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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3 ICOM 대회가 남미 브라질에서 <박물관과 사회적 변화>란 주제로 개최된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제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박물관들은 여러 도전들－박물관의 민주
화, 박물관의 지속가능성, 전쟁지역에서의 유물보존, 문화다양성 등－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박물관
의 죽어있는 유물들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창조적으로 되살려 박물관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
어 내야 한다는 주제 선정은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박물관대회 참석자들은 우선 발표자들이 남미의 고유한 역사와 관련된 박물관의 기록과 증거
들을 재해석함으로써 특히 유럽과의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나아가 박물관이 부의 편중, 마약,
범죄 등과 같은 남미의 사회적 모순들을 해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다. 브라질 대회는 이러한 요구들에 대해 충실히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데인 도시의 개발 사례, 인사이트 파벨라 프로젝트 등을
통해 박물관이 수행한 사회적 변화 기능을 제시하고 향후의 가능성을 타진했기 때문이다.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와 기억은 서로 적대적이거나 충돌하는 관계이다. 하나의 도시가 개발되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박물관의 유물들로 전승되는 기억들이 훼손되거나 망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수집, 연구, 전시되고 있는 전 세계
박물관의 유물들은 종종 유럽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들’만을 전해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다시 말해, 유럽인들은 진정한 역사를 왜곡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역사의 기억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 leefrance@hanmail.net
(접수일 : 2013. 10. 25, 심사일 : 2013. 11. 15, 심사완료일 : 2013. 12. 06)

102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기능과 기억문제

들을 조작하고, 이렇게 왜곡된 기억을 유물을 통해 전승시킨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브라질과 함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모잠비크의 진보 작가인 미아 쿠토(Mia
Couto)는 키노트스피치(기조연설)에서 기억, 정체성, 식민지 문제, 식민지해방전쟁 등과 관련하여 박
물관이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인들의 기억과 역사를 복원하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 친화적 박물관,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보호 방안, 박물관의 사회지속성 등과 같은 박물관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제발표나 분과세미나에서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어
야 했는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브라질의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은 남미가 지닌 역동성이나 이국정취
를 보다 강조하는 진열방식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제어 : 박물관, ICOM, ICOM-Rio, 사회적 변화, 기억, 지속가능성

Ⅰ. 서론
박물관(기억+창의성)=사회적 변화(Memory+Creativity=Social Change)는 ICOM-Rio 대회
의 주제였고,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각국의 박물관들은 이 주제를 토론하고 논의해왔
다. 우선 왜 이러한 주제가 선정되었는지 그 연유를 살펴보고, Rio 대회에서 이러한 주제에
걸맞은 내용들이 충분히 발제되고 논의되었는지, 또 이러한 주제가 향후 전 세계 박물관에
미칠 영향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21세기 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검토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의 전
통적 기능 이외에 문화복합공간, 또는 창의적인 체험공간으로의 변화, 박물관 교육 프로그
램 개발2) 등과 같은 박물관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도시나 지역사회와 연관된 신박물관의
대두, 박물관 패러다임 변화 등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ICOM이 박물관과
사회적 변화라는 다소 거시적인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박물관의 나아갈 바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이번 주제는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기능이나 박물관과 기억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내외에
서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3) ICOM-Rio 대회 주제발표만큼 구체적 실천사례와 성과를 제시하
1) 2013 ICOM(제23차) Rio 대회는 2013.8.10~17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고 한국에서는 국
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ICOM한국위원회, 한국박물관협회 등에서 27명이 참
가했다.
2) 특히 다문화사회 및 새터민과 관련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김인회, 2009; 이은미, 2011,
103~123; 김진숙, 2008; 김윤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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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논의한 경우는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대회 주제발표를 꼼꼼히 분석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해봄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기능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사회적 변화 기능과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기억 문제와는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를 따져 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인류학적 접근을 시도한 브라질의 인문학 교수 울피나노 메네제스(Ulpiano B. Menezes),
콜롬비아 메데인(Medellin) 도시의 예를 통해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및 박물관의 지속가능성
을 보여준 콜롬비아의 언론인 호르헤 멜기소(Jorge Melguizo), 아프리카인들의 기억문제를 제
기한 미아 쿠토(Mia Couto)는 각기 지역별, 주제별, 언어별 대표성을 띠면서 주제발표를 했다.
2장에서는 이상의 발표들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4)
한편 Rio 대회는 기억과 창의력이 어떻게 서로 만나는 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기억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
지, 또 창의력과 박물관과의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
라서 3장에서는 박물관과 기억 문제, 특히 미아 쿠토의 기억에 대한 논의와 문제제기를 다
루어보려고 한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박물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COM은 일찍이 박물
관이 계속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이 모든 능력을 다해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에
가치를 더하여 공동체의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사회통
합과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 도구를 채택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따라
서 참가자들의 기대가 충족될 만큼 지속가능한 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실천
사례들이 다루어졌는지 알아보게 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ICOM-Rio 대회에서 다루어졌던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대회는 전 세계 박물관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
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한다. ICOM 집행부의 결의안들을 역 추적하여 Rio 대회에서 제기된
이슈와 쟁점들을 분석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둘을 별개로 파악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
이 방법에 의존하지는 않았으며5), 시리아 내전이 지속되면서 제기된 전시 문화재 보호문제
3) Grenier, Cathrine, 2013, La fin des musées?, Paris : Editions du Regard, p.21~26.
4) <지적 즐거움에 기반을 둔 신 개념으로서의 천문박물관>이란 발제도 있었지만 박물관과 사회변화라는
대회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Wagensberg, Jorge, 2013, The Observatory
Museum : a new concept based on intellectual joy, Conference general guide : 23rd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Aug 10 to 17 2013 Rio de Janeiro Brazil), p.15.
