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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서구 문물의 유입과 경제 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동
으로 인해 생활문화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 근현대 시기의 문화에 대한 가치 펌하 등의 이
유로 인해 가까운 과거에 대한 문화적 배 경과 그 시대를 대변하는 생활문화가 담긴 근현대 생
활용구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되거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 따라서 물질문화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존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박물관은 근현대 생활용구에 대한 수집 활동과 이를 보존
하고，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시점에 있다
자료 수집 담당자는 구입

기증 등의 과정을 통한 자료 수집에 앞서 자료가 언제， 어디 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 언제까지 사용되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승되었는지 등 자료와 관
련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충실한 조사 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료의 수집과 등록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해석과 충분한 정보가 기록된다면 자료

의 문화적 맥락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 자료를 통해 근현대 시기의 생활상을 효과적
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당 시기에 대한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기능하고，
전시와 교육 활동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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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박물관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시대의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물질적 증거 1 ) 를 수집하고， 그것을 대 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시와 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

관이 다 이러한박물관은소장자료나경 영 주체， 관람대상등에 따라분류되며 ， 각박물관의
소장 자료의 범 주는 박물관의 성격을 특성화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박물관의 전문성과 연
구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 박물관의 성격 에 맞는 자료의 수집 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자료는 박물관의 성격 과 사회적 기능 실현 에 근거하여 수집되기 때 문에 각종 업
무활동의 물질적 기초를 이 루게 된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 에 있 어서 무엇을， 어디에서(국내，
국외) . 어떻게 (구입， 기 증， 대여 등) . 왜 수집 하는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2) 박물관

의 정 체성에 따른 수집 정책을 세 워 장기적 이고 체계 적 인 계획 을 바탕으로 자료 수집이 이 루어
져야한다
최근 한국인의 생활문화3) 가 반영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생 활사(生活史 )4) 박물관에서는

빠른 속도로 변모하는 생 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변화 과정이 제대 로 평가받지 못하고 보존
되지 못한 채 사라져 가고 있는 근현 대 5) 생활사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시 급성에 대 한 인

1) 박물관이

수집하는 물질적 증거란 역사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고고

인류

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

는 것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 술관 진홍법 제 18차 일부개정

2009.3 .5 법률 지11 9471 호 참조) 대다수의 박물관에서는

소장 자료를 ’유물(造物)’ 이라는 용어 로 통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물(평物) 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오래된 물건’ ‘ 또는 선조들이 후대에 남긴 물건’ , ‘유품(遺品 )’으로서의 개념으로 비 (非)물질적 자료까지도 포함하
는 넓은 의미의 소장 자료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자료(資料)’ 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
3)

김영관 외.

2001 ,

r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관리 』 서경문화사. 166 - 169쪽 침조

한 시대의 특정지역에 살고 있는 생활집단이 통일한 생활양식과 일상생활을 나타내 는 것은 공통적인 생활관을 갖고

있기 떼문이다 거 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일하며 노는 것을 유형화된 ‘생활양식‘ 이라고 부르며
통일힌 생활관과 유형회된 생 활양식을 힘해서

생 휠문화’ 라고 한디

이렇게

생 휠문회의 유형회된 양식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하여 실 제로 경험한 다영힌 내 용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히고， 옳디고 생각하여 서 로의 합의 아래
지키 기 로 한 공동약속이며 ， 이 경험 속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경험， 사람에 대 힌 경험， 불가사의한 경 험 등 삶을 이끌어
가는 데서 맞부딪치는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한 방안과 지혜， 관철내용 등이 포힘 되어 있다 (장철 수，

1995 ,

r옛무덩의

시회시 J ， (주)웅진출판사， 20 - 27쪽 참조)

4) r새로운 역사학의 입장에서 본 생활사의 개념과 방향」 에서 곽차섭은 생활사(生活史)의 개념과 실제에 대해 ‘ 1)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면서， 동시에 반복되는 일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구조나 패턴

까지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2) 국가적 공적 측면보다는 게인의 사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3)사례연구를 지향한
다 4) 사료의 범위 를 종래의 관찬(官짧) 지료나 규범적 성격의 자료를 넘어서 일기， 문집， 잡기 ， 소설‘ 야사류 등 문학

자료‘ 나아가서는 서화류까지도 망라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한다 5) 분석적인 서술 방식보다는 이야기체를 지향한다
라고 정리 하고 있다 (팍차섭， 2002 , r새 로운 역사학의 입장에서 본 생활사의 개념과 방향J ，역사와 경계 J 45집， 부산
경남사학회 . 166 - 167쪽 침조)

역사가 과거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다양한 삶과 니아기 그들이 만든 시회의 제반 모습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떼， 생활사는 그 중 인긴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양식 그러고 그 댄화상을 추구히는 역시 연구의 한 분야라고
하겠다 (우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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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r조선시 대 생휠시 띤구의 현황과 과제 J ，역사교육논집 J

23

24 합집 ， 역사교육학회， 826쪽)

식 이 증대되고 있다 6)

근현대 시기의 생활문화가 반영된 자료는 근현 대 이전의 생활사 자료와 비교해 볼 때 , 자료
의 외형적 특정과 기능에 대 한 측면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 용도， 사용자， 전승 상황 등 자료와

관련된 문화적 배 경 등에 대한 추적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근현 대 자료 수집의 과
정 은 자료의 외형적 형태와 더 불어 자료에 얽힌 역사적 문화적 배경까지 확보할 수 있는 형태
로 진행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현 대 시기 새로운 문물의 도입과 근대화에 따른 급격한 생활양식의 변화 양

