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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박물관의 참여형 전시구성
- 무형문화재를 소재로 한 기초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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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머리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자 디지털 기술혁명의 시대이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양상에서 박물관
역시 유형의 문화유산은 물론 무형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사회교육적 기능은 더욱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1) 아울러 최근에는 박물관의 서비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디지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박물관 전시는 오브제 (0비ect) 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무형문화재 (non-object) 전시

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민족의식을 표현한 중요한 문회유산으로 이를
디지털화하여 전시함으로써 다양한 메시지를 인터넷상으로 현장감 있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여기에는 대내적으로는 박물관과 관람객간의 상호보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피드백의 기능

이， 대외적으로는국내외 박물관간네트워크의 형성이 중요하다고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히， 무형문화재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시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커뮤니
케이션과 컴퓨팅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살펴봄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통한 21세기 참여형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Jl자 한다.
1) 최근 서구 박물관의 경향을 살펴보면， 사회교육의 기능은 점차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의 개념이 합쳐져 사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박물관의 사회교육의 개념도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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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무형문화재의

전시 가치와 디지털 기술의 접목

21세기의 미래형 박물관은 지금까지 자료의 보존 및 전시라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관람
객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팅 네트워크를 통한 문화사적인 재창조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이전과는 다른 박물관 공공기능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시간과 공간 등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한정적인 사람들만이 이용 가능하였던 박물관의
관람이 , 컴퓨터 혁명에 의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글로벌 디지털박물관 (Global Digi떠1

Museurn)’ 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점차 공공기능의 확대라는 새로운 개념이 박물관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정보화 및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을 통해 국내에도 나타나게

되었다. 한편， 기존 박물관에서도 인터넷상으로 서비스되는 가상박물관의 구축 및 실제 전시공간
내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KIOSK) 등과 같은 영상안내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전 시기 박물관
전시구성과 구분되는 특정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기술적 측면(하드 및 소프트웨어)에서 보면 박물관의 디지털 기술 적용 및 디지털박물
관 구축에 대한 전략적 설계 개념의 미비， 박물관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 미흡 등 기술적 문제점으로 보다 효율적 전시 매체로서 활용하는데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없지않다
더욱이 내용구성 측면(콘텐츠)을 보면 정신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보다， 물질문화유산인 유형문
화재를 중심으로 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구

축사업 등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 반면 무형 문화재는 문화재청의 중요무형문화재 원형
기록물제작이 대표적이라할수 있다. 이를종합해 보면 문화재의 디지털화작업은국

공립 및 사

립박물관의 다양한 소장 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중요무
형 문화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유형문화재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

· 무형 문화재에 대한 연구와 보존작업은 국가적 · 민족적 ·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

적 · 학술적 · 경관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전시 소재로는 물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

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 중에서도 무형문화재는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높아 21세기 박물관의 주된 전시소
재이자， 국제적인 문화콘텐츠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시 · 도에서 지정

한 지방무형문화재로 나누어지는데 국가 및 시 · 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를 분류，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2)

문화관광부 .2002 ， r국가문화유산정보화전략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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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별 무형문화재 지정현황 (2004년

〈표

깊컷견

현재 )3)

-님
r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처‘- 경 경 제 기
울 산 구 천 주 ;‘셔-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타

합계

해제

총계

국가지정

36 3 0 4 1 0 0 5 1 2 4 2 13 7 10 4 17

109

7

116

도지정

30 10 14 11 14 13 2 31 8 11 33 23 26 25 22 15 0

잃8

32

320

66 13 14 15 15 13 2 36 9 13 37 25 39 32 32 19 17

397

39

436

합

계

서

또한 무형무화재의 대상은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 민속놀이

의식

· 무예 · 음식제조 등

다양하다 이를정리하면다음의 〈표 2>와같다.
〈표

2>무형문화재 분류 및

지정기준4)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상， 학술사. 예솔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

1

연극

인형극·가면극

2

음악

제례악

연례악

대취타 · 가콕

3

무용

의식무

정재무

탈춤·민속무

4

공예기술

도자

피모

금속

가사 또는 시조의 영창 산조

골각·나전칠·제지

목·건축

지물

농악 · 잡가

직물·염색

민요

무악

옥석자수

범패

매듭·복

식악기초고죽무구

5
6

기타의식 -놀이

무예 ·음식제조등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규정한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

수

리동의기술

위에서 설명한바를토대로살펴보면， 무형문화재란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기타의 무형적
인 문화활동 중에서 역사상 - 예술상 - 학술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짙은 것으로 국가나 지방공공
단체에서 지정한 것으로 정리된다 5) 무형문화재는 형태가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일반대중들의 동작과 소리에 의해 전승되어져 왔다 6) 이와 같은 전승방법 때문에 무형문화재는 그

3)

무형문화재는 지정자에 따라 국가지정 ,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 , 시도무형문화재로 나뉘어진다 .2003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로 정리해 보았다

3)

문화관광부.