5) ICOM 집행부가 통과시킨 6개의 결의안은 다음과 같다. 1. 결의안들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2. 2012년
채택된 박물관 윤리강령(ICOM Code of Ethics for Museums)을 보완하며, 3. ICOM 신임 사무총장을 채용하
며, 4. ICOM 프로그램은 2010년 ICOM 문화다양성 현장과 주류화 정책 구현을 기본 전략으로 운영한다.
5.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손상된 문화유산과 박물관 재건을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한다. 6. 위기에 처한 박물관 재정문제를 해결하며, 지속가능한 박물관 캠페인을 진행하여 2015년에

104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기능과 기억문제

(레드리스트, 청방패 운동), 불법 문화재 유통문제, 무형문화재 보존문제, 국제 재정위기로
야기된 박물관 운영 해결책 모색 등은 국제박물관협회로서는 언제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
에 본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했음을 미리 밝혀둔다.

Ⅱ. 박물관과 사회적 변화
2013 ICOM-Rio 대회는 1980년 멕시코, 1986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남미에서 세
번째로 개최된 대회이다. 국가 인지도에 비해 브라질 Rio 대회는 다소 늦게 선정된 측면이
있고 네덜란드(2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소국들도 대회를 개최한 것과 비교하
면 ICOM 대회가 철저히 유럽중심이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유럽
대륙 한 번－비 유럽대륙 한 번 순으로 대회를 번갈아 개최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은 완화
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Rio 대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기에 충분했다.
Rio 대회가 박물관과 사회적 변화를 주제로 삼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연유가 있
었다. 브라질 주최 측에서는 1958년 Rio에서 ‘박물관의 교육기능과 사회변화 기능’이란 주제
로 유네스코 지역세미나((UNESCO Regional Seminar)가 개최된 것을 사회적 변화를 주제로
삼은 최초의 회의로 보고 있다. 그 후 1972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박물
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개최된 <산티아고 라운드 테이블>(Santiago of Chile Round Table)에
서 사회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시 브라질의 교육학자 파울로
프레리(Paulo Freire, 1921~1997)가 라운드 테이블 의장을 맡았다. 칠레는 당시 민주주의 정
권이었지만 브라질은 군사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유네스코 브라질 대표는 대회 참석을 보이
콧하는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대회에서 영어, 불어와 함께 에스파냐어가 ICOM 대회의 공식 언어로 결
정되었으며, 또 인구가 팽창하는 도시에 박물관을 건립하고, 사회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는 박물관이 통합적 기능을 보유해야 하며, 박물관이 사회적 개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는 주장 등이 조심스럽게 개진되었다.6)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산티아고 라운드테이블 직후
남미 대륙에서 ICOM 총회가 개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구체화되지는 못했다.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이라는 산티아고 선언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속가능한 전략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젠다를 제공한다.
6) Candido, Manuelina Maria Duarte, 2013, Conference Theme. Museums(Memory+Creativity)=Social Change, 23rd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Aug 10~17 2013 Rio de Janeiro Brazil),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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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선진적이었고, 이어 에코박물관, 지역박물관, 공동체 박물관 등 소위 말하는 뉴뮤제
올로지(New Museology)란 이름으로 여러 유형의 새로운 박물관들을 대두시키는 계기가 되
었지만, 이러한 신 박물관 개념이 세계 여타지역으로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 이후
<1984년 퀘벡선언>을 거쳐 남미대륙에서는 다시 박물관을 사회적 소통 수단으로 파악한
<1992년 카라카스선언>이 있었다.7)
산티아고 대회 이후 약 20 여 년간 남미 대륙에서는 박물관과 사회변화에 관한 개념들이
정교화 되고 구체적 실천들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특히 브라질에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현대화된 박물관들이 건립되었다. 전통 박물관들과 함께 지역박물관(territory museum),
공동체박물관, 슬럼(파벨라, favela)박물관 등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들이 등장한 것이다. 또
공공박물관을 비롯한 전체 박물관 수가 크게 늘었고, 그 중 몇몇 박물관은 관람객 수로 평
가할 경우 국제적으로 유수한 박물관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 규정도
정비했고 박물관 예비 인력 양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또 열 개가 넘는 학부
박물관학과, 대학원과정, 및 박물관 전문가과정 등과 같은 박물관 인력 양성기관도 보유하
게 되었다. 따라서 브라질 박물관 전문가들과 학계는 이와 같은 ‘사회적’ 박물관 전통과 자
산을 보유한 국가라면 <박물관과 사회변화>라는 주제로 ICOM 대회를 유치할 자격이 있
지 않느냐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전 세계 박물관들은 SNS 사용과 다양화된 문화공간들과의 경쟁, 운영상의 어려움, 이
로 인한 관람객의 감소 등과 같은 문제로 위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사회변화를 반
영한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박물관 자산을
원용하여 사회적 변화를 유도한다는 ICOM-Rio 대회의 주제는 시의 적절했다고 하겠다. Rio대
회에 앞서 국내에서도 박물관이 사회적 변화를 유도해 내어야 한다는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
는 이미 조심스럽게 협의의 사회변화, 광의의 사회변화로 구분하여 피력된 적이 있다.8)
상파울로 대학 인문학부 명예교수인 울피아노 베제라 메네세스는 <박물관과 인간의 조
건 : 지각의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다. 프랑스에서 고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7) Ibid., p.9.
