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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장애로 인해 시각적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미술전시문

화를 향유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미술관에 전시된 대다수의 

미술품들은 시각적 정보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장애

인을 위한 보조기구나 프로그램이 미비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

람에 대한 장벽은 더욱 가중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각장애인 미술관 관람객의 양적 

증가와 관람 경험의 질적 증대 모두를 위해, 본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

을 제안하였다. 첫째로, 미술관은 시각장애인의 관람을 보조할 수 있는 

다양한 감상보조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둘째로, 미술관은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을 위한 여러 보조수단들을 조사 및 개념화하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를 기반으

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에서 시행할 수 있

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1장

에서 본 연구는 먼저 시각장애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논했다. 그런 다

음, 본고는 시각장애인의 미술전시 관람 횟수 등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시각장애인의 미술전시문화 향유실태를 진단했다. 

  2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들을 규명

했다. 가장 먼저, 1절에서는 저시력인들의 미술 감상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s)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삼성

전자가 개발한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virtual reality application) 릴루미

노(Relumino)에 대해 조사했다. 또, 해외 보조기기 사례인 올캠 마이리더

(OrCam MyReader)와 올캠 마이아이(OrCam MyEye)에 대해 조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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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현황과 가격 등의 장, 단점을 분석했다. 

  2장 2절에서는 잔존감각을 활용한 감상보조수단의 예로 촉각활용수단

을 정리하기도 했다. 먼저, 2절 1항에서는 최근 각광받는 3D 프린팅 기

술을 통해 입체모형을 제작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3D 프

린팅의 제작단계를 정리하고,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식들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2절 2항에서는 회화를 촉각화하는 ‘촉각그림’을 개념화했다. 

이 과정에서, 촉각그림을 제작방식에 따라 이를 저부조(bas relief) 촉각

그림, 콜라주(collage) 촉각그림, 아상블라주 촉각그림(assemblage)으로 구

분하기도 했다. 2절 3항에서는 미술작품을 편집하여 인지에 용이하도록 

변환하는 촉각다이어그램에 관해 논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특수용

지를 열에 반응시켜 변환하는 스웰 페이퍼(swell paper) 방식과 점자의 

제작원리를 활용하는 압인기(embosser) 방식을 제시했다. 2절의 마지막 

항에서는 점자를 통해 관람보조수단을 제작하는 방법을 정리했다. 점자

자료 제작방식의 예시로는 종이에 구멍을 뚫는 천공방식과 잉크를 적층

시키는 UV프린트 방식, 투명한 특수잉크를 묵자 위에 덧입히는 물방울 

인쇄방식을 소개했다. 

  나아가 2장의 3절에서는 청각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보조하는 방안들을 논구했다. 먼저, 3절의 1항에서는 사용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음성안내를 송신하는 비콘(Beacon) 기술 기반의 오디오 가이드

를 소개했다. 나아가 음성안내를 위해 언어적 설명을 제작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정보들을 목록화 하기도 했다. 3절 2항에서는 1항과 유사

하게 언어적 설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갤러리 톡의 형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3절 3항에서는 미

디어아트 영상작품을 위한 화면해설 방식에 대해 논했다. 이 과정에서,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위한 제반단계와 제작 원칙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보조수단을 국내 미술관의 실정에 맞춰 적용하

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1절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수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해외 미술관의 사례를 조사했다. 나아가 2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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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내 미술관의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미비한 점을 확인하여, 프로

그램 개발과정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후 3절에서는 국립현대미술

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의 

기관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후 결론에서는 연구 결

과를 요약 및 정리하고, 관련 현황의 개선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언

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미술관이 도입할 수 

있는 다양한 감상보조수단들을 제시하고, 국내 미술관이 시행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연구사

례를 보완하고, 오늘날 국내 미술관의 전시여건을 반영한 본 연구가 향

후 다양한 미술관에 실제로 적용되어 미술 감상 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미술관 접근성 

학  번 : 2017-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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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8세기에 근대 공공 미술관이 성립된 이래, 공공성은 미술관이 추구해

야하는 근본적인 이념이자, 미술관 존립의 기본적 전제 역할을 해왔다.1)

특히 오늘날의 대중사회에서 미술관의 공적 성격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미술관은 과거 특정 계층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공간에서 모든 대중에게 예외 없이 열려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왔다. 이

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많은 미술관들은 아동,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미술관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관람 여건 및 프로그램에는 해외

의 소수 우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 특히 국내 

미술관의 경우, 그 정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사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권리는 헌법은 물론, 다양한 법률과 선언

문 등을 통하여 강조되어 왔다. 일례로, 1998년 우리나라 정부가 선포한 

‘장애인인권헌장’ 제1조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

교육ㆍ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천명하였

다. 법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시각장애

인 또한 미술관 관람이 제공하는 스트레스 해소, 여가, 사회적 활동, 행

복추구, 자아실현 등의 기회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선구적 해외사례들이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매우 각광받으며, 높은 참여율

을 보였다는 것이 이를 예증한다.  

1) 주명진, 「‘확장된 공론의 장’으로서 미술관 공공성에 관한 연구 :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의 공공성 개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3),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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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반고흐 느끼기 워크샵

       

[그림 1-2] 반고흐 느끼기 워크샵

  예를 들어, 네덜란드 반고흐 뮤지엄(Van Gogh Museum)이 2015년 시작

한 교육프로그램 ‘반고흐 느끼기(Feeling Van Gogh)’는 해당년도 접수가 

모두 마감될 만큼 큰 반응을 얻었다[그림 1-1], [그림 1-2].2) 반고흐 느끼

기에 참가했던 저시력 시각장애인 로버트(Robert)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덕에 미술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회고했다.

    “저는 이전에 가족들과 함께 반고흐 뮤지엄에 방문한 적

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구성원들은 즐겁게 미술관을 방문했

지만, 저는 꾸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또한 

참여할 수 있었고, 즐거웠습니다. 미술관을 훨씬 더 잘 경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3)”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시

2) 반고흐 느끼기는 시각장애인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반고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투어와 워크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프로그램은 영어, 프랑스어, 독

일어로 제공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시각장애인은 그룹 단위로 신청할 수 있

다. 많은 수요로 인해, 도입 당시 연 5회의 지정된 날짜에만 운영되었던 이 프로그램

은 현재(2018년 5월), 이전에 비해 상시 관람이 가능해졌다. 관람을 희망하는 그룹은 

최소 2주전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The Voice of blind and Partially Sighted People in Europe, Feeling Van Gogh makes 

art accessible for visually impaired visitors, http://www.euroblind.org/newsletter/2015/
may-june/en/feeling-van-gogh-makes-art-accessible-visually-impaired-visitors, 2018.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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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이 미술작품을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

의 미술창작 경험에 직·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는 미술작품을 창작하

거나 화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배경지식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방문은 이렇듯 시각장애인 본인에게 다양한 이점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가족이나 친구로 둔 주변인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협회(Art Education for 

the Blind, AEB)’의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엑셀(Elisabeth Axel)은 시각장애

인이었던 자신의 할머니와 ‘미술에 관하여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관련 연구를 시작했음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의 연구는 시력을 잃기 전에 촉망받는 아마추어 화가였던 

할머니에게 내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한 미술사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 어떻게 하면 할머니와 내

가 함께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을까?4)”

  위의 인용구에서 드러나듯,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주변인과 함께 미술 감상경험을 공유하는 사

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 증진방안을 논구하는 본 논문

은 오늘날 국내 미술관의 관련현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사실, 해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여러 기관들의 실천 또한 이어져왔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

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은 100여전인 1913년부터 

4) Elisabeth Axel, Nina Levent, 『시각 너머의 미술 Art Beyond Sight』(2007), 김형주, 

우정민 옮김, (미진사, 2007),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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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 교재와 점자 텍스트를 마련하고,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한 토크 강

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5) 1987년에는 뉴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

술교육협회(Art Education for the Blind)’가 설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

직까지, 국내에는 관련 연구 및 실제 적용사례가 지극히 드문 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오늘날 더욱 발달된 관련 과학·기술 분야의 진보를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과거의 해외 연구사례를 보강하고, 국내 실정에 

알맞은 적용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실질적 활용가능성을 제

고할 것이다.  

  해외의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참고해온 서적은 

엘리자베스 엑셀(Elizabeth Axel)과 니나 레번트(Nina Levent)가 저술한 

『시각 너머의 미술 Art Beyond Sight』이다.6)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협회’의 설립자인 엘리자베스 엑셀이 편집에 직접 참여한 책으

로, 시각장애인의 미술 교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

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미술 감상의 측면뿐만 아니라 미술 

실기를 통한 미술 치료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당해 저서는 관련 분야 최

초의 종합서로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위의 책에서 소개하

는 각각의 연구내용이 비교적 짧고 간단한 편이라는 한계 또한 존재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의 책에서 언급된 다양한 감상보조수단들에 대

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또, 『시각 너머의 미술』

의 내용은 1980년대 이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되기 시작했던 초창기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는 해당 연구가 제시하는 감상보조수단들이 이후 실제 미술관에서 적용

된 사례들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 본고

는 당해 저서가 출간된 이래, 기술과 장비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개발된 

감상보조수단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5) 방지윤, 「장애인 접근 가능성 재고를 위한 미술관 정책 비교 : 국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6), p. 42.  

6) 본 연구에서는 (주 4)에서 인용한 번역서 『시각 너머의 미술 Art Beyond Sight』을 

주로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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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접근 가능성 재고를 위한 미술관 정책 비교 : 국내외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방지윤, 2016)』는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등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미술관의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위 논문은 경영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SWOT 분

석 방법을 채택하여, 국내 미술관 사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

을 제안하였다.7) 이 과정에서 당해 연구는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의 경우에 관한 미술관 정책을 개괄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본 연

구와 같이 시각장애만의 고유한 특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심도 있는 연

구로 보강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위 논문은 여러 미술관들이 시행하

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수단이나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략히 언급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위의 연구에서 거론된 기관들의 실제 사례

를 참고하되, 세부 프로그램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 장·단점을 규

명하였다. 

  그 밖의 국내 관련연구에는『학습도구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박물관 교

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이가나, 

2010)』와『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김영희, 201

6)』등이 있다.8) 전자는 연구자 이가나가 2009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시각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과정을 소개하며, 향후 프

로그램의 운영방안을 제안한 논문이다. 후자는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민

속어린이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의 사례를 연구한 논문이다. 연구자 김

영희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각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7)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험(Threat)의 앞 글자를 딴 용어

이다. 

8) 김영희, 「시각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2016), 이가나, 「학습도구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연구 :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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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연구한 위의 논문들은 국내의 실제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의 논문들은 박물관이라는 연구

대상의 특성상 역사적 유물을 감상하는 교육프로그램만을 다루었다. 따

라서 이 내용을 바로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예술창작품에 적용하는 데에

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위의 연구들이 규명한 시각장

애인의 관람 특성을 참고하되, 이를 회화와 같은 평면 예술작품에도 적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논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이나 미술관관람

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한 소수의 국내외의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

나 단행본이나 학위 논문이 아닌 학술지 논문 등은 감상보조수단이나 교

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사례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상보조

수단과 교육프로그램을 각각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본문에서 

추후 관련 내용이 언급될 때 함께 소개하도록 할 것이다. 

  연구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본고는 선천적 시각장애인과 후천적 시각

장애인 모두의 미술관 관람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 때, 연

구의 대상이 되는 시각장애의 수준은 저시력과 전맹을 포괄하며, 본고 3

장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각을 전면적으로 상실한 전맹 관람

객을 기준으로 개발하였다.9) 전맹 시각장애인을 기준으로 상세한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저시력 시각장애인 역시 프로그램에 원활히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본고는 감상의 대상이 되는 미술 작품의 장르를 ‘구상회화, 조

각,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상을 판별

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추상작품이나, 내용이 즉흥적이고 장면 전환이 

빠른 퍼포먼스 작품 등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미술관의 시각장애인 관람 증진을 위한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

9) 반면, 시각장애 가운데 색약과 색맹의 경우, 본 연구의 주된 범위로 포함하지 않고,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또, 3장 3절에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릴루미노

(Relumino)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저시력 보조기구를 제외한 촉각그림, 언어

적 설명 등의 나머지 내용 모두는 전맹 시각장애인을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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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한다. 미술관의 공간적 접근성(accessibility)을 제고하는 ‘건축적 

시설’의 측면과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을 돕는 보조수단 및 교육프로그

램의 측면이 이에 해당한다. 본고는 위의 두 가지 접근법 가운데, 후자

에 집중할 것이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10) 및 유니버설 디자인

(universal design)11)의 개념을 포괄하는 전자의 경우, 관련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12)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논문, 단행본, 실태조사보

고서, 보도자료 등의 문헌연구를 참조하여,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국내외 관련 기관들의 

실제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수한 점과 한계점을 가려내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위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이때 교육프로그램은 [표1-1]의 ‘미술

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단계’ 중 1-4단계를 따라 개발하였다.13)

10)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장벽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는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는 1974년부터 사용되었으며, 애초에는 건축과 관련하여 

단차(段差)와 같은 공간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강하였으나, 이후 사회제도, 문

화, 정보, 의식, 심리 등 광의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로도 혼용되고 있다. 신기봉,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와 현황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51집(2002), 신라대학

교, p. 330.

11) 1970년, 건축가이자 공업디자이너였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North Carolin

a State University)의 로날드 메이스(Ronald Mace) 교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

념을 최초로 제창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에만 국

한된 개념이 아니며, ‘연령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사용하기 쉽

게 만들어진 제품이나 환경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유니버설 디자인

은 어린이부터 노인,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지

닌 제품, 건축물, 도시환경, 사회적 제도를 구현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신기봉(주 10), pp. 327-328. 

12)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김경미, 임경란 외, 「박물관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성 평가에 관한 연구 :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용자 평가를 중심으로」, 『시각

장애연구』, 제30집 2호(2014),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pp. 199-219, 김명중, 「국

내 museum의 visual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중심으

로」,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6), 장소율, 「전시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15.), 하승아, 「공공문화시설의 유

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연구 : 예술의전당과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사

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4) 등이 있다. 

13)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예경, 2005), p.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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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단계

1단계 · 전시의 개념과 전시물의 의미 이해

2단계 · 전시의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 목표의 설정 

3단계 · 교육 프로그램 구상 

4단계 · 교육 목표의 구체화, 세분화된 실행안 개발 

5단계 · 실행과 수정을 통한 프로그램 확정

6단계 · 프로그램 실행

7단계 · 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대상 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으로 설정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미

술관으로서 공공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풍부한 소장품을 지니고 있기에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상설전《영원한 나르

시스트, 천경자》와 《가나아트 컬렉션 : 시대유감》이 상시 열리고 있

으므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대상

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삼성미술관리움은 1만 5천여 점의 방대한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상시 관람하기 어려운 서양미술 작

품들을 다수 전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므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삼성전자의 

사내벤쳐 프로그램 C랩이 본고 2장에서 언급하는 저시력 보조 애플리케

이션 릴루미노(Relumino)를 개발하였으므로, 삼성미술관리움에서 이를 활

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14)

  나아가 본 연구자는 다양한 현장 연구를 통해 시각장애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이를 연구 전반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자는 삼성

전자 연구소를 방문하여, 저시력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직접 체

험해 보았으며, 서비스 개발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4)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하여, 작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갤러리가 

아닌, 영구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그중에서도, 국립현

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을 선정한 더욱 자세한 이유는 본고 3장에 

상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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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시각장애인의 미술교육을 위해 연구하는 아트랩(ART_Lab) ‘우리들

의 눈’에서 수업보조교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자는 ‘우리들의 눈’이 진행하는 <찾아가는 미술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2018년 하반기 한빛맹학교에서 진행된 중·고등학생 미술수업의 진

행을 보조했다. 또,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촉각그림의 제작을 지

원하는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갤러리인 ‘S갤

러리’에서 시각장애인의 전시 관람을 보조하는 경험을 하며, 시각장애인

의 미술 감상을 위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자는 위의 활동들을 통해 시각장애의 특성을 심

도 있게 이해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제 1 장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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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장애 정도

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

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

다)이 0.02이하인 사람

[표 2-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등급표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 증진방안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이 

장에서는 먼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시각장애를 판별하는 다양한 기준 가운데, 

본 연구가 채택한 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기준을 소개할 것이다. 그런 

다음, 본고는 시각장애인의 미술전시 감상 현황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

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시각장애인 미술관 관람과 관련된 열

악한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증할 것이다. 

제 1 절 시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우리나라에 현재(2018년 5월) 등록된 시각 장애인 수는 252,632명이

다.15) 우리나라의 법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목적으로 시각장애의 정의

를 법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란 “시 기능의 

현저한 저하 또는 소실에 의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의 6등급은 아래 [표 2-1]

과 같으며, 등급이 낮을수록(작은 숫자일수록)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16)

15)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7년 12월 말 기준), http://www.mohw.go.kr, 2018.0

4.19, 등록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포함하면, 그 수는 약 27만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된다. 

16)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http://www.law.go.kr, 201

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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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4급 

1호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5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이러한 법적 분류 이외에도 시각장애를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

한다. 그 중 본 논문은 시각 경험 여부에 따른 선천성 시각장애와 후천

성 시각장애의 구분을 참조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실

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 중, 89.4%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17)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태어나 시각 정보의 

습득을 당연히 여기며 일생을 살던 정안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각장애인

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선천적 시각장애인의 경우 완전한 시각을 경

험한 적이 없으므로, 여타 잔존감각들을 통해 사물을 경험하는 반면, 후

천적 장애의 경우, 실명 이전의 시각적 경험이 이후의 경험과 교육에 중

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이 주로 반영하고 있는 또 다른 기준은 시각장애

를 크게 전맹(全盲)과 저시력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때, 전맹은 ‘시각

계의 심한 손상으로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지칭하

며, 전맹 시각장애인은 빛의 유무도 전혀 지각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저시력은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통해서만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

는 상태’를 의미한다.18) 우리나라의 경우, 약 27만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

17)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4), http://www.mohw.go.kr,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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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맹 터널비전 중심시야상실 부분시야상실

인 가운데 오직 10%만이 전맹 시각장애인이며, 나머지 시각장애인은 모

두 저시력 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의 특성에 따라 저시력은 다시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공순구, 강민서, 김효재는 시각의 기능을 크게 ‘시력, 시야, 

대비감도, 광감도, 색각’으로 구분하고, 5가지의 기능 중, 한 가지 이상이 

손상된 상태가 시각장애에 해당한다고 정의하였다. 위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 갖게 되는 시각장애의 유형은 전맹, 터널비전, 대비감도상실, 중심

시야상실, 부분시야상실, 색각장애 등이다. 

[표 3-1] 시각장애의 종류에 따른 시각유형 

  터널비전은 주변의 시야를 상실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이는 중심시야

를 기준으로 할 떄, 약 20도 이내의 시야만 확보되는 상태에 해당하며, 

터널비전을 겪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은 시야가 매우 좁아지는 증상을 경

험하게 된다. 대비감도상실은 백내장 및 기타 질환으로 인해 발병하며, 

시계(視界)가 혼탁해지고, 시력의 민감도가 저하되는 증상을 동반한다. 

터널비전과 달리, 대비감도상실은 시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시력 

자체를 매우 저하시킨다. 중심시야상실은 주로 성인에게서 발생하며, 터

널비전과 반대로, 시야의 중심부분을 상실하는 증상을 의미한다. 중심시

야는 구체적으로, 주시점으로부터 약 30도까지의 범위를 의미한다. 부분

시야상실은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시각상실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총칭하며, 부분적 시야의 손상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기준 마련이 

18) William L. Heward, 『최신특수교육 Exceptional Children』(2012), 김진호외 6명 옮김

(시그마프레스, 2014), pp. 26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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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없음 1~3회 4~6회 7회 이상 전국추정수

비율 96.1 2.1 1.1 0.7 274,484

어렵고, 실명을 초래하기도 한다.19)

제 2 절 시각장애인의 미술전시문화 향유실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분석해 볼 때, 시각장

애인은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

애인의 미술전시 관람실태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표 4-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미술전시회 관람 회수를 

설문한 결과, 전체 시각장애인 중 미술 전시회를 전혀 관람하지 않은 시

각장애인의 비율이 96.1%를 차지했다.20)

[표 4-1] 시각장애인의 지난 1년간 미술전시회 관람 실태

(단위 : %, 명)

  이와 같은 수치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 미술관이 시각장애

인을 위한 전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2001년의《손끝으로 

보는 조각展》, 2008년의《감촉展》, 2018년의《‘촉’ 손 끝으로 보고 마

음으로 느끼는, 지용 & 황눈썹 초대 2인展》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가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상설전이 아

닌 단기간의 기획전이었으며, 주로 단발성 전시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미술관이 없

는 우리나라의 실정상, 시각장애인 학생들은 관련 교육 혜택 또한 충분

19) 공순구 외 2인, 「시각장애인 공간인지특성 분석에 의한 실내공간 계획에 관한 연

구」, 『청소년시설환경』, 제12집 4호(2014), pp. 377-379.  

20)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4), http://www.mohw.go.kr,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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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현행 교육과정은 의무교육과정

의 모든 학생들이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등을 한 학기에 1회 이상 관

람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1)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관람할 

수 있는 미술 전시나, 참여할 수 있는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부족한 상

황에서 연 2회의 전시 관람은 쉽지 않다. 

[표 5-1] 시각장애인의 연령별 등록현황 

연령 0~17세 18~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전체

구성비

(%)
1.3 2.2 6.0 13.4 28.6 48.5 100

  성인 시각장애인의 경우,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교육프로그램마저도 참

여하기 어렵다.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단체로 참가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의 참가자

는 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복지단체 등으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표 5-1]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연령별 등록현황을 살펴보

면, 등록된 시각장애인의 수는 전체적으로 연령과 비례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속하는 0에서 29세

의 인구비율은 3.5%에 그친 반면, 중·장년기 성인 시각장애인의 인구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전체 시각장애인구 중, 65세 이상이 48.5%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22) 게다가 현대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면서, 노인 시각장애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연령대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미

2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http://www.ktbook.com/info/20

15%EA%B0%9C%EC%A0%95%EA%B5%90%EC%9C%A1%EA%B3%BC%EC%A0%95/%EB%B

3%84%EC%B1%8513_%EB%AF%B8%EC%88%A0%EA%B3%BC%20%EA%B5%90%EC%9C%

A1%EA%B3%BC%EC%A0%95.pdf, 2018.05.18.

22)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5), http://www.mohw.go.kr,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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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 교육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제 2 장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위한 

감상보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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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 증진을 위하여 크게 두 가지를 제안

한다. 첫째는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감상보조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각장애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먼저 전자에 관하여 논구할 것이다. 이때, 본고는 시각장

애인의 미술작품 감상을 위한 보조수단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누었다. 우

선, 본고는 전맹이 아닌 잔존시력을 보유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수단을 소개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정보 인식

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잔존감각인 촉각과 청각을 활용하는 보조수단에 

대해 각각 차례로 논할 것이다. 

제 1 절 저시력 보조수단

1. 릴루미노(Relumino)

  전 세계 약 2억 5천만 명의 시각장애인 가운데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은 약 14%이며, 나머지 86%는 잔존시력으로 빛과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저시력인이다. 국내의 경우, 약 27만 명의 시각장애인가운데 10%만

이 전맹인이며, 90%는 각막혼탁, 굴절장애, 고도근시 등으로 인해 왜곡

된 대상을 보는 저시력인이다.23) 따라서 미술관은 이들의 잔존시력을 보

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를 구비하여 제공함으로

써, 저시력인들의 미술관 관람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23) 각막혼탁은 기존에 무색투명한 각막이 상처 등으로 인해 투명성을 잃어 시야가 뿌옇

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굴절장애는 눈의 초점을 맞추는 기능상의 장애를 말한다. 양

사록, 「시각장애인 빛 찾아주는 '릴루미노' C랩서 1년 더!」, 『서울경제』, 2017, 7,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082738

&sid1=001,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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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저시력인과 전맹인의 비율 

  활용성이 우수한 선택지 중 하나는 가상현실기어(Virtual Reality Gear, 

이하 VR 기어)와 ‘릴루미노(Relumino)’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이다[그림 

2-1]. 삼성전자의 사내벤쳐 프로그램 C랩을 통해 개발된 시각 보조 애플

리케이션  ‘릴루미노’는 라틴어로 ‘빛을 되돌려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

다. 릴루미노가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이미지를 변환하여 

화면에 나타내면, 시각장애인 이용자는 VR 기어의 접안 장치를 통해, 변

환된 이미지를 볼 수 있다.24)

24) 윤지원, 「점자달력부터 AI비서까지…기업들 시각장애인 돕기 새 물결」, 『CNB저

널』, 2018.11.07, http://weekly.cnbnews.com/news/article.html?no=125921, 2018. 11. 20.



- 27 -

[그림 2-1] 릴루미노 제품사진  

  구체적으로, 릴루미노는 윤곽선 강조, 색 밝기·대비 조정, 색 반전, 

화면색상필터 기능 등을 제공한다[그림 2-1], [그림 2-2]. 릴루미노를 사

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VR 기어와 갤럭시 S8(Galaxy S8)이상 모델의 삼성 

스마트폰을 결합하고, 무료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다운받아서 설치한 

후 기기를 착용하면 된다.25)

   

[그림 2-2] 릴루미노의 윤곽선 강조 기능 활용 예시 

[그림 2-3] 릴루미노의 부분시야모드 활용 예시 

  릴루미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저시력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의 유형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

공한다. 구체적으로, 릴루미노 앱을 활용하면 각막혼탁이나 고도근시를 

겪는 시각장애인은 흐릿했던 사물의 윤곽을 뚜렷하게 볼 수 있고, 굴절

장애가 있는 시각장애인은 색 대비, 반전, 확대 기능 등을 통해 사물의 

상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26) 또 중심시야에 암점(暗點)이 있는 저

시력 장애인의 경우, 기기 조작을 통해 암점 부분을 지정하면, 해당 부

분의 이미지를 암점 바깥에서 볼 수 있다.27) 반대로 중심부 이외의 외곽

25) S8+, Galaxy NoteFE, Galaxy Note8 혹은 그 이상 모델. 삼성전자, 릴루미노, 「빛을 

선물하다」, http://www.samsung.com/sec/magazine/vol6/, 2018.05.07.

26) 채명석, 「‘시각을 돌려주는 앱’ 스마트폰 다운받아 쓰세요」, 『아주경제』,  

2017.10.26, http://www.ajunews.com/view/20171026134216689, 2018.05.07.