2001. f2001 문화정책백서 J .359쪽， 문화재청 .2002. r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
2004. r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이해 J . f2004년 경기도 문화유산해설사 신규양성교육J .

획 J . 185쪽 , 서정문.
43쪽 〈표

4)

2>

참조

서정문 .2004. 앞의 글 .44쪽 〈표

3>

인용，

5) 여기서 ‘무형’ 이란 기술이나 예술적 활동과 같이 물체로서의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 기술적

예술적 능력을 지닌 사랑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때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

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지정에는 지정종목과 함께 보유자나 단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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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 훼손되거나유실될 위험이 높다하겠다. 따라서 한나라의 무형문화재는유형문화재보다문
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존은 유형문화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나 사적과는 달리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
가보존하지 않으면그기능이나예능의 전승이 끊기거나스스로소멸될 우려가있다.
실제로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 공포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기능이나 예술적 활동 중에는 중요무

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으나 명맥마저 끊겨 버린 사례들이 적지 않다. 따
라서 우리 조상들의 창조성과 지혜를 배우고 오늘의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적용해 나가기 위한 토
대로서의 무형문화재를 전승 · 보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하는 박물관 전시는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국내외 관람객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형문화재를 전시함에 있어 기존

박물관 전시의 물리적 한계를 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기술은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7)
최근 박물관 전시구성에 있어 디지털 기술은 물리적 제약에 의해 근접하여 볼 수 없는 전시물과

전시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전시구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자，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제시
되고 있다. 다시 탤R 서 인터넷상으로 가상전시관을 구축하거나， 기존 전시실 내 다OJ한 디지털 영

상시스템을이용한최근의 전시 경횡t은 21세기 미래형 박물관으로발전하는과정이라생각된다.
그렇다면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한 전시구성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현황에 대해 다음 장

에서 구분 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lli. 효괴적

전시연출을 위한 디지탤 기술의 활용

21세기에 들어 박물관의 전시구성은멀티미디어 센터， 데이터베이스센터， 가상전시관등기존
공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시공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기

존 박물관 전시공간을 최대한 이용해 직 · 간접적으로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효과적인 전시만족
을 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박물관 전시구성에 있어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은 크게 5가지로
나눌수있다.
첫째， 데이터 입력에 요구되는 기술은 데이터 입력 형식에 따라 문자입력 ， 정지 화상 입력， 동화

6)
7)

유네 스코 홈페이지 (http: //portal. unesco.org/culture/admin/ ev.php) 일부 내용 요약 ， 참조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 멸실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최근 디지혈 기
술을 이용한 다양한 복원 노력이 일본 .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소연 · 양종열，

상현실 기술을 이용한문화재의 디지혈 복원」 ， 『디자인학연구J ， 한국정보디자인학회， 221쪽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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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í가

상 입력 , 입체데이터 입력 등이 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에 요구되는 기술은 다시 3가지로 나뒤어 지는데 먼저 멀티 미디어 데이터베

이스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화상， 동화상， 음정 등)를 검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분산형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크기， 지적 재산권 등의 문제에 따라 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기

어려운 문제를 집중관리체계에서 분산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전문 검색형
데이터베이스로 스키마 (Schema) 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에서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

(HTML. XML 등)나 특정 문자열의 패턴을 검색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 자료보정 및 복원에 요구되는 기술은 색상과 영상복원 기술을 들 수 있다. 우선 색상보정
기술은 박물관에서 촬영된 전시물의 전자화장을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상에서 관람을 원하는 일반
인의 모니터 색상보정을 통해 정확한 전시품의 색상을 재현 전달하는 기술이다. 다음으로 영상복
원 기술은 상처 및 노이즈에 의한 영상의 훼손부분을 제거히여 컨트래스트 (Contrast) . 색상보정