상에 대한 생활문화적 배 경을 바탕으로 자칫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근현 대 ’ 의 생활문화가
담긴 물질문화로서의 자료 수집을 위한 박물관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생활문화를 대
변하는 자료의 가치와 수집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 수집과 체계
적 인 등록 과정을 통한 자료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 활용구 (生活用具)’ 를 수집

하고 보존하는 공간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 수집과 등록 관리
체계를 사례로 근현 대 시기의 생 활용구 수집과 등록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ll. 근현대

생활용구의 문화적 이해

생활용구(生活用具)란 인간이 삶을 영위하며 보유하게 되 는 각종 생활용품의 총체를 이 른
다 . 다시 말해 의식주에서 생업과 신앙 등에 이 르기 까지 다양한 형 태로 양산되는 생활문화 자

료， 즉 생활용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인간의 일상생활 및 의례생활 전반에 걸
쳐 생성되고 있으며， 인간생 활의 필수적 요소로서 기 능해 왔다. 또한 생 활용구에 는 누가 어떠

한 목적으로 만들어 사용해 왔고 ， 어떠한 변화를 거치면서 전해 져 왔는지 등에 대한 내용과 의
의가 담겨 있 다 이와 같은 생활용구는 실용성을 중심으로 제 작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생활속에서 접할수있는것들이 많다.

생활문화 속에 담긴 물질문화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 오랜 세월을

5)

근현대(近現代)란， 일반적으로 근대와 현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1876년 의 개항 이후부터 1919년

3 1 운동의

시기를 근대(近代)‘ 역사학의 시대구분 가운데 사상(思想)이나 그 밖의 것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때

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현대(現代)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6) 이와 관련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 부산근대역사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등 근현 대사 관련 박물관이 설립되었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빅물관 등에서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관란 전시가 개최되는 등 근현대 생활문화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자료 수집에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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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변화 발전되어 왔다 또한 인간은 문화적 성격을 띠 는 사물과 지식 기술 관습이 녹아있는
기능적인 산물들을 생 활 속에서 항상 사용해 왔다 . 이처럼 일 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즉，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용구는 각각 문화적 특
성 과 가치 를 지니고 있으며 ， 이러한 생활사 자료는 인간의 생 활과 사회 를 구성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며， 각각의 자료의 쓰임에 따른 존재 양상은 인간 활동의 물적 증거물로서 기능한다.
또한 물질은 단순히 만들어진 재 료나 만든 방식， 그리고 용도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만들어진 사회의 이념이나 사상 ， 관습 등 비 물질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줄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시대의 생 활용품을 보면 색상이나 디자인 ，
재 질 의 분석 을 통해 당시의 기술수준을 엿볼 수 있 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사람
들의 사회 · 경제적 ， 정치적 조건 ， 가치관 등을 알아낼 수 있다 7)
이처럼 물질 속에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생활의 문화적 배경이 녹아 있으며， 특정한 시대의

관습과 생활양식이 담겨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오랜 시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것 들이나 생
활양식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된 형 태 를 갖는 것 들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유형의 물질 자료를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과 문화적 배경을 밝히기
위 한 자료 해석과 연구를 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 과물과 유 · 무형의 자료를 통

해 관람객과 소통하기 위한 전시，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공간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의 자료 수집 활동에서는 무잇보다도 자료의 해석을 위한 조사가 중심을 이루
어야 하는데， 물질문화 조사 연구를 위해서는 인 간을 둘러싼 물질， 즉 생 활용구와 그것에 담긴
문화적 맥락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 활용구에 대한 조시-는 물질문화 조사 연구의 한 분야로서 인간의 생활을
둘 러싼 생 활문화를 해석하고 설명해 준다. 따라서 생활용구에 담긴 문화적 맥락과 물질을 둘
러싼 인간 활동을 해석히여 박물관 물질 자료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 이와 같은
조사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한 자료의 수집이 빅물관의 자료 수집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다른 연구기관보다 앞장서서 근현대 시기의 자료의 문화적 가치와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 수집과 보존을 위해 수집 단계에서부터 자료와 자료를 둘 러싼 문화

적 배경에 대한 조사를 진 행하여 조사된 내 용을 자료명세서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연구 활동
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기타 연구 활동의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

7)

주종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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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근현대 생활용구의 수집과 등록
생활사 자료는 자료의 외형이 제 공하는 유형적 인 의미와 자료에 담긴 풍습 ， 사용자 ， 사용 지
역， 사용 장소 등 문화적 맥락이 담긴 무형적 의 미 를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자료의 수집 은 현
지 조사를 통해 자료의 가치와 활용을 위한 충실 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으며 ， 이 를 위해서는 각
각의 자료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많은 박물관에서는 구입과 기 증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 현지

조사 활동을 통한 자료 수집 은 전 문 인력과 예 산의 부족으로 실행 이 어려운 실 정에 있 다 그러
나 최근 국립민속박물 관의 경우 ， 수집 자료의 문화적 맥락 확보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확대로

점 차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 0 7년부터 자료 수집 방안의
하나로 공개 구입과 기 증을 통한 방법 이외에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을 시작하였 다 현지
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은 수집 담당자가 어떤 특정 장소를 선 정 하여 현지 조사를 시행 한 다음，

박물관의 수집 정책과 부합하는 관 련 자료를 종합적 으로 수집하는 방법이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자료의 수집 과 보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유물과학과에서는 사라
져 가는 근현대 생활용구 수집 을 위해 현 장에 나가 조사를 실행하고 기록을 남기고 ， 관 련 자료
들을 수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8) 또 한 민속 관련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업무를 담

당하고 있 는 민속연구과에서는 조사와 연 구를 진행하고 있 는 지역 민속 조사 활동에서 그 지
역 과 관련 된 자료를 체계 적 으로 기 록하고 수집 하는 활동을 진 행 하고 있다.
이와관련 하여 비교적 전통문화의 보존이 잘 되어 있는지 방의 마을 단위 로 수집 활동을진 행
해 온 연구 활동 범위 를 도시 (근현대문화 )로 확대하여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 는 도시 및 지역