27) 윤지원(주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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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지 않는 터널시야를 지닌 저시력인은 원형시야 주변의 이미지를 

축소해 중심부 안으로 배치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릴루미노의 효용은 임상연구에서도 증명된 바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안과 문남주 교수팀이 진행한 임상연구에서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은 릴루

미노 사용 전, 자신의 시(視)기능을 30점 만점에 평균 11.7점으로 평가했

으나 릴루미노를 사용 후, 평가 점수는 19.5점으로 상승했다. 최대 교정 

시 0.1이던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시력이 릴루미노를 착용하는 동안 0.8

까지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28) 다만 본고에서 소개하는 릴루미노는 저시

력 사용자가 릴루미노를 이용하는 동안에만 시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

다. 즉, 릴루미노는 근본적으로 시력을 개선시키는 치료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기존에 국내외에서 시판되어온 유사한 기능의 시각 보조기기는 판매가

가 1000만원을 호가한다.29) 그러나 릴루미노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삼

성 VR 기어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

다.30) 그러므로 미술관은 릴루미노의 구동이 가능한 장치를 보유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대여함으로써 저시력인들의 관람을 보조할 수 있을 것

이다. 현재 릴루미노는 VR 프로그램 다운로드 플랫폼인 오큘러스 스토

어 상에서 검색 결과로 노출되지 않으며, 공식사이트(https://www.samsun

grelumino.com/howtouse)에 접속하여 설치 코드를 발급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미술관이 교육프로그램에서 릴루미노를 사용하고자 

28) 당해 임상연구에는 평균연령 54.6세의 저시력 시각장애인 39명이 참여했다. 삼성전

자, 「11.7점이던 시(視)기능 점수, 릴루미노 임상연구 참여 후 19.5점으로 상승」, http

s://news.samsung.com/kr/11-7점이던-시기능-점수-릴루미노-임상연구-참여-후-19-5, 20

18. 10.15.

   릴루미노 제작팀은 최소한의 잔존시력이 남아있는 저시력인이 릴루미노를 사용한다

면 시기능 개선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나, 약 30cm 이내의 초근거리에서 사물을 인식

할 수 없는 정도의 저시력이라면, 릴루미노의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

다고 밝혔다. 릴루미노, 「릴루미노 사용설명서」, https://www.samsungrelumino.com/h

owtouse, 2018. 10. 15.  

32) 릴루미노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이싸이트(eSight)’는 1100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2018년 5월 기준)

30) 삼성 기어 VR의 보급형 모델은 12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2018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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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각 기기마다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해두

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육 담당자

는 프로그램의 시작에 앞서, 릴루미노 애플리케이션의 간략한 사용법을 

안내해야 한다.31)

  앞서 언급한대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가 릴루미노 사용을 위한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은 사실이나, 미술관이 릴루미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릴루미노의 사용을 

위하여 관람자가 착용해야 하는 VR 기기는 비교적 크고 무거운 편이어

서 장시간 착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피로감을 유발한다. 따라서 미술관은 

교육프로그램에서 릴루미노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가급적 30분 

이내로 설정하고, 휴식 시간을 적절히 안배해야한다. 또, 릴루미노를 착

용하고 걸을 경우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

다.32) 따라서 사용자는 이동하는 동안에는 VR 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기

기를 벗고, 이동 없이 정지한 상태에서만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VR 기기는 크고 무거워 어린이의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릴루미노 제작팀

이 현재 개발 중인 릴루미노 글래스(Relumino Glasses)가 상용화 될 경우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이 삼성 VR 기어 

이외의 다른 VR 기기에서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전맹 시각장애인에

게는 효과가 없다는 점 또한 릴루미노의 궁극적인 한계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술관은 VR 기기와 릴루미노를 제공하더라도 전맹 관람객을 위

한 촉각보조수단과 청각보조수단 또한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다.

2. 올캠 마이리더(OrCam MyReader)

31) 릴루미노 애플리케이션의 사용법은 릴루미노 개발팀이 제작한 공식영상을 참조할 것

을 권장한다. 삼성전자 뉴스룸, 「릴루미노 사용방법(한국어)」, https://www.youtube.c

om/watch?v=btA6BNdo-3w, 2018.07.25.

32) 릴루미노(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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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기업 올캠(OrCam)이 제작한 올캠 마이리더(OrCam 

MyReader)는 카메라와 골전도 스피커로 구성된 소형 전자기기이며, 안경

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그림 3-1]. 올캠 마이리더에 내재된 카메라

는 주변 스캐닝(scanning) 과정을 통해 사용자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문자

를 인식한다[그림 3-2]. 인식된 문자는 음성으로 변환되고, 골전도 스피

커를 거쳐 사용자에게 전달된다.33) 기기에 사용되는 고해상도 비디오카

메라와 특수 알고리즘은 올캠 마이리더가 종이, 벽 등 바탕매체의 재질

에 상관없이 글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미술관이 올캠 마

이리더를 구비하여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 대여한다면, 저시력 장애인들

은 미술관의 벽, 포스터, 소책자, 라벨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문자정보를 

음성정보의 형식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3-1] 올캠 마이리더 제품사진 [그림 3-2] 올캠 마이리더 활용 예시 

  올캠 마이리더의 장점은 다른 시각 보조기기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다

는 점과 별도의 의학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의 세컨드 사이트 메디컬 프로덕츠(Second Sight Medical Products)사가 

개발한 생채 공학적 인공 눈(bionic eye) 더 아르거스(The Argus II)는 망

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이라는 유전성 망막질환 환자의 시각을 

보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더 아르거스는 침습시술을 통해 

33) 윤준탁, 「인공지능과 웨어러블, 시각장애를 해결 할 미래기술로 부상」, 2017, http:/

/verticalplatform.kr/archives/8456, 201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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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눈에 직접 이식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약 1억원에 달한다. 반면 상기한 바와 같이 별도의 수술이 필요 없는 올

캠 마이리더는 300만원대(2018년 11월 기준, $2999)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다.34)

  올캠 마이리더에서 여러 기능이 추가된 마이아이(MyEye)의 경우, 400

만원대(2018년 11월 기준, $3999)에 판매되고 있다. 마이아이에 추가된 

기능 중 미술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면

의 색을 인식하여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다.35) 미술관은 기관의 

재정 상황과 예산에 맞추어 올캠 마이리더 혹은 마이아이를 구입하면 된

다. 

  그러나 현재로서, 올캠의 웨어러블 기기를 국내 미술관에 바로 도입하

기는 어렵다. 올캠은 총 21개 국가에서 14개 언어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지만, 현재(2018년 11월)까지 한국어 서비스는 개발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36) 뿐만 아니라 올캠 기기를 사용할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미술관 

내의 문자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게 되지만, 구체적인 형상과 같은 시각

적 이미지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올캠 마이리더는 사용자가 직접 

가리키는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이므로, 전맹 시각장애인은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미술관은 올캠 기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촉각활용수단이나 청각활용수단 등 시각장

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보조할 수 있는 여타 수단 또한 적극적으로 개발

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4) 정예지, 「모바일 인수와 Orcam」, 201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

n?volumeNo=6857028&memberNo=6457418&vType=VERTICAL, 2018.05.07.

35)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면에 문자정보가 있을 경우, 올캠 마이아이는 색상이 아닌 문

자정보를 음성으로 안내한다. 

36) 올캠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

드, 스페인, 스웨덴, 이탈리아, 이스라엘, 호주, 파나마, 브라질, 남아프리카, 루마니아, 

체코 공화국, 포르투갈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

란드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히브루어, 루마니아

어, 체코어, 포르투갈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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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촉각활용수단

1. 3D 프린팅 입체모형

  장애로 인해 시각적 정보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예술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잔존감각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감각은 촉각이다. 따라서 해외 여러 미술관들은 조각 작품의 3

차원 모형이나 회화를 부조의 형식으로 양각화한 복제품을 제작하여 시

각장애인 교육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방법은 제작 과

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 3D 프린팅(3D Printing) 기술

을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계적 과정을 통해, 원본 작품에 

손상을 전혀 끼치지 않으면서, 정밀한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 4-1] 스미소니언 미술관이 3D 프린팅으로 복제한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조각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물체를 출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다만 

평면 종이 위에 2차원의 글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기존 프린터와 달리 

3D 프린터는 3차원 모델링 파일을 사용하여 입체적 모형을 만들어 낸다

[그림 4-1]. 제작 방식과 장비, 출력물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

상적으로 3D 프린팅 출력을 위해서는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0여 시간

이 소요된다.37)

37) 오원석, 『3D 프린팅』(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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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프린팅의 제작과정은 크게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의 3단계로 나뉜

다. 모델링을 위해서는 오토캐드(AutoCAD), 스케치업(SketchUp), 3ds 맥

스(3ds Max), 카티아(CATIA), 인벤터(Inventor), 마야(MAYA) 등 다양한 소

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38)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모형을 설계한 후, 3차원 데이터의 국제 표준 형식인 Stl(Stereo 

Lithography)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저장해야 한다. Stl 형식은 대부분의 

3D 프린터와 호환이 가능하므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왔다.39) 이후, 설계 

도면은 제작자가 선택한 인쇄 기기와 출력 방식에 따라 프린팅을 거친

다. 프린팅이 완료되면, 거친 표면을 가공하고, 목적에 따라 도색하는 등 

후처리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끝내면 3D 프린팅의 제 단계가 마무리된

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3D 프린팅 방식은 재료에 따라 스테레오리소그래

피(Stereo Lithography Apparatus, SLA)와 선택적 레이저 소결(Selective 

Laser Sintering, SLS), 용융 적층 모델링(Fused Depositin Modeling, FDM)

으로 나뉜다.40) 본 연구에서는 각 방식의 원리를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SLA 방식은 찰스 헐(Charles W. Hull)이 최초로 고안한 3D 프린

팅 방식을 지칭한다. 이는 빛을 받으면 고체로 변하는 액상 광경화성 수

지(액체 플라스틱)가 들어있는 수조에 레이저 빔을 쏨으로써 필요한 부

38) 오늘날에는 다양한 유료와 무료의 3D 모델링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므로, 미술관의 담

당자는 자신의 조작 능력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3D 모델링을 진행하면 

된다.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의 보다 많은 예시와 특기사항은 허제, 『3D 프린터의 모

든 것』(동아시아, 2013), pp. 199-202를 참조하기 바란다. 

39) 입체 모형을 삼각형 면으로 구성하는 Stl은 거칠고, 굴곡이 뚜렷하므로 원형 및 곡선 

표현에는 한계를 지니지만, 삼각형의 구조를 미세하게 조절할 경우, 원형에 가까운 

모형 제작 또한 가능하다. 오원석(주 37), p. 8. 

40) 혹은 3D 모형을 만드는 제작 방식에 따라 커다란 덩어리의 재료를 단계적으로 깎아

내는 절삭형과 재료를 한 층씩 쌓아올리는 적층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물체

의 여백을 깎아내므로 재료의 손실이 큰 반면, 적층형은 손실 없이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각광받아 왔다. 적층형 원리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대략 20가지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 언급한 SLA, SLS, FDM 세 가지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상수, 「4차 산업혁명, 3D 프린팅이란?」, 『시민의 소리』, 2018.02.27, http://www.si

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55, 201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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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고체화시키는 방식을 의미한다. SLA방식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로 설계한 입체 모형을 여러 개의 얇은 층으로 분리한 후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적 물체를 완성한다.41) 레이저 광선을 활용하는 이 방식은 

속도가 빠르며, 소형 모형 제작에도 용이하다. SLA방식은 뛰어난 형상 

구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밀도가 높은 반면, 충격에 약해 내구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또, SLA방식은 기기의 가격이 

비싸고,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어 일반인이 활용하기는 다소 어려우며,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자주 활용된다.42)

  3D 프린팅의 다른 방식으로는 고체의 가루(Powder)를 사용하는 SLS 

방식이 있다. 소결 방법을 활용하는 SLS 방식은 분말을 눌러 단단하게 

한 다음 레이저로 녹는점에 가까운 온도까지 가열하여 성형하는 방식이

다. SLS 방식은 보통 금, 은, 동, 스틸, 알루미늄 등의 금속 재료를 활용

할 수 있으므로, 재료의 다양성을 제공하며, 결과물이 견고한 것이 장점

이다.43) 나아가 제작 속도 역시 빠르며, 완제품도 정교하지만, 원료가 분

말의 형태이므로 세라믹 등을 활용한 후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또, SLS 

프린터는 대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고가이며, 사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SLS 방식 또한 

실제 산업계 및 제조업계에서 주로 활용된다.44)

  마지막으로, FDM 방식은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료를 가열하여 녹인 후 

압출하여 레이어(Layer)를 적층해나가는 방식이다.45) 이때 압출기가 쌓아

올리는 각 레이어의 두께는 약 0.01~0.08mm로 매우 얇다.46) FDM방식을 

활용하는 3D 프린터의 경우, 가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선으로 다

른 방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원료인 필라멘트 또한 비싸지 

41) 오원석(주 37), p. vi.  

42) 이상수(주 40).

43) 김영미, 「시각장애인을 위한 3D 프린팅 회화 사례연구 : 반 고흐 미술관을 중심으

로」, 『일러스트레이션포럼』, 제46집(2016),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p. 51.

44) 이상수(주 40).

45) 김영미(주 43), p. 51.

46) 허제(주 38),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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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따라서 FDM 방식은 3D프린터의 대중화를 논할 때 가장 많이 언급

된다. 그러나 FDM 방식을 사용하여 제작한 모형은 정밀성이 다소 떨어

지며, 층이 두드러지므로 후처리가 필수적이다. 또, FDM 방식은 제작 속

도가 느린 편이라는 단점 또한 지니고 있다.47)

[표 7-1] 3D 프린팅 방식별 원료와 장단점 

SLA SLS FDM

원료 - 액체 플라스틱 - 분말(파우더) - ABS, PLA48)

장점
- 정교한 출력 가능

- 출력물 표면이 매끄러움

- 출력 가능 원료가 다양

- 출력물이 열에 강함

- 내구성이 높음

- 강도가 셈

- 상대적으로 프린터의 값이

저렴

- 원료수급이 용이

단점

- 고가의 프린터와 유지비용

- 조형물의 크기가 작음

- 원료의 선택이 제한적

- 고가의 프린터와 유지비용

- 사용을 위한 전문적인 교

육이 필요

- 부피가 큼

- 원료색상 선택이 제한적임

- 출력물 표면이 거침

- 원료의 선택이 제한적

- 서포트 제거가 불편

  이상에서 언급한 3D 프린팅 기법의 특성과 장단점은 [표 7-1]과 같

다.49)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을 위해 3D 프린팅 모형을 활용하고자 하

는 미술관은 위의 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미술관이 3D 프린터 및 부자재를 구매하여 필요한 모

형을 즉각적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의 예산과 원본작

품의 규모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제작 방식을 활용

해야 할 것이다. 

47) 오원석(주 37), p. 8.

48)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와 PLA(polylactic acid)는 가소성 수지의 서로 다

른 종류를 지칭한다. ABS는 압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연기를 발생시킨다는 단점

이 있다. PLA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이므로 조금 더 비싼 편이다. 허

제(주 38), p. 185.

49) 허제(주 38), p.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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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각그림

  본 연구는 미술작품 원본의 표현방식이나 색감을 최대한 유지하며 표

면을 양각화하거나 입체화한 그림을 ‘촉각그림’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관

하여, 본고는 촉각 그림의 서로 다른 제작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

고, 각각을 ‘저부조(bas relief) 촉각그림’과 ‘콜라주(collage) 촉각그림’, 

‘아상블라주(assemblage) 촉각그림’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부조는 평면 위에 특정 형상이 돌출되도록 만드는 조소기법을 의미한

다. 부조는 돌출된 부분의 두께에 따라 고부조, 반부조, 저부조 등으로 

나뉘는데, 본고가 촉각그림 제작을 위해 제안하는 저부조는 형상의 돌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50) 또, 미술에서 콜라주는 천, 종

이, 모래 등의 각종 재료를 캔버스나 패널과 같은 평면에 붙임으로써 구

성하는 회화기법을 의미한다. 나아가 아상블라주는 콜라주에 입체성을 

더한 3차원적 표현기법을 지칭한다.51)

  먼저, 본고에서 제안하는 저부조 기법은 작품의 표면에서 윤곽선으로 

구분되는 각 단면을 그대로 높여 양각화하는 방법을 지칭한다. 촉각그림 

제작을 위한 저부조 기법의 예시로는 서머폼(thermoform) 열성형 방식이

나 3D 프린팅 방식이 있다.

50) 안연희, 『현대미술사전』(미진사, 2011), p. 180.

51) 안연희, (주 50), p.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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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디에고 리베라, <의사 무어의 손>(1940) 

저부조 서머폼 촉각그림

  먼저 서머폼은 미국 서머폼사(American Thermoform Corporation)와 서

머폼 기계 및 열성형 과정 전체를 지칭하기 위해 통용되는 단어이다. 서

머폼 기법을 사용하면 얇은 플라스틱판에 저부조 촉각그림을 제작할 수 

있다. 서머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본 이미지를 제작한 후, 그 

위에 플라스틱판을 얹어 가열함으로써 열로 플라스틱을 성형해야한다.52)

이때 원본 이미지는 열과 압력에 강한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므로, 본고 

2장 1절에서 소개한 3D 프린팅 방식 중, SLS 기법을 사용하여 금속 표

본을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제작한 원본 이미지를 서머폼 기계에 넣고 

그 위에 플라스틱판을 얹어 몇 초간 가열하면 평면 이미지가 저부조와 

같은 입체성을 띄게 된다. 이후, 저시력 감상자를 위하여 원본과의 유사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촉각그림을 원본과 유사하게 채색할 것

을 권한다[그림 5-1].

[표 8-1] 서머폼 열성형 방식의 4단계

52) Axel(주 4), p.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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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무/금속

표본 넣기
플라스틱판 넣기 가열하기 완성

  저부조 촉각그림을 제작하는 또다른 방식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

는 방법이다. 이는 1절에서 상술한 3D 프린팅과 같은 방식이지만, 결과

물이 평면에서 돌출된 저부조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를 띤다.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촉각그림이 미술관에서 활용된 사례는 2015년 스페인의 

프라도미술관(Museo National del Prado)이 개최한《프라도 만지기

(Touching the Prado)》전시이다. 프라도 미술관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해 회화 작품 6점에 등장하는 형태들을 2~6mm씩 양각화 시킨 후 3D 

프린트 기술로 인쇄하였다[그림 6-1].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볼록한 형태로 

입체화 된 촉각그림들은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졌을 때, 형태를 인식하

기에 용이했다[그림 6-2]. 또, 기존의 여러 미술관이 단일한 색의 3D 모

형을 전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프라도 미술관은 부분적으로 색과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저시력 장애인들을 고려해 3D 모형의 색감까지 원본과 

똑같이 재현하였다.53)

53) 김영미(주 43), pp. 53-54. 

   미술관에서 3D 프린팅을 사용한 촉각그림을 활용해 전시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당해 

전시는 충분히 의미있는 시도였으나, 원본 작품 당 하나의 모형만을 제작하여 제공했

다는 점에서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동시에 관람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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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프라도미술관의 

촉각그림 예시

  [그림 6-2] 프라도미술관의 

《프라도 만지기》전시

  상기하였듯 본고는 촉각그림을 제작하는 또 다른 방식을 콜라주 기법

이라고 정의한다. 콜라주라는 단어는 ‘풀로 붙이다’ 혹은 ‘바르다’를 의

미하는 프랑스어 콜레(coller)에서 유래되었다. 촉각그림 제작을 위한 콜

라주기법은 두꺼운 종이나 스티로폼보드(styrofoam board, 이하 폼보드)

를 그림의 복사본 표면에 덧붙임으로써, 여러 층위(layer)를 만들어 윤곽

을 구별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의미한다. 화면의 형태를 외곽선에 따라 

구분하고 종이나 폼보드를 외곽선에 맞게 자른 후, 겹겹이 쌓아올려 붙

이는 것이다. 

  그러나 콜라주기법을 통해 제작된 촉각그림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제작

해야 하기에 다량 제작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 수작업의 특성상 지나치

게 크기가 작은 형태의 세밀한 표현은 어려운 편이다. 또, 콜라주 촉각

그림은 저부조 방법으로 제작한 그림에 비해 돌출 부분의 두께가 현저히 

얇아,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손끝으로 형태의 테두리를 파악하는 것이 어

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곽선을 점자 형식으로 표

현하는 대안 또한 존재한다. 일례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만나

는 한국 근대미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는 촉각그림의 윤곽선

을 종이에 구멍을 뚫는 천공기법으로 표현했다[그림 7-1].54)

54) 국립현대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만나는 한국 근대미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 (국립현대미술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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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김환기 <여름달밤>(1961) 촉각그림

  마지막으로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의 경우, 회화 작품을 모티브로 그림

을 입체화하여 재창조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 경우, 각색된 촉각그림

은 원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예술품이 아닌 교육 용구로서 기능

한다. 아상블라주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회화 평면의 특징적인 부분

을 파악하고, 각 부분을 입체화하기 위해 알맞은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촉각그림 제작자는 원본 이미지의 질감(texture)에 따라 표면에 스티로

폼, 직물,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붙여 촉각그림을 제작할 수 있다[그림 

8-1]. 

  하지만 아상블라주 방식의 촉각그림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한다

는 점에서 인력이 요구되며 비교적 제작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

다. 또, 제작과정이 기계식 공정이 아닌 사람에 의해 진행되므로, 완전히 

동일한 촉각그림을 제작하기 어렵다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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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르네 마그리트, <데칼 코마니>(1966) 촉각그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이상에서 소개한 저부조·콜라주·아상블라주 촉각그림 모두 시각장애

인의 작품 이해를 제고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촉각그림 만으로 이

미지를 모두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술관

은 촉각그림을 제공할 때,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는 언어적 설명을 반드

시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오디오 가이드나 갤러리 톡 등의 언

어적 설명 제공 방식은 향후 본고의 2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

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은 촉각그림을 제작하기 전에 저작권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저부조·콜라주·아상블라주 촉각

그림은 모두 2차원 평면의 회화 작품을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에, 그 과정에서 ‘원본에 대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인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

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

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그러므로 촉각그림은 2차적 저작

물에 해당한다. 이를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촉각그림을 제작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혹은 저작권법 제39조에 1항에 따

라,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존속되므로, 저작권이 만료된 과

거의 작품을 선정하여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을 제작하는 방법 또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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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촉각다이어그램

  촉각다이어그램은 시각 이미지를 촉각적 언어로 재해석한 것으로, 지

도에 비유되곤 한다.55) 구체적으로, 촉각다이어그램은 시각 이미지를 최

대한 단순화하고 이를 양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이미지 이해

를 돕는다. 특히 회화 작품의 규모가 커서 실물사이즈의 3D 복제물을 제

작하기 어렵거나, 다수의 시각장애인이 작품의 넓은 표면을 동시에 만지

기 어려울 경우, 원본을 일정 배율로 축소한 촉각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 

  촉각다이어그램은 주로 흰색과 검은색 두 가지로만 표현된다[그림 

8-2].56) 따라서 음영, 원근, 3차원 등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다. 또,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이미지는 강조, 생략, 왜곡을 거칠 수 있다. 이처

럼 이미지의 본질적인 요점만을 단순하게 표현한 촉각다이어그램은 원본

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지닌 3D 모형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촉각다이

어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세부묘사와 관련 배경지

식을 포함하는 언어적 설명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57)  

  촉각다이어그램을 위한 용지는 기존의 종이보다 두께가 두껍고, 무게

가 무거운 편이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시각장애인 관람객

이 많은 수의 촉각다이어그램을 가지고 미술관 곳곳을 이동하며 관람하

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교육프로그램 담당자는 촉각다이어그램을 통

해 감상하기에 적절한 개수의 작품들을 취사선택하여, 촉각다이어그램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55) Axel(주 4), p. 271. 

56) ‘주로’ 라고 표현한 이유는 인쇄 방법에 따라 단색 촉각다이어그램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57) Axel(주 4), p.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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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살바도르 달리, <기억의 지속> 

촉각다이어그램 도안

  촉각다이어그램을 제작은 크게 ‘작품선정-이미지편집-인쇄’의 3단계를 

거친다. 먼저, 촉각다이어그램 제작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해야한다. 촉각

다이어그램의 제작자는 촉각다이어그램의 제작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작

품의 특성을 인지하고, 보다 적합한 작품을 우선적인 제작 대상으로 선

정해야한다. 예를 들어, 원본 작품에서 도상의 윤곽선이 불분명하게 처

리된 경우나 모자이크나 점묘기법이 주로 사용된 경우, 이미지를 촉각다

이어그램으로 변환하기 어렵다.   

  작품을 선정하고 나면, 편집(editing) 과정을 통해 원본이미지를 촉각다

이어그램으로 변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림 속 형태의 윤곽

선을 추출하여 표시한 다음, 윤곽선으로 구분된 각 단면에 서로 다른 패

턴을 채워 넣어야 한다. 과거에는 이 모든 과정을 손으로 수행해야 했

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달한 이래로, 전문가들은 코렐 드로우

(Corel Draw)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와 같은 벡터 그

래픽(Vector Graphics) 드로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해왔다.58)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원하는 구간을 설정하여 선의 굵기, 도

58) 벡터 그래픽은 그래픽 데이터를 점이 아닌 선의 벡터로 표현하고 저장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여도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항상 깨끗한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벡터 

그래픽」,『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84453

&cid=41828&categoryId=41828,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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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명칭 특성

부드러운

문양

- 가장 평평하며 거칠지 않은 형태

- 배경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

점 문양
- 거칠고 돌출된 형태

- 중경이나 전경을 표현할 때 사용

거친 문양

- 점 문양과 유사

- 거칠기가 심하여 다른 문양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

음

수직 ·

수평 문양

- 직사각형 · 정사각형처럼 넓고 평평한 형태를 표

현할 때 사용

- 각각 이미지의 수직성 혹은 수평성을 강조하기 위

해 사용

그물 문양 - 큰 이미지를 표현할 때 사용

단단한

문양

- 가장 부드러움

- 가장 돌출됨

- 작은 공간이나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

- 전경에 가까이 있는 사물을 나타낼 때 사용

문양이

없는 부분

- 사람의 얼굴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

- 중심 물체에 비해 덜 중요한 부분을 표현할 때 사

용

안의 모양과 크기 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9-1] 촉각다이어그램 제작을 위한 표준 촉각 패턴

  이러한 편집 과정에서 제작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먼저, 윤곽선을 표시할 때는, 서로 다른 선이 겹치는 구간은 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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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으로 1mm 정도를 띄어서 표시해 주는 것이 형태 감지에 용이하다.59)

또 패턴을 채워 넣을 때에는, 각 패턴의 특성을 인지하고 알맞은 패턴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미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

육협회(Art Education for the Blind, AEB)’는 [표9-1]에 제시한 촉각다이

어그램 제작을 위한 표준 촉각 패턴 7가지를 규정하였다.

