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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디지털 매체의 확산은 세상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지면서 삶의 많은 부분이 디지털 매체와 연계되고 있다. 문화유산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접
목하여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전환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
털 문화유산은 보관뿐 아니라 배급이나 활용에서 획기적인 확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소장품을 기반으로 인류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체험하고 재해석하는 공간을 제공함
으로써 현대인의 삶에 공헌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박물관이나 소장품
이 지닌 물리적인 제약은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접촉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접근성의 개선과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소장품도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박물관은
이용자와의 소통과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자 주도적인 학습과 몰입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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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접목은 박물관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지털 문화유산의 활용은 박물관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해준다.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뿐 아니라 현실에서 불가능한 체험을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다채롭게 펼칠 수 있다. 박물관은
디지털 문화유산을 통해 이용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사회적 공익을 확대하는 가치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주제어 : 디지털 문화유산, 박물관, 평생교육기관, 이용자 중심, 실천공동체

Ⅰ. 서

론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던 근대화가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정신적 능력을 중요시하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합리적 사고에 의한 획일
화에서 벗어나 감성과 문화적 역량이 요구되는 개성과 다양성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신속한 변화와 함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창의적
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연계하여 응용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학교의 정형화된 교육은 급변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주어진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필요하다.
박물관의 소장품에는 인류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여러 시대를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이용되었던 문화적 산물이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물관
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과거의 흔적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면 문화유산마다 나름대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일상과 대비시킴으로써 지적, 감성적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박물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박물관에게 자료의
수집과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체험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인이 현명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박물관과 지리적으
로 떨어진 곳에서는 이용이 곤란하며, 다양하고 희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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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부족하여 이를 모두 활용하지 못한다. 또한 정해진 관람 시간 이외에는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는 관람 중 쉽게 피로를 느끼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몰입이 이
루어지지는 않으며 이는 낮은 재방문율로 이어진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이러한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대안이다. 사이버
공간 속에 존재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은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며 피로하면 중단
후 재접속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면 이용자와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평생교
육을 제공하는 사회적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문화유
산의 장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1. 박물관과 평생교육기관
박물관은 소장의 가치가 높은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하는 역할이 핵심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이용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양방향 교류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사회적 기
능이 강조되고 있다. 단순한 전시를 뛰어넘어 학습, 교육, 교류, 위락의 제공을 통해 사
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는 박물관 윤
리강령에서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ㆍ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유형

무형의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 특히 급변하는 시
대 흐름에 따라 정규 교육에서 습득한 지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교
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종호(2004)는 박물관을 평생학습과 사

ㆍ

회교육, 정보교류, 위락향유를 위해서 유 무형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유산을 보존, 관리하면서, 전시, 교육, 교류 활동을 통해서 인류사회의 발전과 자연 환
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서울: ICOM한국위원회와 국립
2) 최종호, 2004년, 「박물관 교육과 박물관 교육 전문인력」
, 『박물관의 이론과 실제, 박물관 실무지침(2)』
,
1) 국제박물관협의회, 2007년,
민속박물관, 15쪽

서울: 한국박물관협회,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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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 의해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하면서 지식을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주입식 교육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번 습득한 지식을 평생 활용할 수 있었
지만, 이제는 지식의 수명이 급속하게 단축되어 계속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할 뿐만 아
니라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응용하는 창의력이 요구된다.
교육의 패러다임도 절대적 진리를 추구하는 객관주의에서 탈피하여 학습자가 지식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주관적 인식체계를 재편하는 구성주의 관점
으로 전환되고 있다. 학습자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식을 주도적으로 습득하면
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 재구성해야만 현실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피아제(Jean Piaget)와 비코츠키(Lev Vygotsky) 등의 발달심리학자들은 주입식 교육에
서 벗어나 구성주의 입장의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피아제는 다양한
지적, 도덕적 분야에서 우리가 실현해 온 모든 사회적 진화는 자기중심주의와 지적, 도
덕적 구속들을 건너 뛴 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3) 정규 교육은 단계적으로 지식을 축적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이는 정형화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도움을 준다. 현실
에서 접하는 복잡한 과제는 다양한 지식을 동원하여 재해석과 융복합 과정을 거쳐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지식을 접하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고츠키는 이런 점
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개념들에게는 다른 모든 개념과의 관계가 발생하고,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발생하고, 그것들 사이에 한없고 끝없는 다양한 경로를
통한 관계수립과 개념의 등가성의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4) 일방적인 주입
식 교육으로는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규 교육의
대안을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박물관은 학교와는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선별적으로
접할 수 있다. 또한 소장품이 지닌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이용자가 나름대로 해석하면
서 현실 세계에 대비해볼 수 있다. 소장품의 가치와 의미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이용자
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이용자의 지식과 소속 집단의 영향에 의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라지면서 이를 통해 자신의 인식체계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박물관은 이용자가 지식적, 감성적 자극을 받으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역
량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박물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

