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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로, 1879년 프랑스 대혁명의 인권선언을 시작으로 1948
년 세계인권선언에 이르러 국가의 차원을 넘어 세계가 공동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되었다. 우
리나라도 헌법에 인권을 명시하고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권문화 풍토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세계인권위원회는 1994년 유엔인권교
육 10년을 발표하면서 인권교육에 주목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대한 내
용이 반영되면서 인권문화 풍토를 형성하기 위한 인권교육에 힘쓰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장기적인 예방책이고 평등과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적
체계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를 진작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세계인권위원
회는 구체적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권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는 그 실현을 위해서 체험되고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인
권교육의 수업원리로 체험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이론교육에 머물고 있고 따
로 마땅히 체험을 실행할 장소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여 인권교육에 적합
하며 인권실현을 구체화할 구체적 방안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겨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미술관학과 석사
** 이 글은 본인의 중앙대학교 석사학위(2012. 2) 논문인 ｢인권박물관의 설립타당성 및 실행기본 방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접수일 : 2012. 4.25, 심사일 : 2012. 5.20, 심사완료일 : 2012.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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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인권박물관이 없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인권박물
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인권박물관의 설립 타당성과 그 실행 기본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제어 : 박물관, 인권, 인권의 실현.

Ⅰ. 서론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로서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의 목적
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1) 인권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공동의 인식과 공동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세계는 지금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풍토의 형성과 인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위
해 인권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1994년 세계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실현을 위해 ‘세계인권교
육 10년, 1995~2004(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UNDHRE)’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인권교육에 힘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전문에 인권에 대한 내용을 싣고 있으며2), 헌법에 인권을 보장하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01년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가인원위원회가 출범하였다.3)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은 일반 국민의 92%, 인권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3%’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07년부터 인권교육이 학교교육과정4)에 반영되기 시작
하였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일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2,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 5쪽.
2) 헌법전문에서는 시민의 저항권과 자유권, 평등권과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국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 한은미, 2011, ｢한국과 일본 중학교 사회과교과서 인권영역 비교분석｣, 성공회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인권에 관한 내용은 2007 개정교육과정 일반사회영역 7학년(인권보호와 법)과 10학년(인권)에서 다루
고 있다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일반사회영역 7학년(인권보호와 헌법)과 10학년(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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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
육은 사회교과에 포함되어 이론적인 교육과 평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5) 따라서 인권
실현을 이끌어낼 만한 인권교육의 장은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렇기 때문에 인권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치는 체험을 통해 교육되고 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체험을 통한 교육은 실천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체험과 교육을
연결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 실제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학교
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사회 참여를 실천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에 적합한 인권박물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인권박물관에서는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과 실천을 끌어내기 위한 체험적
가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듀이(John Dewey) 경험이론을 도입하고자 한다.

Ⅱ. 인권을 주제로 한 박물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
1. 인권의 가치
인권은 ‘human rights’로 쓰는데 이 용어는 인권용어의 기원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프랑
스 대혁명 과정에서 선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 ration des Droits de I´Homme
et du Citoyen, 26 août 1789)’에서 시작되었다는 데에 동의한다. 하지만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인간의 권리라는 것은 자연권의 의미가 그대로 내포된 것이다. 이러한 자연권은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과 미국 독립선언에 나타난다. 따라서 인
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프랑스 대혁명 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자연
권 혹은 천부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고 본다.6)
한편 우리나라는 인권이라는 용어를 직접 쓰면서 도입된 것이 아니라 권리라는 개념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선각자들의 영향을 받아 구한말 또는 일제시대에 권리라는 개념이
소개되었고, 우리나라 헌법사에 따르면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최초의 것은 1919년
5) 한국여성정책위원회,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5쪽.
한국여성정책위원회가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응한 교원들 가운데 인권관련 교육을 한 경험이 있는 교원은
75.7%이며, 주로 교과시간(46.7%)에 인권관련 교육을 하고 있어 지식교육중심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6) 박찬운, 2008, ｢인권법｣, 한울,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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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이다. 동 헌법 제8조 신교의 자유, 제작출판․집회결사
의 자유, 서신비밀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7)
지금 우리는 세계 각 국의 긴밀한 연관 속에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는 인권
의 국제화와 연대로 인하여 적극적 공동대응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
다. 이제 인권의 가치는 개인의 가치를 넘어 민족과 국가 뿐 아니라 인류 공동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세계 공동체 세계시민
의 가치이고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다. 윌리엄 J. 탤벗(William J. Talbott)은 ｢인권의 발견｣
에서 인권을 보편적이어야 할 도덕적 진리로서 밝히고 있다. 인류가 도덕적 이념의 방황을
통해서 찾아야할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가 있으며, 오류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
견할 수 있다8)고 말하고 있다.
둘째, 세계 공동체의 세계시민의 가치이다. 마크 게이어존(Mark Gerzon)은 ｢당신은 세계
시민인가｣에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한 국가의 시민이지만 삶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세계시민임이 분명하며, 인류의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체성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
랐다고 보았다.9) 세계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와 똑같은 수준
의 인식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0) 그렇다면 세계시민이 살아가
야할 공동체의 문제 해결의 잣대는 바로 인권이라 할 수 있다.
셋째로, 인권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권의 향유 조건, 인권의 대상, 범위, 정도 등은
역사적으로 변화․발전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하게 변화 내지 발전해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1)