을하는것을말한다.
넷째， 박물관과 박물관간의 정보교환에 요구되는 기술로， 박물관마다의 상이한 속성을 기술 데
이터 포뱃 (Da떠 Format) 을 통해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한자 문화권에 있는 박물관간의 다

국어 지원 기술이 요구된다.
다섯째， 원격조작과비디오스트리멍에 요구되는기술로비디오카메라로부터 직접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는 파일 (JAVA， JPEG 형식 등)에 따른 기술적 요소가 있다. 또한 네트워크를 경유
뼈 디지털 영상을 시청하는데 있어 영상부호화 기술과 스캐러블 (Scalable) 전송 기술 등이 요
구된다.
이러한 전문적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박물관의 개념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순수정보의 공간으로 변화， 발전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다시 웹서 기존의 정보와 감

성 전달에서 인지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인류역사의 시간적 · 공간적 공유공간으로 박물관의 기

능과역할은보다발전하게 되었다고할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정리한활용가능한디지털 기술
들이 실제 박물관 전시를 중심으로 적용되었거나， 진행중인 경우에 대해 다시 3가지로 니눠 살펴
보도록하겠다.

먼저 , 최근 등장한 전시 안내시스템으로 인댈리전트 스마트 카드(Intelligent Smart Card) 등
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스마트 카드 (Smart C따d) 와 카드 리더/라이터 (Card Reader.깨Triter) 간

에 전자유도및 빛， 전파등의 무선으로정보를교환하는방식이다. 박물관전시실 내에서 전자태
그 (Tag) 의 형태로 전시물을 컴퓨터가 식별하는데 이용함으로서， 관람객을 위한 효과적인 관람이

가능케 하는 첨단 전시구성 요소의 하나이다.
이를 의례분야 무형문화재 주제의 전시에 활용하면， 의례의 역사와 절차 등에 대해 기존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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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을 통한 안내 및 지식정보 습득에서 첨단 기술을 토대로 위치 기반 전시 안내 및 관람객 관람
의 편의성을제공하는등관람객 중심의 전시구성이 가능한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이 있다. 이것은

Musewn Assistant).

PDMA(Personal Digital

PDP(또는 투명 스크린) 등의 시스템을 들 수 있다. 관람객이 즐겁게 지식

과 감동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시효과를 강화시키기 위해， 전자태그(돼g) 의 데이터를 읽어서 관람객

이 검색하고자하는전시물에 관한정보를표시， 음성으로설명하는것을말한다.
한국에 있어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개관된 사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한솔종이박물관(현 팬아시아 종이박물관)의 ‘한지공예 유물검색시스템’ 을 들 수

있다 8) 이것은 1:1 대상 정보검색으로， 모니터에 내장형 바코드를 통한 접촉식 시스템으로 구성
되었다. 텍스트와 이미지 등 2차원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음향 시스템이 제공된 초기 정보검
색 시스템으로 이후 서울역사박물관 등에도 차용되는 등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상세 정보검색 시스템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발달과정을 통해 전시연출의 방향에도 커다란 영향
을 미쳤다. 무엇보다도 무형문화재는 유형과는 달리 , 하나의 작품이 아닌 하나의 행위로서 접촉을

통한 제한된 정보검색보다는 대형 화면을 통해 전시공간에 위치한 모든 관람객과 공유할 수 있는
비접촉식 정보검색이 보다효과적이라생각된다.

다시 웹서， 접촉식 정보검색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할수 있도록대형 화면에 손의 움직임을
인식할수있는센서와보드를설
치한 비접촉식 정보검색 시스템

이 혼례와제례 등과같은의례의
성격을 가장 현장감 있고 효율적
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진다.
마지막으로 가장현실 체험관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역사 분야 박
물관에서 활용 되기보다는， 자연
사박물관 또는 과학관 등에서 주
〈그림 1 > 21 세기 박물관의 디지털 구성 체겨 1 9 )

8)
9)

한솔종이박물관.

1997.

로 활용되고 있다. 5~ 1O인 이상

r한솔종이박물관 개관기념 도록J.69쪽.