8) 한국 뮤지엄들의 기억장치가 창의력 발전장치로 가동하여 현대문화예술의 창조적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장치들이 현대문화예술의 쇼케이스(showcase)라고 할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작가들과 작품
들, 그리고 건축, 디자인, 패션, 영상매체 등의 분야에서 어떤 창조적 힘이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연결
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창조적 발전이 협의의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입장이다. 한편
“뮤지엄이 불러오는 광의의 사회적 변화는 첫째는 사회전반의 문화향유와 문화수준의 고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둘째로 국민문화수준의 향상이 국내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국제적 문화위상을 높이면
서 대외수출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홍남, 2013, ｢박물관(기억+창의력=사회적 변
화｣, 2013 한국박물관대회 발표집[키노트 세션],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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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인류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장기간 인간의 문제에 천착한 학자이다. 그는 인간이
처한 모든 형태의 조건들을 이해하는 전략적 플랫폼 속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박물관이라
는 주장을 했다.
이어 메네세스는 먼저 ‘현재 박물관에서는 텍스트 기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텍스트 기
억은 사물로부터의 지식 즉, 지각경험에서 유래한다기보다는 사물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텍스트 기억 중심의 현 박물관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두 번째로
창조는 인간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며, 인간은 자신의 손을 가지고 사고하는 동물이라고 말
한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의 명제를 원용하여 박물관과 창조성과의 관계를 주장했다.
이는 인간이 창조한 역사가 박물관의 전시물로 진열되는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메네세스는 “사회의 증대하는 탈물질화(dematerialization)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양한
사회 통제 형태들로부터 도피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상징 자본주
의’(symbol capitalism)가 이 탈 물질화를 이용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생활과는 관계가 먼
순화된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박물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심급에서 높은 수준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했다.9)
탈 물질화란 이미지와 디자인 시대의 도래를 말한 것으로 보이며, 박물관과 관련될 경우
전시물이 고가의 유물과 함께 구술 자료나 디지털 자료 등이 함께 진열되는 현상을 의미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상징 자본주의란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자본’(symbolic
capital)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10) 상징자본이란 화폐나 물질로 환원되지는 않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신뢰, 명성, 인지도, 호감 같은 비정형적 자본이다. 메네세스는 박물관의
여러 임무와 기능을 상징자본과 관련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기자이면서 다양한 문화행정 경력이 있는 콜롬비아 메데인 출신의 호르헤 멜기소는
박물관 종사자들이 고민하던 문제를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그는 지금까지 박물관 종사자들
은 언제나 관람객들이 박물관에 입장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엇
을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관람객들을 박물관으로 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는데, 이제 관람객이 박물관을 떠날 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에 대해 고민
할 것을 제안했다.11)
9) Bezerra de Meneses, Ulpiano, 2013, The museum and the human condition : the sensorial horizon, Keynote Speech
: 23rd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Aug 12 2013, Rio de Janeiro, Brazil).
10) Bourdieu, Pierre, 1989, Social Space and Symbolic Power, Social Theory, 7(1), p.22~23.
11) Melguizo, Jorge, 2013, What should happen when you get out of a museum? Museums, cultures and societies,
Keynote Speech : 23rd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Aug 13 2013, Rio
de Janeiro,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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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란 우리가 보여주거나 생산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란 오히려 우
리가 발전시키는 것이거나, 사상이나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동원하는 것이거나, 우리
가 성공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이란 우리가 보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
해 가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축적하는 것이 아니며, 문화 작업을 위해 비우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요약한다면 박물관의 죽어 있는 유물들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창조적으로 되살려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멜기소는 콜롬비아 메데인 시의 개발경
험을 예로 들어 박물관과 사회적 변화란 주제에 접근했다. 최근 콜롬비아 메데인 시는 문화
를 사회 도시 변형을 위한 주요한 도구의 하나로 채택하여, 많은 반대 여론을 무릅쓰면서도
예산을 배정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결단을 내린 결과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성
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인구 250만 명의 메데인 시는 콜롬비아에서 수도인 보고타 다음의 두
번째 도시이지만 마약중개업과 범죄, 폭력으로 198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
시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또한 도시가 부유층 지역과 빈곤 지역으로 뚜렷하게 양분되어
있었고, 사회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로 이념적으로도 극명하게 대립되어 있었다.
빈민지역의 주민들을 추방하고 슬럼지역을 재개발하여 세련된 도시로 편입시키는 전통
적인 도시계획은 메데인 시에서는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4년부터 <도시
와 슬럼의 통합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을 도입했다. 우선 시에서는 도시 중심부와
빈민지역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도서관, 박물관, 학교들을 신설하고 재배치했다.
이러한 사회프로그램의 실시는 인구 유입과 사회자본의 접근, 주민 친화 인프라를 구축하려
는 것이 목적이었다. 과거에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산꼭대기 동네가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12) 5년이 지나자 도시의 지역경제 가치는 상승하고 도시범죄율은 감소했으
며 소외 현상도 눈에 띠게 사라지게 되었다. 마침내 메데인 시는 오명을 벗고 새로운 도시
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13)
메데인 시의 도시변화는 극적인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으며 여타 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다.14) 하지만 메데인 시의 개발은 도시 디자인, 도시 개발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지 박물
12) 스미소니언연구소, 박경호․유선영 옮김, 2012, 소외된 90%와 함께 하는 디자인 : 도시편, 서울 : 에딧더
월드, 91쪽.
13) Sarmiento, Jaime, 2011, la Arquitectura ha transformado Medelli, El Colombiano(el 21 de mayo d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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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지닌 역량을 기반으로 사회변화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
다. 메데인 도시 개발과정에 박물관은 도서관과 같은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Rio 대회 주제발표와 보조를 맞추어 2005년 미국 매사추세츠 윌리엄스타운
(Williamstown)시에 소재한 클라크 아트 연구소(Clark Art Institute)가 추진한 <비행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Responding to Art Involves Self Expression, RAISE)은 박물관을 통한 사회변
화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이 박물관 프로그램은 범죄 후 형을 선고받은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 참가로 형기를 대신하는 일종의 대체 복무 프로그램이다. 연극, 무용,
문학, 예능 작업장 분야에서는 이미 시도된 바 있었지만 그 동안 박물관은 교육 대상에 포
함되지 못했는데, 한 판사의 요청으로 이 프로그램이 가동되었다.