의 민속 ， 다양한 계 층의 생애사， 생 활용구 등에 관심 을 가지게 되 었 다. 이 를 통해 다양한 생활
문화 콘텐 츠를 구축하고 ， 갚 이 있는 조사와 연구 활동을 통한 학문적 발전 을 모색하고자 각 지
역과 시대의 특색이 묻어나는 생 활용구 조사와 연구를 진 행하고 있 다 9)

8)

국립민속박물관에 서는 사라져가는 근현대 생활용구 수집을 위해서 상주(常住) 조사 이외에도 다른 조사 수집을 행하

고 있다 200 7년에 유물과학과에서는 종로구 소격통 소재 화개이발관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발관 의자‘ 표시등，

간판 ‘ 이발도구 등 이발소 물품에서부터 나무기둥이나 세면 대 타일에 이르 기 까지 전 반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 아
울러 사진과 비 디오로 촬영하였으며 ‘ 실측을 통해 평면도와 단면도 및 주변배 치도 동을 작성하였 다

9)

200 5년 반곡리 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 제주도 서귀포시 김성원씨 댁’ 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2007 년 에 전라
북도 김제시 ‘강공진씨 댁 ’ ‘ 무주군 ‘잉:정기씨 댁‘ 을 조사하였다 2008 년에는 영덕군 ‘유영춘씨 댁’ 과 군위군 ‘홍도
근씨 댁 을 조사하였으며 ， 지역 민속에 대한 조사의 영역을 확장하여 도시 지역인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김종호씨

댁 ’ 과 정릉3동 김정기씨 댁 을 조사히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아현동사람들 이야기 J .

2008

김종호 김복순 부부의 물건 이 야기 J .

2008

바다를 매 운땅 그들이 그곳에 사는 이 유J .2008

김제 심포 리 강공진 김영남 부부의 살림살이 』 ‘

2008

오목이 네 살림살이 J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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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시진 -1] 충남 연기군 반곡리 조샤 수집 자료 1 0)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관련 기관에서도 점차 근현 대 시기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유 - 무형의

자료 수집에 대한 중요성과 시급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이외에도 조사
방법과 조사 지역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서울역사박물관11) 과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12)
등 박물관 및 대학， 기타 학술연구기관에서도 도시와 농 - 어촌 지역의 생활사 연구와 기 록을
위한 민속조사와 생애사 13) 조사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립 민속빅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생활용구 조사는 물질문화 조사의 한 방법 이다 . 이
『제주민속조사보고서-김성원씨댁 생활재 J ，
’

f충납 연기군 금남면 반곡리 생활재 J ，

2007

2006

10)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1 월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의 50여 개 행정리(里)
전체를 대상으로 민속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시방법으로는 연구 인력이 현지에 상주하며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직접
보고 기록하는 참여관찰방식으로 마을에서 벌어지는 행사， 결혼， 초상 등 각종 의례를 비 롯해 소소한 개인사까지 세

밀하게 기록하는 현지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50여 개 마을 가운데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특정적인 문화현상을 보
이 는 1 2개 마을을 선정해 조사자가 5-8개월 동인 거주하며 심층 조사도 진행히였디

이와 같은 생활지표조사를 비

탕으로 연기군 금님연 반곡리에 살고 있던 진병갑 진병돈 형제로부터 200여 년 동안 조상 대대로 풀려받아 보관하
던 고서 및 문서 135건 ‘ 450점을 기증 받았고， 2008년 초에는 추가로 고문서 108 점과 뒤주， 소주병， 전화기 등의

생활사 자료도 기증 받았다 (국립민속박물관 ，

2008 , r민속연보J ， 17쪽 참조 시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

2006 ,

r김명호씨 댁 생휠재 조사보고서 J )

11) 2002년 5월 21 일에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은 유서 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서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는 한펀 1 서울 시민 및 서울을 짖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
공하기 위해 문화유산을 수집 , 보존하고 도시로서 서울의 역 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 ， 전시하는 도시 역사박물관
이다 (서울역사빅물관 홈페이지

12)

http: //www. museum.seou1. k.r/

참조)

2002년 7월 한국학술진홍재단의 기초학문육성시엽의 지원을 받아서 출뱀한 연구단으로 .5개 종합대학의 연구소-영

닙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목포대학교 호남학연구소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중앙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와 2개의 학회-한국문화인류학회， 역사민속학회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l 곳의 특별위원회가 컨
소시엄을 형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의 주재는 한국 민중들의 생활시를 제구성하고자 하는 일이며 ， 구술

생애시‘ 생활사의 물증 ， 영상과 문서자료 그리고 문학예술작품 등의 자료를 수집히고 있디 (20세기 민중생휠사 연구
단 홈페이지 http: //www.mi매 ung20.org/main이 연구단 소개 참조)

13) 생애사 연구 (life history stud ies) 는 한 개인이 어떻게 사회에 대처하고 사회 안에서 발진하는가가 연구의 대상이며
이러 한 연구는 힌 개인의 생애 를 통하여 추적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학문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수집되며， 인류학지
는 종종 주인공의 구술을 근거로 하여 이를 성문화(成文化)하기도 한다 (줄리아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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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J . (주)일조각. 112 - 113쪽 참조)

미이클 아그로시노

1996

는 물질과 물질을 둘 러싼 지역의 총체적 문화를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안이라 할 수
있으며 ， 이와 같은 물질문화에 대한 조사의 주요 관점은 물질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
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같이 읽어내는 것에 있 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생 활용구 조시를 하면
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한 집안의 물건의 외형만을 조사 ‘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물건 을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고 보관하는지 그리고 물건을 통해 인간
관계가 어떻게 이 루어지는지 등의 문화를 읽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생활용구 조사의 목
적은물질문화의 조사가나아갈방향과일 치 하고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생 활재생태학 14) 의 조사연구 방법에 따른 자료 수집