2. 인권교육과 인권박물관의 시기적 필요성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 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UN,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7)
8)
9)
10)
11)

박찬운, 앞의 책, 45~47쪽.
윌리엄 J. 탤벗 저, 은우근 역, 2011, ｢인권의 발견｣, 한길사, 11~12쪽.
위의 책, 15쪽.
위의 책, 15쪽.
박운찬, 앞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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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답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의 기본적인 것을 느끼는 인권에 대한 인식은 장기적 인
권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권침해와 폭력적 분쟁에 대한 예방책이고 평등과 지
속적인 발전을 촉진 시킬 수 있는 토대라 할 수 있다.
1994년에 발표된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UNDHRE)]에서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개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
다.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12)
유엔은 인권교육을 단순한 개념적 지식으로서 인권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를 기르며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라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그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를 지났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인권교육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학교교육의 이론적 틀을 벗어
날 실질적 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에 관해 다음의 3시기로 나누어 보았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 발표
된 인권개념에 대한 공동의 인식의 시기와 1994년 인권교육10년(1995~2004)이 발표된 인
권의 교육기 그리고 2005년 이후 인권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동과 나라별 실현기이다. 지금
은 제3시기로 이론교육으로 그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고 실천적 인권교육의 구심점으로서
의 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인권을 주제로 한 박물관의 설립에 대
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인권에 관한 3시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인권에 관한 3시기

12) 경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구정화, 조난심, 강명숙, 설규주), 2007,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 교육 내
용 체계화 연구 최종 보고서｣, 국가인권위윈회,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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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박물관 해외사례－네덜란드 인권박물관(Humanity House)13)
2011년 문을 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인권 박물관(Humanity House)은 네덜란드 적
십자사와 헤이그 시 그리고 유럽지역개발기금이 공동으로 세웠으며, 지구촌의 재난 상황과
난민 모습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시는 ‘가상 현실 체험’으로 일반박물관과 차별화 되고 있다.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난민
이 되어 보기도 하고, 구호 단체의 일원으로 활약도 해볼 수 있다. 전시장의 가상체험 공간
에서는 난민이 되어보거나 재난상황이 재연된 장소를 체험하면서 전쟁이나 천재재변으로
생활 터전을 잃고 느끼는 참담함을 겪어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체험에 그치지 않고 인권
단체의 지식 세미나, 워크샵, 토론과 강의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체험과정은 지식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체험공간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에 대한 경험이다. 이러한 전시체험은 전시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과 결합된다. 일반 전시뿐 아니라 일반 교육과 다른 체험은 체험인터뷰14)를 통해
서 알 수 있다.
“난민들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무엇이 문제점인지 알 수 있는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누구
나 이곳에 와서 경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바르트 살레만스(체험 학습 참가 학생)

네덜란드 인권박물관은 체험인터뷰에서 볼 수 있듯이 박물관의 체험은 난민이 느낄 수
있는 불편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고, 인권을 체험을 통해 느끼기 때문에 지식으로 받아들이
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체험과 교육이 연결되어 있어 체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
용할 수 있다. 마지막에는 인권활동을 정리하여 협동학습을 할 수 있고 정리한 내용을 발표
하고 평가해보면서 개인의 체험 및 교육과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권
교육이 이론교육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기 위한 시사점을 네덜란드 인권박물관에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 http://www.humanityhouse.org
14) KBS NEWS, 2011. 3.18, ｢클릭 세계속으로 네덜란드 인권 박물관｣, http://www.kbs.co.kr