『교육론』, 서울: 동문선, 129쪽
4) 레프 비고츠키, 이병훈외 역, 2013년, 『사고와 언어』, 파주: 한길사, 360쪽
3) 장 피아제, 이병애 역,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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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2. 박물관과 실천 공동체
지식의 생성과 활용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식
은 모두가 받아들이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되고 활용됨
으로써 의미를 부여받고 유용성을 발휘한다. 개인이 습득한 대부분의 지식은 공동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철학자 슈미트(Giegfried Schmidt)는 이에 대해 사고하
는 것, 느끼는 것, 행위 하는 것 그리고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인간의 종에 속하는 존재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또한 토박이
말의 화자로서 그리고 특정한 문화의 구성원으로서 구사하는 인식 도식, 표본, 가능성
및 기대들에 의해서 각인된다고 언급하고 있다.5)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이 개인
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개인은 이러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
이기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지속적인 재구성한다. 비고츠키는 이
에 대해 하나의 새로운 일반화 구조의 영향권 안으로 이전의 모든 개념의 구조를 변형
시키고 재배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6)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도
지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견해를 표출하면서 상호 갈등과 조합의 과정
을 거친다면 보다 진전된 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 학습은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공
동체나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적인 활동이다. 공동체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가 원활하게 형성되어야만 학습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박물관은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가족 혹은 친구를 동반하거나
학교나 동호회 등을 통한 단체 관람이 이루어진다. 관람에 동행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
럽게 대화하면서 의견교환이 이루어진다. 서로 배경과 입장이 다르면 동일한 대상에 대
해서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
는 서로가 공감하는 더 발전된 견해를 찾을 수 있지만,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갈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하며 모두 나름대로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이해해도 소통의 효과는 발휘된다. 의견 대립이 빈번해지
면 이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발견하게 된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이 다양한 이해관계로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현대 사회의 축소판을 박물관에서 경험
5) 지그프리트 슈미트 편, 박여성 역, 1995년,
6) 앞의 책, 레프 비고츠키, 2013년, 369쪽

『구성주의』, 서울: 까치, 13쪽

72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한 디지털 문화유산 활용 방안

할 수 있다. 공동체 속에서 혹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인식과 주장을 어
떻게 표출하고 어떻게 재구성할지를 박물관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 박물관은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며 이를 통해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자기계발이 이루어지는 공
간이다.
지연이나 혈연으로 구성되었던 전통적인 공동체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빈번한
이동과 핵가족 중심의 제도 변화는 전통적 공동체가 더 이상 기능하기에는 어려운 환
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대신하여 공동의 목적을 위해 모였다가 목적이 달라지면 흩
어지는 유연한 공동체가 출현하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의 폐쇄성과 달리 실천공동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탈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이다. 박물관이
소통과 교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공동체가 형성되고 적
극적인 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후원회, 연구회, 동호
회 등을 통해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 자신들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의견을 조율하는
공동체 등도 필요하다. 박물관이 지닌 학습, 소통, 교류의 기능을 발휘하여 다양한 실천
공동체가 구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
한 실천공동체가 형성되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전개된다면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도 공
헌할 수 있다.

