으며, 자신의 언어로 작품이나 작가에 대해

때문이다(김수환, 2004, 2009, 2011). 중심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미처

자유롭게 해석을 시도하고, 스스로의 궁금함을 바탕으로 질문 생성할 기회가 주어지는 대신 준비된

인식하지 못할 때 바로 주변화된 타자가 우리에게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중심언어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질문 리스트에 대한 대답을 찾느라 바쁘다(그림 1).

힘은 주변부로 갈수록 힘이 약화된다. 따라서 중심언어로부터 방치되거나 자유로운 주변부에서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사고는 더욱 크게 확장될 수 있지만, 딱 미리 계획된 만큼만 성장할 자유가

오히려 잠재성을 지닌 ‘새로운 언어’가 생성될 가능성은 커진다(김수환, 2011; Lotman, 2008). 따라서

주어진다. 성인 관람객이라고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언어로 미술관의 중심언어와 모순적

지금까지 기호계를 유지하던 중심언어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주변부로 경계화된 존재는

어법을 감행하며 소통해보려는 용기 있는 관람객이 아니라면 말이다.

누구이며,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로트만은 이런 기호계의 주변부를

지금까지와 다른 미술관 관람객을 발견하고 싶다면, 그들이 미술관에서 주체적으로 의미를

“새로운 언어들이 생겨나는 긴장의 장”(김수한, 2009, p.292)라고 했으며, 여기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생산할 수 있는 관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지금까지 그들이 미술관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의

역동성의 사례로 예술사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언급하곤 했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주변부에서

언어는 미술관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그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되물어야만

이루어진 예술 장르들이 당대 문화중심을 차지했던 예술 장르에 비해 혁명적이었으며, 시간이 지난

한다. 로트만(2008)은 문화의 내적 발전은 주체의 창조적인 의식 행위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낯선 외적

후 진정한 예술로 평가받았던 수많은 사례들을 알고 있다. 바로 이 예술사의 사례가 왜 우리가 경계

텍스트의 유입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낯선 텍스트를 교환해줄 ‘타자’라는 존재의 필요성을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중심과 주변이 대립하고 경쟁하는 ‘경계’를 발견하는 것은
바로 변화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발견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 미술관의 창조적 변화 가능성을 찾으려 한다면, 지금까지 미술관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중심언어와 중심문법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발견하려면 포함적 배제 상태의 타자화된 존재들을 찾고, 그들과의 소통을 시도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지금까지 ‘문화가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존재와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5. 포함적 배제 상태의 관람객들과의 비대칭적 소통

서로 접하고 있는 두 문화 사이의 경계는 본질적으로 ‘이중 언어적’인 공간이며 ‘복수 언어적’인
공간이기도 하다(Lotman, 2008). 따라서 경계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는 모순적인 어법일 수밖에
없으며, 완벽한 소통이 아니어도 되며,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완벽한 소통을 목표로 하면 한쪽의
언어를 중심으로 한 힘의 역학이 작동하게 된다. 한 방향의 ‘소통’이 강요되거나, ‘소통’ 자체가 포기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림 1 도슨트의 설명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미술관에서는 학생관람객들에게 장치 하나씩을 대여해주었다.
모든 학생들이 도슨트의 언어를 정확히 들을 수는 있었지만, 학생들의 언어가 도슨트에게 전달될 마이크는
달려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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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 따라서 너무나 경계화되어 미술관에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낯선 타자들을

Keywords for Recovery : Connected

찾고 그들을 관람객으로 맞이하는 일은 미술관의 변모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다양한 언어와 미술관의 중심언어가 모순적인 소통 그리고 비대칭적인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는 일이 필요하다. 미술관 내부에서 ‘낯선 타자’의 이미지를
지우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자아’로 만들려는 소통과 교육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그들의
‘낯섦’을 낯선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비대칭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에필로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미술관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관람객의 미술관에의
물리적 신체적 접근이 힘들어지면서 미술관에서 행해지던 모든 전시와 교육 활동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람객의 활발한 접근을 가능하게 할 방법들을 찾고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최아름
Dot 소셜 임팩트 디렉터

있다.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나는 작년과 올해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아동들은 왜 미술관에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와 ‘명화감상보다 중요한 우리 아이 그림 감상하기’라는 주제로 부모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촬영했다. 동영상 강의는 유튜브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조회수는 500회를 넘지
못한다. 같은 미술관에서 제작한 다른 동영상들도 마찬가지이다. 미술관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40

방문하는 사람들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미술관 현장(on-site)이든
온라인 미술관(on-line)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기르는 일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잠재적 관람객에게 미술관은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언어와 미술관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
온라인 공간은 이미 일반 대중에게 더욱 익숙한 문화공간일 수 있다. 그들의 공간 참여방식과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법을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는 미술관이
미술관에서 벗어나 경계의 주변부로 이동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 주변부에서 중심언어를
고집하는 일은 무모하지만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온라인 강의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마지막은
참여자들이 개인적으로 감상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그림들과 질문들을 받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하였다. 온라인상에서도 여전히 관성적으로 일방적 소통을 시도하는 미술관 프로그램들에 대한
반성과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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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

미술관의 존재의 목적은 모두가 미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미술관의
형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모두”를 포용하려는 다방면의 노력이 있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외국인을 포용하기 위해 외국어 설명과 오디오 가이드가 들어갔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해 계단 없이도 미술관을 다니는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블록 등도 도입되었다. 이 크고 작은 변화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포용적인 미술관이라는 컨셉은
여전히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에 도입되는 “모두를 위한 공간”을 우리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건축가이자 지체 장애인이었던 로널드 메이스(Ronald Mace)가 처음

알린 이 개념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구성원 모두를 고려한
디자인이라는 뜻으로 제품, 환경, 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용할 수 있다. 1974년 이 용어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생경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시
단위 조례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몇몇 지자체는 자체 예산을 들여 공공건물을
바꾸고 시범 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를 향유할 권리 앞에서 인간은 모두 평등해질 수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업무에 이를 도입하려고 기획하다 보면 여러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
소수의 장애인을 배려해서 이렇게 큰 비용을 투자해서 시설을 변경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을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모두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제한된 자원 안에서
미술관의 운영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준으로 새롭게 미술관을 단장하겠다고 결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미술관에 도입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것일까. 이 두 상관관계를 좀 더 밀도 있게 연결하기 위해 아래 두 통계를 살펴보겠다.
그 첫 번째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른 장애인의 문화 예술
향유 횟수이다. ‘예술 행사 관람’ 중에는 ‘영화 관람률’이 73.3%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연예
관람률’이 14.6%, ‘연극’ 13%, ‘미술전시’가 12.8%였다. 하지만, 방문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었고, 1년 동안 미술관, 박물관, 뮤지컬, 발레, 콘서트 등의 문화 예술 생활에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는 장애인은 97%가 넘었다. 또한 영화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23% 있었지만, 영화
관람을 제외하고 미술전시나 연극 등의 행사에 참여한 사람은 2% 미만에 그쳤다. 그 주된 이유로는
문화 예술 공간의 환경의 접근성이 어려워서 한 번 방문을 하려면 많은 경제적 그리고 물리적 장벽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두 번째 통계로써 장애 인구 출현율을 살펴보겠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은행(WB)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인구의 15%인 10억 명(아동 수는 약 9천5백만여 명)이 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등록 장애인은 약 267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1만 명 중
539명이 장애인이다. 그런데 그중 88.1%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장애를 갖게

된 후천성 장애인이다. 비록 지금의 나에게는 장애가 없을지라도, 시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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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키워드 : Connected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내가 다음 달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다니던 회사로

Keywords for Recovery : Banded

출근을 하고,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 미술관에 갈 수 있을까?
개인의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의 풍요로움은 사실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일 것이다.
이 두 통계를 보고 나니, 우리가 만약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갖게 되었을 때, 방문할 수
있는 미술관의 수는 과연 몇 개나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1년간 한 번도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97%라는 비율은 미래에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일 뿐이다. 비록 지금 나에게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장애가 없을지라도, 시간 앞에서 우리 모두는 인간이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개념의
첫 시작은 인권, 즉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깊이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를 포용하는 미술관이 세상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가족의 그 일상, 적어도 그 주말은 바뀔 수 있으리라 믿는다.

조주현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이렇듯 공공시설로서의 미술관이 가지는 가치를 살펴보고 나니, 향후 미술관의 공간디자인은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 환경, 서비스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물리적 장애물 없이
공공 편의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디자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각,
청각, 수어, 자막 등의 다양한 접근성 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소식은 이 모든
새로운 기술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촉각 디스플레이, 비콘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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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네비게이션 등의 혁신적인 기술은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사결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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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시작은 미술관을 운영하는 의사결정자들의 관점에서부터 출발되게 될 것이며, 유니버설
디자인을 중심으로 만든 보조공학 기술이 어우러져 ‘모두를 위한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방문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미술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미술관의 존재의 이유가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세대의 문제를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문화생활을 한 장애인의 수는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이
이곳 미술관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길 바라본다.