21세기 박물관의 개념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순수 정보 공간인 가상박물관 (Virtual Museum) 과 실제
자료를 전시하는 물리 공간인 실제박물관 (Real Museum) 을
가 되도록 통합한 체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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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수 인원이 동시에 가상현실을체험할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3차원 입체 음향과함께 모션 시
율레이터에 의한 현실감 증대 등은 관람객에게 효과적인 전시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전
시기법의하나라할수있다.

또한

3D 영상 콘텐츠로 아날로그 필름을 디지털 필름으로 가공하여 3D 영상과 합성한 일종의

라이드 (Ride) 영상제작을 통해 기존 가상현실 체험관에서 보다 발달된 전시기법으로‘유물검색시
스템에도적용이 가능한새로운전시기법이다.
의례의 성격에 맞는 캐릭터별 아바타 (Avatar) 를 설정하여 의례절차에 따라 현장을 이동하며 관
련된 입체 음향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침여유도를 통한 교육효괴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박물관에 있어 디지털 기술은 박물관 전시실 내부 전시보조매체와 전시실 외부 인

터넷을 통한 가상공간을 통해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관람객의 수요에 따라 빠른 기술적

발전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 21세기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전시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N.21 세기 믿L물관의 전시구성 방향
지금까지 무형문화재의 조사 · 연구작업은 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이전의 무형문화재 관련 전시개념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발전시켜 보존에서 계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전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 전시구성이다. 참여형 전시구성은 관

람 전후， 그리고 관람 중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 기획단계부터 전시개관，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걸쳐 자유로운 형태의 침여를 유도하는 전시구성을 말한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박물관의 참여형 전시를 구성함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디지럴 기술은 어떠
한 것이 있을지 앞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면 앞의 〈그림 2 )와 같다. 이처럼 21세기 박물

관 전시구성에 있어 디지털 기술은 전시안내와 영상， 교육 및 체험공간에 고루 활용될 것으로 기
대된다 10)

10)

현대 박물관에 있어 교육과 체혐의 중요성에 대해

Birney 동의 연구성과에 주목해보았다(Birney B .. 1986.
A comparative study of children' s perceptions and knowledge of wi1 dlife and conservation as they
relate to field trip experiences at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Natural History and the Los
Angeles Zo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CLA. pp.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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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21 세기 박물관의
전시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전시실

입구에서 받게되는 전시안내

Mp3

재생기를 이용한 PDA를 통해 박
물관 전시자료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으며 스마트 카드 (Smart
C않d) 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지원 등은 효과적인 전시관람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
진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각자 제
〈 그림 2 > 21 세기 박물관 전시에 있어 디지털 기술 활용방안

시된다양한관람테마를선택할수
있는 자유로운 관람 동선을 부여받

는 한편， 관람시간대 및 주제코너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구성하여 자유로운 침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키오스크 (KIOSK) 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가장 특화시켜 제공하는 시스
템으로 주목된다. 특히 박물관 입구 홀에 설치된 KIOSK는 방문한 관람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가
장먼저 제공하기에 그의미가크다할수있다.
해외 도서관의 설치 예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 과학산업비즈니스 도서관 (Science.

Industη

and Business Libr없y/SIBL) 입구에 설치된 키오스크 (KIOSK) 가 그 좋은 예라 생각

된다. 인포메이션 키오스크(Information KIOSK) 라 불리는 이 곳 시스템은 터치 패널식 단말기

로， 영어와스페인어 2개 국어로관내 안내，서비스안내， 강좌나이벤트， 컴퓨터 예약등의 메뉴가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뉴욕공공도서관 관장이 영상으

로 동장하여 관람객을 맞이한다는 점이다11l 즉， 박물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람객에게 박물관
인지도에 대한 또 다른 의미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 키오스크 (KIOSK)

가 지닌 특정을 잘 살린 경우라 생각된다.
이처럼 박물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KIOSK) 의 역할은 설치장소에 따라 그에 맞는

디자인 형태와 조작 형태로 보다 세분화되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 기존의 접촉식 키오스크
(KIOSK) 는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전 접촉식 터치스크린에서 보다 휴대하기 간편한 형태로
보다 발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새롭게 각광받는 것으로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비접촉식이 있

다. 이것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박물관 전체 전시공간은 물론 전시유물에 대한 상세정보 등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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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공간 네비게이션 (Na띠gation) 을 통해 제공하는 시스범을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전시실에서 다른 전시실로 이동하는 장소에 설치되어 정보를 원하는 모든
관람객에게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제공하는데 활용될 것 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일정과 목적에 맞게 박물관 전체 내용을 선택에 따라 제공하는
데적합하다고본다.
마지막으로박물관내

