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사(生活史) 박물관소장품의 문화적 해석과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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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I.서론
박물관의 소장품1)이란 산재되어 있는 유물(遺物)2 ) 을 학예연구원들의 현지조사나 구입， 기
증 및 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등록의 과정을 통해 박물관의 소장품， 혹은 자료화 한 것

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장품과 자료3) 에는 물질적 형태의 자료 외에도 기록물 형태의 비
(非)물질적 자료와 모형 · 모조품과 같은 전시 보조 자료도 포함된다. 박물관의 소장품이 된
유물과 자료는 전문 학예연구원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보존처리 되어 ， 적합한 환경에서 보관된

다. 그리고 전시를 통해 박물관을 찾는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 중앙대 예술대학원 박물관미술관학과 소장풍관리 전공석사

1)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규정 제 1 장 제 2조(정의)에 의하면， 박물관에 소장된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
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 발굴조사

채집

구입

기증

‘

압수문화재 국가귀속

기탁 및

일시보관 둥에 의하여 박물관에 수집되는 모든 유물을 말한다 (위의 책 . 95쪽)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장품의 개념
에 따라 소장품과 유물 (remains) 이란 용어의 쓰임을 구분하고 있다 유물 및 문화재 박물관에서 퉁록의 절차를 거쳐
야 비로소 박물관의 소장품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을 퉁록이라는 과정을 기준하여 달리하고 있음을 밝

힌다

2)

유물(遺物)이라 함은 한국인의 생활문화사가 반영되고 이에 대한 이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유형의 자료， 즉 생업 의
신앙의례 예술오락 사회제도 학문기술 둥과 관련하여 전시 연구 교육 - 홍보 퉁 박물관 운영 에 펼요

식주생활

하여 구입

기증 , 이관 , 수집된 것 가운데 영구보존 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말한다.(국립민속박물관

유물관리규정 제 1 장제 2조유물의 정의 참조)

3)

박물관 자료라 함은 박물관의 기능을 위해 이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뜻한다 즉， 소장유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장유물을 보다 넓게 보급하여 교육적 활동에 이용하게 되는 보조자료와 전시를 위해 제작된 모형이나 모조품 퉁까
지도 통틀어 박물관 자료라는 말로 표현합이 타당하다 (이난영. rt땅物館學入門J . 三和出版社 . 2003 ， 153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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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 학예연구원들과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박물관은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전문적인 환경에서 관리 · 보존하기 위
해서 유물을 수집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전시 및 교육과 같은 박물관의 기능적인 행위를 통

해 유물을 공개하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수집 활동을 한다 특히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과 밀
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유물4) 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생활사 박물관5) 에서는 오래전에 인간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수집하여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생활의 변화와 차이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역
할에도 중점을 둔 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사 유물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여 생활하다가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

로 행위를 가해서 생산한 물질적 산물이다. 다시 말해서 , 생활사 유물은 박물관으로 수집되어
들어오기 이전부터 인간이 사용해 온 생활용구이며， 인간이 사회 · 문화적 생활을 하면서 만들

어 온 문화적 증거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후대에 전해지면서 생성되는 것이다. 때문에 유형
적 형태의 물질문화 (material culture) 라고 하더라도 관념적 측면의 무형문화적 요소와 유기
적으로얽혀 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생활사 유물을 수집 · 관리 · 활용 · 연구할 때에는 유물이 원래 속해 있던
문화적 맥락 (cultural context) 에 대해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다른 자료들과 더불어 해석

ünterpretation) 해야 한다. 유물을 제작한 인간이 살던 환경과 시기를 포함한 제작 이유와 사
용방법， 변화된 양상과 과정， 이와 연계된 생엽의 다른 측면이나 의례， 신앙과 같은 무형의 관

념적 문화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유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박물관의 기능과 업무는 다양하고 전문적이므로， 각각의 단계별 분야에서 여러 학예연구원
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한다. 유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안에서도 효율성을 도모

하기 위해 업무가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다. 소장품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한 명의 학예
연구원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체계와 업무 분장 속에서 학예연구원들이 논의하여 효
과적인 업무를 도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소장품의 효율적인 운영을 가
능하게 해주는 방법의 한 예가 유물에 대한 충실한 자료 수집 활동과 해석을 기반으로 한 유물
명세서 작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물명세서는 유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기록된 정보와 동록하는 과정에서 실측 및 점검한
정보를 통해 작성한다. 그러나 유물명세서에는 이러한 상태 정보 외에도 해석 자료가 입력되

4)

이하 생활사 유물이라 함

5) 본 논문에서 생활사 박물관이라 함은 민속박물관이나 생활사 유물 관련 전문박물관， 그리고 역사 , 문화적 성격을 가
진 종합박물관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박물관은 종합적이거나 전문적인， 또는 특정한 영역에서 인간 생

활과 관련한 문화재들을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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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이상적인 유물명세서 작성 방법은 현지조사를 통한 유물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문
화적 맥락에 관한 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후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유물명세서는 상태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입력되어 있지만， 그 외의 해석 자료6) 와 연구 자료는 자세하게 입

력되지 않는다. 현재의 많은 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여건상 이러한 절차로 등록 업무를 진행하
기 어려운 형편이며， 유물과 관련하여 수집 · 연구된 자료의 활용도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유물명세서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 활동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진행된 유물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결과까지 입력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유물과 동반 수집된 기록 자료를 연구한 내용과 기존의 연구 자료
도 함께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유물명세서에 구체적인 상태 정보와 해석적인

정보가 같이 기록된다면， 유물의 효과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고， 전시를 기획하고 교육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학예연구원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 소장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서， 수집 단계에서의 유물에 대한 문화적인 맥락 조사의 필요성과 소장품을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문화적 해석의 중요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 혹은 현재의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생활사 유물과， 이를 소장하고 있는 생활사 박물관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국립중앙박물관7) 과 국립민속박물관8) 을 논의의 대상

으로 하고자 한다 . 생활사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이 두 국립박물관은， 유물의 수집부터 활용까
지 비교적 체계적인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안정적인 예산 운영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
며 , 연구 활동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기 때문

이다. 또한 현재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유물명세서를 작성하고 소장품을 관리 하는 박
물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논의의 대상을 이들 박물관으로 한정지었다 9)

6)

본 연구에서 말하는 해석 자료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문헌 자료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 박물관의 조사 활동을 통해 수

집된 자료와 기록을 기반으로 학예연구원이 새로 연구한 결과물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7) 국립중앙박물관은 종합박물관 성격을 갖지만 소장품 중 생활사 유물을 포항하고 있다
8) 국립민속박물관은 전형적인 생활사박물관의 성격을 갖는다
9) 본 연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소장품의 관리 시설과 규모 면에서 전문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본 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절차 동은 각각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유물수
집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달리 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생활사 박물관의 경우와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리 밝

혀둔다 또한 본 논의는 우리 민족의 생활， 즉 가족과 사회

일생의례 · 생업기 술

민간신앙 ‘ 민속예 술 , 세시풍속 및

놀이 동의 분야와 관련된 생활재(生活財)를 주요 소장품으로 하고 있는 박물관이 논의의 대상이므로， 본 연구의 결론

에 대해 고고(考古) 인류학박물관이나 미술박물관과 같은 성격의 박물관까지 포함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225

n. 생활사 박물관의 소징품 수집 및 운영 óJ=상
생활사 박물관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한 생활

용구나， 인간의 생활 속에서 형성된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물들을 수집하여 운영
하고 있다. 생활사 유물은 실용성을 중심으로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지금까지도 생활 속

에서 항상 가까이 두고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생활사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유물
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 수집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조

사된 내용을 유물명세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박물관 활동의 기반으로 삼아
야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현재 박물관에서 생활사 유물을 수집하여 운영하는 전체의 과정보다는，

현지조사를 통한 유물 및 자료 수집과 수집된 유물에 대한 충실한 명세서 작성 , 그리고 작성된
명세서의 자료 활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국립박물관의 운영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생활사 박물관의 소장품 해석
1) 현지조사를 통한 수집과 해석
생활문화사 및 민속학에서 현지조사란 민중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자료

를 만나거나 수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현장에서 답사하고 관찰하며 면담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0) 박물관에서 행해지는 현지조사는 박물관의 연구