*

본 발표문은 2021 제15회 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
(한국국제미술교육학회, 2021년 5월 23일)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글입니다.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의 세계를 운명의 눈으로 연구하고,
해석해드리는 ‘Fortune Telling Center’입니다.” 1
1. 들어가며
2021년 봄, 여전히 코로나 감염병의 위기감이 고조되어있는 가운데 커다란 부적을 연상시키는

일민미술관 현수막에 적힌 “운명상담소”라는 글자가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에 대해 궁금해한다. 내 맘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마주한 사람은 그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누군가 지금 나의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다시금 내 앞에 희망의 빛이 비친다고 느낄 것이다.
한순간의 눈빛 교환과 정서적 상호작용이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 우리는 스스로 고립과 단절의 상태를 당연시하며 비대면 접촉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격리상태를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SNS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타인과 접촉하고 관계 맺고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곳에서 맺는 관계는
결코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표류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삶이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해졌음을 감지한다. 기존의 모든 시스템과 패러다임이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사회 경제가 급격하게 변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변곡점에 선 사회에서 사람들은 변화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 무엇을 목표로 나아가야 하는지조차 감을 잡기 어려운 ‘방향 상실’의 상태로
불가항력과 같은 미지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난 한 해 전 세계 미술관은 일시적으로 문을 닫거나 관람객의 입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경험했다. 전통적으로 근대미술관은 작품의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화이트
큐브’ 공간을 지향해왔다. 그러한 중립적 전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코 작품과 관객의
물리적 현존이었다. 또한, 20세기 아방가르드 예술의 역사에서 관객과 관객 사이의 상호작용, 즉
‘사회성’ 그 자체를 예술의 형식으로 하는 관계적 예술이 주류 미술계에서 큰 화두가 되면서 관객성은
미술관 전시에서 작품 그 자체로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 전시 기능이 중심인 미술관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관객의 부재는 어떤 면에서 미술관 제도 자체의 존립 위기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미술관은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해 전시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예술적 실험과 정보를 생산해냈다. 전시 현장을 VR로 제작해 공개하고 큐레이터의
전시해설을 유튜브 채널에 선보이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해외의 전위적인 예술 공간들에서는
UX디자인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결합한 온라인 전시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 상황에서 쏟아진 온라인 전시와 정보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이들은 진정한 예술적 경험은 여전히 물리적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긴다. 온라인으로 대체된 포스트

1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와 연동되는 모바일 게임 <Fortune Telling Center> (게임 퍼블리셔: 티슈오피스,
주역 텍스트: 인문학공동체 길드다, 제작: 일민미술관, 2021)

47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회복의 키워드 : Banded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코로나 시대 미술관 경험이란 무엇일까?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온 온라인 전시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존재했던 가상세계 이상의 것을 찾기 시작했다. 가상세계와 물리적 현실 세계의 연결이 더욱 강화되고

시각적 경험은 어떠한 미학적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할 것인가? 최근 열풍인 NFT와 같은 디지털

메타버스 내의 활동이 현실 세계의 삶의 패턴, 사회 구조, 경제 등에 다양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각종

이미지나 온라인상에서 생산 공유 편집되는 예술의 가치는 여전히 스크린 평면이나 시각이미지에 있는

지도 서비스와 길 찾기, 음식 배달 앱 등은 우리의 일상적 삶을 가상 세계로 확장하고 통합시켰다.

것인지, 아니면 ‘정보’로서 부가가치가 부여될 것인지 등 코로나 이후 미술계는 변화한 예술 환경에 따른

비대면 상황과 대면 상황의 차이가 없어지며, 현실 세계와 메타버스의 경계도 조금씩 허물어졌다. 5

수많은 담론 생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디지털 전시는 신체적인 감각을 동원해 예술작품을

이제 그것은 우리 삶의 새로운 기준,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구분이

느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에 따라, 온라인 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무의미해진 메타버스 시대에 새롭게 창안된 전시는 어떠한 형식으로 가능할까?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패턴이나 네트워크, 그리고 그동안 가려졌던 비하인드씬이 활짝 공개되며 작가와 큐레이터의 아이디어,

예술 형식은 ‘관계적 프로그램’과 실행적 리얼리즘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예술적 사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큰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 장소, 삶의 공간과 연관된다. 학교, 극장, 교회, 병원, 군대 등 전통적 사회

경계나 위계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면 전시는 어떠한 새로운 예술

공간들은 집합이 제한되고, 사실상 ‘집’을 중심으로 생활공간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양식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

대신 Zoom이나 소셜네트워크, 메타버스 플랫폼처럼 익명적이고 임시적인 디지털 공간 안에서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그로 인해 가속화된 메타버스의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하고 만남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관계는 누구와도 안정적으로

기술적 배경이 어떠한 예술적 비평을 가능케 하는지, 변화한 패러다임에서 예술의 형식은 어떻게 구성될

연결되지 않는다. 팬데믹 이후 삶의 장소는 전통적 사회 공간들처럼 장소가 공동체에 귀속감을 주는

수 있을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발표자가 기획자로 참여한 ≪Fortune Telling:

‘인류학적(anthropological) 공간’과 다르며, 유동적이고 불투명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표류 공간’으로

운명상담소≫(2021. 4. 16. ~ 7. 11.) 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형식적 특징을 도출할 것이다. 또한,

‘비장소(non-place)’의 속성을 갖는다. 마르크 오제(Marc Augé)가 개념화한 ‘비장소’는 공항, 지하철,

코로나 감염병 사회에서 ‘사회성’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었는지, 그러한 사회성을 모델로 한 예술

고속도로, 호텔, 대형 쇼핑몰, 유무선 네트워크와 같은 ‘지나가는 공간’, 환승 공간, 타인과 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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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우리는 모두 잠재적 바이러스 보유자가 되어 ‘단절’과 ‘고립’을 당연시한다. 가장

구분이 사라진 메타버스(Metaverse) 에서의 삶이 일상화됨에 따라,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의
2

6

플랫폼은 어떠한 형태와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재난과 위기로 인한 방향

맺기 힘든 분기점의 공간, 탑승객의 공간이다. 즉, 코로나 이후 삶의 거주지는 외부로부터의 안전한

상실의 시대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잠재력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방어막이 되어 줄 스위트홈이 아닌 “얇고, 연약하고, 듬성듬성한(tenuous, fragile, and sparse)” 7
유동체가 된 것이다.

2. 메타버스 시대의 전시: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1990년대 예술가들이 폭발적인 네트워크의 흐름으로 인해 잃어버린 내밀한 인간관계를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일상과 초연결성을 통해 가상현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구현할

복원하기 위해 인간관계를 생산하는 데 알맞은 사회성의 모델을 예술의 형식으로 창안한 것처럼,

수 있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의 발달은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우리의

고립과 단절을 일상화한 메타버스 시대 예술가들이 창안한 새로운 예술의 형식은 코로나 이후 변화한

삶의 장소를 재편했다. 메타버스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사회성’의 모델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회성’에 관한

디지털화된 지구를 일컫는 말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세계이다. 4

사회학자 김홍중의 흥미로운 연구를 참고해보고자 한다. 그는 최근 논문 「코로나19와 사회이론: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메타버스의 세계에 살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기존에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2020)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이라는
용어를 분석하며,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가 보호막이 아닌 리스크, 영역이 아닌 네트워크의 형상으로

2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Meta)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킨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재의미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8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사회’가 영토나 구조를
의미한다면, 코로나 시대 사회는 자칫하면 “감염될 수 있는 관계망, 불길한 접촉 가능성, 회피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accessed 18 June,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
=6226822&cid=43667&categoryId=43667 (검색일 2021. 6. 18.)
3

4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시킨 ‘불확실성의 시대’ 샤머니즘과 우주론적 세계관을

5

김상균, 『게임인류』, 서울: 몽스북, 2021, pp.259-261.

재해석하여 ‘운명’의 의미를 고찰하고 ‘상담’을 통해 내면세계를 깨달아 가는 여정으로 기획되었다. 1전시실

6

마르크 오제, 『비장소: 초근대성의 인류학 입문』, 이상길, 이윤영 역, 파주: 아카넷, 2017, p.38.

<운명>과 2전시실 <상담소>로 이루어진 본 전시에는 동시대 예술가 15명(팀)이 참여한다. 과학적 세계관에 비추어

7

Bruno Latour,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translated by Alan Sheridan and John Law, Cambridge,

볼 때 열등하고 미신이라 여겨지던 샤머니즘이나 명리학, 타로, 점술 등 우주론적 세계관을 ‘예술적 도구’로 재발견한

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p.220, 222. (김홍중, 「코로나19와 사회이론:

다양하고 흥미로운 작업을 선보인다.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4집 제3호, 2020, p.175 재인용)

김상균,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화성: 플랜비디자인, p.23.

8

김홍중, 「코로나19와 사회이론: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 pp.17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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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 인식된다. 사회생활은 이제 감염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해야 하는

3. ‘탐험-소통-성취’의 과정 13 : 시뮬레이션 모델로서의 전시

모험적인 무언가로 전환되고 있다.” 9 이에, 코로나 이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성’의 개념은 서구

1) 커뮤니케이션 게임형 전시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

근대의 역사적 체험에 기초한 ‘사회적인 것’과 다른 형태로, 미지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일민미술관에서 최근 개최된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2021. 4. 16. ~ 7. 11.)는 이러한 ‘감염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성을 지칭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에 착안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예술 양식으로 “커뮤니케이션

이처럼 새로운 사회성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을 때 닥쳐올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언택트 문화가 전면에 등장함에 따라, 원격 강의, 원격 마케팅, 원격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감정적 보상이나 불가능의 경험을 가능하게 만들 뿐 아니라, 사회적 모순과

노동, 원격 의료 등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사회성의 변동과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시뮬레이션으로 현실의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 코로나19

연관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김홍중에 따르면, 불안한 시민들은 “사회를 영토나 구조로 사고하지

상황에서 기획된 본 전시는 팬데믹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고민하고 미래 좌표를

않는다. 팬데믹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사회라는 것은 선(線)으로 구성된 망(網)이다.”

10

사회는

찾아가며 자아를 발견해나가는 연극적 상황을 하나의 ‘시뮬레이션 모델’로 제시하는 새로운 형식

“막연하던 덩어리 혹은 공간에서 구체적이고 위협적이며 강렬한 감염 네트워크의 배치로 전환” 되었다.