박물관학보 博物館學報 Journal of Museum Studies 22 (2012. 6)

59

Ⅲ. 인권박물관의 설립목적
인권은 타고나면서부터 가지는 천부인권의 성격을 가지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가치
이다. 가지고 태어난 권리이지만 가르치고 실천될 때 비로소 존재하는 인권은 교육뿐 아니
라 21세기 세계적 관심의 중심에 있다.
인권의 중요성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2012년 5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
관이 개관하였지만 인권 실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장은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인권박물관이어야 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물을 근거로 설립 근거를
갖지 않는 인권이라는 가치 중심의 인권박물관 설립 목적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권박물관이 필요한 사회적 문화적 측면
첫째, 박물관은 타임캡슐로서 인류문화에 대한 기록을 가능한 한 원형의 상태로 다음 세
대에게 물려주는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역할이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전승함으로써 인간
이 형성해 온 사회내의 가치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15)
우리나라는 민주사회로서 민주사회 중요한 가치로서의 인권을 경험할 환경을 제공하는
박물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인권문화의 성숙을 위해 필요하다. 인권문화의 성
숙은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의 전문에서 볼 수
있듯이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
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면
서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온 역사적 사실들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박물관은 박물관 상호간의 교류, 지역․국가 간의 교류를 확대시키는 것을 그 역할
로 삼기도 한다.16) 이러한 박물관의 국제간 교류는 서로 다른 문화 양식에 대한 이해의 폭
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 간의 교류는 문화이해를 넘어 직
접적 연관성을 가진 문화의 공유와 교류일 때 그 역할과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기억하고 하고 세계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졌던 일들이 있다. 6.25전쟁이 있
을 수 있고, 전쟁으로 인한 기아와 고아 및 교육의 문제들이 있을 때 참전국 뿐 아니라 다
양한 자원봉사 및 활동가들의 도움이 있었고, 현재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기아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고, 가깝게는 일본 지진피해나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
15) 한국정책연구원, 앞의 연구, 6쪽.
16) 위의 연구, 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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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모금과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인권문제에 참여한 활동들이라
할 수 있다.
인권 활동에 대한 기록은 교육 뿐 아니라 세계적 교류에도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위험
에 처한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기억은 국가 이미지 신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에 과거와 현재의 인권활동에 대한 기억과 관리의 장의로서 인권박물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2. 인권박물관이 필요한 정치적 측면
박물관의 정치적 역할로 대내적으로 국민의 단결을 촉구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의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박물관의 역할이 사회 통합과도 직결된다
고 할 수 있다.17)
교류와 다문화 공존의 지구촌 시대가 되면서 국가의 공동체적 문화가 해체되고 공동체적
윤리와 도덕으로 유지되던 공동체는 그 개념과 의미가 희석되고 다문화적 공동체의 새로운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인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지구촌 보편윤리이자
세계시민의 가치라 할 수 있는 인권을 통해 화합하고 공존을 이끌어낼 장으로서의 박물관
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단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역할로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을 기억하
는 것이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위해 힘썼던 애국자를 기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민주 헌법에서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인권이 필요할 때 인권을 위해 힘쓰는 활동가와 활동을 기억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국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기초석이 될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의 대외적 역할로 국가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의 피해로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되면서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인권문제에 단체나 개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인류애를 실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활동에 대한 기억과 관리
할 수 있는 박물관의 설립은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시대적 필요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인권에 앞장서고 있는 지도자 반기
문18)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하였고, 가깝게는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문제를 가
17) 한국정책연구원, 앞의 연구, 7쪽.
18) 네이버 검색(www.http://navercast.naver.com 2011.11.29), ｢국제문제 이슈를 해결하는 노력한 협상가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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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국가로 판단되고 있는 북한을 가까이에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제상황을 생각해볼
때 미래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박물관 설립은 앞당겨져야 한다고 본다.