·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인터넷을통해 오프라인 상의 박물관을 온라인 상

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인 디지털린L물관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박물관의 정보를 서비스 할 수 있다는데 있다. 이것은

다시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온라인 서비스’ 와 박물관을 직접 방문
하지 않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옹라인→오프라인 서비스 ‘로 구분된다.
먼저 , ‘오프라인→온라인 서비 스’ 는 박물관(오프라인)에서 관람한 유물에 대한 목록들을 관람

카드나 관람카드에 해당하는 개인DB에 저장하여 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서비스’ 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심
있는 전시실과 해당 유물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박물관(오프라인)에 방문해서 PDA 또는 키오스

크 (KIOSK) 등과 연동 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현재 일부 적용되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내용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술

도 향후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21세기 박물관 전시 구성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존
의 박물관을 보다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열린 박물관 을 목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과 네트워크 (Network) 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21세기 박물관에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박물관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
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시점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되며 ， 이것이 박물관 커뮤니
케이션의 주요한 기능이라 생각된다. 즉， 디지털 기술의 활용은 보다 다OJ:한 관람객 요구에 대응

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의 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이러한서비스제공을위한노력으로우선， 관람객이 박물관에 방문하여 필요한것이 무엇인지 ，
그리고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지를 깊이 생각하여 다양한 접근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정보 또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람객 요구
에 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는 주

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2)

2 1 세기 박물관에 있어 .커뮤니케이 션’ 을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살펴보았다

좋本宏治 .
實體

1996.

r 그 i 그二 γ

東京堂出版. pp .

University Press. p . 89.

ν 크 /' C 意思決定」 ， 『 : 그

‘

μ 7 ./.... ""7껴:

“-" /' ~

J - 博物館運營 m方法￡

130- 139(C. I. Barnard . 1938.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Harvard
일 부 재 인용) : 諸問博熊. 1995. r企業1專物용하 ， 東京堂出版. p.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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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관람객이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 대응하는 레퍼런스(Reference) 에 주목해

보았다.
레퍼런스를 통한 정보제공방법은 크게 오프라인 (Off-피1e) 과 온라인 (On-바1e) 으로 니눠진다. 먼

저 , 오프라인에서는 박물관 입구 인포메이션(Information) 에 박물관 안내지원봉λ}자 또는 안내
직원 외에 박물관 전문 학예연구사 (Curator) 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관람객의 다양한 질문에 답

해 주거나 최적의 정보에 대해 조언하며，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한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시

스템이 필요로 한다. 이것은 박물관에 관련된 막연한 질문에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답해 주는 학
예연구사의 존재는 그 박물관에 대한 믿음으로 관람객들에게 다가올 수 있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온라인에서는 박물관사이트 이용자가 정보 검색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시
및 관련 소장자료목록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서부터 데이터베이스의 분야별 일람 리스트 등이
요구된다. 이것은 。마도 ‘리서치 가이드(Research G띠de)’ 로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빅L물관에

오지 않고도 찾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 질문에 대답하는 형대로 선택을 계속하면 ， 최종적으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주는 가이드로써 ,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또는 방문을 전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디지털로 액세스 (Acæss) 할 수 있다
고생각된다.
이러한 박물관 전시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은 박물관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공감대

를 형성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박물관간 네트워크는 21세기의 중요한 과제
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네트워크의 중심 요소인 국내외 박물관(학예연구사 포함) . 일반인，
전문가 그룹의 입장을 종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통합 데이터베이스 공간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3)

특히 , 역사와 문화적으로 연관성을 지닌 중국과 일본， 한국의 박물관간 네트워크는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하여 관련 국가의 박물관 전시 및 소장자료에 대한 전문적이거
나 일반적인 내용 모두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박물관 네트워크를 통해 동북아시
아 문화권 내 모든 관련 정보를 상호 이용할 수 있는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

21세기 국제사회 변화의 맞춰 각 나라별 전시자료 및 박물관 전시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지금이 실행을 위한 준비단계라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간 유물의 분류체계와 번
호， 세부 내용정보에 대한 표준화 모색이 네트워크화 과제의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국가별 박물관 및 전시자료 정보의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13) 미국의 경우， 미박물관협회 (AAM) 소속 박물관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퉁 커뮤니티가 접차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Ross