실험을 시도했다. 이 전시의 Part 2 <상담소>는 커뮤니케이션 게임 형식을 차용해 오프라인 전시공간

화면상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일반화되면서 내가 없는 저곳과 내가 있는 이곳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안에서 관객 스스로 전시의 주인공이 되어 상황을 주체적으로 탐험해나가도록 구성했다. <상담소>는

연결되고 지금-이곳(now-here), 즉 무공간적인 곳(nowhere)에서 사회가 형성된다. 지금 이곳에

‘사주포차’, ‘오래된 약국’, ‘오행상담센터’, ‘본능미용실’, ‘라 로바의 방’, ‘오늘의 말씀’ 등 작가들이

있으면서 저 다른 곳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의 존재방식, 즉 현전 또한 위상이

만든 6개의 상담소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전시이다. 관객은 자신의 무의식을 들여다보고 인생을

변화한다. 가령, 카페에서 옆 테이블 앉아있는 손님보다 해외에서 Zoom으로 하는 화상 회의에서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운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타인과 자신의 운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만난 누군가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는 전통적 사회의 이미지를 이러한 네트워크의

적극적으로 운명에 맞서는 경험을 한다. 각각의 상담소에서는 예술적 도구로 재발견된 사주, 타로,

위상학으로 대체하여 사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시킨다. 사회는 ‘영역’이 아니라 ‘네트워크’ 혹은

연금술, 뇌스캔, 고민 상담, 가상 종교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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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형식의 전시를 선보인 전시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게임은 현실

‘유동체(fluid)’의 이미지로 포착된다.

12

한편, 이러한 사회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과의 접촉과 물리적 관계를

커뮤니케이션 게임의 방법론을 차용한 <상담소>는 전시실에 입장한 관객 개개인이 다른
관객 또는 상담사, 안내원과 대화하며 능동적으로 발화하고 행동해야 비로소 전시가 시작된다.

꿈꾼다. 내밀한 공간에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줄 대상이 필요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탐험하지 않는 관객에게 전시는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정지해 있다. 반대로, 관객 스스로

이끌어가면서 관계 안에서 성취감을 맛보는 순간을 원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사회생활은 이제

전시의 구성을 선택하고, 작품마다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며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새로운 것을

감염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정적으로 보호망이 되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발견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예술적 성취감을 부여한다. 김정모 작가의 <행운교환소>(2021)는 관객

자칫하면 감염될 수 있는 관계망, 불길한 접촉 가능성, 회피하고 조절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

간의 거래를 통해 행운을 강화시키는 일종의 카드 게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별똥별, 네잎클로버,

인식된다. 불안을 체화한 사람들은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 안에서 일시적이나마 정서적 안정,

무지개 등 행운을 상징하는 카드 7장이 무작위로 들어 있는 봉투를 받은 관객은 미술관 곳곳에 놓인

소속감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안전한 연결망을 구성해나가며, 그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주도해나간다.

행운교환소 부스에서 다른 관람객과의 교환 행위를 통해 부족한 카드를 보완할 수 있다. 또한 7종의

또한, 그러한 사회성의 모델은 고정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스스로 주체가 되어 연결망의 수와 강도,

서로 다른 카드를 모두 모은 관람객은 행운을 강화해 줄 기념품 세트를 리워드로 받게 된다. 이를

에너지를 스스로 결정해 나감으로써 마치 게임 속 가상세계에서 가능한 모험과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위해 관람객들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말을 걸고, 카드를 교환하고, 때로는 협동을 하여 자신의

이와 같은 특성은 일민미술관 기획전≪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변화한

운을 개척해 나간다. ‘운의 불확실성’과 ‘복을 기원하는 행위’가 엇갈리는 과정을 거치며 카드 조합이

사회성의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예술적 형식을 창안되었다.

완성되는 것을 경험시키는 이 작업은 타인의 존재를 재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는 동시에 행운을 찾아 나선 관람객의 주체성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박혜수 작가와 점술가 두이, 정신과 전문의 성유미 원장이 협업한 <오래된 약국>(2021)은
신비한 약초, 연금술 기구들이 즐비한 중세 유럽의 오래된 약국을 모티프로 한 작업이다. 특별히 설계된

9

위의 글, p.173.

10 위의 글, p.175.

약국 구조물 입구에 선 관객은 “나의 미래는 ( )에 달려있다”라는 문구를 보고, ‘과거’, ‘현재’ 또는

11 위의 글.
12 위의 글.

13 ‘탐험-소통-성취’의 과정은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3요소이자 행복한 인간의 조건이다. 김상균, 『게임인류』,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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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회복의 키워드 : Banded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운(運)’이라는 선택지 중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답을 정한 후, 각각의 선택에 따라 점술가, 정신과

위해 줄을 서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자신의 운을 타인과 교환하며 즐기고,

전문의, 예술가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된다. 점술가는 자각을 통해 잊고 싶은 과거의

화내고, 당황한 채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다른 누군가의 운명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도

‘기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상담 후 관객이 자신의 기억에 관해 직접 적은 종이를 화로에 태우는 의식을

있다. 사람들의 대화, 움직임, 표정, 제스처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는 이 퍼포먼스와 연극적 상황 속에서

진행하고, 의사는 현재 처한 시간의 감각을 살피며 잃어버린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예술가는

관객은 퍼포머인 동시에 관찰자가 되며 지속적인 역할 교환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첫인상과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조향(調香) 처방을 내린다. 이러한 선택의 과정은
설문지 형식으로 주어진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관객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특정 영역의
상담가와 자유로운 대화를 시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아티스트 듀오 비디오로즈가 2019년부터 진행해 온 프로젝트 <라 로바의 방>은

52

2) ‘탐험’의 재귀: 프레임이 사라진 전시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모델로서 <상담소>의 핵심은 전시 공간이 프레임 안팎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예술과 비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실재와 가상, 현실과 전시장, 관객과

마더피스(Motherpeace) 타로카드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워크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마더피스

대상을 구분 짓는 일반적인 전시의 메카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전시장 중앙 무대 위에는

타로는 유럽, 남성, 귀족 중심의 권위적인 도상을 배제하고 다양한 인종과 자연적인 도상을 특징으로

돗자리가 깔려있고 그곳에서 실제 역술가가 점을 봐주는 게릴라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이 퍼포먼스

하기에 페미니즘 타로라 불린다. 모닥불 앞에서 늑대 뼈를 모아 놓고 노래를 불러 늑대를 부활시키는

참여를 위해 관객들은 길게 줄을 서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위를 둘러싼 다른 관객들 앞에서 자신의

멕시코 전설 속 여인 ‘라 로바(la loba)’에게서 영감을 받은 <라 로바의 방-부활>(2021)은 웹아트

개인정보와 처지 등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여러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관객은 자신이

형식으로 제작되어 타로카드를 뽑듯 10개의 카드 중 3개를 뽑으면, 알고리즘으로 개개인에게 깃든

퍼포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타인의 시선의 대상이 된다. 관객 스스로 트루먼쇼의

의미를 발견해 메시지 카드와 음악 처방을 제공한다. 전설 속 라 로바가 흩어진 뼈를 모아 늑대를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은 하나의 시뮬레이션 모델 속에 관객을 몰입시키고 행동을

부활시킨 것처럼, 영혼의 뼈를 되살려 흩어진 야성과 감각을 회복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을 생성한다. 이러한 전시 플랫폼 안에서 관객은 진정한 나 자신과

정윤선 작가의 <오행백신센터>(2021)에서는 파동 성명학 이론을 바탕으로 제작된 앱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어떠한 오행(목, 화, 토, 금, 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핀다. 자신의 이름에 부족한 기운을

대면하는 ‘의외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상담소> 전시장 한편에는 “당신의 운명을 알고 싶습니까?”라는 현수막이 붙은 빨간 천막의

파악한 후, 관객은 오행 기운을 채우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안락의자에서 그 기운을 보충할 수 있는

‘사주포차’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학로나 명동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빛과 소리를 처방받는다. 한편, 김수환 작가와 백인태 작가가 협업한 <오늘의 말씀>(2021)은 돌무덤

사주포차를 전시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 작업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작가 송지형의 관객 참여형

모양을 한 구형 뽑기 자판기에서 인생의 말씀을 얻어 가는 무인 부스이다. 일련의 상담 프로젝트를

퍼포먼스 <사주포차>(2021)이다. 비좁은 포차 안에서 작가와 마주 앉은 관객은 마치 길거리에서

진행했던 김수환이 돌무덤 자판기를 만들고, 백인태가 세상만사 희로애락을 시(詩)로 노래한 경구

점쟁이에게 털어놓듯, 자신의 내밀한 이야기를 일면식도 없는 작가에게 스스럼없이 꺼낸다. 길거리

드로잉을 그려 자판기를 채웠다. 자판기 투입구에 백 원짜리 동전을 넣어 한 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사주포차의 점쟁이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객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이 작업을 통해 작가 송지형은 한국

인생과 어지러운 세상으로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달래 줄 운명의 글귀를 얻을 수 있다. 홍학순 작가의

특유의 ‘달램’의 정서를 전달하고자 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발견한 사주포차에 들어가 언제든 자신의

<본능미용실>(2021)은 독특한 상담 방식인 뇌스캔(손바닥 맞대기)을 통해 참여자의 숨겨진 ‘본능’을

고민을 이야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한국의 길거리 문화를 전시장으로 옮긴 이 작품은 관객이 오롯이

찾아 일명 ‘부캐’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프로젝트이다. ‘본능’을 개인의 내면적 특성으로 정의하는 작가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여기서 작가와 관객 사이의 대화는 작품의 오브제이며 동시에

사회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본능을 되찾으면 자신의 내면과 딱 맞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이 된다.