3. 박물관의 제약 요소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이 박물관을 방문하여 지적, 정서적 자극을 받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러한 혜택이 특정지역이나
특권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재방문
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야만 사회적 기능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은 소
통과 교류를 통해 사회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박물관의 사회적 소통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장소적 제약이다. 소장품은 보존이나 보
안 등의 사유로 이동이 쉽지 않아 박물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박
물관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진귀한 문화유산의 경우 대표 박물관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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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는 경향이 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일생에 한번 방문하기도 어려운 물리적 장
벽이 존재한다. 소장 자료의 전시에도 공간적 제한을 받는다.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
두 공개하기에는 관련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리적, 생화학적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한정된 공간 속에서 주기적인
순환을 통해 소장품을 전시할 수밖에 없다.
문화적 맥락 속에서의 이해가 필요한 유물의 경우 다양한 자료를 비교하거나 연계시
킬 때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된다. 하지만 관련 자료가 여러 박물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모두를 방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아니라면
구태여 이런 수고를 감수하지는 않는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소장품은 불완전한 이해
를 제공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박물관은 정해진 시간에만 관람이 허용되므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이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모처럼 박물관을 찾아도 머무르는 시간은 2시간 정도에
불과하며 그 중 관람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7) 또한 관람 시작
후 15~20분 이내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하나의 소장품에 할애하는
시간은 수초에 불과하므로 문화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소장품에 대한 설명
이 짧은 시간에 간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도 않지만 전문가의 견해가 주류를 이
루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주마간산식의 관람을 통해 되도록 많은 소장품을 접하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만을 감상하는 형식적인 행위이고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삶에 응
용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몰입을 통한 자기
계발로 이어지기에는 불충분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을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과 오랜 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박물관이 지닌 물리적 제약은 이용자와의 폭넓은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
어서야 할 과제이다. 박물관의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유용한 방안으로 디지
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성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창의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박물관이 디지털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박