은 2001 년도에 일본의 생활문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2002년에 『가까운 이 웃나라 일본』 기획전시 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아
직까지 대상 자료에 대한 수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로 인해， 생활재생태학 조사연구 방법에 따
른 조사연구와 자료 수집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증을 통한 자료 수집의 경우 생활재생태학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소장 자료 하나 하나
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그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맥락과 상황을 확보할
수 있으며 ， 생활용구 조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 활용구의 촬영 ， 고유번호 부여， 재질， 사용
빈도， 사용맥락과 상황， 입수방법， 입수연유， 사용지- 등에 대한 정 보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는 생활재생태학 조사연구 방법은 자료의 문화적 맥락을 확보하는 수집 방안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자료는 박물관의 특성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고 회화 도자 등의 고

미 술품을 중심으로 하는 자료 관리 체계와는 달러 생활사적인 측면의 자료적 가치와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던 용도와 기능적 특성에 따라 분류 및 관리되고 있 다. 자료의 기본적인 용도와

기능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 세분류를 통한 세부적인 항목들로 구분되는데， 이를 대분류-중
분류 항목으로 제시한 의 ， 식， 주 ， 산업

생업， 교통 · 통신， 과학기술， 사회생활， 종교 , 신앙，

문화예술， 군사， 기타 등 l17B 의 분야로 세분화된 각각의 자료는 국립민속박물관의

‘명세서

작성수칙 15)’ 에 따라 명세서 작성 과정을 거쳐， 자료로 등록된다
14)

일본 도시 사회 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20년대에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용속을 조사하기 시작한 콘 와지로
(今和次郞)는 일 련의 조사에 대해 ‘고현학(考現學)‘ 이라 명명하였다 이는 고고학(考古學)의 방법을 현 대에 적용하

여 현대인이 사용히고 있는 물질을 분석하여 현대인의 생활모습을 연구하는 분야이며 그의 이 론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 ’생활재생태 학1 이다‘ ‘생활재(生活財) 란 생 활을 위해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말하며 ， 소모품에서 내
구품 큰 사물에서 작은 사물에 이 르기까지 가정생활용품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다 (아사쿠라 도시

오 (朝융敬夫 )， '생 활문화와 생활재 조사J ， w200 2년 서울 스타일 연구 외 전시의 평가J ， 일본 국 립민족학박물 관

2003 ,
15)

36쪽 참조)

국립 민 속박물 관의 유물과학과 국가귀속팀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등록， 관리 등 각각의 과정에 따른 일련의 수칙들을

자체적 으로 마련 하여 ‘ 2002년 도부터 내 부 규정 에 따라 자료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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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수된 자료는 해당 자료의 용도 기능별 성격에 따라 각각의 항목으로 분류되고 해당
자료에 대한명칭 ， 용도분류， 크기 등의 기본사항과자료의 정의 및 형태적 특정에 대한설명
을 기본으로 자료의 용도

기능에 따른 정의를 기재하여 자료의 쓰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형

태적인 특정 과 자료를 이루고 있는 구성물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여 형태를 유추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또한각각의 자료가지니는고유한특성과문양이나명문등의 형태적인 특정， 유물

의 손상 정도를 기재하여 자료의 이동 및 보관 시에 유의할 수 있도록 자료의 상태에 대한 설
명을 기록한다. 문장은 한글 우선 원칙에 따라 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며， 자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전시와 교육， 연구 등 박물관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이와 같은 특정 설명 기재 과정에서는 수집 과정에서 조사된 자료의 사용자， 제작 및 사용
시기， 전승 상황 등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세세하게 기록히여 추후 전시 및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근현대 자료의 경우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등과
같이 새롭게 생성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항목 분류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근현대 생활용
구의 경우， 실제로 자료를 사용한 사람과 자료가 사용되었던 공간적 인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
는 별도의 란을 생성하여 기 록해 주어야 한다
자료를 주로 사용한 사람이나 혹은 자료의 전승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

를 특정 설명과 함께 기록해 주어 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이 자료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계보

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초 작업이 되어 추후 전시와 연구 활동에 근거가 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다. 띠라서 시스템 차원 에서 이와 같은 정보가 기 록될 수 있도록 별도의
란을 생성하여 충실 히 기 록해 주어야 한다
박물관 자료는 수집된 자료의 등록과 해석의 과정 을 통해 지-료에 담긴 문회적 배경과 계보를

기반으로 자료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료는 전시와 교육 등의 박물관 활동

에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의 조
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력 및 예산， 시간의 부족 등의 이유가 가
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박물관에서는 구입

기 증 · 발굴 · 조사

‘

이관 · 기탁 등의 방법을 통

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수집 과정에 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기증이나 발굴， 조사의 방법을 통해 수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료에

대한 역사적 배경 , 즉 자료의 제작 시기 , 사용자， 전승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만 구입
이나 이관， 기탁 자료 등의 경우 자료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수많은 매도자 를 통하여 확보하게 되는 구입 자료의 경우에는 더욱 자료의 문화적 배경과 계
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자료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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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얽힌 역사도 함께 수집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간 상인을 통해 수집되어 다시 판
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 이러한 자료에 대한 역사성 및 문화적 맥락에 대한 확보는 거의 불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구입 자료의 경우 실제로 그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디에서 누가
사용하였으며， 어떠한 용도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사용해 왔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확보하
지 못한 채 해당 자료의 유형 적 특징과 희소성 등이 구입 사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증을 통한 지-료 수집의 경우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의 이유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
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열 점 안팎의 자료를 기증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자
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지만， 수 백 점의 자료를 한꺼번에 기