은유와 풍자를 담은 유쾌한 대화를 통해 상담자의 내면세계가 스며든 고유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이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게임의 형태로 구축한 <상담소>의 전시 플랫폼은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프레임이 사라진 오프라인 전시는 가상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바일 전시와도 호환된다. 6개의
상담소 작가들의 작품 내용을 모티프로 한 게임형 모바일 전시 <Fortune Telling Center>에서 관객은

없거나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일종의 ‘관측소’로 기능한다. 흥미롭게도, ‘운(Fortune)’을 주제로

1인칭 플레이어의 시점으로 실제 미술관과 가상공간 어딘가를 탐색하며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여정을

하는 이 전시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으로 다양한 개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레 연출된다.

떠나게 된다. <Fortune Telling Center>는 플레이어가 자신의 고민을 입력하고 가상 전시 관람을

전시장의 관객들은 상담가를 만나 자신의 운명에 대한 답을 찾고자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마치게 되면, 운명의 관점에서 제공되는 주역체계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14

여정을 떠난다. 그러나 게임 플랫폼처럼 작동하는 전시는 운명과 미래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객으로 하여금 동시대를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기회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과 같은 사회 현실을
시뮬레이션하여 경험케 한다. 즉, “제한된 기회”라는 조건이 전시 안에서 주어진다. 관객들은 기회를 얻기

14 일민미술관 온라인 전시 플랫폼 ilmin ON을 통해 제공되는 이 모바일 전시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ilmin

play를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하다. ilmin ON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플레이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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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회복의 키워드 : Banded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게임형 가상의 전시 공간에도 총 6개의 서로 다른 공간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플레이어는

존재가 아니며, 자아와 환경의 상호투과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킨다. 이것이 지구적 생명체의

6개의 방과 6개의 문을 지나며 다양한 사물들을 마주치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환경에 접근하는지에

근본조건이다. 18

따라 다른 점괘를 얻게 된다. 오프라인 전시를 모델로 한 게임형 가상 전시 환경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의 역할과 잠재성은 우리가 속한 사회의 현실이나 가능성을

의지와 선택에 따라 어떠한 방향 또는 관점으로든 접근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험을 시작할

시뮬레이션하고 허구적 상상의 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기준이 된 사회적 관계들 속에 개개인이 자신의

수 있다. 프레임이 없는 오프라인 전시 <상담소>의 작동방식은 모바일에서 게임으로 경험하는 가상

선택의지로 삶의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에 있지 않을까. 수잔 레이시는 “우리의

전시의 메카닉과 호환되어 미술관 공간이 현실 세계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사실을 좀 더 직관적으로

가장 심각한 몇 가지 사회문제들에 시급한 치유방법이 없을 때, 우리(예술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인지하게 만든다.

것은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생생한 사실들을 증언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느낌을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은 혼란과 뒤얽힘, 자극과 변혁을 촉진한다. 그것은 인류 최초의
역사에서 등장한 ‘탐험’의 직접 경험을 환기시킨다.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주도적으로

가지는 것이 예술가가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봉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
궁극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술은 현재 우리 사회에 내재한 문제들에 대한 느낌을

움직여가며 상황을 주도해나갈 수 있었던 탐험의 경험은 이야기, 그림, 소설, 영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증언하고 드러내고 그것을 시뮬레이션할 때, 이전의 지구에서 길을 잃고 방향과 목적성을 상실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차 간접 경험으로 대체되어갔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간접 경험으로 할 수

인류가 새로운 지구로의 안전한 착륙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이다. ≪Fortune

있는 모험의 범위는 넓어지고 더불어 상상력도 좋아졌지만, 직접 경험처럼 강렬한 기억을 몸에 남기지는

Telling: 운명상담소≫는 전시에 참여한 관객이 자신의 소우주 안에서 다종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의

못했다. 이러한 영상 매체에 상호작용성이 적용된 것이 게임이다.” 15 게임은 정해진 세계관과 이야기

상호작용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를 몸으로 느끼고 눈앞에 마주한 생경한 마이크로 우주를 광활한

속으로 들어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탐험’의 직접 경험을 가상 세계 안에서

상상력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메타버스 정거장이다. “Ready-Set-Go!”

실현시켰다. 이처럼 직접 경험의 핵심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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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강조했다. “각 개인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으로 응답하는 미술을
만드는 것이다.” 16 즉, 상호작용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공감각적으로 보는 하나의 방식으로 표현의
매체가 된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게임을 형식으로 하는 본 전시는 물리적인 동시에 가상적인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예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4. 나가며: 새로운 지구로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은 대면하는 모든 존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외교적 만남의 장소가 되며,
관람자가 현실 세계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미래를 상상하여 시각화하고 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통해 입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는 다양성의 판이 되었다. 코로나19로 공간의 의미도 달라지고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개념도 변화했다. 개인의 개념은 근대적 개인이 아닌, “분산적, 비산적,
분사적 몸” 17 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신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고정적 신체가 아니며, 함께 숨을 나누며 공유하는 몸을 상상해야 한다. 서로에게 열려있는 다공성의
신체, 서로에 투과되는 횡단성의 신체와 같이 몸에 대한 새로운 개념 개체가 자기 소유의 자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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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여행사 타임워커≫전을 통해 바라본
MZ세대를 위한 전시와 교육

1. 머리말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는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을숙도를 배경으로 하는 체험형
생태환경전시이다. 부산현대미술관은 개관 이후 환경과 생태에 관한 테제를 담은 전시를 2년에 1회
이상 기획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전시도 늘 그렇듯 시작은 무너져 가는 생태계를 복원시키자는
맥락으로 이 전의 자료들을 보며 전시를 구상하고 있었다. 환경 문제는 20년 가까이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였고 문학, 미술, 예술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에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해 전시를 포함한 예술운동, 환경운동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현재 생태 상황을 보면 이
운동들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한 것 같다. 특히 미술관 전시와 교육이 주로 강조하는 주제들, 환경에
대한 묵시록적 사건, 디스토피아적 미래, 경고, 그리고 도덕적 교훈. 이런 반복되는 코드는 어쩌면
진실은 알렸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전략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반문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시 방향을 틀어 관람객들에게 좀 더 강력한 경험을 통해 행동의 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방탈출게임’이다. ‘방탈출 게임(Escape Room
Game)’은 제한 시간 내 단서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여 밀실을 탈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놀이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게임의 구조와 형식을 전시 방법론에 도입하여
환경적 이슈를 전달하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형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미술관에서의
방탈출게임은 다소 생소하지만, 이미 해외 박물관 미술관의 다양한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어왔다.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전도 이 콘셉트를 기반으로 수동형 전시에서 벗어나 참여자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놀이형 전시’로 설계했다. 전시가 최종적으로
정리되기까지 우리가 고민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MZ세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무엇일까?
2.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을숙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3. 작가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길 것인가?
2. MZ세대와 미술관 - 미술관 전시 관람자의 변화

전시의 관람 방식, 체험과 반응방식이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가 MZ세대이다. 현재 최대의
오피니언 리더인 MZ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며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자신의 만족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집단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소유보다는 공유를, 상품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며
균형을 추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MZ세대에
주목해야 하는가? MZ세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기반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소비 주체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한국 사회의 중추 집단으로 성장하고1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1

오승희, 「한일관계 세대분석_한일관계: ‘나’ 중심적 대외관, ‘소비’하는 일본, 반일보다 ‘공정’」, 『EAI 워킹페이퍼』,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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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정보 파급력을 가진 SNS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큰 에너지를 쓴다. 만약 이들의 성향이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행동으로 발현된다면?
또한 이 세대는 완성된 것보다는 빈틈 있는 세계관에 내가 참여하여 그 틈을 메워 함께 성장해

4. 세계관을 적용한 전시 공간

심너울의 시나리오 『Timewalker Inc. (시간방랑자)』 내용은 시공간 거품 활용 기술로 제한적
시간여행을 개발한 가상의 여행사 ‘타임워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간여행 투어가 대유행을 하는

나가는 것을 즐긴다.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는 이런 MZ세대의 적극적 몰입을 위해 ‘전시’가 아닌

시기인 2031년이 시간적 배경이며, 시공간 거품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여 여행상품이 집중적으로

‘사건’을 만나게 하는 세계관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발된 을숙도가 그 공간적 배경이다. 타임머신 TW-07 탑승을 위한 별도의 을숙도플랫폼에서 여행은
시작한다. 전시참여자들은 을숙도 시간여행을 하는 관광객이 되어 TW-07을 타고 이동 중 거품의

3. 역사적 사건, 섬의 기록 그리고 세계관

틈새로 불시착하게 되고, 여기서 불시착하는 공간들은 미술작가들이 심너울의 세계관과 역사적 진실을

을숙도는 1966년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라는 명칭으로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된 섬으로

조합하여 작업하였다.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었던 곳이자, 영락공원 등의 설립 시도가 있었던 장소이며,

기획자들의 최종 목표는 험난한 사건을 경험한 을숙도를 통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낙동강하굿둑과 을숙도대교 건설 및 4대강 사업 등 국책 및 시책 사업으로 환경단체와의 대립이 끊이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몰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져 심너울에게

않았던 섬이기도 하다. 현재는 부산현대미술관, 을숙도문화회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철새공원

다시 최종 공간의 이미지를 전달하여 탈출 미션을 수행하고 나온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Timewalker

등을 조성하여 환경 복원과 예술·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변모하였지만 땅 아래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Inc. (시간방랑자)』 소설 속 배경과 전시공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재수정을 부탁하였다.