원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현지에서 조사를 병행하면서 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이다.
수집된 유물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 자료는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등，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전문서적이나 매체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유물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은 박물관의 조사활동에 의해 수집된 정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통해 해석되어야만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지조사를 통한 유물 및 자료의 수집과 해석이 중요한 것이다.
생활사 관련 유물 수집은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조사 · 발굴 · 구입 · 기증 및 기탁 등의 여
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수집 과정에서 중요시하는 현지조사란 조사연구 과정을 수반
하는 수집 활동 이외에도 ， 유물의 구입 및 기증의 심의 과정에서 현지에 나가 해당 유물에 대

해 조사하는 활동을 포괄하는 수집 방법을 말한다. 생활사 유물의 수집 과정에서 학예연구원
의 체계적인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한 정보의 수집 및 연구 없이는 그것이 가진 문화 현장적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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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알아내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현장적인 해석과 문화적 특성의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생활사 유물 및 자료를 전시 · 교육 등의 활동에 활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민중의 생활상과

민중 문화에 대한 올바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각각의 박물관들은 운영 환경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을 구성

하고 있는 전문 인력들은 자료를 수집 · 관리 · 연구하여 전시 및 교육과 같은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 나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부
서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물이 수집되어 박물관에 들어올 때부터 이를 관리하는 유물 관리 부서에서도 유물

의 수집과 관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물에 대한 조사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
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유물관리 조직 구성 및 업무를 통해 유물을 수집 · 관리하

는 과정 속에서의 해석과 운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수장고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유물관리부’ 이다 . 이 부

서에서는 소장유물 및 유물수장고의 관리 , 유물의 구입 - 대여 및 기탁과 국고귀속문화재의 관
리， 학예연구자료의 보관 · 관리와 자료실의 운영， 유물의 복제 - 복사

모조 및 촬영 등의 허

가 ， 소속박물관 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학예연구실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
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1 1)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유물과학과’
이다. 이 부서에서는 민속유물의 구입

· 수집 · 보존 및 관리， 유물대여 및 기탁과 복제 · 복

사 · 모조 · 촬영 등의 허가， 유물의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 유물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연구，
민속유물의 고증제작， 민속문화재의 문화상품화에 관한 사항， 민속문화재의 정보화에 관한 사

항， 국내 다른 민속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에 대한 지원 ， 자료실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1 2)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유물관리규정 1 3) 을 통해 보면， 매장문화재 국가귀속，

발굴조사 · 채집 · 구입 · 기증 · 압수문화재 국가귀속， 기탁 및 일시보관 등의 방법을 통해 유
물을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물관리 부서의 팀 구성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정리한14)

<

표-1)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유물관리 부서의 현재 업무에는 유물수집과 관련한 채집 및

현지조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국립박물관 유물관리 부서에서는 수집되
어 들어온 유물의 형태 및 상태 정보 기록과 분석만 가능할 뿐， 유물의 문화적 맥락과 배경에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 4장 제 15조(학예연구실에 두는 부) 3항 참조

11)
12)
13)

국립중앙박물관유물관리규정 제 1 장 제 2조(정의)와 국립민속박물관유물관리규정 제 1 장 제 1 조(목적) 참조

14)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문화관광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 13장제 33조(국립민속박물관에 두는과) 7 항참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http: //www.museum.go.kr/
http: //www.nfm.go.k r/ 조직

조직 및 업무 소개 참조

및 업무 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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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립박물관유물관리 부서의 담당업무

기관명

부서명

팀구성

서무·행정

( 2007년

11 월 현재)

담당업무

학예기획， 유물 구입， 유물 기증 기탁， 유물 감정， 소장품 열
람 및 국내외 대여 , 예산 운영 여비 관리
국가귀속 및 지정문화재 관리 , 소산유물 관리 , 지정문화재 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15)

τ
I=T속
;그

리， 소장품 등록， 소장품 촬영， 사진 자료 유리원판 관리， 유
물사진 등록， 전시유물 촬영 필름 복제 및 게재 실무， 표준유
물관리시스템 운영

수장고
구입
기증·기탁

τc=r=
;;r!

관내 대출 격납， 소장품 대여 이관 ， 전시 교체유물 실사， 유
물열람및 촬영 관리
자료 구입， 자료 기증 기탁， 주요업무 기획 및 관리， 서무(복

무 및 보안 관리， 물품 운용 및 출납， 문서 관리) . 도서 발간
및 발간도서관리
소장품 국가 꺼속 및 관리， 수장고 및 소장품 보존처리， 신수
품 국가귀속， 소장품 문화재 지정

민속아카이브(자료실 포함)운영， 박물관 정보화， 민속아카이
아카이브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브 예산， 운영， 관리， 민속아카이브 세미나 · 시스템개발 포럼
운영 , 기증문화재 사진자료 관리

홈페이지
전산

박물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개선， 박물관 전산실 운영 및
관리， 저작권 위탁관리， 웹 디자인

소장품 보존환경 관리(생물방제， 수장고 · 전시실 보존환경

개선， 정기소독 등) . 보존처리 대상 자료의 분석， 신수품 훈
보존과학

증， 섬유류 - 서화류

’

목제류 · 금속류 · 철기류 보존처리 기

획 및 보존처리， 발견문화재 수습 및 보존처리， 소장품 보존
관리 대책 수립， 소장품 실사

대한 연구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수집 단계에서의 현지조사나 수집된 유물에 관한 부차적인
조사 없이는， 소장품 운영 과정에서 유물 및 소장품의 실질적인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이다.

실제로 많은 박물관， 특히 국립박물관조차도 대부분 구입 및 기증의 방법으로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수집되어 들어오는 유물과 관련된 현장에서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은 따로 진행
하지 않고 있다. 현지조사를 진행할 전문 연구 인력과 조사 운영비 등이 부족한 현실이며， 현

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유물 수집
15)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 소속 유물관리부와 보존과학팀이 따로 조직되어 있다 이 표와 본 논의는 유물의
수집과 관련한 유물관리부 업무 분장에 관해 논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학팀의 업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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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현지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제 그 방법으로 수집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인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고고부와 미술부， 역사부와 아시아부 등의 다른 부서에서 해당 분야
유물 및 자료의 연구·조사· 발굴·수집
유물관리부에서는 유물의 구입

· 전시 · 고증· 평가·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 기증 · 기탁 · 일시보관 등과 관련한 수집 업무와 수집된 유물

의 관리를 담당할 뿐， 현장에서 직접 행해지는 조사와 수집 업무는 맡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
리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민속연구과에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연구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유물과학과에서 현장에 조사를 나가 유물을 수집하는 일은 거의 없다. 유물

의 기증 의뢰가 들어올 경우 심의 이전에 해당 유물의 상태와 보존 환경 등을 살펴보고 기증
경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기증자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상태 점검과

기록의 수준이며 유물과 관련된 문화적 요소 및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수집 활동이라고 보기

는어렵다.
가장 바람직한 유물 수집 방법은 사라져가는 무형의 문화를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행해

지는 조사나， 우리 민족의 생활 현장 연구를 위해 행해지는 조사의 과정에서 이와 연관된 유무
형(有無形)의 문화적 요소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다 즉， 기획된 주제와 목적에 따른 조사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유무형의 문화적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박물관의 학예연구원들이 연구하여 전시나 교육 등과 같은 활동들의 기획과 개발에 활용하는
것이다.
소장품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부서의 업무와 활동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함께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거쳐 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목적과 주제가 함께 기획되는 것이 인력과 비용， 시간 등의 여러 가지 변

에서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각 박물관의 재정과 경영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유물을 관
리하는 부서의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과 예산 충원의 중요성과 필요성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능한 지원을 해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유물 수집 활통

이 가능할것이다.