증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다 한꺼번에 수십 , 수백
점의 자료를 기증받는 경우 각각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기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구입 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박물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유형의 물질 자료는 문화적 산물이
다. 이와 같은 문화적 산물로서의 물질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물건을 만들어낸 문화 속에서 그
물건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야 하며， 또한 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며 일정기간 내의 특
정한 공동체나 사회의 관념체계를 밝히는 과정이다 16) 따라서 물질 문화에 대한 연구는 그 사

회의 관념과 문화적 배경을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시대 보존과 복원을 위한 물질적 증거물
을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사 박물관에서의 자료 수집은 자료의 문화적 가치가 변화하지 않고 당시의 시대상과 생

활문화를 전달해주거 나 ， 변화의 양상까지도 반영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기 때
문에 이루어진다 17)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형 태 로 남아 있는 생활용구와 현재까
지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용구는 모두 각 자료의 형태적 정보와 문화적 정보
가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야 그 시대의 생활상을 재현해 내 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근현대 시기의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동과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이 예전에도 사용해왔고

현재에도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생활용구들을 빠른 속도로 변화시켰으며 ， 일부 그 유형을 사
라지게도 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응}는 순간에 우리의 근현대 생활사와 관

련된 많은 생활용구들이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박물관의 근현
대 생활용구 조사는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도 사용해왔던 생활 속의 많은 유 · 무형의 자료
들을 수집하여 과거의 모습을 재구성하고 당시의 생활문화를 재현해 낼 수 있는 문화적 산물
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중요한 역 할을 한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향후 박물관에서 특정 시대 생활문화의
16) 천진기‘ 2007 , r민속박물관과 현대생활자료J . 힌국민속희 ; 45 ， 국립민속박물관 .288쪽 참조
17) 윤현호 . 2007 ， r박물관 소장품의 문회적 해석과 운영 - 생활사 박물관의 상여 를 중심으로-J ‘ 중앙대 학교 예술대학원
박물관미술관학과석사학위논문 .57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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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연구를 위한자료를 남기기 위함이다. 예를들어， 지금 조선시 대 어 느 시기의 주생활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형태나 구성뿐만 아니라 내부에 들어있는 각종 생활용품의 종류나
형태 또는 재질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 . 또한 공개구입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생활현장의 맥락과 괴리되어 있고， 서 로 간의 상호관련성도 적은데 반해 ，
‘조사 수집’ 된 생활용구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자료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현장에 대한 조시-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유물수집에 따른 현장기록은 어떤 생활용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생활용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생활용구가 있었던 공
간은 어떠했는지 를 알려준다 1 8)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박물관에서의 생활용구 수집은 자료의 문화적 배 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 를 위해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수집과 자료에 대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을 바탕으로 자료명세서 작성 시 자료에 대 한 올
바른 정보 입력이 행해져야 하고， 신중하게 작성된 자료명세서는 향후 박물관 활동의 기반이

된다
구입과 기증을 통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진행되어야 한
다 자료의 수집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 연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서와 긴밀한 연계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각 과의 실무 한계와 담당자
간의 협의에 대 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조사와 수집

수집 지료의 연구를 통한 전시 활동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의 유 무형의 자료 수집 활동에 있어서는 자료 기증자의 구
술19) 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 자료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계보를 확보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물증20) 자료의 외형적 특정과 형태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한다면 자료는 살아있는 자료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

기억의 ‘재현장치’ 인 구술의 많은 부분이 유형적인 물증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진다 반대
로 한 사람의 생애와 관련을 맺으며 존재하는 물증 또한 문화적 맥락에서 살필 때 그 의미는
18) 김호걸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수집 J ，민속소식지 J 16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9 , 11 쪽 참조
19) 한국에서의 구술사 연구는 1980 년대 초 ‘뿌리깊은 나무’ 의 민 중 자서전으로 시 작하여 2000년대 이르러서는 한국
근현 대사의 칠곡을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구술 채록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 구술사연구소 홈페이지

http: //www .oralhistory.kr/ 참조)
때) 물증 (ma따 ial evidences) 이란 실물로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할 수 있는데. 한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졌거나 사용 중인， 또는 의미를 가지는 생활용구 1 말하자띤 생활주변에서 자주 접하고 최대한 실생활과 밀

접한 관련을 갖는 식사도구 학습도구 ， 위생용구， 전기기구 생활용풍 퉁과 같은 살림살이 용구 ， 생계를 유지하기 위
힌 수단으로 사용된 생업도구.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 오면서 남기거나 소유의 대상으로서 소장해 옹 사진， 즉

X난1 0 1 찍히거 나 찍은 사진 을 비 롯하여 이러저러한 목적 혹은 경로를 통해 수집히여 소장한 모든 사진， 개인의 삶에
서 소중하다고 간주되는 서간
다 (이양호，

2006 ,

일기

각종 영수증이나 공문서 및 사문서들

책자 동의 문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

~민중 생활의 흔적 물증 찾기 J ， 4치년도 제 2차 워크숍， 20세기 민중생활사연구단， 97쪽 참조)

즉 ， 물증이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란을 맺고 존재해 온 생활용구( 生活周具)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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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해석되고 상징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물증은 문화적 맥락과 단절된 채 존재하면 하
나의 물건에 불과하지만， 특정한 사람들에 의하여 특별한 기억과 더불어 존재하면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하는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물증 따로 구술 따로 수집되고 기록되기 보
다는 구술과 물증이 동시에 채록되고 기록됨으로써 비로소 민중생활사의 총체적인 연구가 가
능할것이다 21 )