  이미지에 패턴을 삽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복잡한 이미지를 표현하

더라도, 하나의 화면에 4개 이상의 패턴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이다. 4개 이상의 패턴을 사용하여 촉각다이어그램을 제작할 경우, 감상

자가 이를 하나의 종합적 이미지로서 파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60)

  나아가 화면에 인물 혹은 사물이 매우 많이 등장하거나, 세부묘사가 

지나치게 상세할 경우, 촉각다이어그램의 제작이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이미지를 촉각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자 할 경우, 하

나의 화면을 여러 층(layer)의 다이어그램으로 나누어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기둥과 실내 장식 및 6명의 인물 도상

이 화면을 가득 채운 피터 루벤스(Peter P. Rubens)의 <만나 줍기>를 촉

각다이어그램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과 인물을 구분하여 두 개의 서

로 다른 촉각다이어그램으로 제작한 후,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촉각

다이어그램까지 총 세 개의 촉각다이어그램을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9-1], [그림 9-2], [그림 9-3]과 같이 구성요소를 따로 표현하여, 겹

겹이 쌓아올리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그림 9-1], [그림 9-2], [그

림 9-3].61)

  

59) 그러나 선이나 패턴 자체의 대조가 뚜렷할 경우 공백은 생략되어도 좋다. The 

Braille Authority of North America,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Tactile Graphics, 
2011, http://brailleauthority.org/tg/web-manual/, 2018.11.14.

60) Axel(주 4), p. 273.

61) Axel(주 4), pp. 27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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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피터 루벤스, <만나 

줍기> 촉각그림 I

[그림 9-2] 

피터 루벤스, <만나 

줍기> 촉각그림 II

[그림 9-3] 

피터 루벤스, <만나 

줍기> 촉각그림 III

  

  촉각다이어그램을 인쇄하는 방법에는 실크 스크린(silkscreen) 방식, 스

웰 페이퍼(Swell paper) 방식, 압인기(embosser) 방식 등이 있다. 실크 스

크린 방식의 경우 100장에서 1000장 정도의 대량 인쇄에 적합한 인쇄방

법이므로, 본고에서는 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웰 페이퍼 방식과 압

인기 방식 대해 논할 것이다. 이 방식은 ‘마이크로캡슐(Microcapcule)’이

라는 미세한 플라스틱 구슬이 코팅되어 있는 종이를 사용해야하므로 ‘마

이크로캡슐지(Microcapsule Paper) 방식’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방법

을 하여 촉각다이어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간단히 도식화 하면 [표 10-1]

과 같다. 

[표 10-1] 스웰 페이퍼 촉각다이어그램 제작 과정 

이미지 

고르기
→

윤곽선 

그리기
→

패턴 

채우기 
→

인쇄, 

복사하기   
→ 열처리하기

  스웰 페이퍼 기법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던 1960년대에는 제작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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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선과 패턴 등을 손으로 직접 제작해야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것

과 같이 오늘날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보다 손쉽게 도안을 제

작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촉각다이어그램 제작자는 컴퓨터로 편집한 

도면을 인쇄하여 마이크로캡슐지에 복사한 후, 발열 장치에 통과시키면 

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을 더 많이 받는 검은색 선과 문양은 

부풀어 오른다. 이때, 점, 선, 면의 밀도 조절을 통해 표면의 높이에 차

이를 줄 수 있다. 점보다는 면이 더 도드라지며, 선은 굵을수록 더욱 튀

어나온 느낌을 준다. 이렇듯 다른 인쇄 방법에 비해 선의 질감과 굵기 

구분이 용이하다는 점은 스웰 페이퍼 기법의 장점이다. 나아가 스웰 페

이퍼 인쇄기기는 1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므로, 제작설비 비용이 상대

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과 결과물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캡슐지는 내구성이 약한 편

이며, 표면 세척 또한 어려워 여러 번의 반복적인 사용은 어렵다.62)

  촉각다이어그램을 인쇄하는 다른 방법은 압인기(embosser)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종이 위에 볼록한 점을 돋을새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압인기가 필요하며, 그 가격은 약 3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으로 다양하다. 최근에는 타이거 프린터(Tiger Printer)와 같

이 저렴한 점자 프린터 중에서도 다이어그램 인쇄를 지원하는 기기가 많

이 등장하기도 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앞서 언급한 코렐 드로우나 어

도비 일러스트레이터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icrosoft 

Office)나 촉각 그래픽 소프트웨어 픽쳐 브라유(Picture Braille)등을 사용

하면 된다.63)

  압인기 방식은 점자와 같은 ‘점’으로만 표현할 수 있기에,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의 형태가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또, 앞서 언급한 스웰

페이퍼 방식과는 달리, 압인기 방식은 선 역시 점의 연속으로만 표현할 

62) Axel(주 4), pp. 268-269. Robert Jaquiss, Tactile Diagram, http://www.artbeyondsight.o

rg/handbook/text-jaquiss-01.shtml, 2018.05.25.

63) The Braille authority of North America(주 59),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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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점의 높낮이 차이를 크게 조절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

고 있다. 그러나 압인기 방식은 여타 방식에 비해 인쇄물을 매우 빠르게 

출력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압인기 방식에 사용되는 브

라유 인쇄지는 장당 약3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장당 약 

1000~2000원 정도인 마이크로캡슐지보다 훨씬 저렴하다.64)

  마지막으로, 미술관은 촉각다이어그램을 제작할 때, 미술관의 예산, 인

력과 같은 제작여건 및 원본작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쇄방식을 

취사선택해야한다. 물론, 전문 제작 기관에 촉각다이어그램의 제작을 의

뢰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미술관이 제작을 위

한 기본 설비를 마련하고,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

을 고용하여, 촉각다이어그램을 자체 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촉각다이

어그램 패턴의 특성과 인쇄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촉각다이

어그램을 직접 제작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또한 운

영한다면,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이해도는 훨씬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4. 점자자료 

  미술관은 전시를 위해 사용하는 포스터, 팸플렛, 벽면 안내문, 라벨, 

도록 등의 인쇄물을 통해 많은 양의 문자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를 인쇄된 묵자(墨字)의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은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과 정안인의 정보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미술

관은 문자자료를 점자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문자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1820년, 프랑스 군인 찰스 바르비에(Charles Barbier)는 군사용 암호 전

달을 위한 문자표기체계를 고안했다. 총 12개의 점(가로 2점에 세로 6점)

으로 구성된 이 문자는 얇은 판지 위에 양각 점을 새기는 방식으로 기록

64) The Braille authority of North America(주 59),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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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바르비에는 어두운 밤에도 촉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이 

문자를 ‘야간문자(Ecriture Nocturne)’라고 칭했고, 이후 파리맹학교에 이

를 소개했다. 당시 맹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루이 브라이유(Louis Braille)

는 야간문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점자를 체계화했다. 그는 12점의 점자는 

손가락 끝으로 한 번에 지각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반으로 

나누어 총 6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점자를 만들었다.65)

  브라유가 고안한 점자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점자는 6개의 점(가로 2점씩 세로 3점)으로 구성된다. 

한글 점자의 경우, [그림 10-1]에서처럼, 왼쪽 위부터 아래의 점을 각각 

1, 2, 3점, 오른쪽 위부터 아래의 점을 4, 5, 6점이라고 부른다[그림 

10-1]. 이와 같은 6개의 점을 조합하면 총 63개의 점형을 만들 수 있

다.66)

1 ● ● 4

2 ● ● 5

3 ● ● 6

[그림 10-1] 한글 점자의 형태 

  미술관이 점자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

지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미술관이 직접 자료를 인쇄하는 것이고, 다

른 한 가지는 인쇄 전문 업체에 출력을 의뢰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

두 공통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상에서 묵자를 점자로 변환한 후, 인

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묵자 원고를 점자 형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에서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의 ‘점자 변환’ 기능을 사용

65) 이해균, 「점자의 물리적 특성과 정보 매체에 대한 고찰」, 『시각장애연구』, 제17

집(2001),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 p. 20.

66) 임안수, 『시각장애아 교육』(학지사, 2008), p.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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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개발한 실로암브레일 Pro2 등을 구비

하여 사용하면 된다.67) 나아가 전문 점역사 혹은 점자 교정사에게 점자

의 변환 및 감수를 의뢰하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데이터화 된 점자 원고는 아파치 솔리드(APACHE solid), 엠프린트

(MPrint), 브레일 200(Braille 200)등의 점자 프린터를 통해서 인쇄할 수 

있다. 인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출력방식으로는 점을 뚫어서 제작하

는 천공방식, UV 잉크젯(Ultraviolet Based Inkjet)인쇄 방식, 물방울인쇄 

방식 등이 있다. 천공방식은 빠른 속도로 다량의 인쇄가 가능하다는 장

점을 지니고 있으나, 인쇄물에 구멍이 고르지 않게 뚫리거나, 시간이 흐

름에 따라 구멍이 눌려 변형이 생기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반면 잉크를 적층시키는 UV 잉크젯 방식을 사용하면 위와 같은 문제

들을 피하고, 뒷면의 자국 없이 양면인쇄를 수행할 수 있다. UV 잉크젯

은 자외선 경화(硬化)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잉크가 인쇄되자마자 자외선

에 노출되면 굳어버리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 성질을 활용하면 종이, 유

리, 아크릴, 플라스틱 등 다양한 물성의 재료 위에 점자 인쇄가 가능하

다. 나아가 UV 잉크젯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기에 친환경적이

다.68)

  마지막으로 물방울점자 인쇄기법의 경우, 원본 인쇄물 위에 물방울처

럼 투명한 점자를 덧입히는 방식이다. 이 기법은 기존의 천공방식에 비

해 생산속도가 빠르고 단가가 저렴하며, 특수잉크와 천연재료를 사용하

여 인체에 무해하다.69) 그러나 인쇄를 의뢰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

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점자프린터를 구비하면, 점자자료를 비교적 신속

67) 한컴 오피스에서 [파일]-[점자로 바꾸기]를 선택하면, 국문, 영문, 숫자, 문장 부호를 

점자로 변환할 수 있다.

68) 이석민, 「이스트코아, 소형 UV 시장 왕좌노린다」, 『사인문화』, 2014, 3. 24, 

http://www.signmunhwa.co.kr/atl/view.asp?a_id=2915, 2018.11.01.

69) 제일특수기획은 물방울점자 인쇄기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제일특수기획, 「물

방울점자인쇄」, http://jlmp.kr/sub03/sub03_2,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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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작할 수 있으며, 소량 인쇄가 필요할 경우에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점자프린터를 구비하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의 투자가 필요

하므로, 미술관은 각 기관의 사정과 예산에 맞추어 점자자료를 직접 제

작하거나 인쇄 업체에 주문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점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지닌 한계는 시각장애인 중에서 점자를 해독

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10~69세의 1~4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사용 실태를 조사한 김영

일과 이태훈은 시각장애인의 41.6%만이 점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

다.70) 또, 점자는 정독과 재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묵독

(默讀)이나 청독에 비해 읽기 속도가 현저하게 느릴 수밖에 없다는 한계

점을 지니고 있다.71) 뿐만 아니라 점자는 일반 문자에 비해 지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므로, 자료의 부피의 무게가 커지면서 휴대나 보관이 상대적

으로 어렵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72) 나아가 뇌졸중 환자나 당뇨병 환

자와 같은 중복장애인의 경우 촉각의 상실로 인하여 점자를 읽기 어렵

다.73) 따라서 미술관은 시각장애인중 점자 이용인구를 위한 점자 자료를 

70) 김영일과 이태훈의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성별과 연령 및 거주지, 장애등급을 기준으

로 추출한 1000명의 표본을 조사했다. 김영일, 이태훈, 「시각장애인의 점자에 관한 

인식과 점자 사용 실태」, 『시각장애연구』, 제31집 제3호(2015), 시각장애교육재활학

회, p. 157. 

[표 11-1]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도

점자 미사용 이유 비율(%)

일반활자나 확대활자를 볼 수 있음(저시력) 34.2

화면낭독 프로그램 및 녹음 자료 사용으로 충분함 17.1

점자를 학습하였으나 너무 어려움 14.7

점자 학습기회가 없었음 11.8

점자를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않음 9.9

점자를 학습하였으나 읽는 속도가 느림 7.7

71) 정안인이 분당 200~250단어를 읽을 수 있는 반면, 시각장애인들은 동일한 시간 동안 

80~100단어 정도의 단어를 읽을 수 있다. Anthony, B. Best, Teaching children with 
visual Impairments, (MK : Open University Press, 1992)가 이경림, 『시각장애학생 교

육의 이해와 실제』(서현사, 2008), p. 236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 

72) 우리나라에서 점자교재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B5용지규격에서 묵자를 점자로 변환

할 경우, 점자는 묵자에 비해 평균 1.4배의 점칸을 사용한다. 따라서 점자는 묵자에 

비해 약 2.5배 더 많은 쪽수를 요구한다. 이해균(주 65), pp. 23-24. 

73) 임안수(주 66), p.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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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되,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음 절에서 제

시할 청각을 활용한 보조수단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청각활용수단

1. 오디오 가이드 

  인간은 정보 획득을 위해 시각 다음으로 청각을 가장 많이 활용하므

로, 청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술관은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오디오 가

이드(audio guide)를 사용하여, 언어적 설명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

다.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대개의 미술관은 ‘핸드헬드 디

바이스(handheld device)’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은 1970년대 처음으로 핸드헬드 방식의 오디오 가이드를 개발했

다. 당시의 관객들은 상당한 무게의 기기를 어깨에 걸고, 카세트테이프

를 앞뒤로 바꿔가며 전시를 감상해야 했다.74) 이와 같은 핸드헬드 방식

의 오디오 가이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예전에 비해 

기기의 무게와 부피가 매우 간소화 되었고, 조작방법 또한 훨씬 간단해

졌다. 이와 더불어 별도의 대여나 반납 절차가 필요 없으며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팟 캐스트(Pod Cast) 혹은 스마트폰 오디오 가이드 역시 각

광받고 있다.75)

  오디오 가이드의 내용에 해당하는 언어적 설명은 시각을 언어화하는 

것으로, 시각적 묘사(visual description)라고 불리기도 한다. 즉, 언어적 

설명은 미술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의미하며, 자세한 언어적 설

74) 이보아, 『박물관 테크놀로지』(김영사, 2018), pp. 34-35.

75) 팟 캐스트는 방송을 의미하는 브로드캐스트(broadcast)와 애플(apple) 사의 MP3플레

이어 아이팟(iPod)의 합성어이다. 팟 캐스트는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오디오 파일

을 구독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의미한다. 이보아(주 74),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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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시각장애인의 작품 이해를 도울 수 있다.76)

  먼저, 언어적 설명은 미술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작품의 라벨에 표기되어있는 표준 정보로서 작가의 이름과 작품 제

목, 제작년도, 재료, 크기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때, 작품의 크기가 

특징적인 요소라면,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익숙한 물체를 임의로 

지정하고, 그 크기와 작품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언어적 설명은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을 

위해 사용하는 흰 지팡이(평균 120cm)의 길이와 그 배수를 활용한 해설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규모가 비교적 작은 작품의 경우, A4

용지와 같은 일상사물의 규격에 빗대어 설명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언어적 설명은 작품에 대한 대략적 개요를 제시하며, 작품의 

도상이 나타내는 소재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자는 3

장에서 김종태의 <노란저고리>에 대한 언어적 설명으로서 “이 작품은 노

란저고리를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묘사한 인물화입니다.”라는 간략한 

묘사를 제시했다. 

  그 다음으로는 작품에 드러난 도상의 형태를 묘사해야 한다. 본 연구

는 이를 위한 두 가지 순서를 제안한다. 언어적 설명의 작성자는 작품 

전체의 구도를 간략히 설명한 후, 작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 두 가지 

중 적합한 방법을 취사선택하면 된다. 첫 번째는 화면의 왼쪽부터 오른

쪽으로 묘사하는 방법이다.77) 두 번째 방법은 그림의 핵심이 되는 부분

(Focal point)을 중심으로 전경을 먼저 설명한 후 후경을 묘사하는 방식

이다. 정안인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중심 도상을 설명하는 이 방식은 

인물이 중심에 위치한 초상화 등을 묘사하기에 적절하다.

  작품의 형태를 묘사할 때,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숫자 위

치를 활용하면 된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방향 정위를 위하여 이와 

76) Axel(주 4), p. 178. 

77) 근대 이전의 동양화는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해설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용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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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법을 사용하므로, 이러한 설명 방식에 익숙한 편이기 때문이

다.78) 또, 작품의 형상은 거울상과 같은 형태이므로, 기준점 없이 오른쪽

과 왼쪽이라는 방향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

다. 따라서 오른쪽과 왼쪽을 사용하여 설명할 때 관람자를 기준으로 설

정하여 설명하면 감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적 설명을 제시할 때는 관람자에게 ‘우리가 보는 화면의 

오른쪽’ 이라는 단서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교육협회(Art Education for the Blind, 

AEB)’는 작품이 묘사하고 있는 형상의 ‘장면 실연’을 통해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이해를 제고할 것을 권장한다. 관람객이 묘사된 형상의 자세를 

직접 흉내내어볼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시각장

애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

은 설명은 그림에 표현된 복잡한 자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79)

  또 미술 작품에서는 색이 주제를 전달하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을 언어적으로 설명할 때, 색에 대한 언급 또한 포함

해야 한다. 장애를 갖게 된 시기와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

만, 많은 수의 시각 장애인들은 색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지니고 있다. 

색에 대한 인지기억을 보유하고 있는 후천적 시각장애인은 색명을 듣고

도 색감을 유추할 수 있지만,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색의 개념을 전혀 파

악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색

감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색감에 대해 부연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작품 이해에 혼동을 줄 수 있으

므로,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색감 정도를 선택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한

다. 이를 위해, 맛, 냄새 등 타 잔존감각과 관련된 연상 언어를 활용한 

78) 힐 폰더(Hill Ponder)는 방향정위를 ‘환경 내에서 자신의 위치 및 유의미한 다른 사물

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감각 활용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방향정위는 시각장애인

의 자연스러운 행태적 특성이라기보다 교육된 특성에 가깝다. 공순구 외 2인(주 19), 

p. 380.

79) Axel(주 4), pp. 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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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색을 시각적 대상으로 대치하여 설명할 경

우,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각장

애인을 위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는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MoMA)은 마티스의 <붉은 스튜디오>에서 드러난 색감을 아

래와 같이 묘사했다[그림 11-1]. 

[그림 11-1] 앙리 마티스, <붉은 스튜디오>, 1911, 

캔버스에 유채, 181×219.1cm.

“마티스는 캔버스를 빨간색으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진하

고 풍부한, 토마토 스프 같은 강렬한 빨간색으로 말이죠. 벽

도 빨갛고 바닥도 빨갛습니다.80)”

  본고 역시 색감을 설명할 때는 미각을 통해 맛볼 수 있는 음식이나 후

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식물 등의 예시를 주로 사용하였다.  

  나아가 언어적 설명은 작품에서 사용된 재료나 표현 기법을 상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다. AEB와 마샤 힐(Marsha Hill)이 작성한 <카프라 왕과 

호루스(기원전 2559년)>에 대한 다음의 설명이 적절한 예이다. 

80) Museum of Modern Art, Visual Description, https://www.moma.org/audio/playlist/3/162,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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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가 왕좌에 앉아있는 이 조각상은 매우 딱딱하고 조직

의 밀도가 높은 편마암이라는 돌로 만들어졌다. [...] 조각이 

끝난 후에 그 표면은 부드럽게 빛을 반사하는 광택재가 칠해

졌다.”81)

  이와 같은 다양한 서술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비시각장애인이 언어적 

설명을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의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피라미드 모양’을 ‘삼각형’으로 묘사하거나, ‘입방체’를 

‘사각형’으로 묘사하는 식의 오류가 그 예이다.8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언어적 설명의 제작자는 작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정안

인에게 언어적 설명을 들려주고, 설명을 듣고 이해한 바를 그려볼 것을 

요청해 볼 수 있다. 그 결과를 설명의 대상이 된 작품과 비교 대조함으

로써, 언어적 설명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83)

  나아가 작품 자체에 관련된 내재적 정보 이외에도 외재적 정보를 추가

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한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나 작품과 관련된 특

이사항 혹은 작가와 관련된 일화 등의 외재적 정보를 적절히 선별하여 

소개한다면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때 언어적 설명을 통해 제시하는 정보들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표 12-1]  오디오 가이드의 내용 구성요소

81) Axel(주 4), p. 225. 

82) Axel(주 4), p. 224. 

83) Axel(주 4), 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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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내재적 

정보

표준 정보 작품 제목, 제작년도, 제작 매체, 크기

소재 작품이 묘사하는 대상 

형태 화면에 등장하는 대상의 형태 

색감 화면에 등장하는 대상에서 두드러지는 색감 

재료 및 표현방식 재료의 물성 및 고유한 표현기법

외재적 

정보 

시대적 배경 작품 제작 당시의 역사적 배경

특이사항 작품의 제작 혹은 소장에 관한 기타 특이사항

작가
작업성향 작가의 대표적 작업방식

생애 작가의 생애 중 주목할 만한 사항

  이상에서 언급한 오디오 가이드의 내용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12-1]과 같다. 오디오 가이드의 해설 제작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

되, 자신의 자의적 해석을 먼저 제시하는 것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해설자와 감상자가 쌍방향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갤러리 톡(gallery 

talk)과 달리, 오디오 가이드는 일방적 정보 전달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

문이다. 이때,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는 해설자가 자신의 해석을 먼저 제

시한다면, 시각장애인 감상자의 상상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디오 가이드는 작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먼저 제시하고, 추

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알기를 원하는 관람객들이 당해 내용을 선택하

여 청취할 수 있도록 설정 되어야 한다. 

  

[그림 12-1] 비콘 오디오 가이드 활용 예시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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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 측면에 있어서 오디오 가이드는 비콘(Beacon) 기술을 통해 관람

객이 작품에 접근할 때, 위치를 인식함으로써, 해당 작품에 대한 음성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할 수 있다[그림 12-1]. 비콘은 블루투스 프로토콜

(blutooth protocol)을 기반으로 근거리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기존의 블루투스 기기와 달리 기기와 기기를 연결하는 별도의 

사전 페어링(pairing)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는 점이 비콘 기술의 장점이

다. 비콘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단말기가 발신하는 특정 ID 값을 통해 

각 기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하고, 가까이 있는 기기로 정보를 전송

한다.85) 이와 같은 비콘 기술을 사용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오디오 가이

드를 소지한 관람객이 작품에 가까이 가면, 기기에서 작품 설명이 저절

로 재생된다. 따라서 미술관이 비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면, 시

각장애인 관람객 또한 별도 인력의 안내 없이도 스스로가 원하는 속도

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2] 시각장애인 보행안내 스마트폰 앱 활용 예시 

84) 스마트 가이드,「IoT기반 스마트폰 다국어 오디오가이드시스템 ‘스마트가이드'」, htt

p://www.audioguide.kr, 2018.11.01.

85) 이정아, 김승인, 「IoT 환경에서 비콘 사용자 분석과 가이드라인 제안」, 『커뮤니케

이션 디자인학연구』, 제54집(2016),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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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된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내

비게이션을 통해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 보다 편리한 관람동선을 추천할 

수도 있다[그림 12-2]. 예를 들어 미술관은 이용자가 특정 장소에 위치하

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직진하세요”, “정지하여 우회전 하세요”등의 

음성안내가 송출되도록 전시의 하이라이트 동선에 비콘을 설치할 수 있

다. 근접 거리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비콘은 GPS에 비해 오

차가 적으며, 지하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86)

[그림 13-1]

디스커버리

포인트 장치

[그림 13-2] 오디오 스팟라이트

기술의 시각적 표현

[그림 13-3] 오디오

스팟라이트 스피커

  반면 이어폰이 필요한 오디오 가이드 기기를 착용할 경우, 동행인과 

작품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미술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람객이 동행인과 한 쪽씩 공유할 수 있는 길

이가 긴 이어폰 단자나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혹은 오디

오 스팟라이트(the Audio Spotlight)와 적외선 기술을 활용한 디스커버리 

포인트(the Discovery Point)라는 대안도 존재한다[그림 13-1], [그림 

13-2], [그림 13-3].

86) 에이블뉴스, 「스마트폰 앱으로 시각장애인 길 안내」,『에이블뉴스』, 2017.05.15, ht

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

0170512133629907895,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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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커버리 포인트는 관람객과 동행인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

적으로 개발되었으며, 2000년 초반 개발된 이후 카네기미술관(the 

Carnegie Museum of Art)에서 상용화되었다.87) 디스커버리는 관람자가 

소지하는 작은 기기와 작품 옆에 설치된 특수 스피커로 구성된다. 소형 

장치를 지닌 관람자가 작품 근처에 다다르면, 적외선 기술이 장치를 인

식하고, 음성 송출이 가능함을 안내한다.88) 이때, 오디오 스팟라이트 기

술은 음성 안내가 작품과 가까운 구역에서만 들릴 수 있도록 정확히 통

제한다.89)

  결과적으로 미술관은 기관의 사정과 예산에 맞추어, 핸드헬드 기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팟 캐스트, 오디오 스팟라이트 등의 수단을 취

사선택하여, 시각장애인 관람자를 위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갤러리 톡

  언어적 설명을 활용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갤러리 톡(gallery talk)이 있

다. 갤러리 톡은 진행자가 일정 인원의 그룹을 인솔하며 미술 작품에 대

한 설명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이 작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는 많은 미술관에서 정안인을 대

상으로 진행하는 작품설명 프로그램인 도슨트 투어(docent tour)와 유사

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미술관 내에서 자리를 옮겨가며 진행된다는 

점은 도슨트 투어와 유사하지만,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이동을 보조할 진

87) 이보아(주 74),  p. 37. 

88) 그러나 기존의 디스커버리 포인트 기술은 관람자가 작품에 가까이 다가갈 경우, 기

기에서 빛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음성안내가 가능함을 알렸으므로, 빛과 어둠의 구분

이 어려운 전맹 관람자는 이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장치에서 

빛으로 표시하였던 것을 간단한 신호음으로 수정한다면, 시각장애인 또한 당해 기기

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89) Marianne Berkovich et al., Discovery Point: Enhancing the Museum Experience with 
Technology, Chi 2003 New Horizon, 2003. p.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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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요원이나 안내견 혹은 보조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차이점도 있다. 또, 

갤러리 톡 프로그램에서는 설명을 듣는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므로 정안인

을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 투어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언어적 설명을 제

시해야 한다. 이때, 언어적 설명의 내용은 2장 3절 1항에서 제시한 기준

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갤러리 톡은 오디오 가이드 이용 방안과 분명한 차이점을 지니

고 있기도 하다. 오디오 가이드는 사전에 녹음된 언어적 설명을 기계를 

통해 제시한다. 반면 갤러리 톡은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언어적 설명 제

공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진행자 및 참가자들과 작품에 관련된 이야

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일례로, 갤러리 톡에 참가한 시각

장애인은 진행자의 언어적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불분명

하다고 생각할 때, 즉시 부연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 진

행자 역시 질문을 통해 시각장애인 관객의 배경지식이나 이해도를 확인

하며, 관객의 관람을 더욱 풍부하게 확장할 수 있다.