2) 유물명세서 작성
수집된 유물을 등록한다는 것은 곧 유물명세서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국공립박물관에서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 16)’ 을 사용하여 유물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표준

16)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은 우리나라 박물관의 대표격인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여러 박물관에 보급되어 사용되는

프로그랩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 박물관은 소장 자료에 대한 분류를 1996년에 마련된 ‘유물분류표준안’ 에 의거하
고 있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 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활용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유물 한 건에 대하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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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물관리프로그램에는 명칭， 이명칭 ， 주수량， 국적 ， 시대， 재질， 장르， 용도 · 기능， 크기， 입수
일자， 입수연유， 입수처 ， 입수주소， 가격， 특정， 자료기록자， 자료입력자， 보존처리 여부， 문화
재 지정구분 등의 항목과 유물이 격납되어 있는 위치， 대출 및 대여상황 등이 입력된다 17) 그

리고 이렇게 DB화 된 정보는 유물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검색 및 데이
터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각각의 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과 자료의 특성 에 따라 유물명세서 작성을 위한 적절한
항목과 양식을 구성해야 한다.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에서는 유물명세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항목에 따라 적절한 유물명세서 양식을 지정할 수 있으며 편집도 가능하다 1 8) 국립중앙박물관

과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유물을 등록하고 명세서를 작성하
고 있는데，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세서의 항목과 정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유물명세

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표-2 >와 같다.
〈표-2) 국립박물관의 유물명세서 작성 과정

유물수집
(발굴 · 구입

기증

기탁 풍의 경로)

4
유물등록준비
(해포， 분류 배열， 먼지

오물제거， 훈증， 목록준비)

4
유물명세서 작성
(유물번호

명칭부여， 수량파악， 시대구분， 용도 기능분류 ， 크기 측정，

유물의 정의

특정

용도

수입사유 둥의 내용 기재)

4
유물번호표기

4
유물 사진 촬영 및 이미지 등록

4
유물명세서 교정

4
유물격납빛 이동사항작성

4
국가귀속처리에 따른서류작성
사진과 함께 총

25 항목의

메타데이터 (metadata) 들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김창호디지혈정보의 메타데이터포뱃

의 예와 민속자료에의 적용J ，생활문물연구J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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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립민속박물관.

2007 . 35쪽)
1996. 7-66쪽

국립중앙박물관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J .
국립중앙박물관표준유물관리시스댐 사용자지침서 J .

200 1.

96-98쪽 참조 ，

참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유물명세서 작성 과정은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이 같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도 있다 . 예컨대 ，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물

명세서를 각 분야의 전문 학예연구원이 직접 작성할 때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유물에 대한 연
구 활동이 가능하므로 보다 전문적인 자료가 입력될 수 있다. 그러나 분야별 전문 명세서 작성
이 가능한 학예연구원들은 유물관리부 이외의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를 맡고 있으므로， 이들에
게 자세한 연구와 해석이 가능할 만한 시간적인 여건이 항상 주어지진 않는다 . 국립민속박물
관의 경우 ， 수집된 유물의 명세서 작성과 등록 업무를 전담하는 레지스트라들에 의해 빠른 시

간 안에 비교적 많은 유물의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체로 해석 내용이 대부분 기존의 문헌
과 연구 자료에 의존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집된 유물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구
체적인 해석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모든 박물관이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이 다르고， 대부분 부족한 인원과 예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예연구원들은 논의를 통해 최상의 효율성을 찾아 조직과 업무를 구성하
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떤 조직 구성 체계와 소장품 등록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
렵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 소장품의 등록이 이루어지든 간에， 박물관에 수집
되어 들어온 유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해석이 시도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기반으로 한 충실한 정보가 유물명세서에 입력되어
야한다는것이다.
유물명세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검증자료로 활용되거나， 혹은 특정 지

역 및 시기의 생활상을 재현， 또는 복원하는 자료로 활용되는 등 박물관학과 인접학문 관련 연
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유물명세서는 유물을 해

석하고 연구하기 위해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측면 보다는 박물관 내에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 위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그러므로 유물 및 해당 자료에 대한 최초의 연구 시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유물병세서 작성
시 상태 분석 정보와 구체적인 해석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연구 자료와 정보를 유물명세서에 모두 입력하는 방

안이 추진된다면， 비록 유물 등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유물이 활용될 때마다 연구를 반복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2. 생활사 박물관의 소장품 연구와 해석 자료 활용
인간의 생활 속에서 생겨나고 사용되어온 생활용구와 생활재(生活財)는 인간이 속해있는 사

회문화， 즉 일상생활 · 생업활동 · 신앙 · 의례 등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예컨대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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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도구를 만들었고， 쓰임과 용도에 따라 도구는 발전과 변화를

거둡해왔다. 또한 도구를 사용해 온 인간이 속한 환경이나 사용된 시기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
에 의해 같은 도구라도 생김새와 쓰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물질의

속성과 형태를 가진 물질문화가 정신적 가치나 세계관과 같은 무형문화의 영향을 받아 문화적
인 성격을 갖게 되고， 각각의 기능 및 발생과 쓰임에 대한 배경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현재 박물관에서는 물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텍스트 (text) 가 박물관의 모든 활동과 기능

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의 대상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것이 놓여 있는 컨텍스트
(context) 까지 총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유물을 수집할 때에는 물

질적 대상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이 있는 모든 상황자료와 맥락자료를 함께 수
집해야 하며， 수집된 유물을 박물관의 소장품으로 등록하고 관리할 때에도 함께 수집된 비물
질 자료들과 연계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장품을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할 때에도 텍스트인 물질 하나만 놓고 프로그램을 개
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놓여 있었던 시대와 장소 등과 같은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기
획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관람객에게 모든 문화적인 맥락에 관한 충실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의 문화적 요소는 그것의 형태 유무와 상관없이 그 한 가지만 존재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사회 및 생활과 관련한 여타 문화적 요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때문에 박물관 소
장품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그것과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문화적 요소들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가능한한자료의 문화맥락적인 배경， 즉특정한지역에서 특정한시간에 나타
난 문화 현상과 물질을 형성한 제요소인 자연환경 ， 인문환경， 그리고 기술 등의 상관관계를 중
시하여 19) 해석해야 한다.

비록 현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유물들이 문화적 맥락 위에서 수집되지는 않았지만，

박물관의 연구자들은 소장된 유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것이 가진 문화를 읽어내고
문화연구의 한 툴로서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한 예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지속
적이고도 체계적인 전시기획에도 불구하고 전시라는 방법만으로는 수집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보여주기 어렵다는 한계를 직시하고， 소장 자료를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수집 · 정리해 온 민속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20)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민속

문화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책자 발간을2 1)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작업으로 우리나라 민속
19) 이영재박물관의 농경자료 수집과 전시 J. rt빵物館學報J 2. 한국박물관학회.
20) 천진기박물관과 물질문화J. r2006한국민속학자대회 J . 2006.101-102쪽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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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208쪽

국립민속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 및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주제별 연구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의 체계적인 정리 및 전통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기초 자료 마련과， 전공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질이 속한 지역의 문화가 가진 중요성과 특징에 대한 충실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에 맞는 포괄적이며， 정밀한자료수집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료수집에 있어 ‘각종자료 및 특정

사실 (things

and facts) ’ 과 관련된 물질적 요소는 물론， 비물질적 요소를 동시에 수집해야 한

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2) 박물관을 찾는 관람자가 그 문화에 대해 특별한 지식
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설명이나 해석이 없으면 그것의 문화적 맥락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23) 한 문화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는 그것이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인

형태의 자료이든 ‘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용 하였는가 에 대한 정보를 체
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박물관에서 특별전시나 기획전시를 준비할 때에는， 전시의 주제와 내용을 구성하
기 위해 필요한 유물의 대부분을 박물관의 소장품 중에서 활용한다 이러한 활용은 소장품에
대한 연구가 바탕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과

같이 소장하고 있는유물과자료가많은경우는 이와같은활용을위해 연구가활발한편이다.
그러나 많은 박물관에서는 연구가 부족해 일부 필요한 유물과 자료를 새로 구입하거나 궁여지

책으로 다른 기관에서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소장품
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유물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

에 생기는결과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장 자료를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특별하게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
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전시가 기획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주제와 내용에 따
라 선정한 유물 및 자료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새로이 목적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물

론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활용이 있을 때마다 유물의 문화적인 의미와 성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과 업무 진행 면에서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물을 수집할 때 충분한 연구를 진행하여 관련 자료를 생성해놓는
발간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참조)

국립민속박물관흉배 J .2000

r한국의 문양디자인 1-떡살과 다식판J .

r한국의 문양디 자인 ll-자수문양J .