교육담당자들은 난생 처음 그것도 마지못해 끌려오다시피 박물관을 찾은 청소년들을 바
로 전시실의 컬렉션 앞으로 인도하여 작품을 즐겁게 설명한 후 명상하고 관찰토록 했다.
그들을 범죄로 이끌어간 행위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이끈 동기와 열정은
예술 작품을 분석할 때와 같은 인간적인 행동임을 이해시켰다. 안내와 설명 이후에는 토론
시간을 가져 작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게 했다. 이런 식
으로 12~17살의 청소년들을 10~12명 단위로 묶어 5주간 교육을 실시했다.15)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법원 관계자들과 교육 관계자들을 박물관에 초청하여 청소년들이
이들을 직접 전시실로 안내하여 작품들을 설명한 후 서로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 이수 청소년들의 재범률은 0%가 되는 바람에 RAISE 프로그램은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청소년들을 사회에 재적응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극찬을 받았고, 3년 더 연
장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클라크 아트 연구소의 교육프로그램은 특정 청소년들의 창의
적이고 건설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자리를 찾아 더불어 사는데 도
움이 되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물관과 사회적 변화의 또 다른 예로는 Rio대회에서 국제도시박물관위원회(CAMOC)가
발표한 <인사이트 파벨라 프로젝트>(Insight Favela Project)이다.16) 파벨라는 우리가 잘 알
고 있듯이 약 100년 전 해방노예들이 Rio 산꼭대기에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
14) 메데인 시의 전 시장인 세르히오 파하르도(Sergio Fajardo)는 2011년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작가작품 발표회
에 <도시개선 프로젝트> 전시를 통해 빈곤지역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지도와 이미지로 구성하여 출품한
바 있다. 전남매일, 2011년 7월 13일.
15) Ostheimer, Ronna Tulgan, 2013, Une surprenante synergie, Nouvelles de l'ICOM, 66(2)(Juillet, 2013), p.8.
16) CAMOC, 2013, Option 1 : Favala Insight(Morning 15 August 2013); CAMOC, Option 1 : Favela Insight (Afternoon
15 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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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브라질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이 Rio와 상파울루의 외곽에 집단
거주하게 되면서 생겨난 빈민촌들이다. 현재 파벨라 지역은 빈곤 문제만이 아니라 마약과
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Rio에만 약 80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담 하나를 경계로
빈민촌과 부촌 건물이 병존하는 사진들이 브라질의 역사와 사회 경제적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더욱 유명해진 이 ‘달동네’들은, 1960년대 처음으로 파벨라의 존재가 알려진
이래17), 도시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분야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2014년 월드컵 경기와 2016년 하계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 정부는 현재 파벨
라 지역들을 철거 혹은 재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파벨라 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개입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와 에스파냐 일부 화가들은 주민들의 지원을 받아 파
벨라 지역 건물에 벽화를 그리기도 했으며, Rio 시는 파벨라 박물관을 건립했고, 파벨라를
배경으로 한 영화18)가 상연된 이후에 파벨라 지역이 관광지로 유명해지자 관광업체들이 관
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변화와 박물관의 역할’이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 경우
는 CAMOC 프로젝트가 처음이다.
2012년 8월 리우데자네이루 시 문화담당관이 CAMOC을 도시박물관 재건사업에 참여토
록 권유했고, CAMOC은 파벨라박물관(MUF), 신박물관국제운동(MINOM)의 협조를 얻어,
파벨라를 매력적인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물론 ICOM-Rio 대회의
주제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여 실천 사례를 발표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AMOC은 도시란 유기체처럼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에 도시의 변화 순간들을 포착하기 위
해 파벨라 지역의 기억과 과거,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민들과 공유한 뒤, 도시
의 변화 과정들을 사진과 비디오에 담았고, Rio대학교 박물관학과 학생들의 도움으로 구술
을 채록하여 데이터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어 CAMOC은 Rio의 카리오카스(Cariocas) 파벨라
에 파벨라 100년의 역사를 보여주는 기억센터(Memorial Center)를 설립했다.19)
CAMOC팀은 브라질과 전 세계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을, 파벨라의 생생한 모습들을 보여
주는 기억센터, 여러 수공업체 및 창조적 활동장소 등으로 안내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파벨라 공동체 내에서 주민들 간에 새로운 관계망이 형성되었으며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파벨라 지역과 부촌 간에도 주민들의 교류가 발생하고 파벨라 주민들에게는 수익

17) Saunders, Doug, 2012, Arrival City : How the largest Migration in History is Reshaping our World, New York :
Vintage Books, p.69~75.
18) City of God, 2006, Peter Pan Pictures.
19) Aksoy, Suay, 2013, Explorer et interpréter le changement social, Les nouvelles de l'ICOM, 66(2),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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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겼다. CAMOC은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발간, 사진 전시회, 문서고 설립 등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CAMOC이 브라질 파벨라 사례를 Rio 대회에 보고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도시변화를 포착하여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형성된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이었다. 또한 관람객을 창출하여 파벨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수익을 얻게 한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성과이다. 이들의 프로젝트는 파벨라 지역
과 그 주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작업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온건한 방
식이긴 하지만 박물관이 기억과 창조에 근거하여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실천 사
례를 보여줄 수 있었다.