3. 인권박물관이 필요한 교육적 측면
첫째로 인권훈련의 장으로서 필요하다. 2007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인권교육의 단계별 목표를 제시하
였다. 이러한 인권에 관한 태도 형성과 인권 감수성을 형성,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경험을 위한 장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둘째로 인권공유의 장으로서 필요하다. 지구화 되어가면서 인권박물관도 국제인권박물관
협회의 구성을 통하여 함께 작동하여 새로운 사고와 전략을 공유하는 박물관 및 관련 기관
에 대한 영구적인이고 국제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19)
셋째로 인권참여의 장으로서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참여를 실천하는 장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로 인권교육의 종합 장소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인권교육을 위해 다양한 직업종
사자 및 다양한 계층 그리고 평생교육으로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한국 국가인권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가 발표한 제2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인권교육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며 대학과 대학
원의 정규교육과정과 같은 고등교육과 지방대학의 인권연구기관 개발 및 변호사, 법집행자,
공무원, 교사, 사회복지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전교육, 상시 및 평생교육프로그
램 개발도 중요하고, 사회복지사, 기타 서비스 제공자, 기업인, 국가 및 지방 공공 서비스
공무원(경찰, 검찰, 교도소, 출입국관리소 등)대한 인권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각별히 강조했
다.20)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국내외의 인권활동가 및 인권단체의 활발한
활동도 인권박물관 설립의 중요한 토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광주에서 도청이전과 광주시의 문화 관광 전략으로 역사
위인공원과 문화예술사 인권박물관 건립21)에 관한 발표와 관광전략의 일환으로 인권박물
반기문은 2006년 대한민국 출신의 제 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 2011년 6월에
2012년 1월부터 시작하는 두 번째 임기의 연임 추천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의 만장일치와 지역그룹 전원이
서명한 가운데,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박수로 통과되었다. 따라서 8대와 9대에 걸쳐 유엔 사무총장으로
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19) 국제인권박물관협회(FIHRM) http://www.fihrm.org 참조(접속일 : 2011.11.17)
20) 국가인권위원회, 2010,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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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설립을 제안했고 인권박물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도였다 할 수
있으나 건립되지는 않았고 2012년 5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이 개관한 것이 지금의 상황
이다.

Ⅳ. 인권박물관 실행 기본 방안
1.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에 대한 규정으로 2010년 국가인권위윈회에서 발표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
그램 행동계획｣22)과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제 26조를 통해 인권교육을 명시하였다.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 26조 1호)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제 26조 2호)

또한 “국제사회에서 동의된 바 있는 인권교육에 관한 조약들의 내용에 따르면, 인권교육
은 보편적 인권문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학습, 훈련과 정보 습득의 노력으로 정의될 수 있
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 인격과
존엄성에 대한 감수성의 완전한 발달, 모든 국가, 선주민, 소수집단 간의 이해, 관용, 남녀
평등 및 우애 증진,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구성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합법화할 것, 평화의 구축과 유지 인간중심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
회 정의의 증진.”에 관한 내용이다. 인권교육은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 행위에
21) 한종수, 1999, ｢도청이전과 광주시의 문화관광전략－역사위인공원과 인권박물관 건립｣, 광주권연구 12
월호.
22) 국가인권위원회, 2010, 앞의 연구, 10~12쪽. 인권교육 관련 사업으로 인권에 관한 공공정보 세계 캠페인
(The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on Human Rights : 1988~현재), 국가적 수준에서의 인권 교육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이며 지속적 전략의 정교화와 이행을 진작하고 있는 유엔 인권교육 10년
(1995-2004)과 그에 따른 행동계획(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1995~2004) and
its plan of action), 전세계 아동을 위한 평화와 비폭력 문화를 위한 세계 10년(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 : 2001~2010), 지속가능한 발발을 위한
유엔교육 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2005~2014), 세계인권
학습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Human Rights Learning : 2008~2009), 세계문화친선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rapprochement of Cultures :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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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를 <표 1>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표 1> 인권의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 행위에 관한 사항
지식과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

행위

인권과 실행방법에 관한 매커니즘에 관한 학습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것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를 개발하고
이에 걸 맞는 태도와 행동을
강화할 것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행위를 취할 것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2010),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참조