이처럼 박물관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구술자와 물질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문

화적 맥락을 조사하고 개인의 삶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물질과의 상관관계 에 초점을
맞추어 생활문화와 시대성을 읽어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조사
담당자와 자료 수집 담당자가 긴밀한 협의 를 이루어 자료와 관련된 정보를 충실히 기록하고
수집하여 연구를 통한 해석을 끌어 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적 맥락이 담긴 전시를

기획하여 조사와 수집 ， 전시 활동의 연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박물관 활동이라고 할 수 있
을것 이다

따라서 박물관 소장 자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장 자료에 대한 문화적
인 해석이 중요하며， 이와 같은 자료의 해석은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박물관 소장 자료의 해석은 자료 수집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연구 활동
과 더불어 생성된 정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연구 활
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집과 자료의 구입과 기증의 과정을 통한 수집에 있어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계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 렇게 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조사

되는 정보는 해당 자료가 가진 문화적 속성을 반영해 주는 중요한 부분이 다 .
또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해석은 추후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로
서 작용한다 전시나 교육과 같은 박물관 활동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내부와 외부의 연구자들
에게 연구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에 대한 해석 은 박물관 자료 관리 활동의 기

본이 되어야한다.
또한 수집 당시의 조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집 이후에도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진행하여 자
료와 관련된 문화적 배경과 계보를 확보하는 일 이 매우 중요하다 근현대 생활용구의 경우， 자
료를 만들어 사용하고 전승해 준 세대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크다. 비록 동시대적 개념 으로 인해 자료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
만， 근대 이전의 전통 자료에 비해 그 역사적 문화적 정보까지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

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21)

최경호， 2006 ， r 口述生混史와 物證 %究.j ，

東亞/\文學』 저!120집， 4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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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근현대 생활용구의

활용 방안

1.소장자료의 해석을통한박물관전시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자료는유형의 물질 자료로 구성되어 있 다. 물질 이라는 체계는 관

련 정보에 대한 시각적 전달 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에서는 ‘전시 ’ 를
통해 박물관 소장 자료를 공개하고 관람객과 소통하는 주요한 휠동으로 활용한다. 따라서 자
료를 전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단순한 ‘물질’ 로서 의 자료 정보만이 아니라， 그 물질 에 대한
문화적 배 경과 계보가 담긴 해석 자료가 함께 전시되어야 한다
소장 자료 하나 하나가 가지는 의미와 함께 그 자료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맥락과 상황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적 측면 에서 생활재생태학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생
활용구 조사에 있어서 기본적 으로 생활용구의 촬영， 고유번 호 부여， 재질， 사용빈도 ， 사용맥락
과 상황， 구입이나 기증， 획득 등의 입수방법， 입수연유，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과정은 박물관에서 소장 자료를 기록화 하는 명세
서 작성 작업 과 동일한 의미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자료의 맥
락과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실감을 살린 스토리가 있는 전시 전개가 가능해 진다 22)
따라서 소장 자료에 대한 해석 자료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조사되는 정보와 수집 이후의 등록

과정에서 정리되는 정보， 등록 이후의 추가적인 연구 활동을 통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형태
의 것으로， 자료에 대한 문화적 가치와 의미 를 담고 있으며 전시의 이해를 돕는 정보로서 작용

한다.
이와 같은 소장 자료의 해석 을 통한 박물관 전 시의 사례로는 2008년 11 월 19 일 부터 12월
22일까지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변 23) 에서 평생을 보낸 농가(農家) 의 삶을 재구성하여 개최되

었던 『만들어 온 땅과 삶 ， 호남평야 농부 김씨의 한평생 』 전시 를 들 수 있다 이 전시는 ‘만들
어 온 땅-바다를 땅으로’ , ‘만들어 온 삶-농부 김씨의 한평생 ’ , ‘변해가네’ 등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만들어 옹 땅-바다를 땅으로’ 에서는 일제강점기 간척에 의해 만들어진 김제 지

역 땅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진 들 이 전시되었고， ‘만들어 온 삶-농부 김씨의 한평생’ 에

22)

김시덕 ，

2003 ,

'박물관 자료 수집과 전시를 목적으로 한 생활재 조사의 활용J ， f2002년 서 울 스타일 연구와 전시의

평가J ，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211 - 215쪽 침조)

23)

전라북도 김제 시 광활면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이배 후사지로(阿部房次BII) 의 동진농장주식회사가 만든 간척지이다
조수가 드나들던 갯벌에 방조제 를 쌓고 각지에서 이주민을 모아 집단농정체제의 인위적인 마을을 만들었다 당시 이

주농이었던 부모 손에 이 끌려 이곳에 들어왔던 꼬마들이 자라 농사짓고 지손들을 키우며， 백발노인이 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이 들 삶의 과정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극복하고 현대사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온 우리 근현대사

를 그대로 담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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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 ://www.nfm.go.kr/ 전시마당 참조)

서는 소년기부터 청

장년기 를 거쳐 현재 노년기 에 이 르기까지 삶의 여정을 시기별로 전시하

였다 . 일본식 교육을 받았던 이야기 ， 제방을 막아 생겨난 땅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힘

썼던 이야기 ， 시골마을에서의 여성들의 삶，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 나이 들어 땅을 소작 주고
소일하며 보내 는 근 래의 일상까지 전시되었다 또한 ‘변 해가네’ 부분에서는 농사일의 변화와

마을의 변화 모습을 전시하였으며， 시골마을의 변화와 지금의 시골 풍경， 노인 들의 일상도 영
상으로구성하였다

전시 자 료

전 시 자료

|

11

[시진 -5] r호남평 m 농부 김씨의 한평생 』 전 시 자료 24)

이와 관련하여 박물관 뮤지염삽에서는 광활면 현지에서 수거해 온 폐품을 활용하여 만든 문

화상품이 전시되었는데， 촌로들의 땀과 손길이 묻어있는 버려진 농업 관련 생활용구가 소비도
시 한 복판에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여 관람객 의 시션을 끌었고， 이와 관련하여 폐품을 재
활용하여 만든 필통이나 가방 등의 문화상품이 제작되어 뮤지엄삼에서 판매되었다.