2001
2003

r한국의 문양디자인 111-기원이 담긴 돈， 별전J .2004
r민속유물이해
r민속유물이해

I 목가구J . 2003
U 민화와 장식병풍J . 2005

r한민족역사문화도감-의 생활J .2005
『한민족역사문화도감-주생활J .2006

22) 이영재‘ 앞의 글. 1999. 199쪽 참조

23)

위의 글 .20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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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좋다.

연구와 해석 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과 연구자에게 전
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박물관의 의무이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수집한 자료에 대
한 의미와 가치를 해석한 후에 이를 충실히 전달할 전시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전

시기법을 선정하여 전시를 기획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소
장품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물관의 조직은 각 분야의 소장품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학예연구원들로 구성되었
기 때문에 , 유물에 대한 분석 및 연구 결과물 생산과 자료를 통한 새로운 이론 제시 등의 전문
적인 연구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적은 수의 학예연구 인력은

박물관의 운영과 행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연구 활

동을 진행할 여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조직과 학예인력 구성에 적절한
보강과조치가필요하다 .

유물 수집 단계에서의 문화적인 맥락 정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활용을 통한 유물의 연구와 해석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구성해야 할 것
이다. 그렇게 된다면 박물관은 연구자가 원하는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물적 증거물로서의 물

질문화(物質文化)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여， 다른 어느 기관보다도 물질문화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II. 생활사 박물관 소징품의

문화적 해석

박물관이 수집 · 보존 · 관리하여 대중에게 공개해 온 소장품은 인류 전반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물질(物質)로， 가시적(可r貼얀)인 속성을 가진 유형(有形)의 문화재가 대부분이다. 이러
한 물질들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이거나， 향유를 위한 예술품， 혹
은 어떤 믿음이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상징물로서 그 범위가 크고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물질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박물관은 그 물질이 속해있던 문화적 맥락에 대해 연구해야 하며
이것은 박물관의 기능과 활동의 기반이 된다.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인간의 문화 속에서 형성되고 사용되어 온 시간동안 각

각의 문화적 배경을 형성하여 왔다. 특히 생활사 유물의 경우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
했으며， 이것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후대에 전달되었는지 등을 비롯한 많은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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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 유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품화 하는 것은 수집된 유물이 공공의 성격을 갖는
사회문화적 재산이므로 과학적으로 보존 ·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물관은

소장품을 근간으로 하여 정체성이 결정되고 여러 가지 사회 기능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
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장품은 건전한 학문적 접근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 논쟁이나 관점을 입증하거나 설명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24)

이처럼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이해는 박물관에서의 모든 연구와 활동의 바탕이 되며， 그것의
관리와 활용에 효율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소장품이 속해 있는 포괄적인 문화적 특성과， 유물
을 둘러싼 유 · 무형의 문화를 모두 연구하여 이해 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이 물질문

화의 연구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생활사 박물관 소장품의 해석 방법에 대해 물질문화 연구의
당위성과 연구 방법을 빌려 논해보고자 한다.

1. 소장품의 문화적 맥락(服絡) 연구
문화25) 를 총체론적 (總體輪얀)으로 보는 학자들26) 은 적응(適應) 메커니즘으로서의 문화의 기

능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은 문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

경에 적응하면서 생을 영위한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들로서의 도구，

기술， 사회조직， 언어， 관습， 신앙 등의 총합체(總合體)를 ‘문화’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27)
24) 김영관외박물관자료의 수집과관리 J . 서경 . 2001. 164쪽참조
25) 인류학자들은 문화의 총체론적인 입장과 관념론적(觀念論的)인 입장의 두 가지 범주를 통해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
리고 있다 문화란 외계에서 관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들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는 입장과， 문화는 지각될
수도 없으며， 측정할 수도 없는 무형의 것이고 그에 참여하는 개인 들에 의해서도 직접적으로 인지(認知)될 수가 없

는， 또한 존재론적(存혐햄的)인 실체가 없는 하나의 추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 그것이다 (한상복 외문
화인류학개론.J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64-65쪽 ) 본 논문에서는 전자인 총체론적인 입장에 따라， 인간을 둘러싸

고 있는 유 , 무형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모두 문화의 구성요소라고 보고 있다

26) 인류학에서 문화에 대해 내린 정의 중에서 총체론적(總體論的)인 입장을 통해 볼 때 문화의 범주에는 물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타일러 (E.B. Tylorl 는 그의 저서 r원시문화(原始文化. Primitive Culture.
1871: l) J 에서 문화를 “지식 ， 신앙， 예술 ， 법률， 도덕，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
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총체(複合總體r 라고 규정하고 있다- 타일러는 이 정의에서 문화는 인간
고유의 것이며， 신앙， 관습 퉁은 물론이고 손도끼， 쟁기 퉁의 구체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그릇을 만들고， 고기를 잡는
둥의 기술까지를 포함하는 인간 고유의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타일러
의 입장을 현대 인류학에서 계숭하여 발전시킨 대표적인 사랍이 화이트 (Leslie

A.

White) 이다 화이트는 그의 저서

r文化의 熾念 (The Concipt of Culture. 1977) J 에서 동물계에서 인간의 행위를 구별 짓게 하는 것은 ‘인간은 상정
(symboling) 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 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문화의 기초라고 정의하고 있다， 화이트에 의하

면， 인간은 자유롭게 또한 인위적으로 의미 를 창작하고 결정하며， 이를 외계에 있는 사물과 사건들에 부여하는 능력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의미들을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동물입을 강조하며， 이러한 인간 고
유의 상정행위에 기초한 사물 및 사건들을 상정물(象徵物. symbolate) 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곧 문화를 구성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사물 및 사건들 자체가 바로 문화가 아니라 그것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고려되느냐에 따라 의미
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화이트는 “상정행위에 의거한 사물 및 사건들을 신체 외적인 맥락， 즉 인간

유기체와의 관련에서보다는 다른 상정물들과의 관련에서 고려했을 때 그것을 문화”라고 부르고 있다 (위의 책 .65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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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인간은 환경의 적응 수단으로서 도구를 사용해 왔으므로， 이것은

엄연히 문화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문화적 성격을 띠는 사물과 지
식 · 기술 · 관습이 녹아 있는 기능적인 산물들을 생활 속에서 항상 사용해왔다는 것이다. 따라
서 박물관은 문화 · 기능적인 산물들을 수집하여 소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보존 · 관리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나 환경에 맞추어 변화된 형
태를 갖는 것들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각각의 특성과 가치를 지
니기 때문에 수집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박물관 수집활동의 당위적 측면과는 반대로， 유물이 박물관으로 수집되어 소장품으
로 동록된다는 것은 그것이 속해 있던 문화적 환경과 맥락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박물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관리되는 유물은 도구로서， 혹은 기술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존재의 의미만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장품이 갖고 있던 본래의 맥락
을 최대한 잃어버리지 않고 이에 대한 문화적인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수

집부터 활용까지의 소장품과 관련한 전 과정에서 연구 활동을 통한 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 · 기록화 하여 활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박물관에 있는 유물， 혹은 자료들은 그 자체로서는 문화가 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놓

여 있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 물건이 설명해주는 인간
생활의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사 유물 및 자료는 과거 인간의 생활과 사
회를 재구성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는 물질을 자료로 하여 문화를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개인이나 공동체， 혹은 사회의 관념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생활
모습을 재현해 낼 수 있다.