[그림 14-1] 아트 인사이트 

     

[그림 14-2] 아트 인사이트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이하 모마)의 ‘아

트 인사이트(Art InSight)’는 갤러리 톡의 형식을 취한 미술관 교육프로그

램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림 14-1], [그림 14-2].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아트 인사이트 프로그램은 뉴욕 모마에서 매달 1회씩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특수 훈련을 받은 에듀케이터가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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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설명을 통해 예술작품의 주제, 예술가, 전시 등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서 참가자는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대다

수의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한 가지의 단일

한 레퍼토리만을 지니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모마가 제

공하는 아트 인사이트 프로그램은 매달 대상 작품과 내용을 달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미술관 관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15-1] 모마 터치 투어

     

[그림 16-1] 반고흐 느끼기 투어

  또 갤러리 톡 프로그램의 경우, 촉각이나 후각과 같은 시각장애인의 

잔존감각을 활용하는 방식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한 사례로는 모마가 운영하는 ‘터치 투어(Touch Tour)’90)와 반고흐 

뮤지엄(Van Gogh Museum)이 운영하는 ‘반고흐 느끼기(Feeling Van 

Gogh)’가 있다[그림 15-1], [그림 16-1]. 먼저, 모마의 터치 투어는 교육

자의 언어적 설명과 함께 시각장애인들이 조각 공원과 갤러리에 있는 특

정 조각 및 오브제들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은 박물관이 제공하는 장갑을 착용하고 청동 조각 등 마모나 파

손의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91) 이때 시각장

90) 시각장애인은 개인 혹은 그룹 단위의 예약을 통해, 터치 투어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된다. 

91) 모마는 시각장애인 참가자들에게 일회용 비닐장갑을 제공하지만, 비닐장갑의 표면은 

감상자가 작품 표면의 물성을 체험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미끄러운 재질은 파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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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감상자는 훈련된 에듀케이터의 언어적 설명을 들으며 파블로 피카

소(Pablo Picasso),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과 같은 대가들의 청동 작품 원본을 직접 만져봄으로써, 작품의 

크기와 재질, 형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고흐 느끼기 투어 과정 또한 특수 훈련을 받은 에듀케이터가 미술관

의 상설 컬렉션과 반고흐에 대한 상세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한다. 이 과

정에서 시각장애인은 제공된 촉각 자료를 함께 활용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후 참가자들은 워크샵을 위해 마련된 스튜디오로 이동하여, 

3D 촉각그림, 작품 속 공간의 실물 모형 등을 직접 만져볼 수도 있다. 

원본과 동일한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된 해바라기 그림이나 반고흐의 방

을 재현한 모형을 만지며 설명을 듣는 것이다. 또, 이 프로그램은 다양

한 감각적 자극을 포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남프랑스에서 그려진 작

품을 감상하는 관람자는 남프랑스의 라벤더 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언어적 설명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여타 감각을 활

용하는 방식과 함께 활용되었을 때,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이해를 훨씬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미술관은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점을 

고려하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7-1] 루브르 촉각 갤러리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미술관이 이와 같이 작품을 직접 만져보는 갤러리 톡을 도입

한다면, 의료용 일회용 고무장갑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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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존하는 대부분의 갤러리 톡 프로그램은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는 한 

명의 진행자와 다수의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그룹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

행되었다. 그러나 갤러리 톡이 촉각을 활용하는 보조 수단 또한 포괄하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자원봉사 인력을 최대한으로 마련할 것을 권장

한다. 촉각그림이나 촉각다이어그램과 같이 촉각을 이용한 보조 수단의 

경우,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스스로 묘사된 형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자신이 손으로 느끼는 것

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계속해서 질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답을 제시해주거나, 손의 위치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

으면, 시각장애인은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그림 17-1]. 

따라서 촉각 보조수단을 함께 활용하고자 할 때, 한 명의 갤러리 톡 진

행자가 다수의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보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

므로 미술관은 가능한 많은 자원봉사 인력을 동원하여 이를 보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갤러리 톡은 관람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동선과 속도에 맞

추어 관람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관은 시각

장애인 관람자에게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 등

의 대안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3. 미디어아트 화면해설

  미디어아트라는 용어는 1970년 뉴욕 유대인 미술관이 개최한 전시 

《소프트웨어》에서 레스 레빈(Les Levine)이 처음 사용한 이래로 일반

화되었다. 그러나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디어아트의 

정의와 그것이 포함하는 예술의 범주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한다. 

당해 용어가 비디오 영상 작품부터, 인터랙티브(interactive) 형식의 창작

물까지 다양한 예술장르를 지칭하기 위해 혼용되어왔기 때문이다.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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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아트의 정의에 대한 여러 학자 및 예술가의 다양한 주장 가운

데, 최연희는 현대 미디어 아트를 ‘대중매체, 즉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주

요 수단인 사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등 대중에의 파급 효과가 큰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미술에 적용시킨 예술’이라고 정의했다.93) 본고에

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영화적 특성을 반영한 비디오 영상 형태의 작품

을 미디어아트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미술관이 시각장애인들의 미디어아트 작품 감

상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서 언어적 설명을 활용한 ‘배리어프

리 영화’ 제작 방식의 적용을 제안한다. 영화 영역에서 사용되는 배리어

프리 개념은 화면해설 통해 영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비주

얼’과 ‘사운드’를 시·청각 장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한다.94)

  배리어프리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연출가, 작가, 감수자, 기술

자, 성우와 같은 인력이 요구되며, 각각의 업무내용 및 참여범위는 아래 

[표 13-1]과 같다. 이렇듯 다양한 인력의 참여를 요하는 배리어프리 화면

해설의 경우, 상당한 제작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영화를 

위한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약 1500만원에서 2000

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95) 그러나 대개의 영화가 통상 90~150분간 진

행되는 반면, 미술관에서 상영하는 미디어작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길이

가 짧은 편이므로, 제작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92) 미디어(media)라는 말이 넓게는 매체, 즉, 작품의 모든 재료라는 의미를 띄기도 한다

는 사실은 이와 같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미술작품은 필연적으로 ‘매체’의 매개

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전달한다는 광의로 해석한다면, 모든 미술품은 미디어 아트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연희(주 50), p. 128. 

93) 최연희, 「미디어 아트」, 미학대계간행회,『현대의 예술과 미학』(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p. 410.

94) 송명희, 김형곤 외, 『배리어프리 화면해설 글쓰기』(지식과 교양, 2017), p. 51.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내레이션은 자세한 화면해설을 제공하므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노인 및 지체 장애인의 작품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95) 외화의 경우, 더빙 비용이 추가되어 약 2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정승천, 「소리를 

듣고 화면해설과 자막이 나오는 '싱크로' 앱」, 『에이블뉴스』, 2018. 10. 24. http://w

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46&NewsCode=0013201810

23114606409260,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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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1]  배리어프리영화 제작 제작진 구성96)

스태프 업무내용 참여범위

연출가 화면해설 연출 및 제작 총괄 제작 전반

작가 화면해설 대본 담당 대본 작성, 감수, 녹음

감수 화면해설 대본 감수(監修) 대본 감수

기술 화면해설 녹음 / 편집 녹음 / 편집 전반

성우
화면해설 내레이션 / 더빙 

<화면해설 대본 수정>

내레이션 / 더빙 녹음 

<화면해설 대본 수정>

  미술관이 화면해설을 제작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 가

지는 미술관이 기관 내에 화면해설 담당 팀을 조직하거나 화면해설 전문

가를 채용하여 화면해설을 직접 제작하는 방법이며, 다른 한 가지는 화

면해설제작 전문 업체에 제작을 주문하는 방식이다. 

  화면해설제작에 관한 선행 연구를 수행한 하종현과 송종현은 화면해설

방송을 제작 절차를 ‘1) 화면해설에 적합한 프로그램 선정, 2) 원 영상물

의 선 감상, 3) 화면해설 대본 작성, 4) 화면해설 녹음 및 믹싱 과정’을 

거치는 4단계로 설정하였다.97) 나아가 『배리어프리 화면해설 글쓰기』

의 저자 송명희는 하종현과 송종현이 제시한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

계를 보다 세분화 하여 9단계에 걸친 화면해설 제작과정을 제시하였

다.98) 본 연구에서는 송명희가 주장한 9단계를 참고하되, 미술관이 직접 

화면해설을 제작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한 8단

계로 정리하였다. 송명희가 세 번째 단계로서 제시한 ‘제작자의 의도 파

악’은 작가의 의도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난해한 경우가 상당 

96) 정기평 외 2인, 『배리어프리 영상연출』(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2016), p. 7.

97) 하종원, 송종현, 「시각장애인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활성화 방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pp. 11-12.

98) 당해 저서는 송명희, 김형곤 외 2명의 필자가 저술하였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대표

저자를 송명희로 서술하였다. 송명희가 제시한 9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영상물 선정, 

(2) 관객으로 영화 보기, (3) 감독의 의도 파악, (4) 화면해설정보 정리, (5) 타임체크, 

(6)  원고작업, (7) 감수 또는 모니터링, (8) 녹음, (9) 녹음검수-믹싱-완성. 송명희, 김

형곤 외(주 95), pp. 15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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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존재하는 예술작품의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삭제하였다. 

(1) 작품 선정 

  

  화면해설의 본격적인 제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미술관측과 원작자 

사이에 저작권에 관한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한다. 미술관은 이와 같은 

과정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하여, 커미션(commission) 및 제작 후원 등을 

통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화면해설제작을 우선적으

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많은 배리어프리 영화들은 작품 

제작과 화면해설 제작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이와 같이 미술관 또한 향

후에는 커미션이나 후원을 통해 작품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화면해설 제

작을 위한 저작권을 협의한 후, 작품과 화면해설을 동시에 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화면해설을 제작할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정할 때는 등장인물의 

수가 비교적 적고, 대사와 대사 사이의 간극이 짧지 않은 작품을 우선적

으로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등장인물의 수가 많고, 짧은 간격의 대사가 

많을 경우 전달력 높은 화면해설을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어적 묘사가 어려운 장면이 많은 작품들은 효과적 화면해설을 제작하

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성 등의 이유로 특정 미디어아트 작

품에 대한 화면해설을 제작하고자 한다면, 참고 문헌 및 웹상의 정보 등

을 활용하여 추가적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다.99)

  나아가 화면해설 제작 대상을 선정할 때, 제작의 용이함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도 또한 반영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다. 시각

장애인 관람객 또한 정안인과 같이 인기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00) 그러므로 전시의 대표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나 객관적 

수상경력을 지닌 작품 가운데 화면해설 제작에 적절한 작품을 선정하는 

99) 하종원, 송종현(주 98), p. 12.

100) 하종원, 송종현(주 9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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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화면해설 제작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2) 작품 감상

  화면해설을 제작할 대상 작품이 정해지면, 해설제작자는 관객의 입장

이 되어 작품을 감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제작자는 등장인

물, 줄거리, 중심 메시지 등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해야한다. 나아

가 전문가들은 해설제작자가 이미지 없이 작품을 감상해 볼 것을 권한

다. 시각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대사와 음향효과만을 들을 때, 해설

이 필요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101)

(3) 화면해설 정보 정리

  화면해설의 제작자는 화면해설 원고를 작성하기에 앞서, 사전조사를 

통해 화면해설에 필요한 정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작품의 시놉

시스(synopsis)를 통해 줄거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작가 인터뷰 

등을 참조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이해한다면 정확한 화면해설을 제작하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선 단계에서 작품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했다면, 세 번째 단계는 각

각의 장면에서 필요한 화면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배경, 자막 등’ 주요 시각적 요소를 정리해야 한

다.102)

(4) 타임체크

  유승관과 김정희는 타임체크를 ‘원고지 제작’에 비유한다. 인물의 대사

101) 송명희, 김형곤 외(주 95), p. 153. 

102) 송명희, 김형곤 외(주 95), p.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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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소리효과를 제외한 부분을 찾아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화면해설을 삽

입할 공백을 파악하는 것이다.103) 타임체크 단계에서는 등장인물의 대사 

또한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 작품을 위한 화면해설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작성자가 대사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작품의 대본을 입수하여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5) 원고작성

  화면해설 원고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포함해야 한

다. 이때 원고 작성자는 개인적인 시각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

실만을 묘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화면해설은 장면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유승관과 김정

희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론』에서 공간과 시간의 전환을 묘사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장소에 대한 묘사는 지리적 위치, 자연환경 등의 배경, 분

위기, 실내의 경우 내부 장식의 특성 그리고 장소 및 주요 

배경의 변경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때의 경우, 과거

/현재/미래, 봄/여름/가을/겨울 등의 계절, 하루에서의 시점 

등을 설명한다.104)”

  나아가 등장인물과 인물의 행동에 대해 묘사할 때는 3단계에서 정리했

던 인물의 표정, 몸짓 등의 시각적 정보들을 최대한 명료한 언어로 서술

해야 한다. 가급적 인물이 처음 등장함과 동시에 인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좋다. 

  화면해설 원고작성에 관하여 지난 2000년, 영국 독립텔레비전위원회

103) 유승관, 김정희,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론』(시간의 물레, 2015), p. 61. 

104) 유승관, 김정희(주 104),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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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1

현재형 시제의 사용

l 화면해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장면에 대한 설명이므로 

기본적으로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화면

해설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다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시제

의 사용도 가능하다.

2  

핵심 정보의 사용

l 장면(scene)을 설명하는 화면해설에 있어, 빠른 장면 전환을 해설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내에 벌어

지는 장면의 전환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서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압축적이면서도 핵

심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l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화를 하는 경우, 누가 말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시대명사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 표식정보(경찰관 등)로 표현해야 한다. 

l 화려한 표현에 대한 유혹이 생길 수 있으나, 화면해설에서 제일 중

요한 것은 명확성임을 명심해야 한다. 표현에 있어 필수적이지 않

은 것을 제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과 

같은 장면을 구성하는 정보를 모두 표현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면, 

무엇을 버리고, 어떤 것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는 화면해설방송 제작 지침

(Guidance on Standards for Audio Description)을 발표했다. 송명희는 ITC

가 발표한 지침 중에서 미디어 아트 해설제작에 참고해야할 원칙들을 정

리하였다. 본고는 그 중에서, 국내에서 미디어아트 화면해설을 제작하고

자 할 때 적용해야 할 원칙을 선택하였다.105) 송명희가 정리한 내용 중, 

본고가 선정한 원칙은 아래 [표 13-2]와 같다. 

[표 13-2] 미디어아트 화면해설을 위한 주요 원칙

105) 송명희, 김형곤 외(주 95), pp.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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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지나치게 상세한 디테일의 설명은 시청자에게 전체적인 강한 연상

을 불러일으키기보다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다.  

l 프로그램 자체도 숨 쉴 수 있는 여백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상세한 

표현은 이러한 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잠시의 공백이 장면의 분위

기를 전달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한다.  

3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

l 해설자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행동에 대한 예고

l 해설은 기본적으로 행동을 거울처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설을 삽입하기에 적절한 공간이 없을 경우, 어떤 행동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고 해설이 필요하다. 

5

명백한 사실에 대한 표현 

l 누가 들어도 명백한 소리(전화벨 등)는 구태여 해설로 표현할 필요

가 없다. 

  다음의 [표 13-3]은 2016년 제작된 이호재 감독의 드라마 <로봇, 소리>

의 화면해설 대본으로, 위의 원칙을 따라 작성한 화면해설의 예시이다. 

[표 13-3] <로봇, 소리> 화면해설 대본 – 작가 : 우남희(2016.5)

구분 시간 간격 대사 / 화면해설

NA 06:35 07“
2013년 대구광역시 / 해관의 집 앞, 낮.

구청직원이 새 주소 팻말을 대문 옆 문패 아래에 붙이고 있다.

NA 06:42 07“
(문 여는 소리) 덥수룩한 머리에 국방색 코트를 입은 초췌한 얼굴의 

해관이 한쪽 어깨에 낡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다. 

소리 06:49 01“ (문 닫는 소리)

대사 06:50 01“ 해관 : 뭡니까?

NA 06:51 01“ 해관이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낸다. 

대사 06:52 03“ 아저씨 : 새 주소 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주소 싹 다 바뀌잖아요. 

NA 06:55 03“ 놀란 해관이 구청직원과 새 주소팻말을 바라본다. 

* NA=화면해설, 대사 : 본대본, 간격: 화면해설이 들어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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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 감수

  화면해설 원고의 초고 작성이 완료되면, 녹음에 앞서 원고를 감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성우가 원고의 내레이션의 녹음을 마친 후, 

내용상의 오류나 수정해야 할 점을 발견할 경우, 재녹음을 위한 시간

적·금전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화면해설 원고의 감수는 시각장애와 화면해설 전반에 대한 배경지식을 

지닌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그런데 미술관에서 화면해설을 직접 제작

하는 상황에서는 제작을 담당하는 팀 이외에 상기한 지식을 지닌 전문 

인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화면해설 제작팀은 팀 내 구성원 모

두가 원고를 여러 번 읽고, 퇴고하며 자체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필요시에는 외부의 화면해설 전문 기업에 감수를 의뢰할 

수도 있다. 

(7) 녹음

  녹음을 위해 성우를 선정할 때는 목소리의 중복을 피해야한다. 대개 

성우 한 명은 약 2~5개 캐릭터의 목소리 묘사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

하여 내레이션을 담당할 성우들을 섭외해야한다.106) 가장 이상적인 녹음 

방법은 전문 성우가 내레이션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만일 재정적인 이유 

등으로 전문 성우를 고용할 수 없다면, 내레이션을 담당하는 사람은 적

당한 속도로 원고를 낭독하며, 각 단어를 최대한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유의해야한다. 

(8) 녹음검수-믹싱-완성

106) 송명희, 김형곤 외(주 95),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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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녹음의 질을 점검하는 검수과정을 거쳐

야한다. 이때, 제작자는 청취자의 입장에서 각 단어가 정확하게 들리는

지, 대사나 장면 속 현장소음과 겹쳐서 들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

다. 만약 소리가 중첩되어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임의로 해설의 크

기를 키우고, 배경음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소리를 믹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를 모두 거치면 화면해설 제작은 완료된다.  

  완성된 화면해설을 상영하는 방식은 크게 오픈방식과 폐쇄방식 두 가

지로 나뉜다. 오픈방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공간에서 배리어프리 

형식의 작품을 관람하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오픈방식으로 영상을 상

영할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세한 화면해설 내레이션이 비장애인의 

몰입 및 감상을 방해하기도 한다. 따라서 미술관은 폐쇄방식을 선택하여 

화면해설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폐쇄방식은 화면해설

이 삽입되지 않는 원본 영상을 그대로 재생하는 방법이다. 이때, 시각장

애인 관객은 화면해설 수신용 FM수신기를 사용해 이어폰으로 화면해설

을 듣거나 스마트폰의 배리어프리 앱을 활용하여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

다.107) 정해진 시간에 상영되는 영화와 달리, 미술관에서 상영되는 비교

적 분량이 짧은 미디어 작품의 경우, 계속해서 반복 재생되는 경우가 많

으므로, 미술관 측은 영상의 시작 시간대의 대표 예시를 공지하여, 시각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7) 송명희, 김형곤 외(주 95), pp.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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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21세기 미술관의 역할이 과거의 ‘작품 소장과 보존’에서 ‘교육’으로 점

차 옮겨가면서, 미술관들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에도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이때 다양성은 비단 내용상의 다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의 다양성까지 포괄한다. 이

로 인하여, 미술관들은 점차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의 수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 온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비록 세계적으

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수가 많지는 않

지만,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해외 국가의 관련 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국내 미술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이를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국내 미술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기관

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삼성미술관리움이다. 국립현대미술

관은 공공성을 표방하는 국립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 시내에 위치하여 접

근성이 좋고, 소장품 상설전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대상으로 선정했다. 

서양현대미술품을 대량으로 소장 및 전시하고 있는 삼성미술관리움은 내

용상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시력 보조기구 릴루미

노나 오디오가이드 똑똑이의 사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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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해외 미술관의 관련 현황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해외 미

술관의 사례를 조사했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미술

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108)

  미국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미술관의 

예시로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과 구겐

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휘트니 미국 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을 들 수 있다.109)

  먼저, 1913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람보조수단을 마련하기 시작했

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우,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4개의 주요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110) 첫째로, ‘이것을 그려보세요! 워크샵(Picture 

This! Workshop)’은 작품에 대한 상세한 언어적 설명과 촉각을 활용한 

활동을 포괄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특별 전시와 연계된 내용으로 진행

된다. 둘째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고대 로마 

혹은 이집트의 조각 작품들이나 미국 건축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가이드 터치 투어(Guided Touch Tour)’를 제공한다. 이때, 메트로폴리탄

의 에듀케이터는 가이드로서 참가자들을 인솔하고 보조한다. 셋째로, 메

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언어적 이미지 투어(Verbal Imaging Tour)’를 운영

해왔다. 이 프로그램은 상설전과 특별전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에 대

한 자세한 언어적 묘사를 제공하는 투어 프로그램이다. 넷째로 메트로폴

108) 그밖에 네덜란드의 반고흐 미술관이나 스페인의 프라도 미술관 등의 사례는 앞서 

상세히 언급하였으므로, 내용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생략하였다. 반

고흐 미술관에 관한 내용은 p. 8과 pp. 59-60을, 프라도 미술관에 관한 내용은 pp. 

35-36을 각각 참고하기 바란다. 

109)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이하 모마)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트 인사이트(Art inSight), 터치 투어(Touch Tours), 오디오가이드 등을 제공하

고 있다. 그러나 모마의 사례 역시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생략한다. 

110) 방지윤(주 5), p. 42. 



- 76 -

리탄 미술관은 ‘그리기를 통해 보기(Seeing Through Drawing)’이라는 참

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메트로폴

리탄 미술관의 여러 전시를 관람한 후 다양한 그리기 기법을 통해 작품

을 창작하는 경험을 해 볼 수 있다.111)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2008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음의 눈(Mind’s Eye)’과 언어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관

람객을 위한 투어와 워크샵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언어적 설명, 대

화, 감각적 경험, 창작 기회 등을 제공한다.112) ‘마음의 눈’에는 예술가, 

학자, 에듀케이터 등 다양한 예술계 인사들이 참여한다.113) 뿐만 아니라 

구겐하임 미술관은 2013년부터 미술관 홈페이지와 음원 공유 서비스 사

운드 클라우드(Sound Cloud)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해왔다.114) 오디오 가이드는 인상파와 후기인상파 작품들로 이루어

진 탄호이저 컬렉션(Thannhauser Collection)의 일부를 소개한다.115) 이

때, 언어적 설명은 작품에 대한 정보와 자세한 묘사를 포함할 뿐만 아니

라, 컬렉션의 역사, 당해 컬렉션이 전시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설명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116)

  뉴욕에 위치한 휘트니 미국 미술관 또한 ‘언어적 묘사와 터치 투어

(Verbal Description and Touch Tour)’를 제공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은 휘

트니 미국 미술관의 공식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진행된다. 감상의 

111) 우리들의 눈, 『시각장애인 미술교육 조사보고서』, 2017, p. 13,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ccess Winter 2018-2019, https://www.metmuseum.org/-/media/files/e

vents/programs/progs-for-visitors-with-disabilities/accesscalendar.pdf?la=en&hash=D24E

34E6C44411D35A17169306B01AA436C898A4, 2019.01.11. 

112) The Guggenheim Museum, Accessibility, https://www.guggenheim.org/accessibility, 20

19.01.11. 

113) Georgia Krantz, “Leveling the Participatory Field; the Mind’s Eye Program at the 

Guggenheim Museum”, The Society for Disability Studies, Vol. 33, No. 3 (2013), 페이

지없음.  

114) The Guggenheim Museum, Verbal Description Audio Guide Now Available Online, 2
013.12.12, https://www.guggenheim.org/news/verbal-description-audio-tour-now-availabl

e-online, 2019.01.12. 

115) 우리들의 눈(주 112), p. 13

116) The Guggenheim Museum(주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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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작품은 20세기와 21세기의 미국 미술작품들이다. 프로그램

을 진행하는 에듀케이터는 전시된 작품들에 관한 상세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한다.117)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는 휘트니 미술관의 입체모형이

나 촉각다이어그램 등의 촉각자료 또한 제공된다[그림 18-1]. 나아가 투

어에서 다루는 주제나 전시에 관한 공연과 강연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들

이 개최되기도 한다.118)

  

[그림 18-1] 휘트니 미국 미술관 터치 투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수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영국 미

술관의 대표적 예로는 테이트미술관(Tate)과 빅토리아앤앨버트 미술관

(Victoria and Albert Museum)을 들 수 있다. 

  테이트 미술관의 분관 중, 런던에 위치한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

과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시각장애인 관람자를 위한 ‘오디오 묘사 

투어(Audio Described Tour)’와 ‘터치 투어(Touch Tour)’를 운영해왔

다.119) 테이트 브리튼과 테이트 모던이 진행하는 오디오 묘사 투어에서

는 상설전이나 특별전에 대해 사전에 학습한 가이드가 시각장애인 관람

117)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Verbal Description and Touch Tours, 
https://whitney.org/Education/Access/TouchTours, 2019.01.12. 

118) 우리들의 눈(주 112), p. 14

119) 테이트 미술관은 총 4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테이트 브리튼(Tate Britain)과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은 런던에 위치해 있으며,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과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Tate St. Ives)는 각각 리버풀과 세인트 아이브스에 위치  

  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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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에게 작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테이트 미술관의 오디오 

묘사 투어가 다른 기관의 가이드 투어와 다른 특이점은 때때로 정안인이 

아닌 시각장애를 지닌 가이드가 당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는 점

이다.120) 또, 테이트 브리튼과 테이트 모던은 시각장애인 관람자가 조각 

보존용 장갑을 끼고, 작품을 실제로 만져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터치 

투어(Touch Tour)’를 운영하고 있다[그림 19-1]. 이때, 투어를 인솔하는 

가이드는 관람자와 함께 미술작품의 구성과 재료, 역사적 배경 등에 대

해 토의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121) 뿐만 아니라, 영국 콘월

(Cornwall) 주의 세인트 아이브스에 위치한 테이트 세인트 아이브스는 시

각장애인 관람자를 위해 ‘말하는 미술(Talking Art)’이라는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언어

적 설명을 제시하며, 시각장애인 관람자가 몇몇 예술품들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122)

[그림 19-1] 테이트 미술관의 터치 투어 

  1857년 설립된 런던의 빅토리아앤앨버트 미술관은 시각장애인 직원을 

120) Tateshots, Art Beyond Sight – How might someone with limited sight experience a  
  painting, 2014.11.07, https://www.tate.org.uk/art/videos/tateshots/art-beyond-sight, 20  
  19.01.12. 

121) Tate, Members Touch Tour for the Visually Impaired, https://www.tate.org.uk/whats
-on/tate-britain/tour/members-touch-tour-visually-impaired, 2019.01.12. 

122) Tate, Accessibility, https://www.tate.org.uk/visit/tate-st-ives,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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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및 접근성 담당자(Disability and Access Officer)’로 채용할 만큼 장

애인을 위한 미술관 접근성 제고에 앞장서 왔다.123) 나아가 빅토리아앤

앨버트 미술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터치 투어(Touch Tour)’ 프로그램

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촉각 물체(Touch Object)’라고 불리는 전시

품을 상시 설치해두고 있다. 촉각 물체는 보존 수준과 요건에 따라 진품 

혹은 복제품의 형태로 전시된다.124) 또,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빅토리아앤

앨버트 미술관의 소장품을 묘사한 저부조 촉각그림 또한 활용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앤앨버트 미술관은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

는 전시 및 소장품 관련 강연을 개최하기도 한다. 