7) 이보아, 2014년,

『박물관 경영과 마케팅』, 파주: 김영사, 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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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은 이용자에게 역사,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학습과 몰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박물관 현장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정보나 체험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디지털 문화
유산을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을 통해 보다
생생한 체험을 제공해준다. 특히 이용자가 흥미를 가진 분야의 선택적인 접근이 가능하
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몰
입이 이루어진다.
둘째, 박물관은 연령,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
어야 한다. 하지만 지리적 거리, 경제적 여유 부족, 지식과 경험의 차이 등으로 박물관
방문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
으므로 부담감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 이동통신 매체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시간 있을
때 어디서든 디지털 문화유산에 접속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물리적 제약이 없
기 때문에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탐구
하도록 구성할 수 있다. 박물관은 디지털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이용자와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확보하게 된다.
셋째, 박물관은 소장품을 통해 다양한 사람이 만나고 대화하면서 상호 발전하는 기회
를 제공한다. 또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실천공동체를 구성하고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
채로운 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공동 관심사를 가진 불특정 다수가 모
이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서로의 여건이 다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동일한 디지털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쉽게
모이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 실시간이 아니어도 대화가 연결되므로 지속적인 참여
가 가능하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구성하면 보다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
어진다. 박물관이 추구하는 사회와의 소통과 교류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넷째, 박물관은 소장품의 보존, 연구, 교육 등을 위해 여러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와 교
류가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다양한 의견의 수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분야에 집중하다보면
교류의 범위가 한정되기 쉽다. 특히, 소중하게 다루어지는 소장품은 물리적인 교류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을 통한 디지털 문화유산의 교류와 연계는 물리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관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접촉
이 가능하다. 디지털 문화유산을 통한 교류는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자기 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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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한다. 박물관이 사회적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디
지털 문화유산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Ⅲ. 디지털 문화유산 현황
1. 디지털 문화유산의 중요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도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만나본 적도 없는
불특정 다수와 친구가 되어 교류할 수 있다. 장소의 이동 없이 전 세계의 상품을 검색
하고 구매가 이루어진다. 또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색다른 경험을 가상의 공간 속에서
수시로 접할 수 있다. 정보의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은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디지털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분야는 주변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신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문화유산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유산 자료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정보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디지털 문화유산은 장소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실물의
진정성이나 아우라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현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문화적 의
미를 표현해낼 수 있다. 문화유산을 직접 접하면 막연한 감동을 받지만 충분한 사전 지
식 없이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 해석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사진, 음향, 영상 등을 통하여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보여줌으로써 이용자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준다.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문화유산을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료의 일방적인 나열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심 있는 분야를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한다면 의미
전달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문화유산은 비용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디지털로 생성된 정보는 보
관이나 유통에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무한 복제도 가능하다. 문화유산을 접하고,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장소적, 물리적 제약을 사이버 공간을 통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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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문화
유산을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전환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
다면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은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는 접근성을 제공한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
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개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방문해
야 하는 시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다. 장소적
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문화유산도 인터넷 등을 통해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다. 정보자
원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유는 디지털 기술의 한계 혹은 박물관의 폐쇄성에 의해
서만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박물관도 적극적으로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추세이다. 오히려 정보자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그 속에서 원하는 것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가상의 공간에 존재한다. 이는 단점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점
이다. 가상공간에서는 문화유산의 복제, 변경, 재현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문화유산에 대한 물리적 조작이 가상공간 속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진다. 과
거의 모습을 복원하거나 상상 속의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자원
활용은 학술적인 연구에도 도움을 주지만, 인문학적 상상력을 접목한 창작물 제작에도
응용된다.
디지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장점은 독립적으로 생성된 정보자원을 조합
하여 확장된 의미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자원 간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총
체적인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 정보자원은 순서에 관계없는 검색이 가능
하여 관심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도 가능하다. 정보자원 간의 유연한 연계는 문화
유산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확장성을 제공한다.
문화유산은 문화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사회의 공익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물리적인 제약 등으로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상공
간에서 디지털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적 의미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
게 확산시킬 수 있다. 특히 신세대들이 익숙한 사이버 공간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접목이 이루어진다면 문화현상을 새롭게 창출해
내는 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실물에서는 불가능했던 새
로운 형태의 활용 방법을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자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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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문화유산의 구축 동향
문화유산 부문에서의 정보자원화는 아날로그 자료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디지털화된 정보자원은 반영구적인
보관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제 비용이 저렴하여 배포 및 유통이 광범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검색 기능을 통하여 원하는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95년
CD-ROM으로 간행된 국역 조선왕조실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활
용하던 조선왕조실록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일반인
들도 손쉽게 조선왕조실록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풍부한 사료가 제공됨으로써 조선왕
조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의 창작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이를 계기로 고전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에서도 정보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근거로 역사,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과학기술, 교육학술 등의 분야에서 지식정
보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국가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00년부터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였다.
디지털 문화유산 사업은 크게 4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고려사, 삼국사기 등의 고전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등을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하고 일반인이 사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츰 사라지는 주변의 문화유산을 디지털 매체로 수집하여 보존하려는 시
도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한 무형문화재 영상물 제작이나 한국학중앙연구소에
서 추진한 향토문화전자대전 등이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 번째는 3D 모델링이나 가상현실 등을 활용하여 과거를 재현하거나 가상의 공간
속에서 문화유산을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미륵사지 동탑, 봉정사 극락전, 전주 경기전,
무령왕릉, 고구려 벽화, 금산사, 경복궁, 불국사 등이 디지털로 복원되었으며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에서는 통일신라가 번성했던 760년경의 서라벌을 입체 영상으로 재현하였다.
가상현실을 접목한 과거 재현뿐 아니라 양방향 경험을 제공한 대표적 사례로는 경기문
화재단의 역사문화체험 가상현실 시스템이 있다.
네 번째는 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하려는 시도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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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8)은 천만여 개의 역사 자료를 연계
하여 제공하고 있다. emuseum9)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믈관 등 전국의 104개 박
물관이 참여하여 15만여 개의 유물 및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두 개의 사이트
는 모두 관련 기관들의 정보자원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정보 통
합시스템은 검색 기능만을 제공하고 상세한 자료는 해당 기관의 사이트로 연계해주는
반면, emuseum은 표준화된 형식으로 수집한 정보자원을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
문화유산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데 치중하던 디지털화는 문화콘
텐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문화콘텐츠의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제공하려는 노력이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문양10)이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원형11)은 산업적 활용을 활성
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보자원을 활용하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며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디지
털 문화유산의 활용을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인 효용
이 발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3. 디지털 문화유산 활용의 한계
지난 십여 년간 문화유산의 디지털화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리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2010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
안12)에 의하면 광범위한 많은 다양한 유형의 기록정보자원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를 상정할 경우, 생산되는 기록정보자원의 양과 질
이 여전히 미흡한 실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기록정보자원들의 물리적, 지
적 통제 수준이 상당히 미흡하여 생산되더라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정보자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8) http://www.koreanhistory.or.kr, 접속일: 2016.6.8
9) http://www.emuseum.go.kr, 접속일: 2016.6.8
10) http://www.culture.go.kr/tradition/designPatternList.do, 접속일: 2016.6.8
11) http://www.culturecontent.com, 접속일: 2016.6.8
12) 문화재청, 2010년,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대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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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문화재청의 또 다른 보고서13)에서도 문화유산기록정보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널리 분산되어 있어 문화유산기
록정보에의 접근이 어렵고, 그 기록정보의 활용 촉진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디지털 문화유산에서 드러나는 주요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원
화 사업이 일회적이어서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보관의 목
적도 있지만 활용을 통해 문화적 효용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활용 효과가
높은 디지털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용자들의 접근 동향을 파악하여
선호도가 높은 디지털 문화유산을 보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산업적인 활용을 목적으
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문화원형의 경우 2010년 이후 새로 추가된 정보자
원이 거의 없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국의 문양도 비슷한 상황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영상자료관에는 2008년 이후의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한 영상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디지털 문화유산을 확충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활용성이 높아질 수 없다.
둘째, 방대한 정보자원이 축적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
다. 사용이 편리한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 제공기관마다 서로 다
른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익숙하지 않으면 자료의 검색이 곤란하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유산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대,
지역, 사건, 인물, 재질, 용도 등의 다양한 맥락 속에서 디지털 정보자원을 활용하길 원
한다. 하지만 이용자 관점을 고려한 검색 기능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조회하기가 쉽지 않다. 디지털 문화유산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찾지 못하여 활용이 이루
어지지 않는 비효율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문화유산이 제공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이용자의 참
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정보자원에 대해 이용자가 의견, 평가, 태그14) 등을 첨가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이용자가 직접 정보자원을 추가할 수
있는 경우도 드물다. 무형문화유산 정보자원의 축적을 집단지성에 의존하여 진행하려고
했던 이치피디아(ICHPEDIA)15)에서조차도 2009년에만 집중적으로 정보자원이 수집되었
으며 그 이후 별다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정보자원의 확장을 위해서는 일
13) 문화재청, 2012년,