특히

Ii'만들어 온 땅과 삶 ， 호남평야 농부 김씨 의 한평생 』 전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현지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주민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각 부분의 내 용을 전달하였 다는 점
과 전시의 기획 자체가 박물관 정책 사업 중

‘2008 전북민속문화의 해 ’ 의 일환으로 개최되었

다는 점이 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박물관의 정책으로 민속연구과에서 진

행되었던 전북 김제시 에 대 한 민속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

24)

사진 출처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http: //www.nfm.go .kr/

전 시마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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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품을 활용한 문 화상품 전시

전시 장입구

[사진 -6J ~호남펌 m 농부 김씨의 한평생 』 전시 25)

되었으며， 이 지역의 생활문화 연구 휠동과 연계하여 기획된 전시라는 점이다.

그러나 한편， 해당 전시와 관련된 자료 일부는 연구 지역에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인근 지
역에서 확보된 자료라는 점은 조사와 수집 담당 부서간의 연계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며 ， 보다 충실한 전시를 기획함에 있어서 조사와 수집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이거니와 전시
담당 부서의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박물관 활동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
현재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되는데， 과거엔 단순히 자료를
진열하는것이 곧전시가되었던사례가있으며 현재 일부박물관에서는 이 같은형태의 전시
가 남아 있다- 만약 근현 대 생활용구와 관련한 전시가 다양한 관람객 층의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박물관들이 근현 대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에 대한 해석

없이 단순 나열식으로 전시를 한다면 이것은 박물관과 아무 관계없는 자료 수집에 이은 무의

미한전시가될것이다
따라서 박물관 소장 자료의 성격과 가치 , 수량 등의 상태 에 따라 전시의 테마를 정하고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다른 박물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대여하여 각 전시 자료의 유기
적 연계성과 자료에 담긴 문화적 배 경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관람객 에게 보다 유익하

고 설득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측면 에서 박물관의 전시 활동은 박물관의 자료 수집 정책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

으며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장 자료에 대한 해석과 자료 공개를 위해 기획되던 전

시는 반대로 전시를 위해 전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상황으로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박물관 자료의 수집 과정에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 과정이 포함되 어야 하며， 박물
관 전시는 자료의 수집 전후로 진행된 조사 활동을 통해 도출된 충실한 해석 자료를 바탕으로
25)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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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기획되어야 한다.

2 생활용구를 활용한 역사 교육
박물관 교육이라 함은 박물관 자체로서의 교육적 기능과 학교 교육에 있어서 박물관 활용이
라는 면에서의 교육적 기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기능을 들 수 있 다 26) 이렇게 두 가지 양상

으로 나타나는 교육적 활동은 박물관의 소장 자료를 통해 실물을 접하여 관심과 흥미 , 동기를

유발시켜 교육적 효과를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수업 시간에 교과서와 사진 등을 통해 접해 온 문화재들을 박물관 견학을 통하여 직접
보고 체험하는 교육 활동은 현재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 교육 활동은

교과 과정을 통한 박물관 교육 활동과 교과 과정 외 박물관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데， 박물관소장자료를통해 자료의 쓰임새， 만든사람， 가치와특정 등 역사적 전통과문화적
배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

학교에서 행해지는 역사 교육은 낯선 과거의 인물과 시대， 상황 등에 대한 내 용으로 구성되
어 있는데 ， 나열식과 암기식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아이들에게 역사를 흥미 없는 과목으로 여

기게 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는
접근할 수 없는 실물 자료와 이야기들을 접하게 함으로서 역사 학습에 대 한 관심과 흥미 를 유

발시킬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박물관 전시를 통한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피교육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 전시되어 있는 실물 자료와 직접 교류하는 방법이므로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학습의욕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박물관은 하나의 자료로， 한 공간에서 남
녀노소 ， 계층의 구별 없이 폭넓은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7)
아이 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친근한 근현대 생활용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생활사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면， 교과서 중심의 교육 활동보다 아이들의 능동적 참여와 관심을 유발
할 수 있을 것이다. 근현대 생활용구를 통한 학습의 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수있다.
첫째， 친근하고 가까운 시기의 역사적 배 경이 담긴 생활용구를 통해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확대할 수 있 다. 둘째， 박물관 소장 자료를 통한 직접적 경험과 체험을 통해 역사 학습의 효과

를높일수 있다.
26) 송춘영. 1995. r역사 수업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방안J . 고문화」 제 6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46쪽‘
27) 국립중앙박물관. 2008 . r한국박물관 전시와 교육의 미래방향」 ‘ r박물관 교육 국제 심포지엄-전시연계 교육의 역할
과전망J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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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8)

생활 주변 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구와 집안 어 른들 이 사용히고 경험했던 가까운 시기
의 근현 대 생활용구 관찰 학습을 통해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생활용구의 쓰임새와 변화 과
정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배 우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예 를 들어 〔사진 -7) 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석유곤로와 재래식 물 펌프 등이 사용되었던 시기와 오늘날에는 사
라지게 된 점， 변천된 형태적 특정 등에 관해 조부모님과 부모님들을 통해 가깝게 배우고 경험

할수있다.
이와 같은 박물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의 관점 에서 이용객이 박물관의 주요 활동인 전
시를 해석하여 전 시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박물관 교육 활동은 전시물을 중심으로
전시 의 이야기 를 전달하고， 어떠한 과정과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하는 대 상들이 다양한 지식과
해석을 통해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를 통해 관람객은 박물관 전
시를 이해하고 새 로운 해석을 경험하면서 전시물에 반영된 시대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
를 얻게 되는 것이다 29) 따라서 박물관의 근현대 생활용구 전시를 통한 전시 연계 교육은 다양

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실물 자료가 주는 문화적 경험과 체험을 통한 교육적 효과의 제공 및 다
양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 고， 폭 넓은 소통을 기-능하게 해 줄 것이 다.