  아시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수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미술관의 예시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갤

러리 톰(Gallery TOM)과 시즈오카 현립미술관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사립 미술관 갤러리 톰은 시각장애인 아들을 둔 

갤러리 디렉터 하루에 무라야마(Harue Murayama)에 의해 1984년 설립되

었다.125) ‘우리 미술관을 만져보세요(Touch Our Museum)’를 나타내는 미

술관 명에서 알 수 있듯, 갤러리 톰은 시각장애인 관람자가 작품을 만지

며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작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손을 씻고 금속 장신구를 제거한 후에 작품들을 만지며 관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톰 갤러리는 시각장애인들이 미술작품을 직접 창작할 수 있

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거나, 연주가들을 초청하는 음악 워크숍 등의 부

대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126)

  1986년 설립된 시즈오카 현립미술관은 개관 이래 ‘열린 미술관’을 지

향해왔다. 특히 1994년 시즈오카 현립미술관의 신관으로서 개관한 로댕

123) Barry Ginley, Museums: A Whole New World for Visually Impaired People,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2013, p.3.  

124) Ginley(주 124), p. 5. 

125) Sue Ann Kunath, Gallery TOM(Touch Our Museum), 2002.08.07. https://en.japantrav
el.com/tokyo/tom-gallery/1849, 2019. 01. 13.

126) 이난영, 『박물관학 입문』 (삼화출판사, 1999),  pp. 35~36과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

회, 「‘우리들의 눈 전’ 2002 전시도록」의 내용이 백령, 『박물관·미술관 교육 프로

그램 개발방법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p. 215. 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 



- 80 -

관은 ‘조각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127) 프로

그램에 참가하는 시각장애인 관람자는 비누로 손을 씻고, 장신구를 제거

한 후, 지정된 작품을 직접 만지며 감상할 수 있다. 사전교육을 받은 자

원봉사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촉각 감상을 보조한다. 시즈오카 현립미술관

에서는 작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작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시각장애인 관람자들에게만 한정하고 있다.

제 2 절 국내 미술관의 관련 현황

  우리나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술

관은 매우 드물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공립 및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틀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

관 한 곳 뿐이다.128) 그밖에 국립현대미술관과 서울시립미술관에도 장애

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소수 존재하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

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프로그램은 극히 드물며, 존재하는 프로그

127) 시즈오카 현립미술관, 「장애인을 위한 터치 투어, 조각을 손으로 만지면서 감상하

는 프로그램」, http://www.spmoa.shizuoka.shizuoka.jp/kr/guide/barrierfree/과 「한국문

화정책개발원 문화정책 자료집 번역문」을 백령(주 127)이 인용한 것을 재인용

128) 국립중앙박물관은 2003년 처음으로 「장애인 박물관 교실」의 운영을 시작했다. 초

창기 국립중앙박물관의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 학교 및 단체의 참여 신청을 

받아 참가 대상을 선정하고, 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운영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장

애의 종류에 상관없이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을 상황에 따라 바꾸어가며 진행하는 한

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으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교육관에 

장애인을 위한 강의실을 신설하고, 교육부서 내에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 담당 직원을 

두어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이후, 2005년에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최초의 시각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은 “출발! 우리보물 손끝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한 시각장애인은 전시관의 고고관 하이라이트 유물을 감상한 후, 교육관의 장애인을 

위한 강의실로 이동하여 ‘청자’, ‘금동대향로’, ‘기마인물형토기’, ‘금동미륵보살반가사

유상’등의 국보급 유물 모형을 촉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형들은 

시대와 재질 등의 특성이 서로 다른 유물들을 선정하여 모형으로 만든 것이다. 이어

서 참가자들이 신라 시대의 ‘토우 붙은 항아리’를 찰흙으로 만들어보는 순서를 거쳐 

프로그램은 마무리된다.  문정원,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 현황에 따른 제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9), pp.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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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마저도 매우 간헐적으로 진행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2018년 실시된 ‘어떤 감각’과 같

이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해 프로그

램은 연 2회 진행되었을 뿐이다. 또, 참가자의 장애 종류와 무관하게 일

괄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이었으므로 상기한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에게 특

화된 교육프로그램은 아니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기도 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아웃리치 프로그램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의 경우, 

장애인 시설이 참가할 수 있지만, 참가신청을 위해서는 ‘7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조건에 부합해야만 한다. 또, 매년 2월과 8월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시설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129) 뿐만 아니라 각 교육은 2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후 

중복 참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참여자의 입장에서 당해 프로그램은 단

발성 경험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시민미술아카데미’에서도 시

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드물었다. 본 연구자가 정리한 

[표 14-1]에서 나타나듯, 최근 10년간 개최된 시민미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총 7차례 개최된 것이 전부다. 

[표 14-1] 시민미술아카데미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개최 이력 

129)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은 미술관 예산으로 서울지역의 기관을 방문하는 ‘무료 감

상교실’과 신청기관의 예산으로 전국의 기관을 방문하는 ‘매칭 감상교실’로 구성된다. 

서울시립미술관,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소개」, http://sema.seoul.go.kr/ee/fArtClss/g

etIntro,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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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 장소 프로그램명 참여대상
시각장애인

참가가능여부

2009

서소문
본관

전시와 함께하는 장애인 미술교실
지체/발달장애 

초등학생, 청소년
X

2009 장애어린이 방학미술특강 장애 초등학생 O

2010 장애인 미술교실 장애 청소년 O

2011 장애인과 함께하는 열린 미술교실
장애 초등학생,

중학생
O

2012 장애인을 위한 열린 미술교실 청각장애 청소년 X

2012
시각장애인 미술프로그램 : 
우리들의 눈과 함께하는 

지도드로잉

시각장애 중학생,

고등학생
O

2013 지적장애인을 위한 열린 미술교실 지적장애 성인 X

2013 시각장애인 미술프로그램 시각장애 성인 O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4개뿐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인을 대상으로 개최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

두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으로 참여가능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기도 했

다.130) 또,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의 경우, 참가 신청 대상을 70명 이상

의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

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력은 없다. 

  이처럼 국내 미술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부족하기에, 본고는 국내 미술관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음의 3절에서 제시하였다.

130) 서울시립미술관(주 129)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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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제안

1. 국립현대미술관

  1969년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미술관으로서 국민

의 미술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

립현대미술관은 모든 계층의 미술문화 향유를 목표로, 참여 대상 및 주

제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131) 그 중, ‘문

화나눔 교육’은 참여대상의 특성에 따라 ‘문화다양성교육’, ‘장애인 미술

관교육’,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문화나눔 초청’의 방식으로 제공된

다.132)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듯, 국립현대미술관이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관교육의 필요는 이미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기존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인프라를 적극적

으로 활용하여 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본 연구는 국립현대미술관이 현재까지 운영해온 장애인 대상 미술

관 교육이 참가자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장애별 프

로그램이 아닌, 통합적 프로그램이라는 한계를 지적하고, 시각장애의 특

수성을 반영하는 시각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 청주관(2018년 12월 

개관예정)으로 구성된 4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 내 정보

와 자료 공유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향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

131) 국립현대미술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전문인 교육’, ‘일반인 교

육’, ‘학교연계 교육’, ‘문화나눔 교육’, ‘전시연계 교육’, ‘어린이미술관’ 등이 있다.  

132) 한정인, 「국립현대미술관 문화나눔 프로그램: <2015년 찾아가는 미술관교육>사례를 

중심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연구논문』, 제7집(2015), 국립현대미술관, pp.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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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시행 범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상기한 국립현대미술관의 4개 관 중,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과천

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기획전들이 

비교적 한정된 기간 내에 이뤄지는 서울관보다, 야외 조각공원을 별도로 

지니고 있으며, 소장품 상설전시를 주로 진행하는 과천관이 시각장애인

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진행하기에 더욱 용이한 조건을 지니

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대공원 내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경우, 지하철 

및 버스 정거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어 도보 이동이 어려우므로, 관

람객들은 셔틀버스 혹은 코끼리 열차 등을 통하여 이동해야 한다. 이처

럼 낮은 위치적 접근성을 감안할 때, 시각장애인들의 단체 관람을 위한 

미술관의 교통수단 제공은 필수적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립현대미술

관은 이전부터 과천관이 접근성 측면에서 불편함을 지니고 있음을 인지

하고, 다양한 계층의 미술관 방문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여러 초청사업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단체관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미술관은 이를 위한 기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약 2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은 실외 조각공원에서 시

작되어, 미술관 내에서의 회화와 미디어아트 소장품 감상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자는 특히 시각장애인의 잔존감각인 청각과 촉각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위주로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나아가 본 

프로그램은 조각, 회화, 미디어아트 등 여러 장르의 미술작품을 포괄하

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미술작품 감상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의 상세 계획은 [표 1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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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소

요

시

간

활동 준비물 비고

도입
10

분

- 집합, 진행자 및 자

원봉사자 소개

-개인 휴대폰 혹은 미술관 

대여 모바일 기기 

-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는 참

가자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미술관을 듣다’ 애플리케이

션 설치 보조 

전개

1

20

분

- 야외조각공원관람 

① 조나단 보로프스키,  

<노래하는사람>  

② 쿠사마 야요이, 

<호박>

③ 장 피에르 레이노, 

<붉은 화분> 

    

-개인 휴대폰 혹은 미술관 

대여 모바일 기기 

-3D 축소모형 

- 날씨의 영향을 받음 

- <노래하는사람> 작품의 음   

   향이 1시간 동안 지속되고  

   30분 동안 정지되므로, 음  

   향이 제공되는 시간에 맞춰  

   관람  

- <붉은 화분> 감상을 위한 화

분심기활동을 진행할 경우, 

실내 이동 후 손씻기 시간 

필요

전개

2-1

10

분

- 미술관 소개 
-『미술관을 만지다 : 국  

  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전개

2-2

30

분

- 콜라주 촉각그림을 

통한 작품 감상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으로 만나는 한국 근대  

  미술 : 시각장애인을 위  

  한 촉각도서』 

휴식
10

분
- 휴식 -다과 

전개

3

25

분

- 미디어아트 소장품 

  감상 

: 문경원, 전준호,

  <세상의 저 편>

-FM수신기

마무

리

10

분
- 참가자 소감 나누기 

[표 15-1] 시각장애인의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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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 정리 및 인사 

[사전준비] 자원봉사자 모집, 참가신청자 사전조사, 준비물 구비

  국립현대미술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야외에서 시작되어 실내로 이어

지므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장소를 이동을 위해 계단과 통로를 거

쳐야한다. 또, 전시장 내에서도 원형 전시 공간 등 동선이 복잡한 구간

이 존재하므로, 미술관은 충분한 인솔 자원봉사인력을 준비하거나, 시각

장애인용 흰 지팡이의 사용 및 안내견의 동반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나

아가 교육 진행자는 작품 규모 설명의 기준이 되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평균 120cm) 견본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전개1] 야외 조각공원 관람

  조각공원에 설치된 조각 작품들의 경우, 우천과 같은 날씨의 영향으로 

인해 야외에서 직접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

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시, 작품의 3D 모형과 작품 설명을 통한 실내 

감상으로 활동 내용을 대체해야 할 것이다. 

[그림 20-1] 조나단 보로프스키, <노래하는사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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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작품은 1994년 미국 작가 조나단 보로프스키의 작품으로, 제목

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5.5미터 높이의 아주 큰 작품으로 그 

높이는 성인이 열 여덟 걸음으로 걸어간 길이와 비슷합니다. 머리

카락이나 옷의 표현이 없이 단순하게 디자인된 얼굴을 하고 엉거

알루미늄, 음향설치, 전기모터, 547x160x102cm.

  야외 조각공원에서 가장 먼저 관람할 작품은 조나단 보로프스키

(Jonathan Borofsky)의 <노래하는사람>이다[그림 20-1]. 미술관 정원의 초

입에 위치한 이 작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움직이는 대형조각으로, 

작가가 직접 녹음한 흥얼거림이 작품의 일부로서 송출된다. 따라서, 먼

저 시각장애인 관람자들이 작품 앞에 직접 서서 작품으로부터 나오는 음

향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때, 작가의 노래 소리는 

1시간 동안 지속된 후, 30분간 정지되므로, 음향이 제공되는 시간에 맞

추어 당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작품을 직접 감상한 후에는 상기한 ‘미술관을 듣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노래하는사람>의 작품과 작가에 대한 약 4분간의 해설을 청취할 

것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설명의 내용은 다음 [표 16-1]과 

같다.133)

[표 16-1] 미술관을 듣다 애플리케이션의 <노래하는사람> 해설  

133)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관 소개를 위한 오디오북으로 ‘미술관을 듣다’ 애플리케이션

을 제작하여 무료로 배포하였다. 그러나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은 ‘미술관 소개, 노래하는사람, 다다익선, 궁금한미술관(미술관에 관한 8가지 질

문)’ 네 가지 뿐이다. (2018년 현재) 백남준의 <다다익선>이 노후화로 인한 상영중단 

상태임을 감안하면, 당해 애플리케이션이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작품은 <노래하는사

람> 하나뿐이다. 애플리케이션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기 위해서, 국립현대미술

관은 이를 위한 컨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제 교육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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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 하게 서 있는 이 은빛 알루미늄 사람은 양 팔을 몸에 가지런

히 붙이고,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린 채, 턱을 들고 하늘 저편 

어딘가를 보고 있습니다.  [...]

작가소개

조나단 보로프스키는 1942년에 미국의 보스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팝 아트와 미니멀리즘이 결합된 유머러스한/익살스

러운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

가의 대표작으로는 <망치질하는 사람(Hammering man)>, <떠드는 

사람(Chattering man)>,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Many 

Walking to the Sky)> 등이 있습니다. [...]

  당해 해설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작품의 높이를 성인

의 걸음걸이에 빗대어 설명하고자 시도했으나, 성인 보폭의 기준을 명확

히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교

육 진행자는 작품의 크기에 대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흰 지팡이

(평균 120cm) ‘4개 반을 이어 붙인 길이’라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 좋다. 

  관람자들이 작품해설을 청취하는 동시에, 3D 프린팅을 통해 제작한 

<노래하는사람>의 축소모형을 만져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한 

3D 모형은 FDM 기법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할 것을 권한다. 

작품에 사용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할 시, 안전상의 위험이 따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알루미늄이라는 작품의 독특한 물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

해, 작은 조각형태의 알루미늄 판넬을 준비하면 작품에 쓰인 재료에 대

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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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2] 쿠사마 야요이, <호박>, 2006, 섬유강화 플라스틱 위에 채색, 

190x175x175cm, 국립현대미술관

  다음으로는 쿠사마 야요이(くさまやよい)의 <호박>을 감상할 것이다[그

림 20-2]. 아래의 언어적 설명은 본 연구자가 견본으로 작성한 것이다.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본고의 내용을 참조하되, 교육에 참여하는 관람

객의 평균연령과 지적수준을 사전에 파악하여 설명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쿠사마 야요이, <호박>, 2006, 섬유강화 플라스틱 위에 

채색, 190x175x175cm. 이 작품은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일본 

여성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모양 조각입니다. 작가는 

실제 호박보다 거대한 크기의 노란 호박 모양 조각을 제작했

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개 정도의 높이의 조각이며, 

가로 너비는 그보다 15cm정도 짧습니다. 노란 호박의 굴곡 

중 튀어나온 부분에는 크고 작은 검정색 점들이 일렬로 그려

져 있습니다. 검정색의 호박 꼭지에는 반대로 노란색의 점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강박증과 환영이라는 정신적 증상을 경험

했던 쿠사마 야요이는 이를 자신의 예술작품에 반영했습니

다. 그녀는 특히 사물이나 장소에 다양한 크기의 점무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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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그려 넣는 ‘도트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

금 여러분 앞에 있는 <호박> 또한 이와 같은 기법을 활용한 

작품입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나는 호박을 사랑한다. 호박은 내 삶의 

동반자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134) 이처럼 그녀는 자신에

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사물인 호박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 

서로 다른 크기의 호박 작품을 여러 개 제작하였습니다.”135)

  이 작품 역시, 감상을 위해 FDM 기법으로 제작한 플라스틱 3D 모형을 

활용할 것이다. 나아가 이 작품의 경우, 작품 표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

는 점들이 입체가 아닌 평면 형식이므로, 이와 관련된 창작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시각장애인 관람자에게 플라스틱 모형과 함께 원형 스

티커를 제공하고, 이를 모형의 원하는 곳에 자유로이 붙여볼 수 있게끔 

하는 간단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작품의 제작 방식과 특성에 대한 이

해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34) 국립현대미술관, 「<호박>」,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m

enuId=2010000000&wrkMngNo=SC-06535,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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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3]  장 피에르 레이노, 

<붉은 화분>, 1968, 합성수지에 

채색, 195x180cm, 국립현대미술관

[그림 20-4] 장 피에르 레이노, 

<붉은 화분> 상단 표면

  쿠사마의 작품에 이어, 도보로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장 피에

르 레이노(Jean-Pierre RAYNAUD)의 <붉은 화분>을 감상할 것이다[그림 

20-3]. 앞선 두 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감상을 위해서도 

FDM 기법으로 제작한 3D 축소모형을 제공할 것이다. 이때, 작품의 상단

부의 울퉁불퉁한 표면은 자칫하면 시각장애인 관람자의 손을 다치게 할 

수 있다[그림 20-4]. 따라서, 이를 평평한 평면으로 제작하되, 본래 작품

의 형태에 대한 언어적 부연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작품의 이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쿠사마의 작품에서와 같이,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참가자의 연령과 

지적 수준 등을 미리 파악하여 설명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내용을 가감

할 수 있을 것이다. 

  “장 피에르 레이노, <붉은 화분>, 1968, 합성수지에 채색, 

195x180cm. 이 작품은 프랑스 현대미술 작가 장 피에르 레이

노의 화분 모양 조각입니다. 작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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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수 있는 작은 화분을 거대한 크기로 확대시켰습니다. 

화분의 높이는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1.5개 정도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화분은 매운 고추와 같이 선명한 붉은색으로 채색

되어 있습니다. 화분의 윗면과 아랫면은 모두 원형이며, 위로 

갈수록 지름이 커집니다. 윗면을 만져보시면, 윗면이 메꿔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작품의 경우, 윗면 위

에 자갈돌과 같은 울퉁불퉁한 모양이 표현되어 있지만, 안전

상의 이유로 모형은 평평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장 피에르 레이노는 정규 미술대학이 아닌 원예학교를 졸

업이라는 독특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그

는 ‘화분’을 주요 소재로 채택하여 많은 작품을 제작했습니

다. 작가는 어린 시절 전쟁으로 인해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

로 1961년 정신적 공황장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

는 창고에서 발견한 화분에 시멘트를 채우고 페인트를 칠하

는 작업을 통해 정신적인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작가는 화분이라는 오브제를 이용한 작업들을 계속해왔

습니다.”136)

  작품 감상이 끝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작품 연계 프로그램으로서 진

행했던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꿈꾸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응용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관람자에게 씨앗

(모종)을 나누어주고, 실제 화분에 함께 심는 활동으로, <붉은 화분>이 

지닌 치유의 메세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던 활동이다. 

137)

136) 국립현대미술관, 「<붉은화분>」,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

do?menuId=2010000000&wrkMngNo=SC-03619, 2018.07.10, 학고재갤러리, 「장 피에르 

레이노」, http://www.hakgojae.com/ko/page/2-1-view.php?artist_num=14, 2018.07.10. 

137) 국립현대미술관, 「문화다양성 교육, 작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꿈꾸는 미술관>」, h

ttp://www.mmca.go.kr/learn/learnDetailCulture.do?listUrl=/learn/participation.do&menuId=

4080000000&emBigCd=07&emSmlCd=01&edId=201509070000669,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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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청계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자연 속 미술관 과천관은 지

금으로부터 30년 전, 국제적인 규모를 갖추어 1986년에 세워진 국

립현대미술관입니다. [...]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면 주현관과 로비가 

자리하고 있고, 그 왼쪽에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미술관 전시장

은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고, 그 안에 있는 9개의 전시실에서

는 연중 다양한 장르의 소장품과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

니다.

[전개2-1] 미술관 소개 

  실내로 이동한 후, 본격적인 작품관람에 앞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미

술관 공간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때, 

위에서 언급한 ‘미술관을 듣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술관 건물에 대

한 간략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청취할 

수 있는 미술관 소개는 아래와 같다. 

[표 17-1] 미술관을 듣다 애플리케이션의 <미술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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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그림 21-2] 촉각도서 『미술관을 만지다』견본  

  이와 동시에 국립현대미술관이 발간한 촉각도서 『미술관을 만지다』

를 활용하면 미술관 공간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그림 21-1], [그림 21-2]. 사실, 당해 촉각도서에 적힌 글자

정보는 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음성정보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

다. 따라서 교육진행자는 시각장애인 관람자가 음성정보를 듣는 동시에, 

촉각도서를 공간 이해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

이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 관람자가 촉각도서의 내용 중에서도 미술

관 건물 구조를 입체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만져 볼 수 있

도록 안내할 것을 권장한다.

[전개2-2] 콜라주 촉각그림을 통한 작품 감상 

  미술관에 대한 안내가 끝나면, 국립현대미술관이 발간한 『국립현대미

술관 소장품으로 만나는 한국 근대미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

를 활용하여 회화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 책

은 국립현대미술관이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특별기획전: 한국

근대미술》의 전시작품 중 8점을 선정하여 제작한 촉각도서이다.138) 이 

책은 1900년부터 1950년대 사이에 그려진 일제강점기, 해방, 전쟁 등을 

다룬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의 감상

에 특히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본 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본고가 촉각그림의 활용을 제안하는 작품은 고희동의 <자화

상>, 김종태의 <노란저고리>, 구본웅의 <친구의 초상>, 김만술의 <해방>, 

장욱진의 <마을>이다. 

138) 선정된 작품은 휴버트 보스 <서울풍경> (1899), 고희동 <자화상> (1915), 김종태 <노

란저고리> (1929), 구본웅 <친구의 초상> (1935), 김만술 <해방> (1947), 박수근 <할아

버지와 손자> (1960), 장욱진 <마을> (1956), 김환기 <여름달밤> (1961)이다. 국립현대

미술관(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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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촉각도서에 수록된 촉각그림들은 콜라주 촉각그림으로 제작되었

다. 2장에서 상술하였다시피, 콜라주 촉각그림은 저부조 촉각그림에 비

해 돌출부의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이 촉각만으로 세밀한 형상 표현까

지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갤러리 

톡 형식을 통해 그림에 대한 언어적 설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은 촉각을 통해 형상을 파악할 때, 촉각

으로 느껴지는 대상이 자신이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즉각적으로 질문하는 편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곁에서 촉각을 사용

한 관람을 돕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이 마련될 경우, 

시각장애인의 작품 감상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1] 고희동, <자화상>, 1915, 캔버스에 유채, 61x46cm.

[그림 22-2] 고희동, <자화상> 촉각그림 

  고희동의 <자화상> 촉각 그림 감상을 보조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

한 언어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그림 22-1], [그림 22-2]. 해설 내용은 본

고 2장에서 다룬 언어적 설명 작성 방식을 따랐다. 

  “고희동, <자화상>, 1915, 캔버스에 유채, 61x46cm.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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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은 동경미술학교 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국 최초로 서양화

를 도입한 화가였던 고희동의 자화상입니다. 작가는 1915년 

여름, 유학 후 귀국하여 자신의 집에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

다.139)  

  이 작품의 가로는 흰 지팡이의 3분의 1정도, 세로는 2분의 

1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화면의 중앙에는 짧은 머리의 남자

가 모시 적삼을 풀어 헤치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왼쪽에 

위치한 그의 오른손은 부채를 쥔 채로 반쯤 굽힌 오른쪽 다

리 위에 얹혀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화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0시 방향에는 8권의 양서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2시 방향에는 숲을 묘사한 유화작품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이 20만원에 구입했을 당시, 이 작

품은 찢어지고 훼손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 일

본에서 복원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이 작품은 국가문화재 제48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40)

139) 국립현대미술관, 『내가 사랑한 미술관』(미술문화, 2018), p. 86.

140) 국립현대미술관(주 140),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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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김종태, <노란저고리>, 1929, 캔버스에 유채, 52x44cm.

[22-4] 김종태, <노란저고리> 촉각그림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김종태의 <노란저고리>이다[그림 22-3], [그림 

22-4]. 이 작품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은 아래와 같

다. 

  “김종태, <노란저고리>, 1929, 캔버스에 유채, 52x44cm. 이 

작품은 노란저고리를 입은 어린 소녀의 모습을 묘사한 인물

화입니다. 이 그림의 가로는 흰 지팡이의 3분의 1정도 길이

이며, 세로는 그보다 8cm 정도 깁니다. 화면의 정중앙에는 

단발머리 소녀의 상반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물의 시선은 

정면이 아닌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의 오른쪽을 향해 있습니

다. 소녀의 양 볼은 자두와 같은 붉은빛입니다. 작품의 제목

처럼 소녀는 민들레 같은 샛노란 저고리를 입고 있으며, 저

고리에는 빨간 옷고름이 달려있습니다. 옷고름은 우리가 보

고 있는 화면의 왼쪽 7시 방향으로 늘어져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에는 검은 천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드러나듯 작가 김종태는 빠른 붓질로 세부묘

사를 과감히 생략하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

다. 또, 노란색과 빨간색 등 강렬한 원색의 대비는 작가 김종

태가 자주 사용하던 기법입니다. 김종태는 독학으로 서양화

를 공부한 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연속 4회 특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일본에서 유학하며 1934년 이과전(二科

展)에 입선하고 명성을 얻기도 하였으나 1935년 29세의 나이

로 요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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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 구본웅, <친구의 초상>, 1935, 캔버스에 유채, 62x50cm.

[그림 22-6]  구본웅, <친구의 초상> 촉각그림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구본웅의 인물화 <친구의 초상>이다[그림 22-5], 

[그림 22-6]. 이 작품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 예시는 

아래와 같다. 

  “구본웅, <친구의 초상>, 1935, 캔버스에 유채, 62x50cm. 

이 그림은 한 남성의 머리부터 어깨까지를 묘사한 인물 초상

화입니다. 작가 구본웅의 장남 구환모는 이 작품이 시인 이

상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구본웅은 신명학교 

동창이었던 이상과 어릴 적부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141)

  이 그림의 가로는 흰 지팡이의 절반보다 10cm 짧으며, 세

로는 지팡이의 절반 길이입니다. 화면 한가운데에는 짧은 챙

의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스

듬히 눌러 쓴 모자의 오른쪽에는 짧은 머리카락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인물의 얼굴 중 오른쪽 위 부분은 하얀색으로 밝

141) 국립현대미술관(주 140),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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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칠해져 있으며, 얼굴의 나머지 부분은 그늘진 듯 어둡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날카로운 오른쪽 눈썹과 날렵한 

눈은 우리가 보는 화면의 오른쪽 위 2시 방향으로 올라가 있

습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그의 입술은 불붙은 파이프를 입

에 물고 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상의는 검푸른 색이며, 인

물 뒤의 배경은 갈색과 검은색의 강한 필치로 채워져 있습니

다.