매립되어 있고, 공사 및 사업 등의 난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어 철새의 개체 수도 줄고 있다. 우리는
1) 시나리오와 공간 진행 순서

방탈출 게임의 유니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을숙도의 역사적 사건들을 리서치해야 했는데 이 연구와
2

자료 수집, 분석은 미술관 최영민 기록연구사의 내공으로 해결했다. 그는 을숙도의 천연기념물 지정,

60

심너울

작가 7인

심너울

사회적 조건 내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객관적 아카이브 수집 행위를 선행하였고

1차 시나리오

그 기록을 포함한 콘텐츠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하여 얼마나 다양한 출처와 신뢰할

<타임워커>

소설과 을숙도의
환경 관련 사건을
읽고 작품으로 구현

완성된 작품
이미지를
재참작하여
시나리오 수정 후
소설 완성

분뇨 투기, 낙동강하굿둑 건설, 쓰레기매립장 조성, 을숙도대교 건설 등의 특정 사건이 시대적 특수성과

3

수 있는 정보원을 사용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아카이브의 증거로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아키비스트로서의 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영민은 또한 국제신문 기자였던 박창희 작가의 낙동강하구에코센터 가이드북 『낙동강 하구
쏠깃한 이야기』와 『을숙도, 거대한 상실』 4 을 메인 텍스트로 하여, 신문기사, 논문, 환경단체 기고문,
법원 판결문, 국가기록원 및 부산 시청의 공문서 사본 등 출처가 확실한 정보를 활용해 타임라인과

2) 최종 공간 구성 및 내용

지도의 형태로 만들어 냈다. 5
이 자료는 SF소설가 심너울에게 시나리오의 뼈대를 구성할 사건으로 제공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심너울 작가의 1차 시나리오는 다시 7명의 작가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시나리오와 사건의 서사를 담을
공간이 의뢰되었다.

2

최영민, 『시간여행사 타임워커』, 부산현대미술관, 2021.

3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콘텐츠 개발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2호, 2012, p.312.

4

박창희, 『을숙도, 거대한 상실: 낙동강 하구 30년 막개발 탐사』, 서울: 페이퍼로드, 2009.

5

최영민, 『시간여행사 타임워커』, 부산현대미술관, 2021.

소설내용 및 을숙도 환경사건

작가 및 내용

1

세계관의 시작,
미래의 을숙도 플랫폼

정이삭 作
2031년 타임워커사의 타임머신 탑승 대기 공간

2

타임머신 여행시작

중앙대학교 미디어 연구소 FMA 作
이야기의 시작. 몰입형 미디어 공간으로 3면이 을숙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미지를 속도감 있는 영상으로 구성됨. 이미지 제공은 <낙동강 관리본부>의
협조

3

미래의 을숙도

김진휘 作
탈출의 본격적 시작. 2081년 난개발로 파괴된 생태계를 미로를 이용하여
연출. 환경이 오염된 것을 작가의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공간에 숨겨진
코드를 찾아내고 결합하여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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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내용 및 을숙도 환경사건
4

80년대 낙동강

문진욱 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과 관련한 공간.
작가의 의도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과 생태계 복원해야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음. 수문을 상징하는 출구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야 다음
방으로 이동 가능

하굿둑 건설 현장

5

90년대 을숙도

이완 作
90년대 초 을숙도에 있었던 분뇨해양투기장에 대한 연출. 작가는
을숙도라는 공공의 장소에 가장 사적인 공간 화장실을 ‘분뇨처리’와
연결하여 16개의 실제 화장실을 설치

분뇨해양처리장

6

7

2000년대 을숙도대교

안성석 作
을숙도대교 건설(옛 명지대교) 침출수 사건을 두고 환경단체와의 갈등.
낙엽이 썩어 흘러내린 물이라는 해명, 참게 참변, 지자체 간 패권 다툼 등
교통수요자들,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등 ‘4자’가 사회적으로 합치한 결과물
관점에서 공간 연출

80년대 쓰레기 매립장

황문정 作
1997년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고 철새공원으로 탈바꿈되는 시기.
이 공간에 진입한 관광객들은 이 인위적인 풍경들로부터 이상한 단서들을
조합하여 이곳이 ‘쓰레기 매립장’이었다는 것을 찾아내고 매립장 속에서
탈출키를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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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연계프로그램

작가 및 내용

중앙대학교 미디어 연구소 FMA 作
타임워커사가 특별한 관광코스로 홍보하고 있는 먼 미래의 환상적인 을숙도
공간으로 진입. 신비한 자연과 동식물을 감상한 뒤 다시 현재의 플랫폼으로
돌아오는 시나리오 구현

귀환의 타임머신

전시기간 중 3층 모카이브에서는 전시 연계 아카이브전 ≪목화 프레스(MOCA PRESS)≫를 진행한다.
“목화 프레스”라는 가상의 신문사 기자가 타임워커사의 시간여행 체험(=전시 관람) 후 타임워커와
을숙도의 역사를 취재하고 고발하는 르포성 기사를 작성한다는 설정이다. 실제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의 전시 아카이브, 특히 연구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재가공하여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며 방탈출에만 집중하여 전시의 주제를 놓친 많은 관람객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5. 맺음말: 결과물을 내는 교육이 아닌 즐거운 기억이 태도가 되는 전시와 교육

오늘날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이슈이다. 미술관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에 십여 년 전부터 환경과 생태를 고발하고 재고하게 하는 전시는 많았다. 수많은 환경
전시의 획일화를 피하고 그래도 중심축을 잃지 않으며 범지구적 문제가 관람자들 자신의 문제로
‘특별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3명의 기획자들은 고민을 거듭하였고 ≪시간여행사
타임워커≫ 전시는 그 장고의 끝에 나온 ‘게임형 인터미디어(Intermedia)’ 전시라고 할 수 있다.
미술관 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이라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은 우리가 강조하는 가치를
관람자들의 삶 속에서도 최대한 지속가능한 가치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자가 스스로
난제를 풀어나가는 ‘방탈출 게임’ 방법론을 SF 작가(심너울)가 제공한 서사와 현대미술을 결합시켜
일방적 관람을 강요하는 전시가 아니라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는 놀이로 설계하였다.
공간을 을숙도로 택한 이유는 부산현대미술관이 위치한 곳이며 환경적으로 험난한 사건의
정점에 서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심너울 작가의 소설은 미래의 을숙도에 위치한 시간여행회사에서
시작한다. 사람들은 타임머신을 이용해 허술한 통제와 방만한 도시운영, 때로는 정치적인 이유로
망가져 버린 과거 을숙도 환경을 목격한다. 공간은 사건과 치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현실적인
생동감을 얻는다. 을숙도 배경은 게임형 전시에 관람자들이 적극적으로 몰입하고 그 생생한 경험이

6

5

4

전시가 끝난 후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대로 설정하였다.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의 내용은 시공간 거품 활용 기술로 제한적 시간여행을 개발한

7

가상의 여행사 ‘타임워커’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간여행 투어가 대유행을 하는 시기인 2031년이
시간적 배경이며, 시공간 거품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여 여행상품이 집중적으로 개발된 을숙도가
3

그 공간적 배경이다. 이 공간에서 관광객들은 미션에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내는 매력적인 플레이어 경험을 한다. 이 경험 속에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8

1

이 전시에서 원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관람자가 특별하게 경험했던 것이
2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가 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전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ULSUKDO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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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과연 우리는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코로나19는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루 시작은 확진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안전 문자의 울림은 이제 익숙해졌다. 가능한 집에서 머물러야만 했고, 떨어져 있는 가족과
영상 통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해 왔던 생활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렇게 우리는 팬데믹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젠
물리적인 시간을 단축시켜 주는 화상 회의가 편리함으로 다가오며 당연한 것이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대구미술관 역시 팬데믹 이후, 미술관의 사회적인 역할도 고민하며 ‘미술관’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했다. 특히 ‘굳게 닫힌 미술관의 문을 열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미술관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팬데믹 상황에 많은 것이 차단되어 지쳐있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시도해 온 것들을 돌아보면 대구미술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국 각 지역의 미술관들이 팬데믹에 맞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한 전시와 소장품 소개, 온라인 강좌,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웨비나 형식의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 보아 알겠지만,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에서의 경험이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더욱 가치 있는가. 이상적인가. 이 방법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물론 그 경험이 어떠한
경험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여하튼 필자는 그 고민 앞에 정지되어 있다. 〈회복의
키워드>는 대구미술관 실무자들의 이러한 고민으로 출발하였다. 그것이 어느 지자체 공립미술관
실무자들의 고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앞서 기획의 글에서 소개되었듯이 발제자들의
연구와 사례를 통해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는 수집·연구·전시·교육의 ‘융합’을 통한 적극적인
의미생산자로서의 관람객 개발과 모두를 위한 참여적 뮤지엄을 지향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1부의 시작으로 이병준 교수의 발제문은 미술관의 근본적인 역할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이것은 시책에 따른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미술관’으로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시민을 위한 뮤지엄 교육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였을 때, 미술관 교육이 앞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미남 교수는 미술관이 미술관과
관람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관람객의 입장에서 미술관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이 물음에 필자는 스스로 관람객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민하였는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장한 자만을 하고 있을 때쯤 최아름 디렉터의 당찬 포부에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과연 대구미술관의 지난
2019년 슬로건, ‘모두의 미술관’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협업과 노력을 했는가. 물론 지나고 보면 아쉬운