J . Loomis , 2000 , Museum Evaluation
and Visitor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 A Viewpoint for Evaluating Museum , Lake Biwa
Museum , pp .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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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할 수 있는 허브 포털로서의 디지럴박물관14) 에 대한 구축 · 운영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우
선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최근 미술관의 경우 한 · 중 · 일 미

술작품과 문화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빅L물관에서도 이와
같은 단계적 방안의 모색을 통해 세계적인 네트워크화 시대에 동참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한 새로
운 박물관으로 변화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v. 맺음말
지금까지 21세기 박물관의 전시구성에 대해 디지털 기술에 주목하여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위에서의 논의를정리하면서 맺음말을대신하고자한다.
21세기 박물관은 전통과 역사， 기술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기술

의 급격한발전과그에 따른문화지식정보화사회로의 변화에 맞춰 박물관은새로운기능과역할
이 요구된다 하겠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디지혈 기술을 이
용한 박물관의 전시구성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기술이 전시실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관람객의 관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전통적인
박물관의 조사 · 수집 ， 연구， 전시， 교육기능을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각종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한 차원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형문화재는 전수방법의 특성상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과정에서 사라질 위험에 직면해 있
다. 무형문화재는 유형과는 달리 정신문화유산의 산물로 유물을 통한 전시와 교육보다도， 보존과
재현 그리고 전승을 기본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해 영상시스템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참
여프로그램 시행으로 보다 높은 전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박물관 전시에 있어 오프라인에서는 무형문화재 그 자체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예술가 또
는 단체 활동 전반에 관련된 정보도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교육과 마케팅， 자금
모금 등도 전시의 하나로 쓰여져 관람객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실내

또는 야외전시장에서는 공연을 연일 개최하여 관람객이 무형문화재와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운영

14)

국내 디지털박물관 구축의 대표적 사례로서 한글 문화유산을 주제 로 문화관광부에서 2001 년부터 2005년까

지 추진하고 있는 〈 디지털한글박물관 구축사업 〉이 있다 디지 털 한글 박물관은 온라인 박물관으로서는 최초로
한국박물관협회에 둥록된 공립개념의 박물관으로， 한글 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빛 이를 바탕으로
하는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목적 으로 지난 2003년 10월 9 일 한글날에 맞춰 시범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러
한 사례 를 통해 국가를 대표하는 허브포털로서 이후 디지털박물관의 구축방향에 대해 참조가 될 것으로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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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예술가 또는 단체들에게 전시기간 동안 자유로운 발표의 장으로 제공하여야 할 것으

로생각된다.
온라인에서는 무형문화재에 관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른 박물관의 리스트나， 평론， 공연이
나 연주회 스케줄에서부터 최근의 동향과 교육 안내 해외 관련 정보 까지 전시하여 보다 많은 정

보와 지식을 얻도록 히는 것이 중요하다고본다. 또한 전시관련 게시판을 통해 수강 및 공연 안내
등 이용자간의 정보교환도 가능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러한 박물관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은 박물관 관계자， 일반인， 전문가 그룹을 기초단위로， 점차

박물관과 박물관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것은 박물관 전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를 참여형 전시라는
형태로 받이들임으로서 .21세기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진

정한의미라볼수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21세기 박물관은 이처럼 이전 단계의 전시한계를 뛰어넘는 첨단소재로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지하여야 할 점은 21세기 첨단 현대 사회의 흐름 속에서도 아날
로그를 고집하는 관람객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화 되는 박물관에

있어 정보의 홍수로인한 ‘미술관문제(The Art Museum Problem)’의 해결이라하겠다 15)
전자의 경우는 첨단 디지털 기술 속에 공존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역사적 문화 유산을 통해 인류
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그찌 하는 ‘아날로그형 인간 에 대한 전시 구성상 고려를 뜻한다. 이러한 관
람객을 위해 ‘컴퓨터 트레이닝 센터’ 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관람객 또는 비 관람객을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법 등의 강좌가 아닌， 어디까지나 박물관의 정보 자원이나 관련 정보를 활용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문가의 짜임새 있는 강좌의 개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령자

와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출장 강좌나 학교와 연구단체의 요구에 맞는 커리률럼의 작성을 통해 보
다 폭넓은 전시수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후자의 있어서는 박물관간 또는 국가간 네트워크에 따른 우려로 너무 많은 정보의 제공으로 전
시와 전시자료에 대한 정보검색의 본 의도가 상실되지 않도록 짜임새 있는 내용 구성의 필요성을
뜻한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온라인 정보체공의 환경을 항상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인쇄자료와 달리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는 이용 빈도를 파악할 수 있기에， 이용이 적은 자료는 .