인권교육 관련 사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유엔의 회원국들은 다양하고 구체
적인 국제적 행동 준거 틀을 채택하고, 인권관련 정보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인권에 관한 공공정보 세계 캠페인과 유엔 인권교육 10년에 따른 행동계획을 발표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인권실현은 장기적이고 예방적 성격의 인권교육을 넘어 인권
실현을 구체화 시킬 여러 가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부터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 2004부
터 2년 단위로 인권교육시범연구학교를 모집하여 3기까지 배출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정한 한 곳 이외에 교육과학부에서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운영하
고 있다.
그리고 연구시범학교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해야 할 교수․학습원리23)로 네 가지
의 원칙 아래 실시되고 있다. 첫째 신뢰의 형성과 생활 속에서의 학습 소재 만들기, 둘째
경험적 활동 기회 부여, 셋째 현장 체험활동 기회 확대 및 넷째로 탐구 공동체 형성과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이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원리 속에는 인권교육의 원리로 ‘경험적 활동기회
부여’와 ‘현장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해 경험과 체험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체험의 가치
체험은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
프 파인(Joseph Pine)과 제임스 길모어(James Gilmore)는 고객 체험의 경제학(The Experience

23) 국가인권위원회, 2008. 3~2010. 2, ｢제3기 인권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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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에서 진정한 체험은 상품/서비스의 상위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체험을 단순
히 감각적 측면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 Experience)측면, 교육(Education
Experience)측면, 현실도피(Escapist Experience)측면, 미적(Esthetic Experience)측면” 등 4 가지
측면의 체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24)
번트 H. 슈미트(Bernd H. Schmitt)는 박물관 관람도 관객들에게 하나의 체험을 제공해주
는 것이며,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통해 5가지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것은 감각
(Sense), 감정(feel), 인지(think), 행동(act), 관계(relate)이다.25)
닐 코틀러와 필립 코틀러(Neil Kotler & Philip Kotler)는 박물관 미술관학 : 뮤지엄 경영
과 전략(2005)에서 관람객들은 박물관 이용을 통해 6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여가선용 체험(Recreation), 사회적 교제 체험(Sociability), 학습 체험(Learning Experience),
감각적인 인지를 통한 미적인 체험(Aesthetic Experience), 과거와 관련된 기념하는 체험
(Celebrative Experience), 개인의 정서적인 경험의 향상하는 매혹적인 체험(Enchanting
Experience)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26) 박물관에서 관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체험 가치들이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발표한 인권교육실천사례집의 인권교육 최우수 수상
작27)인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서 쑥쑥 자라나는 어린이｣를 통해 살펴보면 아래 <표 2>는
인권교육을 위한 창의적재량수업의 연간계획표이다.
<표 2> 창의적재량활동 인권교육 연간학습계획
차시

수업주제

수업방법

1

자기 자화상 그리고 소개하기

그림활용수업

2

인권 Is?

개념수업

3

쉽게 풀어쓴 세계 인권선언

개념수업

4

쉽게 풀어쓴 유엔 어린이, 청소년 권리조약

그림활용수업

12

전쟁이 없는 사회를 꿈꾸며

토론수업

24) 파인 & 길로어 저, 신현승 역, 2002, 고객 체험의 경제학, 세종서적, 57~79쪽.
25) 번트 H. 슈미트 저, 박성연, 윤성준, 홍성태 공역, 2002, 체험마케팅, 세종서적, 55쪽.
26) 닐 코틀러, 필립 코틀러(Neil Kotler & Philip Kotler) 저, 한종훈, 이혜진 역, 2005, 박물관 미술관학 : 뮤지엄
경영과 전략, 서울 : 박영사, 43쪽.
27) 임명진(충남 아산시 도곡중학교 교사), 2005, ｢인권이 숨쉬는 교실에서 쑥쑥 자라는 어린이｣, 인권교육
실천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천사례 공모작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 교수학습 원리
를 바탕으로 계획된 인권교육을 위한 수상사례이고, 인권체험교육을 실시할 만한 장소의 부재라는 현실 속
에서 실시된 체험수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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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법과 인권