그동안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는 관념체계와 무형의 문화를 중시하는 학문적 풍토로 인해 문
화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물질의 속성을 가진 유형의 문화는 그것이 인
간의 생활 속에서 각각의 쓰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며 28) 물적 증거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 문헌 자료뿐만 아니
라 유물 자료를 통해서도 언제 어떤 문화가 형성되고 정착되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가능하며，

오히려 변하지 않고 전해져 내려오는 물질의 속성을 통해 문화 변동에 대해 더욱 정확히 설명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유물과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관인 박물관에서 전문적
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9)

27)
28)

위의 책 .67쪽
엄재해， 앞의 글 .2007.176쪽

29) 이와 관련한 연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물질문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전문학술지인
r생활문물연구」 를 발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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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문화는 자연물을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변형시켜 만든 것이고，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
문화가 개입되고 반영되기 때문에， 물질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질문화가 가진 양면

성을 이해해야 한다. <표-3) 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물질문화는 단순히 만들어진 재료나
만든 방식， 그리고 용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진 사회의 이념이나 사상， 관
습 등의 비물질적 무형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는다. 그리고 물질문화는 자연 그
대로의 상태이거나 가공과정을 거친 물질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3이 제작과 관련한 공예 · 기술
등과 연계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이해가 어렵다.
〈표-3) 물질문화의 양면성 31 )

연구분야

물질문화

측면

연구대상

구성요소

물리적측면

F나1 그。Z 돌
n

형태. 재질， 크기， 무게， 색상，

(물질 자체)

(물질문화자료)

문화적측면
(개입 요소)

문화(생활양식)

배치등
정치， 경제， 사회구조， 사상，
의례， 신앙， 기술 ， 예술 등

구성 요소의 속성

가시적

비가시적

예컨대 어떤 특정한 시대의 생활용품을 보면 색상이나 디자인， 재질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기술수준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 정치적

조건과 가치관 등을 알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문화 연구는 대상물을 물질적 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행위체계， 이념체계， 의미체계 속에서 파악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야한다.
물질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글이나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유물을 이용해서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부수적인 통찰력을 갖게 도와주며 같은 대상에 대해 새롭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물질은 조사과정에서 직접적인 반응이나 변화가 없으며， 재
료와 형태 등이 오래 지속되어 통시적인 문화 연구가 가능하므로， 관념적 측면을 통한 문화연
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사 박물관의 물질문화도 역시 형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그것과 관련된
생업양식과 신앙， 의식주생활 등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해석해야 한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민족이 자연환경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적응하면서 문명을 형
성，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물질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일상생
활의 문화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우리 문화의 특성을 규명할 수도 있다.

박물관에서의 연구 활동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이고 유물론적인 특정을 가지므로 32)
30) 주종택서양의 물질문화 연구 현황J. 생활문물연구」 창간호， 국립민속박물관 .2000.8쪽.
3 1) 배영동， 앞의 글. 2006.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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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의 논의가 자료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며 , 연구 결과물이 전시나 교육적 활동에 반영

되어야 한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박물관은 전문적이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대중과 전문
가에게 더 많은 연구결과와 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 생활사유물의 문화적 의미
생활사(生活史)란 생물학(生物學)에서는 생물의 난자， 접합자， 포자 따위의 개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생체를 거쳐 자연사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33) 역사학(歷

史學)과 박물관학(博物館學)에서는 유물에 대한 조사 · 연구 · 수집 과정을 통해 과거의 역사
속 인간생활과 관련된 문화적 근거를 제시하는 분야를 일걷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34)
생활사는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모습과 생활양식 그리고 그 변화상을 추구하는 역사연구의
한 분야이다 . 그리고 생활사를 연구하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반복

되는 일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구조나 패턴까지도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생활사는 우리가 살

아왔던 발자취로서 과거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이며， 다분히 ‘일상’
과 관련한 모든 범주를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35)

생활사 분야의 유물은 “민중들이 생활의 필요에 따라 직접 만든 살림살이 ， 곧 생활용구”로
서 36) 인간의 생활과관련하여 생산및 생업 · 의식주·신앙-의례 ·놀이 ·풍속등의 영역 안
에서 생겨나는 모든 물질과 자료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생활사 유물의 범주 안에는 유형의 문

화적 도구는 물론 ， 이와 관련한 무형 문화를 기록한 기록 자료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모든 자
료는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정체성 , 통합성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유물사료는 언어를 매개로 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진술하
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소극적인 사료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력을 지닌 사료라는
점에서 객관성과 과학성이 높은 사료라고 볼 수 있다 37)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혹은 현재 인간

의 일상적인 생활문화와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사례연구와 함께 관련 근거 자료로
서 유물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우리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해온 생활
32) 문화체 육부 ， f21 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랭 개발 연구J ， 1997 , 1 2쪽
33) 국립국어원 ， 표준국어대사전， 1999
34) 생 활사， 혹은 생 활사 유물에 대해 사전과 전 문서 적 에서는 정확하게 정의된 내용을 찾을 수 없기에， 연구자들이 논문
에서 밝혀 놓은 용어의 범 주나 정 의를 참조하였 다

35)

곽차섭‘새로운역사학’ 의 입장에서 본생 활사의 개념과방향J ， 지역사와생활사연구J ， 한국사학회
학회 ，

2002 , 4쪽

36) 김광언민속물질 의 연구방법 」， 『韓國民倚學의 課題와 方法J. 정읍사， 1 986 ， 289쪽
37) 임재해 ， 앞의 책， 2007 ， 342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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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사

방식을 보여주는 문화가 점차 소멸되거나 변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통한 기록과 보존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리고 인간생활 전반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생활사 유물을 통한 연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생활사 박물관의 학예연구원들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통해 당시 민중들의 생활 모습과 신

앙 · 의례 · 세계관 등에 대해 밝히는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각종 자료들과 무덤에서 출토된 부장품 및 공양물 등이 생활과 풍속에 대한 연구를 돕는 중요
한 자료가 되고 있다. 민속 및 생활사 유물과 자료는 민중이나 민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인간 문화 형성과 구성 원리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38) 박물관

에서는 기록자료， 혹은 벽화나 풍속화， 문학 자료와 연관 지어 함께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대 사회를 살던 인간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당시의 문화를 읽어내는 것을 돕는다.
유물과 유적에 의존하여 문화해석을 하는 고고학의 경우와 ， 기록으로조차 남아 있지 않거나

전승되지 않아 사라지거나 잃어버린 민속 문화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유형적 형태를
갖고 존재하는 물질문화는 형태가 없는 문화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유물과 유

적을 통해 역사 · 사회 · 문화를 복원하여 문자기록이 없던 시기의 문화를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있는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수집 · 관리 · 보존을 위해서 조사를 기반으로 한 수집과 연구

활동을 해야 한다. 형태가 있는 유형의 유물은 무형의 전통 기술에 의해 생산되고 전승되어 왔
으며 문화적 배경과 풍속， 관습 등이 저면에 배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이해 없이는 올바
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유물이 가진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

으면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그리고 인간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물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는 생
활사 박물관에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해석 활동이 필요하다. 박물관은 다양한 방법
과 시도를 통해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생활사 자료에 대한 연구와 해
석 자료를 많이 생산해야 할 것이다.

N. 문회적

해석 자료를 활용한 소장품 운영

박물관에서 소장품을 운영하는 과정은 유물의 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등록과 정리， 등록된 소

장품의 연구와 해석， 그리고 연구 · 해석된 자료의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재차 강

38)

리처드

M

도슨， 나경수 譯민속조사방법론J . 전남대학교출판부 .

1995.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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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지만 소장품을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맥락
에 대해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문화적

인 해석과 연구 결과는 전시와 교육 등의 박물관의 다른 기능에도 활용되어야 한다.
앞의 2장에서는 국립박물관에서의 소장품 운영에 대해 논의했으므로， 본 장에서는 소장품을
운영하는 절차를 짚어가며 바람직한 소장품 운영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지조
사를 통한 유물수집의 필요성과 수집된 자료의 유용성에 대해 논의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류
하고 정리하여 등록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여를 사례로 효율
적인 수집과 등록 · 관리 ·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물수집과현지조사

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집하는 이유는 기능적으로 볼 때， 자연 상태에서의 파손 · 인멸 · 멸실
등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고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구히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
다 39) 그러나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인 생활사 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집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변화하지 않고 당시의 시대상과 생활문화를 전달해

주거나， 변화의 양상까지도 반영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
는 속성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유물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더불어 한 시대를 재
현하여 보여주는 글이나， 그림 , 사진 등의 기록 자료도 생활사 박물관의 수집 대상이다.
박물관에서 행하는 조사나 유물 수집때)은 현존하는 생활사 유물이나 현행되는 민속 요소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현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되지는 않으며 잔존문화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집 활동은 사라져가는 문화에 대한 보존과

연구라는 박물관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늘상 접하는 생활 유물들이 갖
는 문화적인 특성을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기능을 잃어 더 이상 현재의 생활

에서 쓰이지 않고 있는 유물도 박물관의 전시나 박물관에서 발행하는 연구서(鼎究書)를 통해
만나면 그 가치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문화적인 중요성이 있는 유물의 원형(原
形 )4 1)을 확보하기 위해 유물을 수집하기도 한다.