『문화유산 기록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 촉진방향 연구』, 대전: 문화재청

14) Tag: 어떠한 항목을 보충 설명하는 낱말 또는 키워드
15) http://www.ichpedia.org, 접속일: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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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치피디아를 관리하는 전북대학교에 의
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보자원에 대한 평가
가 이루어질 수 없고 추가적인 자료의 보충도 불가능하다. 이용자와의 양방향적인 교류
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접목은 미진하다. 디지털 기술은 가상공간 속에서 문화유산을 보다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지리정보와의 연동, 연표에 따른 조회, 가상현실을 활용한 입체
적인 영상, 온톨로지16) 기법을 적용한 추천 및 연계 등의 첨단 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자원을 탐색하고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들에게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디지털 문화유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Ⅳ. 디지털 문화유산 접목 방안
1. 이용자 참여 확대
대부분의 박물관은 소장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는 드물다. 원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찾기도 어렵지만 이용자 입장에서의 정보가 부족하여 해석과 의미 부여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을 공급자의 시각에서 해석하고 자신들의 논리에 의해 분류하
고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은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용자가 흥미를 느
낄 수 없다면 활용 또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정보자원이 축적되어 있다고
해도 이에 대한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용자의 관심을 끌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사고의 전환이 필
요하다. 공급자가 제시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탐
색과 해석을 통해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16) Ontology: 정보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세하게 기술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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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급자 중심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견해가 중심을 이루면서 과거에 치중하는 방식으로는 이용
자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게 실적적인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동감 넘치는 체험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현
실과 동떨어진 관념적인 모습을 나열할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
용을 전달해줄 수 있어야 한다. 학술적인 분류에 의한 디지털 문화유산의 제공이 아니
라 이용자의 관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대
의 흐름과 변동에 맞추어 디지털 문화유산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여 시사성 있는 의미
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민첩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수
도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제공방식을 유연하게 유지하면서 상
황의 변화에 맞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기에 설정된 방식을 그대로 유지
한다면 이용자들의 요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으며 시대의 변화에도 따라갈 수 없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활용은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을 통해 활성화된다.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때 공유와 확
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용자의 요건이나 행동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기
울여야 하며, 이용자 의견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디
지털 문화유산의 제공과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자가 없다면 디지털 문화유산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없고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디지털
문화유산은 효용성이 없다.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스틸러(Juliane Stiller)는 문화유산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상호
작용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Framework17)을 제시하였으며 세계 여러 국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기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도 평가 대상으로 포
함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 0.7점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에서만 3점을
받았을 뿐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기능은 거의 대부분 0점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정보 통
합시스템이나 emuseum을 이 Framework를 기반으로 측정한다면 마찬가지로 1점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 대부분의 박물관은 이용자 전시, 의견 제시 등의 이용
자 참여 부분에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7) Stiller, Juliane, 2014, A Framework for Interactions in Cultural Heritage Information System, Berlin: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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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국립미술관인 라익스(Rijksmuseum)18)에서는 이용자가 관심을 보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가, 시대, 형식, 역사 등에 따른 분류가 이루
어져 있으며,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자료를 선택하여 디지털 공간에서 전시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이용자에 의해 만들어진 전시가 20만 개
를 넘을 정도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양방
향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축적을 넘어 활용의 단계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정보자원
을 친근하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문화유산의 주체도 공급자에서 이용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디지털 문화유산의 축적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2. 공조체계 확립
특정 장소를 방문해야만 접할 수 있는 실물과는 달리,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원하는
정보자원을 마음대로 조회해볼 수 있다. 박물관 현장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의 수
량이 전시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원하는 정보자원을 거의 무
한대로 제공해줄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전시자의 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근
이 이루어지지만,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선
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용자가 흥미를 느끼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주도적인 학습과 교류의 환경이 제공되는 것이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하나의 박물관이 보유한 디지털
문화유산으로는 부족하다. 박물관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박물관의 디지털 문화유산이
연계되어 있을 때 더 유용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공급자가 자신들의 전문지식
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제한된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사이버 공간에
서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특정 시기나 사건 관련 자료가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경우 특별기획전 등을 통해 이
들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박물관 간의 협의나 자료의 이동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런 일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다.