토론수업

14

차이와 차별

만화 활용수업

15

획일주의는 이제 그만

토론수업

16

등 뒤에 붙은 인권

체험수업

17

점자로 대화 나누기

체험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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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교수․학습 원리인 ‘현장 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반영한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구
성된 두 차시의 시간이 배정되어 있었고 체험학습을 하고 교사와 학생의 소감을 아래와 같
이 밝히고 있었다.
“시각 장애우에 대한 수업을 어떻게 할 까 고민하다가 백문이 불여일견(百聞而不如一見)이라고
직접 점자를 배워서 점자로 편지도 쓰고 좋은 글도 써보는 수업을 하였다. 이 수업은 인권수업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의 호응이 컸던 수업 중의 하나였다”

－교사의 수업 후 소감

“이렇게 힘든 점자로 우리들의 시각장애우 친구들이 공부한다는 게 신기하고 자랑스럽다. 앞으
로 점자도 배우고 수화도 배워서 시각장애우 친구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체험학습 참여 학생 소감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시체험을 교육과 연결하기 위해 체험의 교육적 분석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듀이의 경험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듀이(John Dewey)의 경험이론
“1톤의 이론보다 1온스의 경험이 낫다.”28)

듀이는 교육에 있어서 경험29)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듀이는 경험하면서 배운다고 생각
28) 송도선, 2004, 존 듀이의 경험 교육론, 문음사, 215쪽.
29) 변정현, 2011, ｢체험적 교류활동을 통한 다문화 인식변화와 연구｣, 부산대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54쪽 Dewey로 대표되는 경험주의 접근에서는 ‘체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경험’ 또는 ‘행동의
변화’를 학습이라는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편경희(2008), 잡노마드 시대 존듀이 다시 읽기, 한국학술정보(주), 53쪽(각주에 있는 내용). 경험과 체험
을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경험은 삶의 신체적․지적․정서적․신념적 특성과 측면들이 어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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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경험은 듀이의 입장에서는 교육과 상통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30) 경험은 경
험되는 내용이 순조롭게 완성에 다다를 때 우리는 하나의 경험을 갖는다. 그럴 때만 경험은
내면적으로 완성되고, 경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경험과 구별된다.31)
뿐만 아니라 경험이 학습과 연결될 수 있는 연결 고리가 있음을 듀이의 주장을 통해 볼
수 있다. 먼저 듀이가 말하는 “아동의 세계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법칙으로 이루어진 세계라
기보다는 아동 자신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물들로 구성된 세계”이다.32) 그리고
경험을 통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듀이에 의하면 자아와 대상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정의하는 흥미33)가 있고 흥미가 나타나는 모습은 ‘참여자의 태도’34)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참여자의 태도를 통해 학생과 그가 하는 대상사이에 ‘살아있는 결합’35)을 가능하게 한
다. 즉 경험은 내면의 흥미와 외면의 참여자의 태도를 통해 학습과의 살아있는 결합이 가능
하다. 아동은 경험이 주는 흥미를 통해 학습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시하고 있다.
경험을 통한 교육의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 듀이는 경험의 바탕을 이루는 흥미는 그 사람
의 자아를 나타낸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 사물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흥미
의 종류와 양이 곧 그 사람의 자아의 질을 나타내며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
다.36) 경험을 통한 교육은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흥미를 유도하지만 실제 이러
한 흥미는 능동적 자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험을
통한 교육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듀이에 있어 능동적 개인의 흥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자아의 정서적이며 지적인 관련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다른 사람의 지식에 관한 지식은 개인의 자발성을 일으킨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한 진정한 찬동과 헌신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37) 이러한 능
동적 개인은 인권실현을 위한 인권교육의 구체적 목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0)
31)
32)
33)
34)
35)
36)
37)

있는 개념이고, 체험은 경험의 지적․정서적․신념적 특성과 측면들이 신체적 측면과 결합되어 신체적 행
위양식으로 표현될 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 한다.
국성하, 앞의 책, 282~283쪽.
존 듀이 저, 이제언 역, 2011,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71쪽.
임황룡, 위의 논문, 44쪽.
존 듀이 저, 이홍우 역, 2007, 민주주의와 교육 : 교육철학 개론, 교육과학사, 209쪽.
흥미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 ‘사이에 있는 것’ 즉 거리가 있는 두 사물을 관련짓는 것을 뜻한다.
임황룡, 위의 논문, 18쪽. 흥미란 어떤 태도인가 듀이는 이이 대해 ‘참여자의 태도’라 말한다. 참여자의 태도
는 감정적이고 지적인 요소가 모두 있는 사태이다.
임황룡, 위의 논문, 21쪽, 어떤 주제에 대해 흥미를 느낀다는 것은 학생과 그가 하는 공부 사이에 살아있는
경험이 가능하다는 증거이다.
임황룡, 앞의 논문, 54쪽.
임황룡, 위의 논문,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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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권박물관의 실행 기본 방안
가. 전시연출 기본 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권박물관의 전시연출은 학술적으로 데이비드 더니(David Dernie)의 전시
기조를 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데이비드 더니는 ‘서사적 공간(narrative space), 체험적 공간
(performative space), 가상적 공간(simulated space)으로 구분하고 있다.38)
<표 3> 데이비드 더니(David Dernie)의 전시특성
연출 방법