물론 박물관이 사회적 변화의 추진체 혹은 변형의 주체로 보는 주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스티진 슌더워드(Stjin Shcoonderwoerd) 네덜란드 국립민족박물관 관장은 ‘사회
전반의 변화는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발전과 같이 박물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여러 가
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박물관을 변화
의 주체로 주장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주장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 물론 그는 박물관
이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기보다,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억
과 창의력이 서로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사회변화에 대한 영감을 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박물관과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박물관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은 쉬운 일
이 아니겠지만, 박물관 설립으로 도시 디자인의 변화나 도시 특정 지역의 변화는 빌바오
구겐하임 박물관, 퐁피두센터, 영월박물관특구 등의 사례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이다. 원래 제철소와 조선소 중심이었던 산업도시 빌바오는 구겐하임 박물관 건립 이후 문
화 예술 관광도시로 주목받게 되었으며21), 퐁피두센터는 파리 중심에 위치한 시장터에 건
립되어 세계적 문화공간으로 태어났으며22), 영월박물관고을특구는 30여개 박물관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3)
20) Schoonderwoerd, Stjin, 2013, Memory + Creativity = Inspiration, 2013 한국박물관대회 발표집(한국박물관
협회 키노트 세션), 11쪽.
21) 오정흔, 2007, 프랑크 게리의 건축형태와 공간형성에 관한 연구 :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과 레이 마리아
스타타 빌딩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 ; 이은혜, 2009, ｢유럽의 전통 산업도시에서 문화
예술도시로의 변모 : 빌바오(Bilbao)에서 구겐하임효과(Guggenheim effect)에 대한 비판적 고찰｣, EU연구
25, 115~144쪽.
22) Dufrene, Bernadette, dir., 2007, Centre Pompidou. 30 ans d'histoire, Paris : Editions du Centre Georges Pompidou;
제르멩 비아트, 정숙현 옮김, 2012, 퐁피두 센터. 거대한 꿈의 공장, 서울 :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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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박물관과 기억문제
박물관은 흔히 유물의 저장과 전시 기능 때문에 기억의 전승 장소, 혹은 기억의 창고로
불리고 있다. 또 이러한 기억들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적절히 재배치하여 과거의 기억들을
현재로 불러오는 것을 박물관의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기억을 논할 때는
기억의 충돌, 기억과 망각, 기억의 과잉, 선별적인 기억 문제 등은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
야 한다.24) 특히 ICOM에서도 중시하고 있는 유대인 기억 문제, 발칸 국가들의 기억과 정체
성과의 연계25) 등이 언급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Rio 대회에서 키노트 스피치는 물론 분과
발표에서도 기억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듯 했다. 그런데 대회 마지막 날인 8월 17일 기억문
제를 다룬 미아 쿠토(Mia Couto)의 키노트 스피치가 있었다.26) 미아 쿠토가 Rio에 와서 연설
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한 상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 출신의 미아 쿠토는 금세기 가장 저명한 아프리카 작가 중의 한명으
로 흔히 마르케스(Gabriel Garcia Márquez)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2005년 5월 케냐 소설가
은구기 와 시옹오(Ngugi wa Thiong'o), 나이지리아의 평론가 콜레 오모토소(Kole Omotoso)
와 함께 반식민지 저항 작가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던 그는 아프리카 지역과 포르
투갈 언어권에서 문학상도 여러 차례 수상한 작가이다.27)
미아 쿠토는 이번 Rio 대회에서 대문자 시간(Time) 속에 존재하는 작은 시간들(times)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리고 ‘현재를 지각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과거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시간의 서로 다른 인식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는 유형유산보다는 구술전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
한 공간에서는 육체적 작업보다 더 강렬한 의미 내포된 담론이 기존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열린 박물관을 창설해 내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건립된 박물관에서는
대문자 시간 속에 있는 작은 여러 시간들이 집단 상징성을 띠고 박물관에 전시된 사물들을
통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28)
미아 쿠토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아프리카에서의 시간은 서구 사회의 시간과는 다르다

23)
24)
25)
26)

박경태, 2012, 영월군 박물관 현황 및 마케팅 전략, 동국대학교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앙리 루소, 이학수 옮김, 2006, 비시 신드롬, 서울 : 휴머니스트, 11~31쪽.
Mazarakis-Anian, Philippos, 2013, Imaginer les Balkans, Nouvelles de l'ICOM, 66(1), p.8.
Couto, Mia, 2013, Times there are in Time, Keynote Speech : 23rd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ICOM), p.15.
27) 한겨레신문, 2005년 5월 29일.
28) Mia Couto, The times there in time,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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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대문자 시간이라는 보편적 시간으로 알려져 온 유럽 중심의 시간 대신, 아프리카
의 고유한 시간과 구전으로 전승된 기억들을 아프리카 대륙의 시간으로 박물관에 재배열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미아 쿠토의 이런 시각은 2004년 ICOM 서울대회 주제인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과
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대륙의 노인 1명이 사망하면 박물관 1개가 사라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멸종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존에
는 미아 쿠토가 제기한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Rio 대회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회에 즈음하여 미아 쿠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브라질 연구진에 의
해 진행되었고, 특히 아프리카와 관련된 브라질 역사 연구 성과물도 학계에 이미 보고되어
있었다.29)
모잠비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배를 받다가 1975년에 와서야 겨우
독립을 한 포르투갈 언어권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알려
져 있었다. 미아 쿠토는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은 아프리카에 제국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아프리카 문화는 물론 그 역사를 철저하게 왜곡하고 절멸시켜 버렸다. 아프리카 문화는 어
느 순간 야만인의 문화가 되어 버렸다. 아프리카의 종교와 관습은 미신이 돼버렸으며 아프
리카 역사는 부족 간 전투와 내분으로 전락했다. 그 결과 흑인들은 백인사회에 대한 철저한
동일화를 통해서만 위로를 얻게 되었다’30)는 남아프리카 인권운동가 스티브 비코(Stephen
Bantu Biko, “Steve Biko”)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미아 쿠토는 어떤 주장도 어떤 사람도 진실을 독점하지는 못한다고 강변했다. 유
물이 전시된 박물관을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이자 다양한 역사적 사고 및 관계의 복원이 가
능한 문화의 장소로 보기 때문이다. 미아 쿠토는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발
간한 책에서 ‘오바마는 미국에서는 흑인, 아프리카에서는 흑백 혼혈인 물라토(Mulatto) 취급
을 받고 있다’31)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만연한 무기력과 냉소를 보내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아프리카 대륙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아 쿠토는 교조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모잠비크 독립운동에 참가했
고, 대표작으로 알려진 소설 몽유병의 땅(Sleepwalking Land)(1992, 영어본 : 2006)에서 아프
29) Santos Gonçalves, José Reginaldo, 2013, The Dark Side of the Moon : Heritage, memory and place in Rio de
Janeiro, Brazil, Vibrant, 10(1), p.190~209; Guimarães, Roberta Sampaio, 2013, Urban Interventions, Memories
and Conflicts, Vibrant, 10(1), p.210~227.