보완을 하고 새롭게 요구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신설， 확대하는 교체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정보

15) Foss , C.

L은 미술관 문제 (the

art museum

problem)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한된 단기 기억의 용량과 통

합된 장기 정장에 필요한 정교화 처리과정들을 수행해 주는 주의 부족으로 인한 인터넷 정보검색의 문제를 지
적하였다 즉， 인터넷상의 정보의 양은 지나치게 방대한 반면 그 구조성은 부족하기 때문에 방향이탈과 미술

관 문제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Foss

C. L .. 1989 , “ Tools for reading and browsing hypertext" ,
Information Processing&Management 25, pp. 40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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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이 가능하리라본다.
결과적으로 21세기 박물관은 다양한 변화요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디지털이라는 첨단

소재를 활용하여 기술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박물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변화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구축과 세계적 네트워크의 실현이라는

가능성을열어줌으로서 ， 미래를위한빅L물관으로써 그도전의 의의는매우크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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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action of Museum Exhibit
by Digi tal Technic
Hong , In-Guk •

It is the period of the .C띠tural capi ta1’ and Digita1 revolution in the 21st century. According to the
above situation, museum' s capab피ty of soci떠 education , used to 뻐버ize intangible c버따띠 V외ue as
wel1 as tan밍ble cultur어 heritage, becomemore intensified and powerful. In addition, 며밍ta1 techniques
is being applied to most of the 외1 museurns.
Basically, museum exhibition is difficult to have the non objects, intangib1e cultural properties ,
because of centering on the objects, tangible cultural properties. However, it is thought that central
intangib1e cultural properties’ various messages with Korean national spirit w피 be possible to be
transmitted on intemet in re a1ity by digitalizing and displaying. This means that , in case of the
domestic aspect, the function of communication visitors with museurns and feedback between them is
very important, while, in case of the overseas aspect, the construction of the network among nations’
museums IS urgent.
Therefore , this paper aims to look into effective exhibition composition centering on intangible

cultural pro야띠es by the use of positive communication 때d computer network an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culturing participation-oriented museums in the 21st century.
까le

21 st century’ s museum is a cultural place that σadition， history, and technology(techniques)

coexist. Thus , museum should intensify new function and role to keep up with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and change of the existing society to cultural and inforrnational society due to that
development. That s why we need digit떠 techinques. Since the middle of 1990s, museum exhibition
composition by the use of digi ta1 techniques has been applied. And now many techniques supply
• Reseacher , gyeonggi Culture Foundation , Rep .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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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s convenience in may fonns in exhibition room. This change and development are expected to
improve museums' function such as
inσoduction of various
πle

σa이tional

collection, research, e앙úbition， and

educa디on

by the

kinds of di밍tal systerns.

21 st century' s museurn equipped with di밍tal techniques are being paid attention as the state-of-

the-art element that can pass over the limitation of the earlier exhibition. However, we have to have in
mind that thereis a group of visitors that insist to stick to a way of analogue in the 디me of the up-todate technology. In addition , museums have to resolve the art museum problem caused by the
unexpected number of infonnation about the networks of museurns. The fonnenneans that museums
have to consider the aspect of exhibition composition about ‘analogue-typed people' who would rather
see vestiges of human being' s cultural and historical heritage, unlike people who adhere to

di밍tal

technology. In case of the latter, museurns pays a sincere attention to achieve themore compact and
systernic exhibition composition in order not to lose the intention of information search about
exhibition 때d exhibition data, which seems to lose it because of too much infonnation r않띠미19 from
the networking among museurns of countries.
To sum up , the 21st century museum shows a new direction that museurn intend to by coping with
various demand of its change with the advanced digital techniques in off-line and on-line places. And
this change initiates the capability of constructing communication based on people, performing the
glob떠 netw야κ and thus having museuni s challenging to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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