  그림에서 드러나는 두껍고 격렬한 붓질과 얼굴 부분의 분

할 채색은 1930년대의 표현주의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작가 구본웅은 표현주위와 같은 

전위미술에 관심을 가졌고, 전위적 경향이 강조되었던 일본 

이과전(二科展)에 작품을 출품하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입선하기도 했습니다.142)” 

[그림 22-7] 김만술, <해방>, 1947, 청동, 30x30x70cm.

[그림 22-8] 김만술, <해방> 촉각그림

142) 문혜영, 「친구의 초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4, http://encykorea.aks.a

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74220,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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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김만술의 조각작품 <해방>이다[그림 22-7], 

[그림 22-8].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만나는 한국 근대미술 : 시각

장애인을 위한 촉각도서』에 수록되어있는 <해방>의 촉각그림은 실제 작

품과 좌우 반전되어 인쇄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실제 작품과 동일

하게 수정하여 수록하였다. 작품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위해 <해방>을 

묘사하는 촉각그림을 새로 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 당해 도서를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야한다면, 교육프로그

램 진행자는 참가자들에게 그림의 좌우 반전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김만술의 <해방>에 대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해설의 예

시는 아래와 같다. 

“김만술, <해방>, 1947, 청동, 30x30x70cm. 이 조각의 가로 

세로는 각각 30cm로 흰 지팡이의 4분의 1정도 길이이며, 높

이 70cm는 흰 지팡이의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이 작품은 청

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흙과 같은 갈색을 띱니다. 

  이 조각은 짧은 머리에 상의를 탈의한 근육질 성인 남성이 

서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왼쪽 아래로 

조금 숙이고, 입술을 꽉 다물고,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상

체를 조금 앞으로 숙인 그는 자신의 몸을 옭아매는 밧줄을 

풀고 있습니다. 밧줄은 남성의 오른팔과 허리를 칭칭 감고 

있습니다. 남성의 동작을 따라 해봅시다. 그의 왼손은 허리 

앞의 밧줄을 붙잡고 있으며, 그의 오른손은 허리 뒤의 밧줄

을 잡고 있습니다. 주먹을 쥐고 왼손은 배꼽 높이에 오른손

은 같은 높이의 허리춤에 댄 후, 몸을 앞으로 조금만 숙여봅

시다. 

  이제 조각의 사진으로 제작한 촉각그림을 감상해봅시다. 

화면 맨 위에는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남성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몸통 앞쪽의 밧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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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남성의 왼쪽 팔이 있고, 화면의 왼쪽에는 남성의 허리 

뒤로 향하는 오른팔의 앞모습만 드러납니다.”

  조각의 인체 형상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작품이 지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에 대해 토론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작품에서 밧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등의 질문을 던지고 관객간의 대화를 유도할 수 있

다. 혹은 작품의 해석 중 하나를 제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진행자는 

“이 조각은 광복 이후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인물이 밧줄

을 푸는 행위는 식민지 지배를 벗어난 민족의 ‘해방’을 은유적으로 표현

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라는 해석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그림 22-9] 장욱진, <마을>, 1956, 캔버스에 유채, 29x48cm.

[그림 22-10] 장욱진, <마을> 촉각그림

  촉각도서를 사용해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장욱진의 회화 <마을>이

다[그림 22-9], [그림 22-10].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

명은 다음과 같다. 

“장욱진, <마을>, 1956, 캔버스에 유채, 29x48cm. 이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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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장욱진이 자주 그렸던 소재인 ‘마을’을 묘사한 그림입

니다. 

  이 작품의 세로의 길이는 흰 지팡이 4분의 1정도 이며, 가

로는 이보다 9cm 정도 깁니다. 그림에는 크게 여섯 덩어리의 

도상들이 등장하는데 이는 가로 두 행과 세로 세 열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화면의 가장 왼쪽 위

에는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나무의 초록빛 잎사귀는 하나

의 둥근 덩어리로 표현되어 있고, 가운데의 나무 기둥을 기

준으로, 양쪽이 대칭적인 네 쌍의 가지가 뻗어있습니다. 나무

의 오른쪽 위에는 해를 나타내는 동그라미 모양이 그려져 있

습니다. 작가는 이 부분을 못으로 파내어 표면에서 움푹 들

어가도록 표현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육면체의 집이 있습

니다. 세로로 세 부분으로 나뉜 집의 가장 왼쪽 칸에는 사각

형의 창문이 나있고, 집의 한 가운데에는 원피스를 입은 여

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짧은 머리의 그녀는 배 한가

운데에 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손을 가로로 배에 포개어 

봅시다. 그림속의 양팔은 이때 양팔이 자연스럽게 몸통에서 

떨어져 앞을 향하게 되는 것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가운데 맨 위에는 1956이라는 제작년도와 함께, 장

욱진의 이름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는 

정육면체의 집이 있고, 그 아래에는 위로 솟은 흙더미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뭇잎은 물방울 모양의 덩어리로 묘사되

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좌우 대칭을 이루는 6쌍의 가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무의 왼쪽에는 검은색의 작은 강아지의 

옆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아지의 머리는 왼쪽, 꼬리는 오

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오른쪽 위에는 또 다른 나무 한 그루가 그려

져 있습니다. 나뭇잎은 다른 나무들과 유사하게 둥글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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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대칭을 이루고 있는 가지는 네 쌍입니다. 나무의 

왼쪽 아래에는 못으로 긁어낸 소 형상이 있습니다. 소의 둥

그런 얼굴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으며, 둥근 눈과 길쭉한 코, 

아치형의 입이 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소의 

몸통이 길게 표현되어 있고, 네 개의 다리는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삼각기둥 형태의 집이 있습니다. 집 

한 가운데에 난 창으로는 둥근 얼굴의 남성 상반신이 보입니

다. 전체 그림의 배경은 흙과 유사한 적갈색입니다.

  이 그림의 표현상의 특이점은 작가가 나이프로 물감을 떠 

캔버스에 펴 바르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는 점입니

다.143) 나아가 화가 장욱진은 대작(大作)보다 작은 크기의 소

품(小品)을 위주로 그렸습니다. 그가 ‘작은 화면 속에 그린 

세계가 더욱 진실하고, 감상의 대상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

했기 때문입니다.144)”

[전개3] 미디어아트 소장품 감상 

  촉각그림을 활용한 회화 감상이 끝나면, 이어서 미디어아트 소장품 한 

편을 감상할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미디어아트 감상 대상으로는 국립현

대미술관의 소장품 <세상의 저 편 El Fin del Mundo>을 선정하였다. <세

상의 저 편>은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공동 프로젝트 <미지에서 온 소식 

News From Nowhere>의 일부로서 제작된 영상 작품이다. 이 작품은 나

란히 설치된 두 개의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는 2채널 작품으로, 왼쪽 화

면에는 남자 주인공이, 오른쪽 화면에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두 개

의 개별 화면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단일채널의 미디어 아트에 비해 

143) 국립현대미술관(주 54), p. 21. 

144) 국립현대미술관, 「마을」, http://www.mmca.go.kr/collections/collectionsDetail.do?men

uId=2010000000&wrkMngNo=PA-00117,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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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끝자락, 지구에 불어 닥친 대재난 이후 대부분

의 땅은 물에 잠기고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간다. 모든 질서와 가치, 국가와 사

회 체계가 무너진 혼돈의 세계에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소수의 기업들은 새로운 인류 사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생존자들을 모아 시민 자격을 부여하고 안

락한 삶과 문명의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그들의 노동을 

화면해설 작성이 어려운 작품이지만, 등장인물들의 행동전환 속도가 느

리고, 대사가 많지 않으므로 사이에 화면해설을 삽입하기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다. 또, 유명배우 이정재와 임수정이 주인공으로 출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 제13회 카셀 도쿠멘타(Kassel dokumenta)에 정식 초청받

으며 국내외의 주목을 받은 작품인 만큼, 관객들의 작품에 대한 관심도

가 비교적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145)

  ‘미지에서 온 소식’ 프로젝트는 동명의 책 『미지에서 온 소식』 또한 

포함한다. 이창동 감독, 최재천 교수, 큐레이터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Hans Ulrich Obrist) 등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의 저술을 엮은 이 책에는 

<세상의 저 편>에 대한 설명 또한 수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작가 문경

원과 전준호가 직접 작성한 시놉시스(synopsis)는 작품의 주제의식과 줄

거리를 간결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술관이 미디어 아트 작품의 

화면해설과 함께, 당해 시놉시스를 담은 점자 프린트와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한다면, 관객들은 작품에 관한 배경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8-1] 문경원, 전준호, <세상의 저 편> 시놉시스146)

145) 카셀 도쿠멘타는 독일의 도시 카셀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미술제로 문경

원, 전준호가 참여 작가로 초대된 것은 1992년 육근병이 초대된 이래 20년만의 일이

었다.  

146) 문경원, 전준호 외,『News from Nowhere: 미지에서 온 소식: 미래를 위한 플랫폼과 

현재의 성찰』(국립현대미술관, 2013), p.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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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새로운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

과 경쟁을 벌인다. 생존자들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시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두 개의 독립된 스크린에 상영되는 이 영상은 한 스크

린에는 남자 주인공이, 다른 스크린에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한다. 영화는 대재난의 순간 예술가로서 작업에 임하

며 파국에 맞서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과, 대재난 이후 생

존자들의 후예인 여자 주인공이 아름다움에 대한 의식에 

눈 뜨는 과정을 동시에 보여준다. 기업들 중 하나인 템퍼

스의 시민이 되기 위해 변방의 아카이브로 파견온 여자는 

우연히 오래 전 남자의 작업실이었던 공간을 발견하면서 

시공을 넘어 그가 남긴 흔적과 조우한다. 

  작가 문경원과 전준호는 단행본 『미지에서 온 소식』에 <세상의 저 

편>의 화면사진과 함께 각각의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시해두었다. 본고

에서는 작가의 서술을 참고하되, 2장에서 상술한 화면해설의 원칙에 부

합하지 않는 부분들은 변형하거나 생략하였다. 화면해설의 예시는 아래 

[표 19-1]과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의 저 편>은 나란히 설치된 두 개의 화면에

서 출력되지만, 편의상 장면마다 왼쪽 화면을 먼저 해설하고 오른쪽 화

면을 해설하였다. 그러나 관객에게는 두 영상이 동시에 상영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해야한다. 또, 관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 영상의 공간

적 배경은 다른 곳이라는 사실 또한 사전에 제시해야한다. 또, 화면해설

을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정안인에게 보이는 시각적 정보를 객관

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영상 시작 전에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각각 배우 이정재와 임수정임을 사전에 소개할 필요도 있다. 이

와 같은 사전 안내 후,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폐쇄방식 상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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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간

격
화면 이미지 대사 / 화면해설

NA
00:

01
05”

왼쪽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Edition 1/5라는 

자막이 서서히 등장한다.

오른쪽 화면. 암전된 상태로 아무것도 보이

지 않는다.  

NA
00:

05
05”

왼쪽 화면도 오른쪽 화면과 같이 어두워진

다. 

NA
00:

10
15”

왼쪽 화면. 난로의 불길 속에서 장작이 활

활 타오르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방독면을 쓴 여자가 둥근 유리관 같은 투

명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카이브라고 불리

는 어두운 실험실에 도착한다. 

NA
00:

26
11”

어두운 작업실. 낮은 의자에 걸터앉은 남자

가 가만히 불길을 바라본다. 갑자기 작업실 

전체가 흔들린다. 

유리문이 열리자, 흰 보호복을 입은 여자가 

방독면을 벗는다. 어두운 아카이브에는 가

로로 긴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다. 여자가 

작업대에 다가간다. 

NA
37:

00
08”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남자가 미동 없이 

불길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보인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작업대 주변

을 쳐다본다. 작업대 위에는 시약병과 비커 

여러 개가 놓여있다. 

각각의 시각장애인 관람자에게 FM 수신기를 배부하고 영상 상영을 진행

해야 할 것이다. 

[표 19-1] 문경원, 전준호 <세상의 저 편> 화면해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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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45
08”

흔들리는 공간 속에서 정면을 바라보는 남

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가만히 아래를 내려다보는 여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00:

53
04”

남자가 서서히 두 눈을 감는다. 

여자도 서서히 눈을 감는다.

00:

57
02” 양쪽 화면이 어두워진다. 

00:

59
04”

양쪽 화면이 바람에 흔들리는 초록빛 나뭇

잎으로 가득 찬다.

01:

03
07”

나뭇잎 배경의 오른쪽 화면 아래에 EL FIN 

DEL MUNDO라는 작품의 제목이 자막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01:

10
03” 양쪽 화면이 어두워진다.  

01:

13
03”

어두운 작업실 안 남자가 수도꼭지를 돌려 

컵에 물을 따른다. 

여자가 공구가방을 연다. 

01:

20
03”

작업실 가운데의 남자가 빛이 들어오는 창

가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인다. 

대

사

01:

23
”

여자 : 양쪽 귀 밑에 수분 조절 목걸이를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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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화면해설, 대사 : 본대본, 간격: 화면해설이 들어갈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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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립미술관

  1988년 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은 공공기관으로서 ‘1) 공공성과 대중성

이 균형을 이루고, 2) 현실적 사회적인 의제들이 전시와 교육 등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에 녹아들게 할 것이며, 3) 이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와 함께

할 수 있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목표로 삼아 왔다.147)

  서울시립미술관이 2000년부터 실시해온 ‘시민미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은 이와 같은 목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당해 프로그램은 성인뿐만 아

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범주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 또한 참여가 가능하다. 나아가 서울시립미

술관은 2007년부터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 이라는 아웃리치 프로그램

을 운영해오기도 했다. ‘찾아가는 미술감상교실’은 서울시립미술관이 학

교, 직장, 문화소외시설 등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미술감상 프로그램이며, 

장애인 단체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장애인의 미술 감상에 대한 필요를 인지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연

구의 대상으로 삼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은 지난 10년간 4차례의 일시적 프로그램 밖에 개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서울시립미술관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하고,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제

시하고자한다. 

  약 4700여점의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미술

관(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벙커 등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본고는 그중

에서도 서울 시내 중심의 덕수궁 부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비교적 좋

147) 서울시립미술관, 「미술관 안내」, http://sema.seoul.go.kr/it/artinfo/arthq/getIntro,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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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설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서소문본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

램을 처음으로 진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였다. 향후 기관 

내 인프라를 통해 본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의 정보와 자료를 공유한다

면,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고 3장 1절과 3절에서 각각 제시한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성미술관리

움의 교육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주제나 장르의 ‘개별 작품 위주’로 구성

되었다. 반면 서울시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회고전 형식의《영원한 나

르시스트, 천경자》와 ‘한국 리얼리즘’ 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가

나아트 컬렉션 : 시대유감》이라는 두 개의 전시를 감상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계획은 <표11>과 같

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삼성미술관리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서

로 다른 층에 위치한 전시실 간의 장소 이동이 불가피하다. 이와는 달리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와《가나아트 컬렉

션 : 시대유감》이 열리고 있는 두 개의 전시실이 모두 2층에 위치해있

으므로, 전시관람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물리적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이라는 이름의 무료 애

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술관에서 전시중인 다양한 작품에 대한 도슨트 설

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안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련된 도슨트 

설명을 시각장애인의 관람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자세한 언어적 해설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램에 이를 직접 활용하기 위

해서는 설명 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립

미술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제안하되,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할 수 있

도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해설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설명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에 반영된다면,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관람을 

끝낸 후에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설명을 청취하고, 작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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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경험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표 20-1] 시각장애인의 서울시립미술관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과정

소

요

시

간

활동 준비물 비고

도입
10

분
- 집합, 진행자 및 자원봉사자 소개

- 개인 휴대폰에 ‘서울시

립미술관’ 애플리케이

션 설치를 희망하는 

참가자의 경우, 자원봉

사자가 ‘서울시립미술

관’ 애플리케이션 설치 

보조 

전개

1-1

10

분
- 미술관 소개 

전개

1-2

30

분

- 《가나아트 컬렉션 : 시대유감》관람

- 전시 소개  

① 박흥순, <복서>

② 홍성담, <고풀이>

③ 이응노, <인간군상>

④ 김정헌, <모녀>

⑤ 신학철, <밤길>

-촉각다이어그

램 

휴식
10

분
- 휴식 -다과 

전개

2

30

분

-《영원한나르시스트, 천경자》관람 

- 전시 소개 

①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② 천경자. <스카프를 쓴 엔자>

③ 천경자, <생태> 

④ 천경자, <화병이 된 마돈나>

-아상블라주 촉

각그림

-저부조 서머폼 

촉각그림

-뱀 모형을 활

용한 촉각그림

-조화(장미, 모

란, 팬지), 향

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촉각그

림

- 뱀을 묘사한 작품에 

대한 촉각 체험의 경

우, 참가자에 따라 거

부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사전 안내 

필요 

마무

리

10

분
- 참가자 소감 나누기 

5분 - 정리 및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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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1-1] 미술관 소개

  전시 관람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시가 진행되는 미술관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앞서 언급한 스마트폰용 ‘서울시립미술관’ 

애플리케이션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비전과 목표,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담은 소개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음

성이 아닌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기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

러므로 본 연구자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짧은 설명을 

작성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소문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

관,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SeMA창고, 백남준기념관, SeMA벙

커 등 각각의 특색을 지닌 여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은 ‘한국화, 회화, 판화, 조각, 

공계, 서예, 사진, 설치, 미디어아트’를 포괄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회화와 판화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 여

러분이 계신 곳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입니다. 서소문

본관은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

러분께서는 지상2층에 있는 두 개의 전시를 관람하시고, 지

하의 강의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이어가실 예정입니다.”

  이때 애플리케이션에서 기존에 소개했던 전시 설명보다 압축적인 설명

을 제시한 이유는, 작품 감상 이전에 음성 설명만을 연달아 청취했을 때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느끼는 지루함이나 피로의 수준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전개1-2]  《가나아트 컬렉션 : 시대유감》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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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립미술관의 두 가지 상설전 중 먼저 감상할 전시는 《가나아트 

컬렉션 : 시대유감》(이하《시대유감》)이다. 이후 감상할 전시인 《영원

한나르시스트, 천경자》의 경우, 촉각그림을 이용한 감상활동을 포함하

므로, 교육실로 장소를 이동하여야 하기에, 《시대유감》을 먼저 관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순서를 설정하였다. 

   《시대유감》은 1980년대 민중미술이라는 동일한 사조의 작품들이 중

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개별 작품들을 감상하기에 앞서 당대의 시대

상과 그로 인해 파생된 미술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자가 이를 위해서 작성한 시대적 배경 해설은 다음과 같

다.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관람할 전시는 198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 서울의 ‘아시안게임

(1986)’과 ‘올림픽게임(1988)’의 유치가 확정되자, 당시의 정권 

제5공화국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개발 및 발전 불균형은 크게 증가했습

니다. 이에 더하여 도시의 노동환경은 크게 악화되어 사회문

제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아가 사회상 역시 빠르게 변화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대에 실시되었던 ‘3S정책’은 스크린

(screen), 스포츠(sports), 섹스(sex)를 장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는 급성장했고, 여러 프로 스포츠가 출범하였

으며, 야간통행금지는 해제되기도 했습니다.148)

  이때, 미술계에서는 당시까지의 모더니즘 미술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였음을 비판하는 20~30대 젊은 작가들

과 미술평론가들이 등장하여, ‘민중미술’ 장르의 작품들을 제

148) 서울시립미술관, 「가나아트 컬렉션 상설전 <시대유감 時代遺憾>」, https://sema.seo

ul.go.kr/ex/exDetail?exNo=598&glolangType=KOR&searchDateType=CURR&museumCd=

ORG01,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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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소집단

을 형성하였고, 사회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비판을 담은 구상

회화 작업을 주로 내놓았습니다.”149)

  전시 개요에 이어 본격적인 작품 관람 순서에서는 시각장애인 관람객

의 관람을 보조하기 위하여 촉각다이어그램을 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 

전시에서 주로 등장하는 민중미술 작품 특유의 강렬하고 분명한 형태 표

현을 전달하기에 당해 감상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본 교육프로그램은 전맹 관람객을 기준으로 최대한 자세

한 작품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저시력 장애인의 감상효용 

또한 최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는 전시장의 작품 앞에 직접 서서, 

준비된 촉각다이어그램과 실제 작품을 동시에 감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림 23-1] 박흥순, <복서>, 1982, 캔버스에 유채, 130x160cm.

  《시대유감》전시에서 가장 먼저 감상할 작품은 박흥순의 <복서>이다

[그림 23-1]. 이 그림은 규모가 큰 편이므로, 저시력 장애인 또한 형태를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또, 화면 구성이 복잡하지 않은 작품이므로 

촉각다이어그램 제작에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촉각다이어그램

149) 서울시립미술관(주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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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적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

다. 구체적으로는 감상자가 촉각으로 파악하는 형태에 대해 바로 질문하

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갤러리 톡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작품의 해설은 아래와 같다.

  “박흥순, <복서>, 캔버스에 유채, 130x160cm. 이 그림은 복

싱 링 위의 허공에서 뒤로 넘어지고 있는 복싱 선수의 모습

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가로는 흰 지팡이 1개에 1/3개를 더

한 길이이며, 세로는 흰 지팡이 하나를 조금 넘는 길이입니

다. 화면의 아래쪽에는 눈처럼 하얀 복싱 링이 있고, 그 위의 

허공에는 한 선수가 붕 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를 제외

한 다른 어느 선수도, 관객도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공기 중에 떠있는 그의 머리가, 화면 오른

쪽에는 그의 다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허공에 붕 떠있는 선

수의 등은 바닥을 향하고 있고, 왼쪽 다리는 힘없이 뻗어있

으며 오른쪽 다리는 굽혀진 상태입니다. 굽은 다리에 가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글러브를 낀 그의 오른손은 

화면 왼쪽에 축 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작가 박흥순은 ‘임술년’에 속해있던 동인이자 

비판적 리얼리즘 경향의 작품을 제작했던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 작품에서 복싱 선수의 모습을 특히 자

주 묘사하였는데, 이 작품에서와 같이 승리한 선수의 모습이 

아닌 링 위에 쓰러진 패배자로서의 복서를 주로 그렸습니

다.”

  작품에 대한 1차적 정보를 제공한 후, 교육프로그램 진행자가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공유하고자 할 때는 이에 대한 관람객의 의

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 과정에서 거수를 통해 관람객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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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물은 후, 희망자에게는 2차적 정보가 담긴 큰 글씨 안내문이나 점자 

안내문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안내문에 포함될 수 있는 2차적 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이 그림 속에서 홀로 추락하고 있는 복서의 모습은 당대

의 민중을 은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

는 곳에서 패배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이 불운한 시대상황 속

에서 절망을 경험하던 개개인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그림을 현재의 시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혹자는 홀로 패배의 상황에 놓여있는 복서의 모

습이 개인주의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현대인

을 은유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림 23-2] 홍성담, <고풀이>, 1995, 캔버스에 아크릴릭, 116x80cm.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홍성담의 <고풀이>이다[그림 23-2]. 이는 당시 

민중미술 작품에서 자주 등장했던 전통적 소재를 차용한 작품이다. 규모

가 크고 작품에 묘사된 형상의 윤곽이 뚜렷한 이 작품의 경우, 저시력 

장애인의 형태 파악 또한 비교적 용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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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당해 작품에 대해 언어적 설명을 함께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작품 설명은 아래와 같다. 

  “홍성담, <고풀이>, 1995, 캔버스에 아크릴릭, 116x80cm. 

이 그림은 한 여인이 흰 소복을 입고 ‘고풀이’라는 춤을 추

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세로 길이는 흰 

지팡이 한 개정도의 길이이며, 가로는 흰 지팡이 2/3정도의 

길이에 달합니다. 빨간색 배경의 화면 왼쪽에는 세로로 길게 

서있는 검은 막대에 일곱 개의 하얀 매듭이 매달려 있습니

다. 그 밑에는 ‘삼에 석자 일곱 매듭’이라는 글이 적혀 있습

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하얗고 긴 천이 곡선을 그리며 휘날

리고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위아래로 흰옷을 입은 채로 맨

발로 어깨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왼쪽 옆모습이 그려져 있습

니다. 여인의 왼쪽 팔은 수평으로 뻗어있으며, 왼쪽 손은 흩

날리는 천의 끝을 잡고 있습니다. 아래로 숙인 그의 얼굴은 

왼 팔에 가려 보이지 않고, 오른손은 춤을 추듯 하늘을 향하

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묘사된 고풀이는 사자(死者)가 무탈하게 저승

길로 가도록 비는 전라도 지역 씻김굿의 일부입니다. 다시 

말해, 고풀이는 죽은 이의 넋을 달래는 제의적 기능을 지닌 

춤입니다. 그러므로 그림 속 장면은 무녀가 기둥에 일곱 매

듭의 ‘고’를 메어 두었다가 이를 하나씩 푸는 살풀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150)

  이 그림을 그린 화가 홍성담은 ‘광주자유미술인협의회(이

하 광자협)’의 초기구성원이었습니다. 광자협은 유신정권에 

150) 씻김굿은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행해지는 천도굿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씻김굿」,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씻김굿&ridx=0&

tot=253,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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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하며 등장한 단체로서, 민족적 ‘신명’을 좌우명으로 삼았

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이상과 같이 작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

달한 후, 다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를 희망하는 관람자를 조사하여, 큰 

글씨 혹은 점자 안내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의 경우, 

작가 홍성담의 인터뷰 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면 관람객의 감상에 도움

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사에서 홍성담이 광자협과 

씻김굿에 관해 언급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용한다면, 관람객의 이해를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민중문화의 특질 중 하나가 민중 공동체를 수호하려는 것

이고, 저는 그것을 ‘신명’으로 보았습니다. [...] 우리 민족의 

문화적 본질은 죽음 앞에서조차 웃고 떠들고 하는 것이다. 

투쟁도 신나게 하자는 것이 광자협의 모토가 된 것입니다. 

[...] 특히 장례 문화에 그 민족성이 집약되어 있는 법인데요. 