39) 이보아박물관학 개론(개정판) J . 김영사 .2002. 153쪽 참조
40) 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은 직접수집과 간접수집이 있다 직접수집은

조사자 혹은 연구자가 그 생활용구의 사용지나 제

작지에 직접 찾아가서 제작 또는 수증(受뼈). 구입 동의 방법으로 현지 채집하는 것이고， 간접수집은 제 3자의 손을

거쳐 수증， 구입 , 교환 퉁의 방법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물은 그 유물의 수집 때의 조사 기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지적(知的) 가치를 갖는다 (인병선유물 수집의 이론과 실제 J.

민속 · 문화사 관련 박물관 전문인력 양

성교육J . 국립민속박물관 .2000. 107쪽)

4 1)

민속의 원형(原形)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원형이란 절대적 유일로서의 원
형이 아니라 민속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전체의 체계와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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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집하는 형태는 문화적 맥락 복원을 위하여 개념중심적 (concept

centered)

일팔수집이거나， 유형분류 · 비교 · 지역분포 · 발달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대상중심

적 (object-centered) 수집의 형태이어야 한다 42)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이러한
이론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개념중심적 일괄수집은 최근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루어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전의

일본 유물수집과 2002년 월드컵 응원도구에 대한 대대적 수집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대
상중심적 유물수집은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개인수집가 또는 골동상에 의한 단일유형의 일
괄유물 수집 형태로 소반， 지공예， 중국탈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집도 조사연구를 바탕

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골동상인에 의해서 수집된 물건들이라는 점
에서 옹전한 유물의 수집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쩌) 그렇기 때문에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연
구원들도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복원하기 위한 유물 수집과， 이에 따른 조사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박물관에서는 구입 및 기증의 방법으로 대부분의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

고 있다. 현지조사를 통한 수집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며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현장에
서의 조사를 토대로 한 유물수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차선(次善)의 수집 방법에서

는 유물이 갖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서의 배경 정보 (history) 를 어떻게 기록하고 작성할 것인
가에 대한 적절한 대안과 제시가 미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박물관의 수집 활동은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행해져야 한다. 문학이나 사학 분야와는

달리 생활 문화를 연구해야 하는 민속학에서는 기록 자료에 의존하여 생활문화의 형성과 전승
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의 기록과 문헌이 왕조사， 혹은 정치사 중
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활 문화의 연구는 구전되어 오고 있는 자료를 기록하
고 물질적 형태로 남겨진 유물을 수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함께 현지조
사가 필수이다. 현지조사는 현장에서 전승되는 구전자료 및 유물의 수집뿐만 아니라 관행의

실제 모습에 대한 관찰과 연구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족 전체의 일반성을 띠는 생활문화는 어느 일정한 시간에 정지된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하
는 생활의 현장성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생활문화의 현장성 포착을 위해 끊
임없는 조사연구 활동이 뒤따라야 하며 44) 과거의 생활 문화적 요소들이 남아있는 현장 속으

로 연구자가 직접 들어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

의미로 사용하였다 (리처드 M 도슨， 앞의 책. 1995. 10쪽 참조)
42) 이종철물질문화연구와 박물관J. 한국문화인류학J 20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8. 188쪽
43) 천진기 , 앞의 글. 2006. 103쪽 참조.
44) 하효길현장의 민속학J . 민속원 .2003.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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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상적인 물건들이 대부분인 생활사 유물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시점에서 우리 민족의 관
념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때문에 생활사 박물관에서 현재성과 생활 문화적 맥
락이 배제된 채 유물을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유물과 같은 물적 증거물은 연구자의 시각과 능력에 따라 해석이 크게 엇갈릴 수 있다 . 이러
한 해석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자료를 끌어들여 맥락적으로 해석하고 상호 검증할 필

요가 있다 . 이를 통해 그것이 놓여 있는 문화적 체계 속에서 다양한 자료를 현장론적으로 해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45)

현지조사를 통한 수집활동 시에는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 물질 자료뿐만
아니라 ， 비물질 형태의 자료를 기록하고 수집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질문화의
발생과 사용에 관련된 생활양식인 기후나 기상 등의 자연환경， 사회조직이나 종교적 성향 등

의 인문환경， 그리고 도구의 제작과 사용기술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충실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6) 따라서 자료가 놓여 있는 현장에서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하

고， 실물을조사하여， 이를현장의 상황과유기적으로 연관된 총체적인 연구를시도해야한다 .
현지조사가 수행되어야 하는 곳은 크게 보아서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가 존재하는 곳이 조사와 자료 수집의 현장이다 그리고 이 현장
이 곧， 과거에 특정 문화 요소가 존재했던 곳이며， 현재에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어 진행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수집이 가능한 것이다. 현장에서 수집되는 물질 자료와 인간의
기억이나 기록에 의존한 기록 자료는，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정지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생
활 모습과 문화 요소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도울 수 있다.
박물관에서 현지에 조사를 나가 수집활동을 할 때에는 각 박물관에서 규정한 자료조사 카드
에 자료의 현지명칭， 용도， 규격， 형태 ， 재질， 전승 상황， 출처， 소장자， 가격， 수집방법， 보상

형태， 조사수집자， 수집일시 등의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생활용구의 경우 비교적
쉽게 명칭과 용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록과 조사가 소홀해질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들도 지역적

시대적

개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 아울러 수집된 자료에는 간략한 정보를 담은 꼬리표를 현지에서 즉시 부착하여 차후 정리

시에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고， 일괄자료의 경우 자료마다 일괄자료임을 밝히는
내용의 꼬리표를 달아주는 것이 좋다 47)

그리고 물질문화를 수집할 때에는 특히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즉 피조사자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48) 집안 구석구석에 정리되어 있는 살림살이와 생
45) 임재해， 앞의 글， 2007 , 1 83쪽
46) 이영재 ， 앞의 글， 1 999 ， 209쪽 참조
47) 신탁근 외， 앞의 책， 1993 , 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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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도구들이 모두 연구의 대상이므로， 피조사자의 집안을 어지를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불편
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 외부인인 조사자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곳을 노출시

키거나 관련된 배경을 들춰내야 하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박물관은 조사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연구원들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소장품을 수집해야 하지
만， 이와 반대의 방법으로서 박물관에서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부분수집보다 일괄수집이 가능하여서 마을생활사， 가족생활
사， 개인생활사 등 문화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리고 증빙자료인 각종 문
서와 구술 자료를 통해 소장품이 갖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도 가능하다 49 )

박물관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조사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하여 충분
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지조사의 결과물이 조사보고서 발간이나 전시 기획， 혹은 교육프로

그램 개발 등의 기능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설립된 목적에 맞는 조
사가 행해져야 기획 단계에서 세운 가설이 현지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현지조사는 자료 수집 기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해석 작업까지도 현장에서 가능하

게 하는 생산적인 과정이다 50) 현지조사를 통한 수집 활동은 수집하고자 하는 유물과 자료가
실제 현장의 문화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료의 현장
성을 읽어내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박물관에 유물이 수집된 이후에도 문화

맥락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집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생활사 박물
관에서는 유물과 자료의 수집을 위한 현지조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통한 수집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물질 자료의 퉁록과 정 리
수집된 유물과 자료는 학예연구원들에 의한 등록과 정리를 통해 소장품이 된다. 소장품의 등

록을 위해서는 우선 각각의 다양한 특정들을 갖고 있는 유물에 맞는 적절한 분류방법이 필요
하다. 분류는 일정한 분류방법에 따라， 동일한 특정을 가진 소장품을 함께 모아서 특정을 가지
지 않은 것과 구별하고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5 1)

소장품을 분류하는 목적은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나누어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기 위

48) 김광언， 앞의 글， 1986 ， 294쪽 참조
49) 박종민박물관의 수집정책과 소장풍관리 체계 J ， rt행物館學報J 9 10 , 한국박물관학회， 2006 , 533쪽 창조
50) 임재해， 앞의 책， 2007 ， 269쪽 참조
51) 김영관 외， 앞의 책， 200 1. 48쪽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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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며， 이는 소장품의 전산화를 통한 관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과
같은 전산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현재 박물관의 검색 시스댐은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물의 성격이나 활동에 따른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적이고 학