28) 국립민속박물관， 2008 , r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展 초등학생 대상
29) 백령， 2005 ‘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J ， 예경， 11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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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박물관자료는 인간 활동과시대적 상황을해석하는 중요한증거로서 활용되어야 하며， 단순
한 물질로서가 아닌 생활문화를 대변하는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와 같이 박물관 활동의
근간을 이루는 박물관 자료는 수집의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배경과 계보를 확보할 수 있는 조
사를 바탕으로 수집이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과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박물관에서는 빠른 속도로 기계화되는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는 근현
대 생활사 관련 자료 수집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사례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자료 수집의 범주를 시대 적으로 전통
자료와 근현 대 자료로 분류하고 근현대 관련 자료 수집에 대한 범위와 수집의 기회를 점차 확

대시키고있다 물질문화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보존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박물관은 근현대 생활용구에
대한 수집 활동과 이를 보존하고 ，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이에 따라 근현대 생

활용구 수집을 위해서는 수집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 어 야 한다.
근현대 생활용구의 경우 근대 이전의 생활용구와 비교해 볼 때， 자료의 외형적 특정과 형태
적 기능에 대 한측면뿐만아니라자료의 제 작시기， 자료의 용도， 사용자， 전승상황등자료와
관련된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한 추적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해당 자료를 사용해 온
사용자나 혹은 이를 관찰해 온 사용자의 가족이나 이웃 등 사용자와 가까운 사람들의 기억력

을 바탕으로 한 구술 제보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구술 자료에는
해당 자료에 대한 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으며， 우리는 자료의 외형적 형태뿐만 아니라 자료에
얽힌 역사적 배경도 함께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박물관에서의 생활용구의 수집 활동에 있어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과 계보를 조사
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사 활동을 진행해야 하며， 구술 제 보와 함께 유
형의 자료 수집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근현대 시기의 자료 조사와 수집 활동을 진행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와 연구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박물관 자료의 수집과 등
록 ·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자료 수집 담당자는 구입

기증 등의 과정을 통한 자료 수집에 앞서 해당 자료에 대한 충실

한 조사 활동을 병행해야 하며， 자료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어떻게， 언제 까지 사용되

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승 되었는지 등 자료에 담긴 문화적 배경과 계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활동이 수집의 과정에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집의 이후
라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추후 박물관의 소장 자료화 과정 에 서 자료의 유형적 형태 설명과
함께 세세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생활용구의 수집과 등록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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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정보가 충실 하게 기록된다면 자료의 문화적 맥락이 확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를 통해 근현대 시기의 생활상을 재현하고 해당 시기에 대한 연구 활동을 위한 기초 정보로서
활용될수있 다

또한 근현대 생활용구에 대한 경험을 가진 세대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가까운
과거에 대한 자료는 자녀나 손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과정
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에게 만족김과 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
령 대 를 대상으로 문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근현대 생활용구는 이에 대한 해석 을 바탕으로 한

전 시와 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근현 대 시기의 새로운 문물의 도입과 근대화로 인한 급격한 삶의 변화에 따른 시대

적 문화적 변화 양상에 대한 문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소멸되고 변화되어 가는 근현대 생활용

구의 수집과 휠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인간생활의 곳곳에 존재하는 생활용구는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따라 사라지거나 변형되는 형태로 인간의 삶과 함께 해 왔다. 전근대에서 근대
로， 근대에서 현대로의 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둘러싼 생활용구의 변화 양상은

물질문화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통해 인간 환경을 둘러싼 생활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생활사 박물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며， 이러한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사라져가는 물질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역할을 다히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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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llections and Usages of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ouseholds
Hwang , Kyung-Seon*

Recently, museums are increasecl awareness regarcling necessaly of collecting materials of
moclem lifestyle w hich is getting clisappear clue to the change of life culrure mechanizecl
rapiclIy. At this siruation , the moclern ancl contemporaly hOllseholcls is changecl new form or
clisappearecl graclually clue to clecline of value about moclem clllrure ancl contemporaly
hOllseho lcls. Therefore tl1e museum w here collect material culru re , preserve ancl research
sho ulcl takes a action for collecting about the mocle rn and co ntemporaly households ,
preserving ancl restoring the phases of the

미11es.

For collecting tl1e moclern ancl contemporaly hOllseholcls , mllsellm shollld be proceecled
positive research ancl stlldy from step of collecting. We sholllcl get oraI clata which is basecl
o n user o r relatecl people ’s me mories o f the material for researching re lated cultural
background ancl information such as when , where , by whom , how , ancl un tiI w hen tl1e
material usecl. Th ere is clllrural backgrouncl about relevant material

Íl1

oral clata , so we cOllld

collect not o nIy physical shape of the matetial but also historica l backgrollncl
Person w ho

퍼

charge of collecting matetials ShOllld research harcl about relevant matelial

before collecting materials throllgh pllrchase or clonatio n. 1t cOll lcl basic il1formation for
researching relevant period and reviving liv Íl1g conclition of moclern age throllgh these
Íl1terpretecl

matelials and be lI secl effectively for exhibition ancl eclllcation activities.

Key worcls : museum collections , modem and contemporaty, householcls , mateliaI

c버띠e， clll띠띠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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