우리나라 전통 장례 개념에는 저승과 이승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죽은 자, 즉 망자가 산 자와 완벽히 화해를 하고 가

야 되는데, 이것이 씻김 과정이고, 일종의 집단적 정신 치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픈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운 것인데요. [...] 이러한 우리의 전통 장례 의식은 곧 

산 자들이 남겨진 공동체를 잘 보존하는 길이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상생 관계를 보여주는 문화인 것입니다.”151)

151) 김정아, 「홍성담 : 공동체를 위한 신명(神明)의 예술」, 『미술세계』, 2016, 6,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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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이응노, <인간군상>, 1983, 

한지에 수묵담채, 77x29cm.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1983년 제작된 이응노의 <인간군상>이다[그림 

23-3]. 배경이 되는 한지의 물성이 독특할 뿐 아니라, 수묵을 통해 묘사

한 고유의 인체 표현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기에 감상의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이 작품에 대한 촉각다이어그램을 제작하여 작품을 감상하고자 할 때

는 스웰 페이퍼나 브라유 페이퍼 등의 특수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작품에서 사용된 한지 특유의 물성을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촉각

다이어그램의 뒷면에 한지를 부착함으로써, 관람자들에게 물성을 전달할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촉각다이어그램을 사용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언어적 설명을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작품 해설은 아래와 같다. 

  “이응노, <인간군상>, 1983, 한지에 수묵담채, 77x29cm.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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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수십 명의 인간이 모인 군상을 검은 먹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본래 이 그림은 한지 위에 그려졌습니다. 촉각다

이어그램의 뒷면을 만져보시면, 한지의 질감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화면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입니다. 세로는 흰 

지팡이의 반 보다 조금 길고, 가로는 흰 지팡이의 4분의 1정

도 길이입니다. 직사각형의 화면에는 검은색의 구불구불한 

선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으로 그려진 뱀 모양의 선을 자

세히 관찰해보면, 엄지손가락 한 마디 길이의 인간 형상 여

러 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동그라미와 몇 개의 간단한 선

으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물의 눈코입이나 표정, 신체의 

입체감은 생략되었으며, 텅 빈 배경에 빠른 붓놀림으로 그려

진 사람들의 역동적인 몸짓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위와 같이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달한 후, 추가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알기를 희망하는 관람자에게는 당

해 정보를 포함한 큰 글씨/점자 유인물을 배부할 수도 있다. 유인물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작가 이응노는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파리에서 관

련 소식을 접한 후, 격렬한 저항의 몸짓을 담은 <군상>을 다

수 제작하였습니다.152) 따라서 혹자는 그 당시 그려진 <군

상> 연작을 광주민주화운동의 시위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152) 김예진, 「군상연작(群像聯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

c.kr/Contents/Item/E0074197, 2018.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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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김정헌, <모녀>, 1984, 캔버스에 유채, 133 x196cm.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김정헌의 <모녀>이다[그림 23-4]. 이 작품은 

3S 정책이 실시되었던 당대의 정치사회적 시대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칼라TV의 모습을 가로·세로 모두 1m가 

넘는 큰 화면에 표현한 작품으로서, 화면의 규모와 형형색색의 색감이 

저시력 관람자의 인지에도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작품 또한 

촉감 다이어그램을 제작하여 감상하되, 화려한 꽃무늬가 묘사된 배경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형상을 정확히 판단하는 과정에 혼돈을 줄 수 있으

므로 생략하고, 언어적으로 전달할 것을 권한다. 이 작품의 촉각다이어

그램 감상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언어적 설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김정헌, <모녀>, 1984, 캔버스에 유채, 133 x196cm. 이 작

품의 가로는 흰 지팡이 하나와 3분의 2를 덧붙인 정도의 길

이이며, 가로는 흰 지팡이 하나를 조금 넘는 길이입니다. 직

사각형 화면 속에는 과거 유통되었던 초창기 TV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컬러 화면에는 어머니와 아이의 모습이 그

려져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에는 단발머리의 소녀가 이빨

이 보일만큼 활짝 웃고 있으며, 오른쪽의 어머니 역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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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리를 잡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토마토

처럼 새빨간 색의 꽃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는 수박과 같은 청록색 잎사귀로 메꿔져 있습니다. TV화면

의 바깥에는 회색빛의 TV본체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본체의 

오른쪽 위에는 두 개의 다이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로는 

검정색 스피커의 가로 줄무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품에 드러난 객관적 형상 묘사가 끝나면, 앞선 작품의 경우에 그랬

던 것처럼, 작품에 관한 2차적 정보를 알기를 희망하는 관람자를 거수로 

조사하여 큰 글씨/점자 안내문을 배부할 수도 있다. 이때, 안내문에 담길 

수 있는 해석 가능성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 그림이 그려지기 3년 전인 1984년 1월, 한국의 정규 

방송이 칼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스

크린, 섹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3S 정책이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매체 속 화려한 모

습이 현실을 위장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모녀>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대한 크

기의 화면과 과장된 웃음이 인위적이며, 당대의 사회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기도 합니다.”153)

153) 서울시립미술관,《시대유감》전시 벽면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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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신학철, <밤길>, 1973, 캔버스에 유채, 45.5x38cm. 

  《시대유감》전에서 마지막으로 관람할 회화작품은 신학철의 <밤길>이

다[그림 23-5]. 이 작품은 화면 구성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작품이므

로, 시각장애인 관람객이 촉각다이어그램을 통해 형태를 파악하기에 용

이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촉각다이어그램이라는 수단은 원근개

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

한 내용은 언어적 설명을 통해 보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갤러리 톡

의 방식으로 관람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언어적 설명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신학철, <밤길>, 1973, 캔버스에 유채, 45.5x38cm. 이 작품

은 보름달이 뜬 밤, 길 위를 걷고 있는 두 사람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세로는 흰 지팡이의 3분의 1을 조금 넘

는 길이이며, 가로는 흰 지팡이의 4분의 1을 조금 넘는 길이

입니다. 

  화면의 왼쪽 위에는 민들레와 같은 노란색의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하늘은 강물과 같은 파란색입니다. 그 아래로는 하

나의 좁고 굽이진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밤 전경의 왼쪽에

는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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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남자는 화면의 왼쪽으로 보이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짚고 

있습니다. 둥근 챙이 있는 모자를 눌러 쓴 그는 하얀 바지와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있습니다. 그의 두루마기에 달린 긴 

옷고름은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후경의 오른쪽에는 갓

을 쓰고 길 위를 걸어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그 

역시 하얀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화면에서 묘사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갤러리 톡의 형식을 차용하여, 관객들에게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진행자는 “화면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요?”, “서로 등을 지고 걷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작

가는 이 그림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람객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

는 다양한 질문을 제기한다면, 관람객 간의 대화를 유발하고, 작품 감상

을 한 층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개2] 《영원한나르시스트, 천경자》 관람

  이어서 천경자 컬렉션 전시실로 장소를 옮겨,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이하 《천경자》)를 관람할 것이다. 전시를 본격적으로 관람하

기 전에 전시 전반과 화가 천경자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

다. 서울시립미술관 애플리케이션은 당해 전시에 대한 설명을 이미 제공

하고 있지만, 이 정보 또한 오직 문자정보의 형식으로만 이용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서울시립미술관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

를 반영하는 간략한 전시 소개를 작성하여 아래에 제시하였다. 미술관 

측은 이를 음성정보로 변환하거나 녹음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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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컬렉션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영원한 나르시스

트, 천경자》는 한국 채색화 분야에서 독자적 화풍을 확립한 

천경자화가가 1998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 93점 중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고한 작가의 자화상을 비

롯한 ‘인물화’, 작가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그린 ‘여행 풍

물화’와 ‘드로잉’에 이르기까지, 전시된 작품들은 천경자가 

194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제작한 다양한 작품들을 포괄

합니다.”154)

  이어서 교육프로그램의 진행자는 작가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

다. 다음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작가의 약력 설명이다. 

“1924년에 태어난 여성작가 천경자의 본명은 천옥자입니다. 

그는 1944년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독특한 화

풍의 작품을 다수 제작하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이후 천경

자는 1954년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부임하여 20년간 

재직하였습니다. 1963년에는 국전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

으며, 1977년에는 ‘평론가들이 뽑은 동양화 10대 화가’에 선

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 <미인도> 위작 사건으

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그는 작품 활동을 중단하

였습니다. 결국 그는 1998년 자신의 작품을 서울시립미술관

에 기증하고 미국으로 떠났으며, 2015년 뉴욕에서 별세하였

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91세였습니다.”155)

154) 서울시립미술관,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자 상설전시」, http://sema.seoul.go.kr/ex

/exDetail?currentPage=1&glolangType=KOR&exGr=&museumCd=&targetDate=20181202&

searchDateType=CURR&exSearchPlace=&exNo=361&searchPlace=&kwd=EXF01&kwdVal

ue=, 2018.07.07.

155) 서울시립미술관,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http://sema.seoul.go.kr/ct/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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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경자 전시의 작품 관람을 위해서는 회화의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

되 이미지를 표면으로부터 2~6mm를 양각화 한 저부조 촉각그림과 회화

를 완전히 3차원으로 입체화한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을 주로 활용할 것이

다. 그러나 앞서 거듭 강조하였듯, 시각장애인이 촉각만을 사용하면서 

작품의 형태를 온전히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반

드시 언어적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한다. 

  나아가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의 경우, 수작업으로 제작해야 하므로, 다

량을 제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수의 관람자가 동시에 한 작품을 만

지며 관람하는 것은 관람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육프로그

램 진행자는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을 사용할 때, 관람자를 2~4인의 소그

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작품 관람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

행하여야 한다. 이때 언어적 설명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람

자와 언어적 설명 제공자의 비율이 1:1이 되는 것이 최선이며, 기관의 

사정상 이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면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많은 자원봉사

자 인력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Detail?detailSearchYn=Y&artSeq=386&soOrd=old&showArticleCount=50&artCode1=&collS

Year=&collEYear=&currentPage=5&artTechnique=&wriName=천경자&artKname=&artYe

ar=, 20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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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 

종이에 채색, 43.5x36cm.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관람할 작품은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이다

[그림 24-1]. 이 작품은 작가의 대표적인 자화상으로 꼽히므로, 첫 번째 

감상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효과적인 형태 전달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람객의 수만큼 저부조 써머폼 촉각그림을 준비할 것을 추천

한다. 다만 작품 등장하는 뱀의 형상을 촉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거부

감이 있는 관람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촉각그림을 활용할 때는 반드시 언어적 설

명을 동시에 제공해야한다. 다음은 갤러리 톡 형식으로 해설을 제공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의 예시이다.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1977, 종이에 채색, 

43.5x36cm. 이 작품은 50대의 천경자가 22세의 자신을 회상

하면서 그린 자화상입니다. 그림의 한 가운데에는 정면을 바

라보고 있는 긴 머리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에 이마에는 

뱀 네 마리가 터번처럼 둘러져 있습니다. 여인의 눈동자는 

나무와 같은 갈색으로, 가운데는 솜처럼 하얀 점이 찍혀 있

습니다. 여인은 오렌지 빛의 입술을 다물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여인의 오른쪽 어깨에는 장미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뒤로는 어둡고 짙푸른 색이 배경을 메

우고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에 둘러진 뱀의 모습은 작가가 이집트를 여행

했던 경험에서 기인했습니다. 천경자는 이집트 파라오의 왕

관 장식인 ‘유리어스(uraeus)’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

집니다. 그러나 이때 왕관의 뱀이 왕의 지혜와 권위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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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면, 천경자는 자신이 그려 넣은 뱀에 대해 “꽃이니 

뱀이니 머리에 얹은 것도 한”이라고 말했습니다.”156)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이와 같이 작품에 관한 1차적 정보를 제공한 

후, 추가적 정보를 원하는 관람객을 거수로 조사하여, 안내문을 제시할 

수 있다. 큰 글자와 점자로 제작된 안내문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의 예

시는 다음과 같다. 

“작품 속 여인은 다양한 알레고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때때로 이브의 위험한 유혹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

되기도 하고157), 당시 첫 딸을 낳고 가난과 피로에 시달리던 

작가의 개인적 고난과 극복의지를 은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도 합니다.”158)

[그림 24-2] 천경자, <스카프를 쓴 엔자>, 연도미상, 

종이에 채색, 27x24cm.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스카프를 쓴 엔자>라는 연도미상의 작품이다

156) 김현숙, 「천경자 회화의 도상과 알레고리, - 여성 인물화를 중심으로」, p. 91.

157) 김홍희, 『여성과 미술 Women and Art』(눈빛 Noonbit, 2003), p. 324. 

158) 천경자,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 천경자 자서전』(랜덤하우스중앙, 2006), pp. 

16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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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이 작품에서 작가는 해외 스케치여행에서 본 타국 여인의 

모습을 묘사했다.159) 같은 공간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일한 주제의 <엔

자>보다 크기가 큰 이 작품은 인물을 묘사하는 선이 굵고 명료하게 표현

되어 있어 촉각을 통한 형태 감지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

라서 3D 저부조 촉각그림을 제작하여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할 것을 권장

한다. 그러나 여인의 옷이나 머리 두건의 화려한 패턴은 주요 형태 인식

에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생략하는 것이 좋다. 대신 아상블라주 촉각그

림의 제작방식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천으로 옷과 두건의 주름을 표현

하고, 언어적 설명을 통해 무늬에 대한 이해를 보강할 것을 추천한다. 

다음은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의 예시이다.  

  “<스카프를 쓴 엔자>, 연도미상, 종이에 채색, 27x24cm. 이 

작품은 엔자(Enza)라는 여인의 상반신 옆모습을 묘사한 그림

입니다. 작품의 가로는 흰 지팡이의 4분의 1정도 길이이며, 

세로는 가로보다 3cm정도 더 깁니다. 그림의 한 가운데에는 

엔자의 왼쪽 옆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화면의 왼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파란 두건을 두르고 

있습니다. 두건으로 인해 그녀의 머리카락은 전혀 보이지 않

습니다. 두건에는 하얀색과 노란색, 빨간색의 꽃무늬와 동그

라미 패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엔자는 흙과 같은 갈색 피부

의 외국인입니다. 그녀의 눈썹은 얇은 아치형이며, 그녀의 눈

동자는 앞서 감상했던 자화상 속 눈동자와 비슷한 갈색입니

다. 눈동자의 한 가운데 역시 하얀 점이 찍혀있습니다. 그녀

의 입술은 도톰합니다. 그녀의 왼쪽 귀에서부터 목의 중간까

지 늘어진 파란색 보석 귀걸이가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녀의 

오른쪽 어깨에 걸쳐진 하얀 의상 역시 화려한 패턴의 무늬로 

장식되어 있으며, 반대쪽 어깨와 팔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

159) 서울시립미술관, 《영원한나르시스트, 천경자》전시안내문,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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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24-3] 천경자, <생태>, 1951, 종이에 채색, 

51.5x87cm, 서울시립미술관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1951년 그려진 <생태>이다[그림 24-3]. 이 작품

은 천경자가 가장 애착을 가졌던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의 경

우, 그림 속의 수많은 뱀의 형태와 그로부터 전해지는 느낌을 보다 명확

하게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해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을 제작하여 감상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2장에서 설명하였듯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의 경우, 3D 프린팅처럼 대상

을 완전히 동일하게 재현하지는 않는다. 대신,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은 

대상의 특징적인 부분을 선택적으로 묘사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략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는 총 35마리의 뱀이 그려져 있지만,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에서는 같은 크기의 화면을 뱀 모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수를 제한하고자 한다. 

  나아가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의 경우와 같이, 뱀의 형태를 촉각

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일부 관람객에게는 거부감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

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 관람객 본인에게 촉각 감상 참여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작품의 경우, 촉각 체험과 함께 작가가 

직접 작성한 ‘뱀’에 대한 수필 낭독을 제공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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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고자 한다. 낭독을 위해 수필에서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뱀》160)

  “더러는 ‘뱀을 즐겨 그리는 그’라고 칭찬(?)조로 내가 소개

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연실색하는 것이다. 십

여 년 전에 ‘유리 케이스 속에 든’ 뱀을 스케치해서 작품을 

한 일이 있다. 동기는 오직 인생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였다. 

그걸 사람들은 야릇한 호기심으로 대하는 것 같고 나는 지금

까지 전설처럼 ‘뱀을 그리는 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저러

나 뱀은 분명히 매력 있는 동물이다. 

  요즘 나의 작품 주제에는 ‘꽃’이 많고 ‘여인’이 많다. ‘꽃과 

여인을 즐겨 그리는 그’라고 칭찬(?)받을 시절이 올지는 모르

겠지만, 그때가 오면 나는 그야말로 에덴동산에서 이브를 홀

려 인간으로서의 슬픔과 기쁨, 고뇌를 맛보게 했다는 창조의 

요술사, 요기로운 광채와 지성의 뱀님을 한 번 더 그려볼까 

한다.”

  

[그림 24-4] 천경자, <화병이 된 마돈나>, 1990, 

160) 천경자, 『캔맥주 한 잔의 유희』, (문화서적, 1981)가 《영원한 나르시스트, 천경

자》전시장 벽면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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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채색, 38x45.5cm.

  《영원한나르시스트, 천경자》전시 교육프로그램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천경자의 1990년 작품 <화병이 된 마돈나>이다[그림 

24-4]. 유명인 마돈나의 초상과 다양한 꽃 이미지가 등장하는 이 그림은 

촉각그림으로 제작할 것을 권한다. 특히, 저부조 기법과 아상블라주 기

법을 혼합한 촉각그림을 사용한다면 시각장애인 관람자의 감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인물의 얼굴 형

상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마돈나의 얼굴 부분은 저부조 촉각그림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꽃들과 나비 도상은 아상블라주 기법을 통해 입체적으

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촉각그림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언어

적 해설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천경자, <화병이 된 마돈나>, 1990, 종이에 채색, 

38x45.5cm, 이 작품은 화려한 꽃들이 꽂혀있는 꽃병의 몸체

에 팝가수 마돈나의 얼굴을 그려 넣은 작품입니다. 이 그림

의 가로 길이는 흰 지팡이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며, 세로는 

흰 지팡이의 3분의 1정도입니다. 그림의 정중앙 아래쪽에는 

사다리꼴의 화병이 있습니다. 그 화병에는 빨간 장미, 분홍 

장미, 푸른 수선화, 노란 참나리 등의 형형색색의 꽃들이 한

가득 꽂혀있습니다. 그 위에는 노란 나비 두 마리도 앉아있

습니다. 화병에 그려진 파란 눈의 마돈나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입은 살짝 벌리고 있어서 치

아가 살짝 드러나며, 화면을 기준으로 할 때 인중의 왼쪽에

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점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관람객에게 보다 입체적인 감상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 후각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위 작품은 다양한 꽃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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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주를 이루는 작품이므로, 고체 혹은 액체 향수를 사용하여 화병에 

꽂힌 꽃 부분에서 꽃향기가 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잔존감각인 

후각을 자극한다면, 감상의 경험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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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미술관리움

  2004년, 서울시 용산구에 개관한 삼성미술관리움(Leeum, 이하 리움)은 

국보물급 150여점을 포함, 총 1만 5천여점의 소장품을 보유한 사립미술

관이다. 리움의 방대한 컬렉션은 고미술부터 현대미술까지를 망라하며 

회화, 조각,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을 포괄한다. 따라서 

리움이 시각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대상이 되는 작품의 범주를 점차 확대해나간다면, 시각장애인들은 보다 

다양한 시대배경 및 장르를 지닌 미술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리움은 현대미술품의 구입 및 소장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작품의 질

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을 주장하며 작품의 백화점식 나열을 지양함으

로써, 타 미술관과의 차별성을 지닌 고유한 컬렉션을 마련하였다.161)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움이 국내 미술관 중 손에 꼽힐 만큼 탁월한 수준

의 서양 현대미술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리움의 

현대미술 소장품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나아가 리움의 모기업인 삼성은 2장에서 언급한 저시력 보조 애플리케

이션 릴루미노의 개발지원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삼성미술관리움은 당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모기업 삼성에 필요한 

VR 기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리움이 기존 관람객에게 제공해왔던 비콘 기반 디지털 가이드 똑

똑이(PDA)를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되,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다 자세한 

언어적 설명을 추가로 제공한다면, 시각장애인의 미술작품 감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의 사안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리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육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리움의 전시공간은 고미술품을 전시하는 

161) 삼성미술관 Leeum, 『삼성미술관 소장품 선집 : 현대미술』, 삼성미술관, 2004,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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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소

요

시

간

활동 준비물 비고

도입
10

분

- 집합, 보조 기기 배부 및 

안내 자원봉사자 소개

- 디지털 가이드 ‘똑

똑이(PDA)’

- 릴루미노

-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는 참

가자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릴루미노’ 애플리케이션 설

치 보조 

전개

1-1

30

분

-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야외 조각 관람 

   ① 아니쉬 카푸어, 

      <큰 나무와 눈> 

   ② 로랑 그라소, 

      <미래의 기억들>

   ③ 알렉산더 칼더, 

      <거대한 주름> 

- 디지털 가이드 ‘똑

똑이(PDA)’

- 릴루미노

- 3D 축소모형  

- 촉각다이어그램

- 날씨의 영향을 받음 

전개

1-2

30

분

-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작품 관람

① 프랜시스 베이컨,

   <방안에 있는 인물>

② 데미안 허스트, 

   <어둡고 둥근 나선형의 

나비회화> 

③ 싸이 톰블리, 

   <무제>

- 릴루미노

휴식
10

분
- 휴식 - 다과 

전개 

2

15

분

- 미디어아트 소장품 감상

: 전소정, 

  <예술하는 습관>

- FM해설 수신기

MUSEUM1과 국내외 근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MUSEUM2로 나뉘어 있

으므로, 당해 프로그램은 MUSEUM2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

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21-1]과 같다. 

[표 21-1] 시각장애인의 삼성미술관리움 관람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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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

리

10

분
- 참가자 소감 나누기 

5분 - 정리 및 인사 

[준비] 참가신청자 사전조사, 자원봉사자 모집

  리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실외에서 시작되어 실내로 이어지며, 전시

관 내에서도 층간 이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참가자들의 공간 이동시 이

를 인솔할 충분한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 진

행자는 작품의 크기 설명의 기준으로 활용할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약 

120cm) 견본을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전개1-1]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야외 조각 관람 

  리움에서의 교육프로그램은 2장에서 언급한 웨어러블 장비인 삼성 VR

기어와 저시력 보조 애플리케이션 릴루미노를 함께 제공할 것이다. 저시

력 장애인이 릴루미노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잔존시력의 

정도에 따라 시각 보조의 형식과 정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이때, 미술관

을 방문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릴루미노를 처음 사용해보는 경우, 교육

진행자와 자원봉사자는 기기의 시력 보조 모드 조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

항을 직접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가 기기를 착용한 후,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준비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아

닌 전맹 시각장애인 또한 관람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리움의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 

똑똑이를 함께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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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아니쉬 카푸어, <큰 나무와 눈>, 2011, 

스테인리스 스틸, 높이 1500cm.

  야외의 미술관 정원에서 가장 먼저 관람할 작품은 조각가 아니쉬 카푸

어(Anish Kapoor)의 <큰 나무와 눈>이다[그림 25-1]. 스테인리스 스틸 소

재로 제작된 구(球)의 표면이 주변의 사물을 반사하는 이 작품은 높이가 

15m에 달하는 큰 규모의 설치작품이다. 작품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저

시력 시각장애인 또한 그 규모와 형태를 감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하여 감상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였다. 

  작품의 형태가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SLS방식의 3D 프린팅 기

술을 활용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그대로 지닌 축소모형을 제작한

다면, 관람객의 촉각을 활용한 감상 경험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미술관은 관객의 3D 축소모형과 함께, 리움의 오디오 가이드 똑

똑이를 통해 작품에 대한 언어적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

를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의 예시이다. 

  “아니쉬 카푸어, <큰 나무와 눈>, 2011, 스테인리스 스틸, 

높이 1500cm. 앞에 설치된 거대한 작품의 높이는 흰 지팡이 

약 12개를 이어 붙인 정도에 달합니다. 지름이 1m 남짓,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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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로랑 그라소, 

<미래의 기억들>, 2010, 

네온 튜브, 140x4500cm. 

[그림 25-3] 로랑 그라소, <미래의 

기억들> 촉각다이어그램 도안 

흰 지팡이 하나 정도 되는 원형 구 수십 개가 나무처럼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각각의 구는 거울처럼 표면에 비친 이미지를 반사합니다. 

   인도태생 영국인 작가 아니쉬 카푸어는 라이너 마리아 릴

케(René Karl Wilhelm Johann Josef Maria Rilke)의 시집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소네트 Sonnette an Orpheus』에

서 영감을 받아 이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카푸어는 릴케의 시 중에서 나무가 높이 솟게 만들만큼 뛰어

났던 오르페우스의 거문고 연주 솜씨를 예찬하는 시구를 제

목으로 차용했습니다.”162)

      

  다음으로 감상할 작품은 로랑 그라소(Laurent Grasso)의 <미래의 기억

들>이다[그림 25-2]. ‘memories of the future’라는 19개의 알파벳으로 구

성된 이 작품은 언어를 사용한 개념미술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시각장

애인 관람객 또한 작품의 제목이자 작품 자체인 문구를 해석해봄으로써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감상자

162) 삼성미술관 Leeum, 「큰 나무와 눈」,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html/searc

h/main.asp#zoom,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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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알파벳의 모양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작품 설치전경을 

촉각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것을 권장한다[그림 25-3]. 동시에 리움 디지

털 오디오 가이드 똑똑이를 통해 언어적 설명 또한 함께 제공해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로랑 그라소, <미래의 기억들>, 2010, 네온 튜브, 

140x4500cm. 회색빛 Museum2 건물의 꼭대기에는 ‘memories 

of the future’라고 적힌 커다란 네온사인이 가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45m에 달하는 작품의 가로 너비는 흰 지팡이 약 

17개를 연이은 길이이며, 글자의 세로 길이는 140cm로 흰 지

팡이 한 개보다 조금 큽니다. 글자들은 색이 채워져 있지 않

고, 윤곽선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왼쪽에 위치한 글자의 테두리선은 하늘처럼 파란 빛을 띠지

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이 서서히 사라져 하얀색을 띱니

다.”

  이처럼 작품의 크기와 형태, 내용 등에 관한 1차적 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 후에는 오디오 가이드의 음성안내를 통해 해석에 도움이 되는 추

가 정보 재생의사를 질문할 수도 있다. 추가적 정보를 제공받기를 희망

하는 관람자를 위한 설명의 예시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이 작품에서 서서히 연해지는 글자의 색은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미래의 기억들’이라는 

작품의 제목이자 내용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이는 보

다 구체적으로, 현재의 순간도 미래에는 과거의 기억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163)

163) 삼성미술관 Leeum, 「미래의 기억들」,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html/sear



- 140 -

[그림 25-4] 알렉산더 칼더, <거대한 주름>, 1971, 

철에 채색, 높이 742cm.

  야외 조각 가운데 마지막으로 감상할 작품은 알렉산더 칼더(Alexander 

Calder)의 <거대한 주름>이다[그림 25-4]. 이 작품은 바람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키네틱 아트(kinetic art)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고유한 특성을 지닌 조각 작품을 프로그램에 포함한다면, 감상대상의 폭

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두 작품 <미래의 기억들>과 <큰 나무와 눈>이 비교적 서

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반면, <거대한 주름>을 보기 위해서는 물리적으

로 다소 이동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의 야외 이동거리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칼더의 작품은 리움 MUSEUM2 전시관의 2층 전면 

창문을 통해 조망할 것을 권한다. 