18) https://www.rijksmuseum.nl, 접속일: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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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별기획전에 전시된 자료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흩어지지만, 사이버 공간 속에서
는 시간의 제약 없이 관련 정보자원의 연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박물관 간의 디지털 문화유산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하
다. 정보자원을 기록하고 제공하는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으면 연계가 용이하게 수행될
수 있고 자동화도 가능하다. 반면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기록 방식 등이 상이하
면 관련 정보자원을 찾고 연계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표준이 상
이한 경우에는 연계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박물관이 함께 모여서
정보의 기록과 제공방식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이에 기초한 연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표준의 설정은 기술적인 어려움보다는 박물관 간의 시각 차이에서 발생하는 쟁점
이 많다. 하지만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디지털 문
화유산의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는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디지털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박물관과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활발한 활용
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보관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통해
문화적 의미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박물관 간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디지털 문화
유산의 외연을 넓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디지털 문화유산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국내외 정보의 연계를 통해서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고, 문화의 국제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문화유산을 해외에 효과
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국제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다중언어의 지원
과 함께 국제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적 정보자원 교류가 활발한 유럽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Dublin Core19), CDWA20), CIMI21) 등의 국제표준이 설정되어 활용되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 표준의 설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국제표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만 향후 디지털 정보자원의 국제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유로피아나(Europeana)22)는 유럽 내의 2천여 개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 등을 연계하
19) Dublin Core: ISO 15836으로 표준화된 메타정보 요소 집합
20) CDWA(Categories for the Description of Works of Art): 시스템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품, 건축, 유형유물, 시각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항목을 정의
21) CIMI(Computer Interchange of Museum Information): 박물관이 용이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베
이스 표준을 제공
22) http://www.europeana.eu, 접속일: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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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럽의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로피아나는 정보자
원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메타정보23)를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표준인 Dublin Core
를 채택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에서 정보 접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RDF24)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2천여 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이 마치 한
곳에 모여 있는 것과 같이 인식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탐색하고 접근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연계와 확장이다.
한 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지만, 다양한 박물관이 연계한다면 보
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을 제공하는 박물관은 서로가 경
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각자의 전문부문을 잘 살리고 부족한 부분
은 서로 매워준다면 문화유산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디
지털 문화유산 연계는 다양한 박물관 간의 공조체계를 확보하면서 상생의 발전을 추구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준다.