30) 도널드 우즈, 최호정 옮김, 2003, 아자니아의 검은 거인, 반투 스티브 비코, 서울 : 그린비, 217~236쪽.
31) Couto, Mia, 2009, E se Obama fosse africano?, Caminho, Le Monde diplomatique, mai 201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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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인들의 정체성 혼란과 기억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다. 17세기부터 유럽인들은 아프
리카 대륙에서 노예사냥을 시작했다. 백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흑인들을 사냥하거나 현지 흑
인을 고용해 다른 부족의 흑인들을 사냥하여 아메리카 대륙으로 실어 갔다. 아프리카 부족
간의 반목과 전쟁은 종교 간․부족 간 대립 때문이 아니라 ‘어느 부족이 노예가 되어 백인들
에게 팔려 가느냐, 아니면 고향에 남느냐’의 문제였다. 현재 내전을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질곡들은 서구 식민주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박물관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인
들의 기억－망각에 대한 다음과 같은 쿠토의 입장을 새겨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32)
우리는 기억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망각에 의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지
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망각(oblivion)을 부재, 빔, 공간, 결핍이라 생각한다. 신경 질환자가
아니라면 망각하는 것도 행동이며, 기억해내는 것과 같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망각도 일종의 선택이라고 본다. 이것은 개인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두루 적용된다. 여
러분이 모잠비크를 방문한다면 사람들이 독립전쟁 시기를 망각하기로 합의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태만(omission)이 아니다. 그들은 잔혹한 시기에 있었던 것들을 잊기 위해
암묵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잔혹한 과거의 일들이 다시 현재의 일들
로 바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잠비크의 시골에서는 아직도 시간을 직선이
아닌(nonlinear)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들에게 과거란 지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미아 쿠토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적어도 남아메리카 대륙의 박물관들은 서구의
침략으로 파괴되지 않은 콜럼버스 이전 사회의 복원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것
은 정복자의 언어 속에 갇힌 인디언의 상상력을 불러내고 에스파냐 종교에 억눌려 버린 ‘인
디언의 천국’을 재현해 내는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Rio에 소재한 브라질 국립박물관은 브라
질의 역사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차라리 Rio의 국립민
속박물관이 아프리카와 브라질 간의 서로 연관된 역사, 브라질 원주민들의 삶의 흔적을 제
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기억과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미아 쿠토의 견해 또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억
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기억은 우리를 특정한 정체성 안에 가두기도
한다. 세계 역사란 인간의 욕망이 가진 폭력을 최대한 망각하려는 이미지들로 점철된 책일
뿐이다’는 그의 주장은 유럽 중심의 세계사란 진정한 역사를 왜곡 가공하여 ‘만들어진 역사’
로 변화시킨다는 비판이다. 그는 ‘대문자 시간(T)은 독약이어서 내가 과거를 회상하면 할수

32) Esposito, Scot, We are made of memories : A conversation with Mia Couto, Paris Review(May 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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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나는 덜 오래 살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억은 조작이 가능하며 잘못된 기억이
스스로 성장하기도 하여 과거 전체를 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
의 이면에서는 현재 서구인들이 주입한 기억 때문에 아프리카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는 강
한 비판이 숨어있다.
침묵에 대한 그의 주장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다. “소리가 없으면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여러 종류의 신호들을 인식한다.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는 침묵이란 부재가
아니다. 담소를 하다가 소리가 없는 상태가 되면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모잠비
크에서는 침묵 또한 대화의 한 방식이다. 사람들은 이 침묵의 순간을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침묵은 이들에게 부재가 아니다. 나는 청소년기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
법을, 말이 없을 때에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음성과 음악이라는 것을 배웠다.”33)
그는 기억에 미치는 언어의 영향에 대해서도 독특한 논리를 전개했다. <침묵의 조율
사>(The Tuner of Silence)에 나오는 주인공 아버지 비탈리코(Vítalico)가 막내아들을 통제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바로 침묵이다.34)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읽고 쓰는 능력을 박탈하려고 한
다. 유사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특정 단어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과거를 에
워싸고 있는 강렬한 느낌을 통제하려고 노력한다. 아버지는 막내아들이 침묵을 불러일으키
는 능력－침묵의 조율사－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낸다. 미아 쿠토는 확실하게 정
의할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을 선호한다.35)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과 규칙으로 구성된 예측 가능한 세계를 믿어야 한다고
들어왔다.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우주와 상응하지 않는 것들을 생소한 것으로
배워왔다. 아프리카에서 스토리텔링은, 공포 없이, 법과 동시에 혼돈, 순종과 동시에 불복종
에 근거한 완전히 복잡한 세상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스토리가 매혹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공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술(art)이란 단어를
적용하여, 창조의 순간(instants)으로 그것들을 맛깔나게 만듦으로써 공포의 순간(moments)
을 격리시키거나 중립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사
유’로부터 창조성을 신중하게 분리해 내어야 한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기억 및 역사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태도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 한
점은 무엇인가? 미아 쿠토는 산업화 시대나 대항해 시대와 같은 서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33) Ibid.