문적인 목적으로 세분화 된 검색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유물을 등록시키는 과정에서
기능별 분류 · 재질별 분류 · 장르별 분류와 같은 혼합적인 분류를 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유물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분류를 해야겠지만， 그 중에서 생활사 유
물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온 도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유물이 가지는 고유 기능에
따른 기능별 분류52) 가 중요하다 또한 생활사 유물은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제작된 유물이 많

기 때문에， 재질별 분류보다는 기능별 분류가 적합하다.
유물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쓰임과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은 연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의에 의해 작성된 분류안53) 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학술

적인 목적을 위한 자료의 일괄검색이 용이하고 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능분류는
학예연구사나 외부의 전문가들이 유물과 관련하여 문화적인 연구를 진행할 때 동일 기능의 유
물을 일관되게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

유물 및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한 후에는 박물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기술과 ‘등록 작업이 필요하다 어떤 자료이든 기초

사항이 정확히 기술되어야 박물관 자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없) 박물관에 수집
된 유물은 세부사항과 소장위치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여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
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록과정에서 유물의 영구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는데， 과거에는 수작업

을 통해 수집유물을 등록하였지만， 지금은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기증 ， 혹은 구입 등의 여러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박물관으로 유물이 수집되면 우선 훈증 절

차를 거쳐 꼬리표를 달아 입시로 격납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수유물은 입수일자에 따라 작성
된 목록을 보고 순차적으로 꺼내서 등록의 과정을 진행한다.
등록을 위해 유물 정리실로 운반된 유물은 포장을 풀고 상태를 확인한다. 해포(解包)된 유물

은 먼지와 오물 등을 제거하고 훈증의 과정을 거치거나， 약품을 투여하여 예방처리를 한다. 정
리 작업 전에 약품을 투여하는 것은 유물에 기생하고 있을지도 모를 균과 벌레를 제거하기 위
함이며 , 이 균과 벌레가 다른 유물에 옮겨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 때

52) 소장풍의 분류 방법 중 기능분류 방법을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박물관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과 온양민속박물관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전산화를 위한 유물분류표준화방안J ， 1995 , 7 9-85쪽; 국립민속박물관 ，
r국립민속박물관 유물관리 전산화 기초조사 보고서 J ， 1994 참조)
53) 민속 생활사 분야의 유물은 민속학계와 공사립민속박물관 인사들의 자문 및 협의를 거쳐 작성된 ‘유형민속자료기능
분류안’ 에 의거하여 분류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민속학연구J 3 , 1995)
54) 신탁근 외 , 앞의 책 , 1993 ,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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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은 보존처리실로 보낸다.

보존처리를거치는과정이나 동록을위한준비를하는과정에서 모든유물에 쌓여있는먼지

와 오물을 제거해야 한다.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있어서 먼저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먼지이기 때문이다. 유물에 붙은 먼지는 습기 중에 있는 곰팡이 등의 세균과 결합해 부식을 촉

진시킨다. 따라서 유물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 . 먼지를 제
거할 때에는 유물이 지닌 원래의 색이나 섬세한 부분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55)

유물의 오염제거와 상태점검이 끝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구분하여 정리한

다. 박물관은 1 차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박물관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박물관의 자료
를 분류할 때에도 소장하고 있는 1 차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박물관의
여건이나 자료의 활용 및 관리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 박물관마다 적절한 분류의 틀을 설정
해야 한다 56) 그리고 유물병세서를 작성한다. 유물명세서는 유물번호， 명칭， 수량， 시대구분，
용도 및 기능 분류， 재료 크기 , 특정 및 촬영사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의 정보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점이 요구되고，
적절한 기초 항목의 세분화와 공통항목 · 특수항목 · 코드검색 · 비교항목의 분류가 필요하다.
기본항목 중에서도 전국 박물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각 박물관의 특성에 따
라 유물의 구성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화의 대상은 전국박물관에
서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공통항목이 우선시된다 57)
유물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록하는 자세한 정보와 해석 자료들은 학예연구원이나 연구자들이

소장품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않
은 학예연구원이 전시를 기획하거나 연구서를 발간할 때 유물명세서에 입력된 자료가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다. 유물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수집되는 자료들은 과학적 관리와 보호， 전시
및 연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상술한 각 업무와 관련된 성과의 반영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다 58) 그러므로 현지조사를 통해 유물을 수집하여 자세하고 충실한 연구 자료와 해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유물명세서 작성과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 입력 시에

는 소장품과 관련된 생활사를 읽어낼 수 있도록 조사된 실제 내용들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유물과 관련된 정보 입력이 끝나면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물번호를 표기한 후， 사진을 촬영해

55)

이내옥문화재다루기 J ， 열화당，

2000 , 30-31 쪽

참조

56) 생활사 유물을 다루고 있는 박물관의 유물 분류 중 한 예로，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민속유물
료

- 참고자료

전숭공예

공직자선물 동의 분류를 거치고， 분류에 따라 유물의 명칭

담고 있는 기록화 작업 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유물로 동록한다 (정현미 , 앞의 글，

57)
58)

실측

족보 - 석남(송석하)자

사진촬영 동의 내용을

2007 , 90쪽)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책， 1996 ， 7쪽
김영관 외， 앞의 책， 200 1.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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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등록하여 유물명세서 작성을 마친다. 그리고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한 유물
명세서는 출력하여 보관하는데， 이것이 유물카드이다. 유물카드 양식에 기입된 항목은 유물명

세서에 입력한 항목 그대로이며， 카드 하단에는 유물의 이통일자와 이동구분， 보관처와 반입
처 , 이동수량 및 현수량 등의 항목이 있다.

유물명세서 작성이 끝나고 보존처리도 끝난 유물은 수장고에 격납한다. 이 때 수장고와 장
및 선반의 위치 등 격납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보존 및 활

용을 위해 유물이 이동이 되는 경우 역시 이동일자와 이동구분， 보관처와 반입처 , 이동수량 및
현수량 동의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유물의 모든 이동사항과 격납

정보는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다른 학예부서나 담당자가 아닌 학예연구원들도 참
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물의 등록과 정리를 마친다. 국립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과정 이외에도 국가귀속59) 처리에 따른 서류 작성의 과정이 포함된다.

3. 기록 및

연구자료의 관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소장품의 대부분은 물질적 형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진 · 영상기록물 · 음성기록물

종이에 기록된 문서와 같은 형태의 비물질적 자료 또한 소장

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물질적 형태의 기록 자료는 아카이브 (archives)60)

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록 자료는 대부분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의 현지조사 및 수집 활동과 연
구자들의 기증으로 인해 생성된다.

기록물은 그 자체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
다. 또한 기록 자료는 문화적 전통의 변화와 소멸을 기록해서 문화변동을 해석하는 수단으로
서， 그리고 문화 전반에 걸친 유물의 해석을 위한 연구 자료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억에 의해 전승된 전통이나 기술， 그리고 글이나 다른 형태로 기록된 문서자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갔거나 사라진 과거의 관습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6 1)

이렇게 수집되고 생성된 자료들은 박물관의 다른 소장품들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수장 환
경에서 보존 · 관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DB화 되어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활용을 도모하는 방

59) 국립박물관에서는 유플로 퉁록하는 것 자체가 유물을 국가의 소유로 동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
가귀속’ 이라고 한다 (정현미， 앞의 글.

60)

2007.

90쪽 참조.)