3. 실천공동체의 형성
디지털 문화유산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가 중
요하다. 그리고 한 개의 정보자원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보다는 여러 정보자원이 연계되
어 있을 때 보다 입체적으로 의미를 전달해줄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활용은 문화
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화적 현상이나
역사적 사실 등에 중점을 두면서 관련 정보들을 입체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 하나하나에 치중하기보다는 여러 디지털 문화유산을 통해 종합
적으로 전달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적 의미의 전달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단지 문화유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해서는 곤란하다. 수용자의 눈높
이에서 그들이 공감하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실에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문화유산은 박제된 과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반면 문화적 의미가 대중들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면서 현대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면
23)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도 하며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형태, 위치, 생성일 등과
같은 특성을 제공하기 위해 수집되고 관리되는 정보
24)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 웹상의 자원의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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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계승과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문화적 의미가 현대 생활에서
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존재 가치를 획득하면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적 의미는 이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승된다. 문화유산이 만들
어지고 보존되는 과정의 중심에도 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는 문
화유산에게는 커다란 위협이다.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실천공동체가 출현하고 있다. 문
화유산이 현대적인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동체에서 문화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사이버 공간은 분절되어 있는 현대인을 실천
공동체로 연결시키기에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접속이 가
능하며, 누구나 동등한 자격에서 실천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실
천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필라플레이스(Philaplace)25)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지역의 공동체 해체를 극복하고
공동체의 기억을 공유하려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문화적 의미
를 공유하려는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리하고 있다. 필라델피아 도심이 발
달하면서 주민의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역사적 건물과 기억도 사라지고 있다. 필
라플레이스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필라델피아의 역사와 정착민들의 이야기를 중심으
로 관련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지도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자신들이 간직하고 있던 정보자원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교류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실천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화유산의 역할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
야 이를 통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을 생성하고 공유
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공동체가 형성된다. 다양한 디지털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실천공동체의 구성원이 활발하게 상호작용한다면 새로운 문화현상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구성된 실천공동체가 디지털 문화유산
활용에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급자가 디지털 문화유산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공동체가 흥미를 가지는 디지털 문화유산이 수집되고 구성되고 제시되어야 한다.

25) http://www.philaplace.org, 접속일: 20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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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의 적극적 접목
디지털 문화유산은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린다면 오히려 실물보다도 우수한 경
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법으로 색다를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신기술의 적극
적인 접목은 현대인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디지털 문화유산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해상도가 낮았을 때에는 사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
다. 하지만 최근의 기술력은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크기로 확대하거나 축소하여도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특정부위
에 집중하여 섬세하게 관찰할 수도 있다. 박물관의 돋보기를 사용한 전시를 사이버 공
간에서는 모든 디지털 문화유산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건축물의 상부 혹은 도자기의
내부 등 육안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도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면 사이버 공간에서 용
이하게 보여줄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가장 큰 장점은 하이퍼텍스트26) 기능을 이용한 정보자원 간의 자
유로운 연계이다. 정보자원의 순차적인 조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바로 연동
할 수 있다. 목차, 분류, 색인 등에 의한 조회는 물론이고 맥락상에 연관성이 있는 자료
를 연계할 수 있는 시맨틱27) 기술도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색깔이나 모양을 통한 연
계도 이루어진다. 이미지를 인식하고 이와 연계되는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급자가 제시한 분류체계를 무시하고, 이용자가 임의로 원하는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검색 엔진이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단순하게 검색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어나 관련어 등을 통해 검색의 적중률을 높이려는 시소러스28) 기능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검색 엔진 기술은 이용자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단
계까지 발전하고 있다. 불필요한 내용은 제거하면서도 연관된 정보는 폭넓게 제시하도
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상현실은 과거를 복원하거나 상상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물리적으로
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상공간에서 재현해볼 수 있는 것이다. 미륵사지 동탑 등 이미 사
26) Hypertext: 한 문서에서 다른 문서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텍스트
27) Semantic: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잘 정의된 의미를 기반으로 의미적 상호운용성을 실현
28) Thesaurus:: 동의어, 반의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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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 대상을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재구성해볼 수 있다. 현실 속에서는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고 이를 통한 훼손의 위험성도 높다. 또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이동과 변형이 손쉽게 이루어진다. 전체를 해체하여 재구
성할 수도 있고, 사라졌거나 손상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유산을 한 곳에 모을 수도 있다. 3D 모델링29), 파노라마30) 기법 등을 통해 가상공
간을 다양한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 아바타 등을 활용하면 가상공간 속에서 조작을
통해 항해가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 구성되어 있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도 있
다.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문화유산도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아바타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공간에 속한 것 같은 경험을 제공하는 증강현
실 기술도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접목한다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다양한 시
도를 해볼 수 있다. 박물관은 유형의 동산 문화유산을 전시하기에는 적합한 구조를 갖
추고 있지만 건축물, 유적지, 무형유산 등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 공간에
서는 어떠한 형태의 문화유산이든 자유롭게 접목하여 응용할 수 있다. 문화유산이 가지
고 있는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는 것
이다.
대량의 데이터와 통계기술을 접목한 빅데이터31) 혹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용자에
게 보다 친숙한 정보자원 제공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문화현상을 파악하
고 이와 관련된 디지털 문화유산을 선별하여 제공해줄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빈번하
게 접근하는 디지털 문화유산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재구성하여 제시할 수도 있다.
이용자가 검색하지 않아도 이용자의 성향 파악을 통해 필요한 정보자원을 미리 찾아줄
수도 있다. 이용자와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통계치와 지식이 축적되므로 더 적중률 높은
정보자원 제공이 가능하다. 이용자 맞춤형 정보자원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 기법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이용자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단
계로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기회라는 인식이 필요하
다. 디지털 매체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환경 속에서 많
은 사람들이 손쉽게 문화유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9) 3D Modeling: 가상의 3차원 공간 속에 재현될 수 있는 수학적 모델
30) Panorama: 360° 방향의 모든 경치를 담아내는 기법
31) Big Data: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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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면 현대인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문화유산을 이해시킬
수 있고, 문화유산에 대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다양한 시도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문화유산의 외연을 넓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디지
털 기술의 적극적인 접목은 박물관의 사회적 교류 기능과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Ⅴ. 결