일들은 있기 마련이지만 최아름 디렉터가 언급한 ‘모두를 포용하려는 노력’에 대한 관점의 넓이와
깊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그녀의 발제문을 통해 필자가 느낀 그 전율을 학술행사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전해지길 기대한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다’라는 그 관람객으로서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 것인가.
2부에서는 실제적인 전시 사례를 살펴볼 것인데, 소개된 두 발제가 앞선 발제를 뒷받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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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사례들이다. 특히 조주현 교수의 사례는 발제문에도 나와 있듯 현재 사람들은 소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인과의 접촉과 물리적 관계를 꿈꾼다는 것이다. 조주현 교수가 직접 기획한
일민미술관의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한 실제
사례로 미술관과 관람객의 소통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김가현 학예연구사의
발표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부산현대미술관의 전시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를 통해
‘관객들에게 좀 더 강력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발제자의 사례를 보며
이 모든 과정은 내·외적으로 전시를 준비하는 구성원들 간의 협업과 전시 준비를 위한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술관과 관람객 간의 경계를 인식하고 원활한 소통을 고민하기에 앞서
함께 일해야 하는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실제적 협업의 장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 두 사례의 시도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과연, 미술관에 ‘예술’의 영역을 넘어선 ‘게임’과 ‘상담소’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까지 대구미술관 교육은 현대 미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강좌, 예술작품을 매개로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관람객과 작가와의 친밀한 접촉을 시도하여 창작 활동 중심의 워크숍 등
관람객과 참여자의 욕구를 충족하는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전시, 소장품, 홍보 영역과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추진하였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앞선 발제문들을 통해 느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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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와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접근과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위해 여럿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결연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결연함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숙제, 미술관에 접근하는 각양각색의 관람객에 대한 고민이다. 앞으로의 대구미술관 교육은
대구미술관의 정체성과 비전에 따라 “전통과 현대가 살아있는 도시”로서 이를 바탕으로 “대구와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상징적인 예술 활동”을 지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미술관 내에서는 소장품 중심의
연구를 기반으로 다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시민, 관람객과
끊임없이 소통을 시도하며 미술관으로부터 시민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학술행사 5인의 발제자들의 주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를 위한 일’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며, 모두가 함께 연결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고,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구미술관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위해 앞서 고민한 적 없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협업과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섯 개의 담론으로 펼쳐진 이번 발제를
통해 오늘 함께 자리한 연구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동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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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준(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조주현(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전 한국문화교육학회장.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독일 뮌스터대학교(University of

현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 KAIST 인류세연구센터 참여연구원으로 다학제적

Muenster)에서 교육학(성인교육학)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인류세 커리큘럼과 탈식민주의 관점의 역사 되쓰기 작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21-2022 한국-

부산시립미술관 등의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학습지도자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네덜란드 교류 협력 프로그램 아르코 총괄기획자, 2021 ACC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스 전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거창군 등 평생학습도시 계획 연구책임자로서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괄기획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일민미술관 학예실장,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등을 역임하였고,

「지속가능성의 위기 시대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박물관, 미래 그리고 교육 – 시각적 공간에서의

연극, 퍼포먼스, 포스트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매체 실험을 통해 관객 참여, 공동체, 아카이브 아트

학습에서 연행적 공간에서의 학습으로」, 「교육적 범주로서의 <전시행위>에 대한 이론적 탐구」,

분야의 새로운 예술 형식을 모색한 전시기획을 해왔다. 최근 기획전시로는 ≪1920 기억극장:

「학습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술관 전시내러티브 탐구」 등 다수 연구 및 집필을 하였다.

황금광시대≫, ≪새일꾼 1948-2020≫, ≪Dear Amazon: 인류세 2019-2021≫,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의 리듬, 공동의 몸≫, ≪do it 2017, 서울≫ 등이 있다. 「뉴노멀 뮤지엄: 온라인 플랫폼과 관객

김미남(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
한양대학교에서 교육학,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였으며 미국

참여」(2021) 외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훌륭한 전시는 어떻게 탄생하는가?』(2011, 미메시스),
『한 권으로 읽는 현대미술』 (2017, 마로니에북스] 등을 번역하였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미술교육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박사학위 후에는 미국 캔자스 Emporia State University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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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현(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미술교육과 조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미술교육 극한의 재고와 그 확장 가능성 실천에 대한 탐구:

성균관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후 동대학원에서 미술사를 공부했으며, 2020년까지

들뢰즈의 ‘기관 없는 신체’ 개념의 이해와 적용」, 「아동의 미술 정의에 내재된 담론분석: 미술교육

겸임교수로서 예술사 강의를 진행했다. 2005년부터 대안공간 scene, 미술공간현에서 크고 작은

방향의 재고」, 「Korean children’s self-initiated learning and expression through manwha」 등

독립전시를 기획했으며 <낙산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토고미 마을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국내외 학술논문과 『한국미술교육의 이론과 쟁점(2021)』, 『미술교육의 기초(2016)』 등의 저서가

예술의전당 아카데미 ‘문화예술전문인력교육’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전시관람 방법의 변화와 전환점을

있다. 최근 수원시립미술관 부모 대상 온라인 특강 <어린이가 미술관에 가야 하는 이유> 등을

인식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MZ세대를 겨냥한 전시인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를 기획했다.

진행했다.
최아름(Dot 소셜 임팩트 디렉터)
고려대학교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하였으며, TIDE Institute 창업기획팀에 재직하였고 현재 주식회사
Dot의 글로벌 디렉터로 재직 중이다. Dot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공학 기술 연구를 시작으로

교육환경, 대중교통 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배리어 프리(무장애) 디자인의 확장을 적용해나가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배리어 프리 박물관 관람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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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1년 10월 14일 진행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의 녹취록을 풀어서 작성된 것입니다.
행사 전체 영상은 대구미술관 홈페이지 디지털미술관,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종합토론

정은정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과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함께해 주신 참여자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발제자분들께 여쭙고 생각을 나누는,
그리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종합 토론 진행을 맡은 대구미술관
에듀케이터 정은정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어서요. 사전에 받은 질문으로 먼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발제자분들께 질문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모든 분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면 좋겠다 싶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아름 디렉터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예전부터 미술관은 지금의 거리 두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면 왠지
미술관은 작품을 감상, 즉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어렵지만 그 공간 자체 그 존재가 예술(藝術)이라는
이름처럼 어려운 존재라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최아름 디렉터님의 의견이 알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각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짧게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아름

네, 제가 최아름 디렉터라서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발표 때

말씀드렸는데요. ‘모두’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과연 누구일까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으로 나눠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국은 포용적인 박물관이, 즉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고 포용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해서 접근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의사 결정자분들의 생각과 의지가 반영되어야 하는, 이게 차례 차례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모두’를 위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장애인의 범주로 보다 조금 더 크게 보자면 교통 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동하기 불편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시니어, 즉 어르신들도 포함되고,
영유아도 포함되고, 영유아와 함께 이동하는 영유아 동반자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그 문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장소에서부터, 그리고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인분들,
장애인분을 대동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 소수의 분도 이 미술관에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이 작은 디테일들, 오늘 자료집을
보면 점자로도 나와 있고요. 묵자로도 나와 있고 또 QR 코드를 통해서 찍으면 소리를 통해서도
나오고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모두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축적이 되는 개념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모두를 위한 미술관을 만들어 놓으면 10년
후에, 이 뒤의 큐레이터분들, 학예연구사분들, 방문객들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거기에다
더 발전된 개념의 모두의 미술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의 최선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고 위에다가 하나둘씩 이런 배리어 프리 기술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을
얹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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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자들이 이번 전시의 하루 정도는 그런 식으로 몸으로 느끼는 것이 어떨까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신체 근육을 통해서 표현하고 감상하는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 감상하라고 하니까
애들은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하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번씩 시도해
보면 미술관의 부담이 적지 않을까 싶네요.
정은정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교육 업무를 맡은 학예사로서 전시의 성격, 매회,

매차, 상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력과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늘 묵자, 점자, 보이스 아이까지 준비한 것처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리고 전시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또 대상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병준 교수님
이병준

모두를 위한 미술관, 이 부분은 2003년에 부산시립미술관에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스터디도 했어요.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초등학생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뮤지엄이 생활사박물관이고 제일 적게 가는 데가 미술관인 거예요.
부모님들의 문화적 자본이 없는 친구들은 미술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모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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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정

네. 지금 최아름 디렉터님께서 거의 방향들을 다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실까요. 김미남 교수님 얘기해주시겠어요?

미술관이 아닌 거죠. 저는 특히 시립미술관은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멋진 대학에 갔다 하더라도 과천의
국립현대미술관 한 번 데이트 하러 가기도 힘들고, 야구나 보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웃음)

김미남

참, 이게 미술관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너무 이상적이고... 모두를

쉽게 말하자면, 취향의 다양성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위한 미술관이 되어야 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실현할 수는 없고, 오늘 대구미술관 교육팀에서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교사들이 원하고 그들의 취향에

굉장히 많이 고려해 주신 것들을 저희가 느끼거든요. 자료집을 보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

따라서 ≪마르쉘 뒤샹≫ 전을 예로 들면, 3학년도 ≪마르쉘 뒤샹≫을 가고 4학년도 ≪마르쉘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뒤샹≫을 가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학원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시마다 모두를 위한 것들을 다 세팅을 하려다 보면 오히려 지쳐서 그만둘 수도 있을 것

설마 그럴 리가 있냐고 하지만 이런 문제가 회의 속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체험학습이라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시 성격에 따라서, 그 전시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어떤 사항들 이런

학교 차원에서도 아직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미적 발달을 위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를 학교

부분들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을 강화한다든지.. 제가 아까 2층에 있는 ≪유머랜드 주식회사≫,

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강요배≫ 전시를 보면서 조주현 교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 데나 다니시는

시립미술관 같은 곳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립미술관은 실물을 가지고 교육하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봐야 하지? 화살표가

곳이기 때문에 미적 발달과 같은 부분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있지?” 라든지 다 읽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조주현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람객 분석을 하시겠지만

교수님 제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분은 여기의 언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이구나.’

피에르 부르디외와 같은 연구 결과를 보면 옛날에 사회 계층을 나눌 때 학력 수준과 소득

했어요.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왔을 때, 일단은 진짜 너무 그냥 편하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수준으로 상의 상부터 하의 하까지 9개로 나눴었는데, 요즘은 거기에다 가치 지향이라든지 소비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면서 소요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패턴, 미적 취향, 여가 보내는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 오는 분들에

강요배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몸

대한 분석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

움직임이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막 움직이면서, 뛰면서 감상을 해야 하거든요.