내용

서사적 공간
(narrative space)

백과사전식 박물관전시를 지양하고 이야기의 구조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한다. 관람객과 감성적인
대화가 중요하며, 스토리텔링의 형태는 감동을 만들어낸다.

체험적 공간
(performative space)

공간, 몸, 시간과의 관계 속에 쌍방향적인 활동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서 체험적 전시는 기계구조와
활동하는 사용자간의 관계특성을 말한다.

가상적 공간
(simulated space)

비일상적 경험을 느끼게 하기 위해 크로스오버 영상기술을 통해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
로, 감상적인 이벤트를 목적으로 한다.
출처 : 권순관, ｢어트랙션의 요소를 적용한 테마파크형 뮤지엄의 유형분석｣

인권박물관의 전시연출을 데이비드 더니(David Dernie)의 전시특성을 통해 구성해 보면
첫째, 인권박물관의 전시연출은 시간에 관한 내용을 담기 위해 인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특정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 서사적 공간 필요하다. 즉 시간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이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 등 인권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
해본다면 생명의 위협이나 기본적 생존권의 박탈과 같은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부모님들의 절박함 등 많은 스토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인권박물관의 전시연출은 지리적 공간의 연출을 위해 비일상적 경험을 위한 가상
공간이 될 것이다. 즉 비일상성에 기반 한 실감형 체험공간이 되어야 한다. 난민이 되어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어보거나 인권활동가가 되어볼 수 있는 가상 체험공간이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흥미를 통하여 자발적 참여라는 태도의 변화를 통해 교육
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인권박물관의 전시연출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기 위해 공간, 몸, 시간과의 관계

38) 권순관, 위의 연구, 174쪽 (David Dernie, 2006, Exhibition Design, Laurene King. p.7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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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쌍방향적인 활동을 위한 체험공간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을 하는 테
마공간으로서 필요하다. 인권의 가치는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각을 느껴보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상황이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든 타인이 되어보는 경험은 비일상적 체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타인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보다 내가 그 당사
자가 되어볼 수 있을 때 진정성 있는 체험을 통해 타인의 인권을 나의 인권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의 실현은 당사자가 도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타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타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인권체험 교육 방안
인권교육을 위한 방안은 체험을 통한 교육을 기본으로 하는 인권 체험교육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체험전시와 교육의 연결을 통한 방안의 기본원리와 기본구조와 구체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인권체험교육의 기본원리로 ① 체험 전시를 통해 공감한 내용들에 대해 인간으로
서 누려야할 삶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의 관점에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대주의
적 관점에서 인권침해의 상황을 특정 지역이나 나라 및 시대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이해해
서는 올바른 인권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체험을 통한 교육은 이론을 통한
피드백과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 지식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
둘째로 인권교육의 기본구조로 3단계로 나누어 인권교육을 실시를 제안한다.
인권교육의 기본구조를 위한 3단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인권박물관에서의 인권체험교육 기본구조
기본교육
체험+질문