34) Couto, Mia, 2013, The Tuner of Silence, Biblioasis, Paris Review(May 2, 2013)에서 재인용.
35) Espisco, Scot,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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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식민지로 떨어지기 이전 시대의 역사, 식민지 시대의 저항운동, 독립전쟁 등을 아프
리카의 중요한 시간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된 기억의 재현 및 역사 복원 작업
등을 박물관의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유형문화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주입된 기억이 아니라 체험에서 축적된 기억들과 같은 구술 채록과 무형문화재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 또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유․무형의
문화재를 통해 침묵의 의미를 찾아내고 침묵하는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나아가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것이 박물관의 진정한 임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기준으로 기억과 창의성, 문화재를 정의하고 유럽연합과는 달리 제3세계 지
평에서 아프리카 연합(AU)을 시도하면서 정체성을 모색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노력도 우리
가 고려할 만한 사항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소가 설립되어 아프리
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또 아프리카 박물관과 아프리카 미술관이 국내에서 건립되는
현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하겠다.

Ⅳ. 박물관과 지속가능성
박물관과 지속가능 문제는 이미 2013년 5월 한국을 방문한 한스-마틴 힌츠 (Hans-Marin
Hintz) ICOM 회장이 <박물관과 사회 지속가능성>이란 글에서 짤막하지만 비교적 명확하
게 밝힌바 있다.36) 박물관과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는 우선 박물관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측면을 도입하여 박물관 종사자들이 먼저 자원과 에너지 절약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두 번째는 박물관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유대를 강화하며 박물관 교육을 시
행하여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의 관계는 박물관 재원 및
관광객 창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국내외 박물관들의 자체 노력으로
청방패(ICOM & the Blue Shield) 운동처럼, 전쟁이나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박물관의 소장
품들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박물관 종사자들은 박물관과 지속능성
과의 관계를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략 3가지 범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한편 ICOM은 1996년부터 레드 리스트(Red List)를 적성하여 문화재에 대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활동을 강화했고, 2002년 문화재경보프로그램(Museum Emergency Program)을 통
해 자연재해 혹은 인재로 인한 문화재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36) 한스-마틴 힌츠, 2013, ｢박물과 사회 지속 가능성｣,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와 한국박물관 회고와 전망,
ICOM 한국위원회, 116~1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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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가 박물관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다.
Rio 대회에서 박물관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된 발표를 한 인물은 호르헤 멜기소
이다. 그가 박물관과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예를 든 것은 바로 콜롬비아 메데인－바르셀
로나 도시 프로젝트이다.
<메데인－바르셀로나 체어 프로젝트>(The Medellin－Barcelona Chair Project)는 우선 바
르셀로나 시민사회와 메데인 시민사회 간에 협력 관계망을 설치했다. 그 이유는 두 도시의
문화, 교육, 도시 계획 분야의 조직이나 기관 간에 지식이전, 교류 및 세대 간 공감 달성을
위해서였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사회가 주축이 되고 도시 지자체의 리더십에 근거하여 창의
와 혁신에 가치를 두는 새로운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09년 파스쿠알 마라
갈(Pasqual Maragall, 바르셀로나)과 세르지오 파하르도(Sergio Fajardo, 메데인) 두 전임 시장
들에 의해 출범되었으며, 집행위원들은 Gabriel Jaime Arango, Beth Gali, Alfons Martinell,
Ferran Mascarell, Juan Luis Mejia, Jorge Melguizo 등이다. 현재 약 20여개 단체들이 이 프로
젝트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음악학교, 도서관, 교육, 도시계획, 창조와 혁신, 박물관,
경계를 초월하는 지식 및 통신 경영 등 7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37)
<메데인－바르셀로나 도시 프로젝트>는 기억의 보존이나 도시발전과정의 특정 시점을
박물관이 포착하여 박물관 전시물로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경관(landscape)과 기반
시설의 개선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38) 박물관과 직접 연관된 프로젝트로 보기에는 한
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는 박물관이 사회개발에 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지지
를 받아 박물관의 지속가능성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박물관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데 박물관이 단순히 생태학적 문제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
문제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박물관이 역사를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
미래 인류를 윤택하게 하는 박물관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대한 질문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 발전을 위해,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위축되고 있는 박물관 활동을
진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ICOM 한국위원회가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세
계박물관의 해> 제정을 추진한다는 총회결의안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큰 이슈
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보존과 창조의 산실인 박물관이 핵심
적인 역할을 하여 세계의 번영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이다.
Rio 대회 주제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논의들이지만, 우리는 박물관의 지속적 발전을 이
37) http://www.metropolis.org/category/initiatives-topics/culture-educ(검색일 : 2013.10.1.).
38) 스미소니언연구소,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디자인,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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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내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문화예산 지원책인 메세나데타(Mécénat
d'État) 제도를 도입하여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자국에
는 이미 이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박물관 지원을 보
다 늘여줄 것을 국가에 요청했다. 2013년 4월 5~6일에 개최된 ICOM 리스본 회의에서 남
유럽 6개 국가들(벨기에, 크로아티아,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에스파냐)이 연합하여 제
안한 리스본 선언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과 문화기관을 보존 보호하고, 문화 글로
벌 위기에 직면한 박물관을 지원하고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문화이해와 소통의 필요성이 요구
되고 있고,39) 또한 노령화로 인한 사회계층의 문화적인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박물관의
문화소통 기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40) 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러 방
안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해 보인다.