않으면, 상당수의 그룹은 미적 발달의 경험을 다른 방법으로 채우겠지만 이는 미술관이 놓치고

몸으로 느끼면서 감상하는 것이 필요한데, 솔직히 다른 미술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아이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7

2021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종합토론

회복의 키워드

김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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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경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경계 넘기를

석사 논문을 쓸 때 지도 교수님께서 “미남, 석사 논문은 연구가 얼마나 재미있는가를 느끼기

잘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관람객들이 경계를 넘어서 이 미술관에 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위해서 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너무 팍 줄어드는 거예요. “진짜 너

일이거든요. 경계 넘기는 먼저 권위가, 힘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을 써 봐.”라고 하셔서 저는 석사 논문을 너무 행복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박사를

아까 조주현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Fortune Telling: 운명상담소≫를 기획하면서 고민을 하실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석사 논문 쓰고 다 “난 다시는 이제 연구 안 할 거야.”라고 했거든요.

때도 어떻게 관람자들이 넘어올 것인가, 부산현대미술관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에서도 어떻게

근데 미술관에 가서 “행복해.”라든지 “내가 진짜 성장하고 나를 발견했구나.” 이 경험이 굉장히

하면 관람객들을 넘어올 것인가 그랬는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먼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저는 아동 미술을 연구하니까 아이들을 미술관에 데려가면 그 전시 되어

좀 이걸 넘어가려는 시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들뢰즈와 같은 철학자들은 ‘누구 되기’라는

있는 걸 다 보여주려고 하세요. 부모님도 그렇고 도슨트 선생님도 그렇고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죠. 학생 되기, 여자 되기 그다음에 관람자 되기, ‘힘이 없는 사람 되기’가 필요한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

거예요. 죄송하지만, ‘남자 되기’라든지 ‘미술관 전문가’ 되기 이게 아니라... 힘 있는 쪽에서 다른

중에서 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만 골라 봐. 오늘은 그것만 보고 갈 거야.” 그러잖아요?

쪽으로 넘어가려는 시도. 학교 같은 경우, 미술관 근처에 있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그러면 아이들이 샅샅이 훑어요. 우리가 보라고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미술관에 가기 힘들고 선생님들도 체험학습을 하러 갈 때 애들을 데리고 갈 용기가 없거든요.

되니까... 그러면 작품을 보고 자신이 고른 작품으로 불러요. 근데 보통은 부모님이 “야 야야야.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 미술관 담당자들이 작품을 프린트를 하고 가져가서 이젤 비슷한 것에

이거 봐. 야 이거 되게 중요한 작품이야. 야 야 이게 얼마나 얘 미술사적으로 유명한 줄 알아?”

걸어놓기만 해도 아이들은 “우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작품이 아닌 프린트물만 봐도 매일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불러요. “엄마 나 이 작품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왜 마음에

A4 용지만 봤었는데 오늘은 A4용지 5배 되는 작품 프린트가 되어서 내 교실에 그것이 들어와

드냐고 얘기를 해봐.” 하면 진짜 막 뭐 색이 뭐 어떻고... 색 때문에 끌렸다는 아이들도 있고 저기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와서 진심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들...

그려진 저게 예전에 내가 가봤던 무언가와 같다고 하든지 그 얘기를 나누고 미술관을 나와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에게 ‘경계를 넘어 온 미술 전문가들과 만남’과 같은 것들도 가능하지

그러면 다음에 두 개, 그러면 아이는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은정
정은정

연구자님들 발제 뒤에 실제 사례 발표를 들었잖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저조차도 계속 현재

저는 지금 김미남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내가 선택한 그 작품 때문에 또다시

고민하는 지점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숙제를 이제 풀어나가야 하고, 나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것

미술관에 오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또 다른 작품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아이들이

같습니다. 연결해서 지금 김미남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연구자 두

얹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분께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질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코로나 상황은 집에서 손쉽게

관객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또 쌓아갈 수 있게끔... 결론은 제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술 작품을 접해볼 수 있는 시대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관객을 현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계속 그 ‘경험’, ‘기억’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례에 덧붙여서 현장에 계시는 학예사 선생님들께서

쉬우면서도 강한 충격이 있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 이전에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김가현 선생님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조주현, 김가현 선생님께서 발제해 주셨어요. 지금 발제 들은 내용 그리고 또 덧붙여서 교수님들께서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시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쉬우면서도 강한 충격이 있는 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이론적인 어떤 연구적 베이스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접근한 건데 사실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계속 보여줄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이 좋겠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것만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쉬우면서도 강한 충격이 있는 전시,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이제

뒤에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사례를 예시로 해서 의견을 좀 덧붙여주시면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전시를 하나 끝내셨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어떤 발전 혹은 어떤 다른 변화 방향들을 또

같습니다.

생각하고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남

제가 근데 미술관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마 두 큐레이터님,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김가현

전시 하나 끝나고 나면 별로 아무 생각이 없기도 하고... 제가 이제 전시를 10년 정도

선생님들께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미술관에 가서

하잖아요. 십여 년 정도 했으면 이제 비엔날레도 보고 여러 전시를 보고는 하는데 과연 이

좋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더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충격적인 전시를 해서

비엔날레가... 전 세계 작품, 제 3세계 작품들도 보고 전 세계 작가들이 모이는 전시에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지 한 번 갔을 때 좋아서 내가 또 가게 되는... 제가 예전에

작가를 몇 명이나 기억하고 갈까 하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이런 거대한 축제 같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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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가 어느 순간 뭔가 좀 일회용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작품이라도 기억하게
만들고 가는 그런 전시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한테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미술관을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런 공간보다 내가 전시 기획자로 몇십 년 살았지만,
교육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모두의 미술관처럼 모두에게 교육, 똑같이
공평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별것 아니지만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거대한 것 말고 조그마한 것, 작가 한 사람, 문화 하나, 어떤 흐름 이런 것을 수십 개의
작품, 수십 개의 교육 중에 하나라도 알고 가는... 그런 전시와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게 됐고 여담인데 공공미술관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모두에게
민원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모두 안에 작가분들도 들어가거든요.
작가분들이 컴플레인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시민들과 작가분들의 모종의 알력 같은 그런
전시도 있고 이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겠다,
누군가가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현

네, 저는 이제 사실 앞에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도 저는 약간의 기획자로서

입장이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시, 특히 동시대 미술 기획을 할 때는 배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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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들을 어떤 굉장히 고려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전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숙제로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또

모든 전시 주제를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해보고... 조주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 지점도 국가기관, 공립기관, 사립기관 그 기관의 특성에

전시는 아까 ‘기억’ 말씀하셨지만 저는 전시는 어떤 경험되는 것이, 그것도 ‘신체적인 경험’ 그리고

맞게 우리가 그 모두를 안고 가야 하는 지점을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해야 하지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모두의 미술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떤 신체적인 경험,

제가 이제 공공미술관의 큐레이터를 한 지 꽤 오래됐고 한동안 또 사립미술관에 몸담고 있었기

감각적인 경험 이런 얘기도 해 주셨는데 연결해서 조주현 교수님께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Fortune

때문에 아마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Telling: 운명상담소≫는 실제로 트위터 등의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방문한 MZ세대들과 기존의

살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 또는 ‘사회적인 삶’ 이런 것들을 아까는 제가 ‘사회적인 모델’로

일민미술관에 충실하게 방문하는 관람객 그리고 시니어 관람객들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된 전시인 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적인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혹시 전 세대들이 이렇게

있는 이런 삶의 형태들,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는 굉장히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에

한 공간에 모여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그 세대들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 어떤, 좀 특이한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환경 문제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전 세대가 하나의 전시를 보고 같은

트럼프와 같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루트를 가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툰베리와 같은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 물론 세대별로 흥미를 느끼는 지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환경론자들 또는 젊은 어린이들의 그런 요즘의 그런 의식들하고는 굉장히 맞닿을 수 없는,
한 공간에 모여서...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게이미피케이션 문법을 가지고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들을 하나의 현실적인 우리 세계 삶에서는

조주현

불가능하지만 미술관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것을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소우주’로서 그것을

있는 전시였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시니어 관람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민미술관의 전시가

보여준다면 그것이 그 미술관의 역할이고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모두를 위한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 다른 관심사로 미술관에 접근하셨다가 아까 보셨던 카드를

미술관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나누고, 모으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같이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뭉치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젊은 층들,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정은정

앞서 말씀해주신 김가현 선생님이 전시 자체가 공평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결국에는 기획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여서 카드를 교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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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르신과 요즘의 MZ세대가 서로 같이 뭔가 편하게 이야기

하면 그 그림이 바로 촉각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엄마와 아이가 같이 뮤지엄에 가는

나누는 것이, 대화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시라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모델

거예요. 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내 아이는 비장애인일 때 내가 아이가 그리는 것을 내가 만질

축소판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는 대화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는 뭔가 더 이상적인 해결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시작에서부터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세대 간의 어떤 만남이 서로 ‘우리 갈등 지점을 이야기해보자.’라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문화적 향유라는 너무 어려운

보다는 ‘우리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필요도 없이 ‘소통’입니다. 지금 이 사례가 국내에서는 첫 사례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해외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험의 순간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미술관·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촉각 디스플레이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라고 하는 상황이고 저희의 목표 역시 루브르입니다.

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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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루브르에 간 것이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2019년 1월에 갔었을 때 프랑스는 배리어

미술관에서 보여지는 전시를 통해서 예측하지 못했지만 전 세대가 모여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는 상황 자체가

프리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고 있고 파리 올림픽이 2024년에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것이 기획자로서는 굉장히 좀 희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희열을 갖고

있기에 그러한 관광지를 만들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고민을 해야 하는

것들이 해외에 있는 박물관·미술관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 소통의

지점이고 그 고민을 가지고 늘 뭔가를 기획하려고 하지만 사실 좀 풀기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여기 대구미술관에서도 할 수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제 관람객들, 중심 언어를

있는데 관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했는데 깜빡하고 얘기를 못 드렸어요. 그런 부분들로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관람객들... 우리가 관람객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전시를 보여줘야 할까? 무엇을

하나 둘 씩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배우는 게

기획해서 보여줘야 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최아름 디렉터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모두라는 개념을 묶어서

싶어요. 아까 패드 보여주셨잖아요, 패드가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항상 생각해왔는데 지금 이 교수님들, 선생님들, 학예연구사님들 관점에서는 여기는 작가와의

있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주로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작품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아이와 관객,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장애인 위주의 어떤 사례들을 봤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모두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좁게 생각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조금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고, 사분면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학예연구사님들이 해야 할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키워드를

일들이 많으시겠구나...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작은 시도를 하면 축적의 시간이 있지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는 그 패드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않을까 하면서 아까도 학예연구사님께서 계속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네요 하시는데, 응원합니다.