▶

중등 교육
체험+인권활동가 체험+ 평가

▶

지속적 교육
컴뮤니티 형성

인권체험을 통해 인권상황을 이해하면 기본교육에서 간단한 질문을 통해 관람자에게 인
권의 관점을 제시를 통해 인권상황을 이해시키고 중등 교육에서 체험과 인권활동가의 활동
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면서 실천을 위한 활동들을 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 활동가
가 되어 계획해본 일들을 정리하고 발표하면서 스스로의 활동을 평가하고 소감을 발표해본
다. 이러한 경험은 학교의 이론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속적
교육을 위해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지속적 인권활동들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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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지역에 지속적 관심과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인적교류활동
을 지속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인권체험교육의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인권기본 교육에서 체험을 통해 접한 인권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질
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권상황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질문하여 구체적 행동방안들을 끌어
낼 수도 있다. 간단한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거나 그림을 통하여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표현을 다양하게 이끌 수도 있다. 둘째로 중등교육의 ‘인권활동가 체험’을 할 때
기존의 사회과에서 응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서 인물체험학습을 이용하여 인권활
동가가 되어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작업들을 실행해 보면
서 인권상황과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경험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때 학생들을 학교
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로 ‘평가’의 기회를 통해 스스로의 활동과 다른 사람
의 활동을 평가해 보면서 피드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는 학생들을 인권교육을 심화시
킬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인권을 주제로 한 박물관의 건립 타당성을 구상하는데 있어, 경험을 통한 교육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존 듀이(John Dewey)의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개인 한명 한명의 변화
와 실천을 목표로 삼는 체험중심의 교육공간인 인권박물관 설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만 논의의 범위는 체험과 교육을 결합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본 방향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으며, 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권을 주제로 하는 박물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먼저 인권의
가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권과 같은 무형의 가치는 그 실현을 위해서 체험되고
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체험을 적용한 활동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
회는 연구시범학교의 인권교육의 수업원리로 체험을 제시하였고 연구시범학교로 선정된 학
교나 인권교사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인권교육 실천사례들에서 체험 학습을 발견할 수 있었
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체험학습을 이끌어 내기에 한계성을 가지고 있고, 2012년 5월
개관한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제외하면 인권박물관이 없다는 현실에 주목하여 인권박물
관의 설립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인권박물관을 통해 인권문화의 성숙과 인권실현에 기여하는 장소로서의 역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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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실현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방법으로 인권에 대한 체험과
교육에 주목하였고 인권문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인권박물관이 지향해야하는 기본 방향으
로 체험형 박물관을 제시했다.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이 전시와 일방적 교육 중심에서 관람
객과의 소통․체험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체험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상
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을 뿐 아니라 체험을 교육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이렇듯이 보이
지 않는 가치는 체험과 교육을 통해 경험될 때 실천과 참여를 이끌어내어 인권실현을 앞당
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박물관은 비일상적인 체험을 제공하면서 인권과 같은 보이지 않는 가
치를 실질적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람자들은 체험과 교육을 연결하
고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 실제 인권활동가의 활동을 경험해 보면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고 사회 참여를 실연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인권 활동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인권에 대해 연구․전시․체험․교육할 수 있는 박물관은
인권문화를 앞당기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꾸준한 인권의식의 성장에 따라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해결을 위한 국내외 인권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기억할 장으로
서의 역할도 또한 기대된다. 과거에 대한 기억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가치라 할
수 있는 인권의 중요성을 느끼는 박물관으로서의 첫 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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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39)

A Study on the Validity of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Museum
Kwon, Tae-Youn*

Human rights are the basic rights that need to be enjoyed as a human being, and became
value that the world aims to pursue jointly beyond the national dimension, with reach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948, starting from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French Revolution in 1879. South Korea launch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01 clearly claiming the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law, and joined in the global flow tha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addition, as a specific method for making the climate of the human rights cultur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paid attention to the human rights
education announcing 10 years of UN Human Rights Education in 1994. Korea is striving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order to form the climate of human rights culture while
reflecting the contents on human rights in the school curriculum for 2007. The human
rights education is the long-term preventive measure for violent disputes, promoting
equality and continuous development,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ncouraging social
member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democratic system.
Furthermore,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is steadily developing
strategies and projects in order to specify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with a specific
action plan.
Intangible value like human rights needs to be experienced and trained for its realization.
However, as a principle of studying the human rights education, the importance of
experience is being mentioned, but still remains as a theory education in the school field.
There is a problem because there is no proper place for experience building.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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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gnition of the reality,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 necessity of devising and
practicing specific plan, which is suitable for the human rights education and will specify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ccordingly, with emphasis on Korea’s reality as saying
that there is a need of practical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re is no human rights
museum, this study took note of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museum.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the validity of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museum
and a basic plan for its implementation as part of an effort to realize human rights.
Keywords : museum, Human Rights,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