  <거대한 주름>의 감상을 위해서는 3D 프린팅 축소모형과 언어적 설명

을 함께 활용할 것이다. 본래 이 작품은 철로 제작되었으며 많은 면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3D 모형 제작 시에는 안전상의 

이유를 감안하여, FDM 방식으로 3D 모형을 제작할 것을 권한다. 플라스

틱으로 모형의 물성을 대체하더라도 철로 만들어진 소형 원형 패널을 함

ch/main.asp#zoom,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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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제공한다면, 시각장애인 관람자 또한 실제 작품의 물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프로그램 진행자는 언어적 설명을 통해 원본의 

물성에 대한 부가적 설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리움의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 똑똑이를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언어적 설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

다. 

  “알렉산더 칼더, <거대한 주름>, 1971, 철에 채색, 높이 

742cm. <거대한 주름>은 1.5톤에 달하는 무게의 철을 허공에 

떠있는 가벼운 모빌(mobile)처럼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름처

럼 거대한 이 작품의 높이는 흰 지팡이 약 6개를 합친 것에 

달합니다. 삼각대와 같은 하부의 세 기둥은 사과와 같은 새

빨간 색과 병아리와 같은 노란색의 철제 본체를 지탱합니다. 

본체 꼭대기에 달린 가로방향의 철선 양쪽에는 각각 5개의 

철로 된 가지와 하나의 철판이 달려 있습니다. 5개의 가지에 

달린 6개의 작은 철판과 반대쪽 큰 철판의 무게는 균형을 이

루면서 바람에 따라 상하좌우로 움직입니다. 기류에 따른 움

직임으로 작품의 형태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

화한다는 점은 칼더 작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칼더는 기계

를 낙관적으로 바라본 구성주의 및 미래주의 작가들의 영향

을 받아 이와 같은 모빌 조형양식을 창안했습니다.”164)

[전개1-2] 미술관 소개

  실내 공간으로 이동하여, 본격적으로 회화작품을 감상하기에 앞서, 교

육프로그램 진행자는 미술관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본 연구자가 작성한 공간 설명 예시는 아래와 같다. 

164) 삼성미술관 Leeum(주 162),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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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계신 삼성미술관리움은 2004년 개관하였습니다. 리움

은 MUSEUM1과 2,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라는 총 세 개의 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저희는 로비에서 오른쪽에 위

치한 MUSEUM2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근현대 미술작

품들을 주로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반면 로비에서 맞은 편, 

즉 건물 진입 후 왼쪽으로 가시면 고미술 작품들을 주로 전

시하는 MUSEUM1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희가 작품들을 감상

할 MUSEUM2 건물은 지상 2층부터 지하3층까지 이어집니다. 

MUSEUM2내의 주요 전시공간은 포스트 텐션(post-tension)이

라는 건축 공법을 사용하여, 기둥이 없는 공간으로 구현되었

습니다.”165)

[전개2] 웨어러블 장비를 통한 작품 관람 

[그림 26-1] 프랜시스 베이컨, <방 안에 있는 인물>, 1962, 캔버스에 

유채, 198.8x144.7cm, 삼성미술관리움 

  실내에서 가장 먼저 감상할 회화 작품은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방 안에 있는 인물>이다[그림 26-1]. 공간과 인체에 대한 독특

165) 삼성미술관 Leeum, 「미술관 소개」, http://leeum.samsungfoundation.org/html/introd

uction/structure02.asp.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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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표현이 두드러지는 당해 작품은 성인의 키 보다 큰 크기와 강렬한 색

감으로 관람자를 압도한다. 따라서 잔존시력을 지닌 저시력 장애인의 경

우 릴루미노의 도움을 받아 작품 내 형상의 윤곽 및 색면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릴루미노가 저시력 장애인의 시력을 정안

인 수준까지 완벽히 보조하지는 못하므로, 작품 감상을 위한 언어적 설

명 역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저시력 및 전맹 관람자를 위해 본 연구

자가 직접 작성한 언어적 설명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프로그램 진행자

는 본고 2장에서 상술한 오디오 가이드 형식을 통해 이와 유사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방 안에 있는 인물>, 1962, 캔버스에 

유채, 198.8x144.7cm. <방 안에 있는 인물>은 제목처럼 방안 

소파에 인물 한 명이 누워있는 광경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남색 소파는 화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뒤틀린 나체의 인물이 누워 있습

니다.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인물의 두 팔은 하얀 베개를 잡

고 있고, 쭉 뻗은 오른쪽 다리와 달리 왼쪽 다리는 직각으로 

구부러져있습니다. 낙서처럼 붓질이 되어있는 인물의 얼굴은 

감은 오른쪽 눈과 짐승과 같은 이빨의 형체만을 어렴풋이 가

늠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분명한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습니

다. 방바닥의 단면은 두 개로 나뉘어 각각 푸른 에메랄드 색

과 잔디와 같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밀폐된 방의 

벽지는 잉크와 같은 검은색입니다. 균일한 색면으로 단순하

게 그려진 바닥 및 벽은 거친 붓질로 표현된 인물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뒤틀린 인물의 얼굴과 몸을 더욱 부

각시키는 효과를 낳습니다.” 

  이와 같이 작품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한 후, 오디오 가이드의 음



- 144 -

성 안내는 관람자가 작가나 작품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듣기를 희망하

는지 질문할 수 있다. 관람자가 청취를 희망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2차

적 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그림에서처럼 왜곡되고 뒤틀린 인

간의 신체를 표현함으로써 비관주의적인 인간의 모습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서구에 팽배했던 

실존주의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

다.166)”

[그림 26-2] 데미안 허스트, <어둡고 둥근 나선형의 나비 날개 

회화(깨달음)>, 2003, 캔버스에 유광 페인트와 나비 날개, d. 213.4cm.

  이어서 감상할 작품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어둡고 둥근 

나선형의 나비 날개 회화(깨달음)>이다[그림 26-2]. 지름이 213.4cm에 달

하는 이 작품의 규모 역시 저시력 시각장애인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배경의 검은색과 중심부의 밝은 색이 확연하

게 대비되므로, 저시력 장애인이 작품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저시력과 전맹 시각장애인의 관람을 보조

166) 삼성미술관 Leeum(주 162),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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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본 연구자가 작성한 언어적 설명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데미안 허스트, <어둡고 둥근 나선형의 나비 날개 회화

(깨달음)>, 2003, 캔버스에 유광 페인트와 나비 날개, d. 

213.4cm. 흰 지팡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짧은 지름의 

원형 캔버스에는 여러 종류의 나비 날개 수천 개가 빼곡히 

차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보랏빛 날개를 지닌 같은 

종의 나비가 중심부로부터 소용돌이 모양을 이루며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 화면에는 형형색색의 나비가 빈틈

없이 가득 차 있으므로, 소용돌이 형태의 배열을 감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나비의 날개들이 한 데 모여 만

들어내는 이미지는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와 유사합니

다. 

  앞서 감상한 베이컨 작품의 사례와 같이 이 작품의 경우에도, 오디오 

가이드가 관람자에게 추가적 정보의 청취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

할 수 있다. 이때 관람자가 추가 정보를 원할 경우 제시할 수 있는 언어

적 해설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작가는 모형이 아닌 실제 나비의 사체를 작품 표면에 부

착함으로써 ‘삶과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

다. 구체적으로, 작품 속의 죽은 나비들은 날개만 남아 ‘덧없

는 삶과 부서지기 쉬운 육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167) 이는 서양 회화에서 사용되는 ‘죽음을 기억하라’

는 메시지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167) 삼성미술관 Leeum, 「어둡고 둥근 나선형의 나비 날개 회화(깨달음)」, http://leeu

m.samsungfoundation.org/html/search/main.asp#zoom,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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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작품의 표현 양식과 연계하여, 미술관은 큰 종이에 나비 날개 

모형들을 배열하여 붙이는 전시연계 창작교육활동을 시도해 볼 수도 있

다. 참가자를 5~6명 정도의 소규모 그룹으로 나눈 후, 원이 그려진 전지

에 모형 나비의 날개를 붙임으로써 하나의 문양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림 26-3] 싸이 톰블리, <무제(뉴욕시)>, 1968, 캔버스에 유채, 크레용, 

200.6x261.6cm, 삼성미술관리움

  마지막으로 감상할 회화작품은 싸이 톰블리(Cy Twombly)의 <무제(뉴

욕시)>이다[그림 26-3]. 가로와 세로 모두 2m가 넘는 작품의 크기와 회

색으로 채워진 단일한 색면이 저시력 시각장애인 감상자에게 작품의 인

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여 감상 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자가 오디오 가이드를 위해 직접 작성한 언어적 설명의 예

시는 다음과 같다.

  “싸이 톰블리, <무제(뉴욕시)>, 1968, 캔버스에 유채, 크레

용, 200.6x261.6cm. 여기 가로와 세로 2미터가 넘는 캔버스가 

있습니다. 흰 지팡이를 가로로 2개 세로로 1.5개 이은 크기의 

거대한 크기입니다. 화면의 바탕은 회색으로 가득 차있고, 그 

위에는 여러 개의 둥근 고리가 하얀 크레용으로 그려져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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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타원을 마구잡이로 이어 그린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 고리는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높이가 커지며, 크게 여섯 

줄을 이룹니다.” 

  싸이 톰블리의 작품 역시,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추가 정보가 제공 가

능함을 안내하고, 이를 선택한 관람자에게 작가 및 작품에 관한 배경지

식을 제공할 것을 권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가 작성한 추가적 설명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미국 작가 싸이 톰블리는 회색, 검은색 등 단색으로 채색

한 캔버스 위에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닌 선묘 드로잉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의 드로잉은 움직임이나 속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이탈리아 미래주의와 자동기술법을 사용한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168) 톰블리의 반복적인 쓰

기 동작은 ‘내용과 의미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감정의 

경험을 선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169)

  이 작품에 관하여 미술관은 작가가 활용한 반복적 쓰기 동작을 응용한 

창작교육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직접 그림을 

창작해본다면, 관람객의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회화 감상이 모두 끝난 후, 창작교육활동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진행자는 

창작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장소를 옮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

다. 이 과정에서, 관람자들은 종이에 크레용으로 반복적인 선을 표현하

는 작업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작품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8) 초현실주의자들에 의해 처음 고안된 자동기술법은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적 사고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자동기술은 이성적 판단과 미적 선입견이 배제

된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일어난다. 안연희(주 50), p. 369.

169) 삼성미술관 Leeum(주 162), p.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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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간

간

격
화면 이미지 대사 / 화면해설

NA
00:

09
09”

검은 화면에 하얀 글씨로 ‘예술하는 습관’이

라는 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NA
00:

39
30”

한밤중 가로등 세네 개가 켜진 길 한가운데, 

타원형의 물 항아리가 세워져있다. 항아리의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새어나온다. 

NA
00:

37
30”

오른쪽 옆 화면. 검은 배경 속, 손바닥 크기

의 투명한 유리구슬이 허공에 떠있다. 손 하

나가 유리구슬의 밑 부분을 계속해서 만진다. 

화면 속의 손은 다섯 손가락을 쫙 피고, 손 

바닥부분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듯 유리구슬

을 어루만진다.

[전개2] 미디어아트 소장품 감상

  미디어아트 소장품 감상 대상으로는 삼성미술관리움의 소장품 <예술하

는 습관>을 선정하였다. 전소정 작가의 <예술하는 습관>은 약 4분 길이

의 4채널 비디오 작품이다. 가로로 긴 하나의 화면은 4개의 패널로 이루

어져 있고, 총 7개의 짧은 영상이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동하며 이어진

다. 영상이 송출되는 화면은 네 개이기에 하나의 영상이 왼쪽으로 밀려

나면 그 영상은 다시 오른쪽 끝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순환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제작이 가장 용이한 것은 하나의 화면에

서 영상이 송출되는 단채널 미디어 작품이겠지만, <예술하는 습관>의 경

우, 영상 전체뿐만 아니라 각 영상의 길이가 짧고, 대사가 거의 존재하

지 않아 화면해설을 삽입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자가 작

성한 <예술하는 습관>의 화면해설은 아래 [표 22-1]과 같다. 

[표 22-1] 전소정, <예술하는 습관> 화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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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01:

07
30”

오른쪽 옆 화면. 검은 배경 속, 성냥개비로 

오각형을 만들어 쌓아올린 수십 층의 성냥 

탑이 있다. 곧 손 하나가 성냥개비를 하나씩 

놓아 성냥개비 다섯 개로 구성된 오각형 탑

을 쌓아 올릴 것이다. 

NA
01:

37
30”

오른쪽 옆 화면. 깜깜한 밤 어두운 강물에, 

하늘에 떠있는 하얗고 둥근 보름달이 비친다. 

강물 표면의 출렁임에 따라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이 일그러지고 울렁거리며 움직인다. 물

결을 따라 움직이는 달의 모습은  흐려진다. 

NA
02:

07
30”

오른쪽 옆 화면. 깜깜한 밤, 성인 키 높이에 

설치된 둥근 링이 불타고 있다. 짧은 머리의 

성인 한 명이 멀리서 뛰어 온다. 그는 다이빙 

하듯 두 손을 모은 자세로 불타는 링 한 가

운데를 통과한다. 

NA
02:

37
30”

오른쪽 옆 화면. 가로로 화면의 가운데에 평

균대가 놓여있다. 위쪽에는 맨발로 평균대 위

를 천천히 걷는 한 사람의 발이 보인다. 발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아래쪽에는 

물이 들어있는 투명한 유리잔을 든 손이 천

천히 움직인다. 손은 위의 발걸음과 반대 방

향으로 이동한다. 평균대의 끝에 다다르면 둘

은 몸을 돌려 반대로 이동을 계속한다. 

NA
03:

07
13”

오른쪽 옆 화면. 검은 배경 앞에 하얀 새 형

상을 한 조각이 360도로 돌아간다. 새는 양 

날개를 위로 뻗은 모양이다. 새 조각은 불에 

데워지는 듯 빨갛게 변하면서 크기가 점차 

줄어든다. 

NA
03:

20
10”

오른쪽 옆 화면. 다시 한밤중의 길 위. 한 사

람이 양손에 버킷 하나씩을 들고 앞으로 걸

어온다. 그가 버킷의 물을 길 한 가운데의 항

아리에 붓는다. 항아리 밑에서 물줄기가 계속 

새어나온다. 그는 뒤로 돌아 왔던 길로 다시 

걸어간다. 

NA
03:

30
04”

오른쪽 옆 화면. 이전과 같이 손 하나가 유리

구슬의 밑 부분을 계속해서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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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03:

34
04”

오른쪽 옆 화면. 성냥을 성냥 탑 위에 하나씩 

쌓다가 탑이 왼쪽으로 기울면서 쓰러진다. 

대

사

03:

38
01” 여자 목소리 : 어? 

NA
03:

39
03”

성냥 탑 화면이 먼저 암전되고, 이어서 모든 

화면이 암전된다. 

03:

43
10”

검은 화면 한 가운데 하얀 글씨로 The 

Habit of Art, Sojung Jun, 2012라는 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NA=화면해설, 대사 : 본대본, 간격: 화면해설이 들어갈 시간 

  [표 22-1]에서 알 수 있듯, 본 연구자는 작품 전체를 기준으로 가장 왼

쪽에 다다르는 화면 순으로 해설을 제작하였다. 이때, 4채널을 통해 동

시에 여러 개의 영상이 상영되는 당해 작품의 특성상, 모든 화면의 내용

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으므로, 화면 내용에 비해 지속 시간이 긴 장면

의 경우, 향후 이어질 화면 내용의 변화까지 미리 설명하였다. 예를 들

어, 1분 7초부터 설명하는 화면에서 해당 화면해설이 끝나는 37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검은 배경 속, 성냥개비로 오각형을 만들어 쌓아올린 수

십 층의 성냥 탑이 있다.”에 그친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곧 손 하나가 

성냥개비를 하나씩 놓아 성냥개비 다섯 개로 구성된 오각형 탑을 쌓아 올릴 

것이다.”라는 문장을 추가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본 연구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제일 왼쪽에 먼저 도달하는 영상의 

순서대로 순차적인 해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제일 왼쪽의 영상을 설명

하는 동안 오른쪽 화면에서 앞뒤 시퀀스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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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당해 영상을 해설할 때 추가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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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고는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

다. 특히, 미술관을 관람하는 시각장애인의 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관람 경험의 질 또한 향상시키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시각장

애인들의 미술 감상을 도울 수 있는 감상보조수단을 연구하고,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1장에서는 시각장애를 정의하고, 분류함으로써, 시각장애

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미술전시 

감상 현황을 진단함으로써, 현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2장에

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기기의 종

류와 개발 현황을 소개하였다. 나아가 잔존감각인 촉각과 청각을 활용하

는 다양한 방법들을 정의하고, 각각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3

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을 조사 

연구하였다. 그런 다음, 국내 미술관 3곳을 선정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진행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때, 2장에서 논구한 보조

수단들을 적극 반영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을 위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은 야외의 조각공

원에서 시작되어 실내의 회화 작품 감상으로 이어지며, 미디어아트 소장

품 감상으로 마무리된다. 이때 촉각활용수단 중에서는 3D 프린팅 모형과 

콜라주 촉각그림, 점자 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였

다. 동시에 청각활용수단 중에서는 오디오가이드, 갤러리 톡, 미디어아트 

화면해설을 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을 대상으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민중미술 작품 상설전 《가나아트 컬렉션 : 시대유감》과 천경자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는 《영원한나르시스트, 천경자》를 중심으로 회화작품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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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때 촉각활용수단 중에서는 촉각다이어그

램과 저부조 서머폼 촉각그림 및 아상블라주 촉각그림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했다. 동시에 청각활용수단 중에서는 오디오 가이드

와 갤러리 톡 방식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삼성미술관리움을 위해서는 야외의 조각공원에서 시작하여, 실내에서 

회화작품을 감상한 후, 미디어아트 소장품을 감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저시력 보조수단 릴루미노의 사용

을 제안하였다. 또, 촉각활용수단 중에서는 3D 프린팅 축소모형과 촉각

다이어그램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청각활용수단으로

는 오디오가이드와 미디어아트 화면해설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수단 및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

으로 도입한다면, 이는 미술관의 관람객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술관의 입장에서 수요고객은 크게 열성고객, 관심고객, 비참여/무관심 

고객으로 나뉜다. 비참여/무관심 고객은 ‘향후 미술관의 서비스에 따라 

관심고객이나 열성고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관람객군’을 

의미하며, 장애인은 비참여/무관심 고객에 해당한다.170) 따라서 미술관이 

이들의 미술관 관람 증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는 것은 비

참여/무관심 고객이었던 시각장애인들을 관심고객 혹은 열성고객으로 바

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안인 관람객의 관람을 증진하는 효과 또한 불러 올 

수 있다. 첫째로, 시각장애인이 미술관을 방문하며 동반하는 주변인의 

관람이 늘어날 수 있다. 둘째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수단은 새

로운 관람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안인의 미술관 관람 경험 또한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전맹 시각장애인 코지로 히

로세가 기획한 《만지는 문자, 만지는 세계 – 촉문화가 창조해 내는 유

니버설 뮤지엄》전시는 정안인과 시각장애인 모두 촉각을 사용하여 감상

170)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향상 및 관람 안내 개선방

향연구』(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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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시로서, 핸즈온(hands-on) 전시방법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높였

다. 또, 정안인이 어둠 속에서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며 감상하는 전시

《어둠 속의 대화》는 1988년 독일에서 시작된 이래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 150개의 도시에서 600만명 이상이 관람하기도 했다.171) 이러

한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관람방식의 도입은 

정안인의 미술관 관람 만족도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다. 미술관 관람 경

험에서 만족도의 상승은 ‘반복 관람, 긍정적인 구전 효과, 친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관람 권유나 추천’등으로 이어진다.172) 따

라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감각적 전시 방식과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은 

비단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안인의 관람 또한 유도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수단과 교육프로그램은 긍정적인 

기대효과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이 이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

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본 

연구의 주요 내용에 더하여, 향후 연구와 실천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과

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술관들은 시각장애인의 관람 증진을 위해 아

래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전문 인력과 봉사 인력이 확보되어

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전시기획 및 교육전문가뿐만 아니라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출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러 

대학의 미술경영학과, 미술교육학과, 박물관/미술관학과 등과 연계하여 

관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20여개 대학

에서 박물관학과 박물관교육학 분야의 대학원에서 학위 및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인턴십을 포함한

171) 안숭범, 최혜실, 「시각 배제 전시회의 스토리텔링과 그 가능성: 〈어둠 속의 대

화〉를 중심으로」, 『인문컨텐츠』, 제23집(2011), 인문콘텐츠학회, p. 194. 

172) 이보아(주 74), p.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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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73)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채용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함으

로써 관련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채용 과정에 있어서 전공자를 우대함

으로써,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미술치료학이나 특수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필요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관련 전공자의 즉각적인 채용이 어렵다

면,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및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특수교육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나아가, 미술관은 시각장애인 연구자 혹은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 오사카민족박물관은 전맹 장애인 히로세 코지

로를 직원으로 채용한 바 있다. 2006년 그가 기획했던 전시 《만지는 문

자, 만지는 세계 – 촉문화가 창조해 내는 유니버설 뮤지엄》은 시각장애

인 관람객뿐만 아니라 정안인 관람객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듯 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인 전문가를 채용한다

면, 진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갖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미술관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진행자를 도와 프로그램을 보조할 인력 또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미

술관은 주기적으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은 ‘맹학교를 위한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약 150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였다. 

나아가 동경국립박물관은 시각장애인들이 기관에 방문할 경우 1:1 대응

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희망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관람 유도방법, 

설명법 등을 교육받을 수 있는 10회 이상의 연수에 참여하였다.174) 우리

173) 박미선,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조사 연구」, (석사학

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07), p. 88. 

174) 김영희(주 8),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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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미술관 역시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자

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인력에게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은 미술관과 시각장애인 관람자들을 연결하는 채

널을 구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57.8%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얻는다. 

반면, 공공단체나 교육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비율은 1.6%, 정기

적 안내 이메일 또는 뉴스레터를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은 0%였다.175)

따라서 미술관은 맹학교, 시각장애인 복지단체 등을 조사하여, 메일링 

리스트와 같은 연락망을 구성하고 정보 공유를 요청함으로써, 정보의 사

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관에 관한 정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 기존에 미술관을 방문한 시각장애인 

관람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함으로써, 

이들이 지속적으로 미술관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의 지속적인 미술관 관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

육프로그램의 꾸준한 확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프로그램에 활용

하는 3D 프린팅 모형이나 촉각 그림, 촉각다이어그램 등의 경우, 상설 

컬렉션의 하이라이트 작품들을 위주로 먼저 제작하되, 대상 작품을 확대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제작이 용이한 점자 자료나 오디

오 가이드의 경우, 상설 컬렉션뿐만 아니라, 기획전에 대해서도 제작한

다면, 시각장애인의 정기적인 미술관 관람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은 시각장애인의 미술관 관람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많은 

미술관들은 홈페이지 상에 접근성(Access/Accessibility) 카테고리를 따로 

마련해두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자크기 확대 서비스나 음성 변환 서

비스를 제공하는 미술관 또한 다수였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홈페이지 

방문자는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175)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2014), http://www.mohw.go.kr,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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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미술관의 사례는 이와 극명한 대조

를 이룬다. 본 논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

술관, 삼성미술관리움의 홈페이지는 모두 접근성에 관한 메뉴를 제시하

지 않았다. 향후 미술관이 홈페이지에 접근성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게재한다면, 미술관 방문을 희망하는 장

애인은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볼 때, 시각장애인들의 미술관 관람을 궁극적으로 증진하기 위

해서는 다각도의 장기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미술관은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감상보조수단을 구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

며, 상기한 문제점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를 통해, 누군가에게는 단순히 ‘무의미한 일 혹은 불가능한 일’로 치부되

었던 시각장애인의 미술 감상이 많은 미술관에서 ‘의미 있고, 가능한 일’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 과정에 본 연구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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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to Improve Art Museum 

Access for the Blind 

- Focusing on Assistive Tools and Museum 

Education 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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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difficult for the blind to enjoy art exhibitions. This is because 

many artworks at art museums are based on visual information. In 

particular, without any assistive tools or education programs for them, 

the barrier the blind encounter when they want to visit art museums 

grows bigg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methods to 

improve art museum access for the blind. To improve both the number 

of blind visitors and the quality of blind visitor experiences, this 

research mainly suggests two solutions. Firstly, art museum should 

provide a variety of assistive tools for the blind. Next, art museum 

should offer education programs made for the bli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lutions, this thesis analyzes merits and 

demerits of various assistive tools and defines previously un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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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s regarding some tools. Also, based on the solutions, this 

research develops and presents museum education program f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and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chapter 1, this study presents the different types of blindnes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n, by looking into the blind people’s number of 

art museum visit, it analyzes the current situation. 

  In chapter 2, this research deals with varied assistive tools for the 

blind or the visually impaired. In section 1, this thesis studies wearable 

devices for the blind which can help the blind appreciate artwork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Relumino, a virtual reality application 

developed by Samsung. Also, it examines devices from abroad; Orcam 

My reader and Orcam MyEye, by conducting research on their 

development, price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In section 2, this study deals with the assistive tools making use of 

tactile sensation. Firstly, it suggests producing 3D models using 3D 

printing technique. For this, this study explains the production process 

of 3D printing, and analyz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fferent 

techniques. Next, this thesis conceptualizes tactile painting, categorizing 

it into bas relief/collage/assemblage tactile painting. Then, it also talks 

about tactile diagram, which makes it easier to recognize artworks 

through editing. Specifically, this thesis introduces swell paper method 

and embossing method. After that, this study examines Braille print. For 

example, it compares perforation, UV print, and waterdrop print 

methods. 

  In section 3, this research suggests assistive tools for blind people’s 

art museum experience using auditory sense. Firstly, it analyzes audio 

guide, suggesting the introduction of Beacon technology, loc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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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tors’ location. Also, this study suggests information audio guide 

should include. Then, it also proposes gallery talk which allows two-way 

communication. On top of that, this study suggests descriptive video 

service for media art. It also talks about the making process of the 

service and some rules to follow. 

  In chapter 3, this thesis aims to apply the tools aforementioned to 

the cases of art museums in South Korea. For this, it firstly conducts 

research on the cases of foreign art museums. Then, it moves on to 

Korean cases, checking out the existing problems so it could develop 

better solution. Then, the thesis develops education programs for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Museum of 

Art, and Leeum, Samsung Museum of Art. In conclusion, this thesis 

summarizes the result of the study, and mentions additional suggestions 

for the future.

  All in all, this study presents a broad range of assistive tools art 

museums can offer for the blind and develops education programs for 

the blind that art museums in South Korea can provide. Overall, it not 

only complements previous research but reflects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matter in South Korea, hoping to improve art museum 

visit of the blind.  

keywords : Blindness, The Blind, The Visually Impaired, Museum 

Education Program, Museum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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