교구,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반대로 최아름 디렉터님의 발제문을 처음 담당 학예연구사인 박예원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로 보여주신 사례가 장애인들이 체험한 사례를 선보여주셨는데 혹시 장애인,

정은정

비장애인 함께라든지 혹은 이제 비장애인이 사용해본 경험 혹은 시뮬레이션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공유해주셔서 봤을 때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반성했죠. 제가 좁게 생각하고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아직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그 방향이 궁금합니다.

있었구나... 우리도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사실 저는 살짝 “어?”하고 뇌를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다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처음 도입한 사례가 국립 고궁박물관입니다.

관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전시에 관한 질문이

아까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실 일반인이라든지 정상인이라는 말은

있어요. 저도 발제해주신 조주현, 김가현 선생님의 기획하신 사례 전시를 직접 체험하고 봤던 사람이기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상인의 반대가 비정상인이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때문에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었을 것 같다고 예상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었던

사용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미술관도 작가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은 이 전시를 준비한 시간, 기간이 과연 어느

만들어진 부분이고 소통을 하는 채널에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형태를 미술관이 그 시대에

정도였을까 하는 것이 궁금했었는데요. 현장에서도 ‘전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부담이 덜지 않을까 생각을

작가선정의 기준도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해주셨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전시 다 작가와 협업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립박물관 먼저, 예산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것이죠. 예를

실제 기존의 작업에서 변형한다든지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들어 뮤지엄에 와서 그 스크린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세모를 그리든지, 별표를 그리든지

그 두 가지를 순차적으로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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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의 키워드

김가현

전시 준비 기간은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원래는 내년 전시를 올해 기획을 하고 예산을

정은정

김가현 학예연구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메타버스에 발맞추려는 미술관에서의 노력이

얻는데, ≪시간여행사 타임워커≫는 제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서... 1월부터

있는가’라는 질문인데, 아까 기술적인 부분도 얘기하셨어서 아마 선생님 기관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시작해서 4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환경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아예 모르는 부분은 아니니까

방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이 미술관이나 문화계 쪽에 굉장히 많아요.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하는
일단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관장님이나 흥미롭게 보셨는데 시기상조가 아닐까

개념으로 만들었던 전시였고요. 이전부터 협업을 해왔던 작가분들과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은

김가현

일을 하다 보면 인프라가 생기거든요. 다른 작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황문정 작가의 경우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비용도 비용이고... 저희가 과연 코로나19이기에 사람들이 비대면, VR,

직접 게임을 만들었던 작가였어요. 보드게임도 만들고 판매하기도 하고, 그런 작가분들은 전시에

오디오 가이드와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지 조회를 해봤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것도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건축가 한 분 계셨거든요. 맨 처음에

아닌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 작품을 보려고 할 때 관람객들이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플랫폼을 만드신... 예를 들어 미래적인 내용의 작품을 하고 싶으면 관심 있어 하는

무엇인가를 보기보다는 직접 보는 것을 선호하지 않나 해서 코로나19가 끝나고 통계를 내 볼

작가에게 의뢰를 하고... 사실은 겨우 인프라 안에서 선별했던 작가군이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올해는 아직 얘기를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주현

김가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시 준비 기간이 보통 미술관에서 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 년에 세 개 정도의 전시를 보통 한 큐레이터가 하잖아요. 저 역시 ≪Fortune

정은정

연결해서 비슷한 질문이에요. 시민 참여적 전시를 만드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Telling: 운명상담소≫ 계획은 전년도 2020년 코로나19 한창일 시절에 일 년 전에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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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다른 전시 준비하다 보면서 3~4개월 바짝 했던 것 같아요. 작가선정 같은 경우는

김가현

협업이나 참여적인 예술 방법론에 익숙한 작가들을 섭외하고 그러고 나서 주제와 관련해서 같이

전시를 만들 때 아까 배리어 프리 말씀하셨는데 비상구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동선, 소방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제가 정해지면 관련해서 오랫동안 리서치하고

방화문을 만들었어요. 전시가 끝나면 복구를 해야 하는데 복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흥미로울 것 같은 소재들을 찾아서 작가와 긴밀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운영이나

아마 이후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이 드는데 한 템포 쉬고 나면 또 하고 싶을 것

이런 것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나 방법론에 익숙한 작가들을 섭외하게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다들 또 만들어주세요.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요... (웃음) 관장님께서는

되는 것 같아요. 주제보다도
정은정
정은정

그 과정들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고 실제로 미술관 현장 경험이 있는 두 분께서도 전시를 통한 경험이 중요하고 기억이
중요하고 전시 자체가 공평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연결해서 지금 연구자 두

조주현

아니요. 그런 것들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정이죠. 큐레이팅에 있어서

분께 질문드립니다. 교육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전시 기획하신 학예연구사분들도 전시를
기획하실 때 그런 부분 고민을 한다고 하시는데 교육도 사실 미술관에서 이루어질 때 관람객들이,

정은정

작가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찾아가는 과정, 이해가 되는 작가들을 섭외하셨다고 하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떤 기억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사전 질문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우리가 미술관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조주현

그런 점은 있어요. 제가 생각한 방향과 다르게 아무래도 작가 입장이 있고 큐레이터
질문을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람객들하고 주제화된 현실, 세계라고 할

입장이 있잖아요. 큐레이터 입장에서는 더 많은 관람객과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한 관객에게

이병준

올인해서 한 명이라도 더 집중도 있고 깊이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게 작가의 입장이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하는 작업이 미술관에서 전시와 같은 형태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큐레이터는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게 만들자 이렇게 되기는

연극공연을 보면 본인은 만족하고 마무리를 했지만 전혀 소통되지 않는, 물론 “너희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유동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것 같아요.

못 해서 그런 거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미술관에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가. 벽이라는
것들이 예술가들의 언어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연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여전히 있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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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어떻게 제가 기획을 했었냐면 미술관을 어떤 식으로 관람을

김미남

하는가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미지 자체만 길게 뚫어지게 보는,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가면

활용하는 연구 논문을 작성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 학생 외에도 한 이 년 반 정도 다른 학생들도

관람객들의 전형적인 행태들 같은 것이 별로 없고 거의 다 텍스트를 먼저 보고 이미지를 읽는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매개인 거에요. 저는 아이들하고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행태가 많다는 것이죠. 텍스트를 먼저 읽고 이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언어들이 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작업들은 또

텍스트든 좋으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보고 자세한 텍스트는 배제하는 것들로 시작을 했었어요.

계속 누군가가 같이해 나가야되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이 있습니다. (웃음)

학생이 찍었던 방식 낯선 방식은 제가 오히려 배우는 방식으로 이중 사진 언어들을

그러한 고려들,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미술관에서
하는 형태가 되니까 오히려 이미지로 접근을 해서 사고를 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토론하게 하는

정은정

파트너 아이하고는 계속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것들도 했었어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에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학예연구사와 교사가
대학에서 셋이 프로젝트 팀이 되어 진행하는데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요. 당신이 내 영역에 대해서

김미남

아이가 저를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무엇을 아느냐, 당신은 아이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해서 그 프로젝트팀이 깨졌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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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정

우리나라에는 대체적으로 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이미지로 들어가는 형국이니까 역으로 이미지

관심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복의 키워드라는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마지막 발제해주신 사례도 우리가 강사가 와서

타이틀을 가지고 다섯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얘기했고,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하면 교육이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대표적으로 통일 교육에서 통일부의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에게는 숙제로 남아있고 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통일교육 선도사업을 많이 해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연구자들을 이 자리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해서...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해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2년 전

오늘 이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 ‘소통’이 중요하다. 중심언어와 중심언어 밖에 있는 사람들, 중심언어

북한 위원장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바뀌거든요, 사건을

안에 있지만 배제되는 그들과의 소통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떤 기억과 경험을

교육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주목해서 사건을 가지고 하나의 연출을 한다든지,

남겨줄 것인지에 관해 얘기를 나누었고 앞으로 저희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실질적인 고민을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퍼포먼스를 통해 실질적으로 체화된 기억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기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토론의 장까지 함께해주신 분들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로 무장되고 이미지에 강한데 기존

감사드리고 발제자 다섯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대들은 텍스트 기반의 세대잖아요.지속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대 간 공존에 관한 것인데
미술관이 그렇게 되려면 적절하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시기상조라는 것도 특정한 MZ세대를 위한 전시도 필요하지만 너무
트렌디하게 나아가는 것도 컬쳐 인더스트리(문화산업)에 공공미술관이 놀아나는 형국이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에 관한 템포, 사회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슬로우 러닝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정은정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은 김미남 교수님 앞으로 나올 논문을 참고하시는 걸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개방적으로 같이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병준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초반에는 예술가의 작품, 예술적 언어를 관객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일상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과 전시를 만들어내는 큐레이터, 학예연구사의 끊임 없는 교류가 필요하고
신기술에만 집중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세대 간의 공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유쾌하게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듣다 보면 진지한 얘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대답은 저도 궁금합니다. 김미남 교수님께 ‘시각장애인들의 사진 수업,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에 연결이 되었는지 전시가 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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