론

디지털 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광범위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는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실물을 접하지 않고도 지식과 경
험을 얻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을 구현하고 있다. 문화유산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접목이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물리적인 제약 없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구축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고전과 같은 아날로
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 무형문화유산이나 향토문화유산 등 사라져가는 문
화유산을 디지털 정보자원으로 수집하는 사업, 가상의 공간에서 문화유산을 복원하거나
조합하여 확장된 경험을 제공하려는 시도, 역사정보 통합시스템이나 emusuem처럼 디지
털 문화유산을 서로 연계하려는 접근 등이 이에 속한다.
디지털 문화유산의 구축은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 이에 대한 활용은 미흡하다. 한국
의 문양이나 문화원형 등의 사업을 통해 산업적인 활용을 모색하였지만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회적인 사업이 많아 활용 상황
에 따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디지털 문화유산은 방대하게 축적된 반면 이
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검색 기능이 부족하다. 셋째, 활용의 주체인 이용자들의 참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디지털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대
한 적극적인 적용이 미흡하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활용이 있어서 무한한 잠재력
을 갖추고 있다. 이를 잘 응용한다면 박물관에서 추구하는 사회적 소통과 교류에 새로
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박물관은 그동안 전문가의 관점에서 수집과 전시에 치중하
였지만, 이제는 이용자와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학습, 교육, 교류, 위락 등의 기능을 향
상시켜야 한다. 특히 전통적인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실천공동체를 통하
여 문화유산의 의미를 공유하고 전승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물관은 디지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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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을 통해 새로운 실천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정보자원 제공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용자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
혀야 한다. 또한 보다 입체적으로 문화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문
화유산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를 통한 관련 박물
관 간의 연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시맨틱,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
술을 접목한다면 보다 생생한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박물관은 학교와는 다른 방식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기관이다. 하
지만 이용자와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없다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
디지털 문화유산은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성을 제공하므로 박물관이 지닌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
하면서 문화적 자극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다. 디지털 문화유산을 상호 연
계하여 가치를 향상시킨다면 문화적 의미가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된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디지털 문화유산의 활용 가능성은 높아진다. 박물관은 주어진 사회적 역할
의 효과적인 증대를 위하여 디지털 문화유산의 장점을 접목하여 가치를 창출하려는 적
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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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digital cultural heritage
for extending social roles of a museum
Lee, Jin Woo*

The spread of digital media is changing the world. A large part of the life is associated with
digital media due to high reliance on information.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vari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convert analogue object to digital cultural heritage by using digital
technology. Digital cultural heritage is easy to keep and also has breakthrough scalability of
distribution and utilization.
By providing the space to go through and reinterpret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mankind based on the collections, a museum has become a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to
contribute to the life of contemporary people. But, physical constraint of a museum with object
interrupts convenient contact with visitor. No matter how great it is, the value of the collection
can not be displayed properly without improving accessibility and interacting with user. A
museum should be working to provide the situation of resulting in user-centered learning and
flow through increasing the chance for communication and exchange with user.
Adapting digital technology is a great way for a museum to overcome the physical limitation.
Especially, taking advantage of digital cultural heritage in cyberspace provides a variety of
possibilities for a museum. Not only access beyond time and space but also experience
impossible in reality can be performed widely in cyberspace. Through two-way communication
with user, the museum should make full use of digital cultural heritage for the opportunity of
value creation which can extend the social interest.

Keywords : digital cultural heritage, museum, lifelong education institution, user centered,

community of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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