Ⅴ. 결론
박물관과 관련되는 국제협약이나 규정 또는 정의를 보면 그 내용은 주로 서유럽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인들은 유럽인들과는 전혀 다른 문
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관련 문서에는 제3세계인들의 견해도 당연히 반
영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모순이 계속되고 있는 남미 브라질에서 개최된 ICOM 대회라면 제3세계
와 유럽과의 관계에서 야기된 사회변화 문제가 집중 제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현재 전 세계의 박물관들은 여러 위기들－박물관의 민주화, 박물관의 지속가능성, 전쟁
시 유물보존, 문화다양성 등－에 직면해 있다. 박물관의 죽어있는 유물들이 지니고 있는
시대적 의미를 창조적으로 되살려 박물관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은 상
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박물관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예들은 콜롬비
아 메데인 도시의 슬럼지역의 개발 사례, 매사추세츠 시의 클라크 아트 연구소(Clark Art
Institute)의 비행청소년 교육프로그램, Rio 시의 인사이트 파벨라 프로젝트(Insight Favela
39) 이은미, 2011, ｢다문화시대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 참여와 소통, 변화를 위한 박물관 교육｣, 박물관교육
연구 6, 103~123쪽; 김진숙, 2008, 다문화 사회의 박물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회, 2009, 다문화시대 박물관교육, 서울 : 문음사.
40) 배기동, 2013, ｢“서울세계박물관대회 2004”와 21세기 한국박물관 발전 : 그 아시아적 관점에서｣, 2004 서
울박물관대회와 한국박물관 회고와 전망, ICOM 한국위원회,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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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등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한편 기존 박물관 국제대회에서 논의된 박물관의 ‘사회
적 기능’과 Rio 대회의 주제인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기능’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물관의 사회적 변화 기능과 기억과의 관계는 얼핏 보면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 인식
될 수 있다. 사회적 변화는 박물관의 유물들로 전해지는 기억들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박물관의 유물들은 서유럽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기억’을 전해주고 있으며
비 유럽인들의 기억은 유럽인들의 기억과 다르다는 주장이 미아 쿠토에 의해 제기되었다.
유럽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세계 역사의 기억들이 조작될 수도 있고 유럽인들이 왜곡된 기억
을 전할 수도 있지는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모잠비크의 작가인 미아 쿠토는
적어도 남미나 브라질의 박물관들이라면 아프리카와 관련된 역사, 식민지 이전 시대의 남미
역사를 박물관에서 재현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미아 쿠토의 이러한 주장들은 기억, 정체
성, 식민지 문제와 해방전쟁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을 제기함으로써 앞으로 신선
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과 사회지속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친환
경 박물관, 박물관 유물들에 대한 보호방안, 박물관의 지속성 등과 같은 일반론이 반복되었
고, 대신 브라질의 박물관과 미술관들은 전시실을 지나치게 ‘역동적인 남미, 이국적인 남미’
와 같은 이미지로 꾸민 나머지 관광 중심으로 흘러가버린 측면이 있는듯하여 다소 아쉬움
을 남겼다.
ICOM 집행부가 결의한 문화정책에서 음악, 연극, 영화, 미술보다 박물관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국 ICOM에서 제안한 ‘세계 박물관의 해’ 제정 추진 결의안
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며, 또한 Rio 대회에서 차세대 박물관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처음
으로 도입한, 배기동(Bae Ki-Dong)을 비롯한 6명이 진행한 저명한 국제 박물관 전문가 멘토
프로그램(mentoring sessions) 역시 하나의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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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seum’s Role in Social Change and the Issue of Memory
－Topic and Issue of 2013 ICOM-Rio－
Lee, Hak-su*
41)

It is true that definitions and treaties involving museums heavily reflect the history and
the culture of Western Europe. Since Africans, Asians, and Latin Americans have cultural
identities very distinct from those of Europeans, museum-related documents should reflect
their opinions.
It was expected that the ICOM in Brazil, a country whose social controversies still
persist to this day, would focus on some issues of social change that arose from Brazil’s
relationship to Europe. Therefore, it was also expected that the speakers would rearrange
numerous historical records and evidences of South American history and reinterpret them
in order to suggest an argument that museums could lead a social transformation in South
America and to present some specific examples.
Currently, museums around the world are facing many problems : democratization and
sustainability of museums, conservation of wartime artifacts, cultural diversity, and so on.
That museums should creatively revive the generational meaning of dead artifacts in
museums to derive social changes is a very valid argument. The specific examples of a
museum leading social change are the slum rebuilding in the city of Medellín in Columbia,
the education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by Clark Art Institute at the city of
Massachusetts, and Insight Favela Project at the city of Rio de Janeiro.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hange and memory could be
perceived as opposing each other because there is a high chance that social changes alter
memories delivered through artifacts in museums. It has been argued that the artifacts in
current museums deliver fabricated memories reflecting the Western European perspectives

* Professor, ROK Naval Academy, Museum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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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at non-European memories are different. It should be pondered whether the world
history was manipulated for European’s advantage and that Europeans delivered distorted
memories.
A writer of Mozambique, Mia Couto, argued that South American and Brazilian
museums at least should conjure imaginations of the indigenous that are trapped in the
language of the conquerors and reproduce the heaven of the indigenous that was oppressed
by the religion of España.
It is hard to say that there have been sufficient research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useums and social sustainability. Rather, typical matters such as environmental-friendly
museums, conservation measures of artifacts, and sustainability of museums have been
repeatedly discussed. Also, museums and art galleries in Portugal put too much emphasis
on ‘energetic South America and exotic South America’ to the point where their focus
skewed too far towards tourism.
An argument in cultural policy that importance should be placed upon museums rather
than music, plays, and movies and a resolution that calls on the World Museum Day are
meaningful achievements. Further, the Mentoring Sessions developed by Ki-Dong Bae and
five other researcher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international museum experts of the
next generation is another meaningful achievement, which was first introduced in the
conference in Rio.
Keywords : museum, ICOM-Rio, social change, memory, sustain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