아카이브 (archives) 는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기록(記錄) 중 지속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의

미한다 (주종택미국의 민속기록 보존과 민속J. 민속기록보존， 어떻게 할 것인가J. 국립민속박물관 .2000.93쪽)

61) 주종택문화 및 민속자료의 기록과 보존 스미소니언박물관의 사례 J . r ^혔4學論最J 13. 순천향대학교 교수학습
센터 .2004.3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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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스템이 필
요하다 . 각 분야의 학예연구원들이 소장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각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검색하기 위한프로그램이 필요한것이다
현재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은 물리적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포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

의 관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예컨대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의 항목 중에서 무게나 재질 등과 같
은 항목은 디지털 자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를 갖지 못한다. 그리고 유물은 시리즈를 구성하
여 스토리 를 보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민속자료의 메타데이터 포뱃에 반드시 필요한 위치나
관계를 규명하는 관련 레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2) 그러므로 기 록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메타데이터 포뱃을 갖춘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기록 자료는 기록의 효율성을 위해 녹음기나 사진기， 그리고 기타 매체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기 술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따라서 박물관에서도 수집된 기록물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체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기술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 이와 함께

DB화된 기록 자료를 위한 검색 시스템 마련과， 박물관에서 생성된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프
로그램에 함께 입력하여 활용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혹은， 유물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상에， 유물을 수집할 때 조사된 자료와 유물에 대

해 연구한 내용을 입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전시나 교육 분야의
학예연구원들이 검색을 통해 종합적인 자료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현재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차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유물의 등록 및 관리 과정에서의 유물 해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박물관의 연구 활동에 기여하는 바도클 것으로사료된다 .

박물관에서는 유물 수집과 보존의 기능과 더불어 소장유물과 정보를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원활하게 제공할 것인지의 문제가 점차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63) 박물관은 대중과 전

문 연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학문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와 관련 있는 박물관 소장품을 근거로 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

고 깊이를 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은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활발한 연구
활동을 도모해야 한다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연구 및 해석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를 위한 효율

적인 시스템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

62) 김창호， 앞의 글 . 2007 . 35-36쪽 참조
63) 홍인국 r효율적 유물관리 및 활용을 위한
報J 9 . 10. 한국박물관학회 .2006. 1 34쪽

디 지럴 아카이브 구상-소장유물의 DB화와 정 보시 스템 구축j . 더흉物館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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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생활사 박물관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한 생활

용구를 비롯하여 ， 인간의 생활 속에서 형성된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물들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생활사 유물은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 인간의 지식과 기술 및 관습이 녹

아 있는 기능적인 산물이다.
그러나 박물관이라는 공간 안에서 관리되는 유물은 생활 속 도구로서， 혹은 기술로서의 기

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문화적 환경과 맥락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 그러므로 생활사 박물
관의 학예연구원들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유물을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해석된 자료를

활용하여 소장품을 운영하고， 관람객에게 유물이 갖고 있는 문화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
야한다.
생활사 박물관에서는 유물의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집 단계에서부터 현지조사

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립박물관에서는 유물 수집에 있어 현지조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 연구 인력 및 조사 운영비 등의 부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실제 수집에

따른 조사 활동이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유물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해서
는 전문적인 조사 인력 보강과 예산 충원이 필요하다 .

또한 유물을 수집할 때에는 물질적 대상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이 있는 모든
상황자료와 맥락자료를 함께 수집해야 한다. 그리고 유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연구자들
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연구 자료와 정보를 유물명세서에 모두 입력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

다. 현재의 유물명세서는 유물의 연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보다는， 박물관 내에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 위주로 작성되고 있었다. 유물명세서는 연구자의 학문적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검증자료나 혹은 특정 지역 및 시기의 생활상을 재현 또는 복원하는 자

료로 활용되는 등， 박물관학과 인접학문 관련 연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유물명세서 작성 시 상태 분석 정보와 구체적인 해석 정보를 최대한 자
세하게 기록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수집된 유 · 무형의 모든 자료들에 대한 연구는 박물관의 모든 활동의 근본이 되므로， 문화
맥락적인 연구를 통해 유물과 자료를 해석해야 한다 . 연구 활동은 소장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시 시대상을 재구성하여， 전시 · 교육 · 연구서 발간 등의 기능 수행과 여러 전문분야에 도움
을 준다. 특히 인간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유물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하고 있
는 생활사 박물관에서도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해석 활동이 필요하다 . 그러므로 박물관

은 다양한 방법과 시도를 통해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생활사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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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와 해석 자료를 많이 생산해야 할 것이다

생활사 박물관의 수집 활동은 사라져가는 문화에 대한 보존 · 연구의 목적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생활 유물들이 갖는 문화적인 특성을 더욱 의미 있게 하기 위한 목적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생활 현장에서 현지조사를 통해 유물을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수
집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활동을 통해 유물을 수집하면， 유물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수집과 기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물이 수집된 이후에도 문화적인 맥락에서의
해석을 돕고 ， 자료의 현장성을 읽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수집된 유물과 자료는 학예연구원들에 의한 등록과 정리 를 통해 박물관의 소장품이 된다 . 생
활사 유물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온 도구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유물이 가지는 고유

기능에 따른 기능별 분류가 중요하다. 그리고 수집된 유물 및 자료는 유물번호와 명칭을 부여
하고， 유물명세서를 작성하여 등록한다. 유물명세서는 표준유물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
식으로 작성되며， 여기에는 유물명세서에는 유물번호

· 명칭

수량

· 크기

시대

특징 - 수입

연유 등의 세부사항과 촬영된 이미지 · 소장위치 등의 정보가 기록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유물과 관련된 생활사를 잘 읽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현지조사 된 실제 내용들과 유물에 대해

연구된 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각의 박물관은 개별적인 여건으로 인해 소장품을 관리하는 절차 · 시스템 · 시설 등이 박물
관의 재정이나 기존의 여건 ， 지원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품에 대한 연구기관으
로서의 역할은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박물관에서 소장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유물이 갖고 있는 문화 맥락적인 정보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
한 연구 자료와 문화적인 해석은 박물관의 다양한 기능을 돕는 학술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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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Museum
Collections
Yoon Hyun-ho'

The fo1k-life museum is now managed with the collection of the 1ife devices
used while mankind were 1iving and a variety of remains re1ated to the cu1ture
created in human life.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mains and too1s
managed in the space of museum 10se their functions in a technica1 aspect. it
seems that the cultura1 environment and content disappea r. As the folk-life
remains collected have cu1tura1 characteristics. they are the functiona1
products in which human skills and costumes invo1ved. Thus. the curators of
the fo1k-life museum are advised to interpret the remains in an aspect of
cu1tura1 content when they manage them.
The purpose of this collection activity is to preserve and to study the cu1ture
being disappearing as well as to give the more significance on the cu1tura1
features that the fo1k-1ife remains provide. If we collect the remains through
the research activity. it is possib1e to collect and to record a variety of cu1tura1
elements re1ated to remains. And even after the remains are collected. it 1eads
to understanding the cultural content and interpreting the fie1d characteristics
that the materia1s provide.
The museum will have the collected remains and materials as its collection
after the curators arrange and register them. And those collected remains will
be systemically classified to efficiently manage and use them according their
characteristics. As each of the fo1k-life remains p1ayed a ro1e as a too1 that has
been used in human life. it is important to group them depending on the
origina1 functions. When it is impossib1e to classify by materia1s because there
are the remains composed of more than 2 materia1s.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is used.
• M.A. in Museum Studies , Dept. of Museum and Gallery Studies. Graduate School of Ar ts , Chung-An g
University ,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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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collected remains and materials are given their numbers and
names. After those procedures. the collection specification is written and the
remains are registered as the museum collection. The collection specification is
completed the way the remains are input in the Standards Antiquities
Management System. where the specific items including the numbers. names.
quantity. sizes . eras. features . and import reasons of remains and the
information such as the images filmed and the locations where they have been
kept are recorded . But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the life history using only
these materials. Thu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measures to specifically
record the real contents researched in the field and the results from the study
in detail.
The study on all collected tangible and intangible materials becomes the
foundation for all activities . The research activity allows us to understand the
collections and helps perform such functions as exhibition. education.
publication of a study as it re-constructs the phases of the times. Thus. the
interpretation and researches in the cultural context. which are conducted by
the curators and experts . can lead spectators to truly understand those
collections.
Due to its individual circumstance. each museum is different in the
procedure and system to manage collections depending on the finance status of
museum. the existing conditions; and the supplying environment. but the role
as a research institute that investigating collections may be same. Thu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rocess of managing collections in museum is to
investigate and study the cultural context information that the remains have .
These materials for the research and such a cultural interpretation should be
the foundation for a variety of the functions of museum .
Key words : folk-life museum. remains . material culture. museum collections.
cultural context. interpretation. fieldwork. acquisition. registration .
collection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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