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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유럽에서는 이를 시념하기 위 

한 여러 사엽과 셰획이 진행되고 있다. 1차 디|선의 주된 전장으로서 

많은 전쟁의 혼적을 간직한 프랑스도 국방부의 〈기억 · 유적 ·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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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샤연구써단의 사 V!윈 받아 익 .f.Ç1었응(NRF-2010.332 AOOI67) 



200 물어문회권연구 재230. 

국(DMPA)>을 중심으로 하여 l차 대전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 

한 행시결· 계획하고 있다기 

그중에시 2011년 말 파리 근교의 모 Meaux에 <1차 대진 박물관〉 

이 새로 문올 연 사실은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미 프랑스에만 

110여 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l차 대전 기념시설이 있고2)， 베르덩 

Verdun과 메론 Péronne에 대형 기 념관이 있는 상황에서， 2천 8백만 

유로라는 예산을 투입하여3) 새로운 대형 기념관을 열었다는 것은 

이전의 기념관들이 보여주던 것과는 다른 관점을 담아내펴는 요구 

나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모돈 박물관은 건립자와 전시기획자의 관점에 따라 전시될 것과 

전시되지 않을 것을 선별한다. 박블관의 전시란 전달하고사 하는 메 

시지의 이데올로기적인 조직이라는 박물판화자 조르주 앙리 리비에 

르 Georges-Hcnri Rivière의 말<t)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는 기 

” 국망카L 산하 DMPA는 201 1 넌 부랴싱 s:세프 지뱃외 :휴.!.:표 2014 년부·티 2020\ I 
의 71간 팡안 신행원 l시 대신 100주년 시입 활동 새찌용 수'fl 해시 대용영에세 

보고했q Joseph Zimel , Comménwrer 1<1 Crande Cut'tπ (2014-202，ω pro，αISItIO，1S 

pour UII <<IIumaill' illt<'nlQtional, Rappon au p야sidenl de la Républlque 
Secrétarial 양nêra1 pour I'administrauon, Direction de la mémoire, du pa띠

moine ct dcs archlvcs 201 J. 

2) 1차 대센 싼련 박펀-판"'~ 유적만유 소새하는 가이드사 1914-1918 : 750 Ml.양@ 

Cuidð Ellrope (2012)에 따갇면 l차 대선과 관련하여 11.양스애만 113깨의 주요 "1 
물관과 선쟁유적이 있jl ~형 박룹관.!r.. 160깨에 담하ul ， 유럽 전역에 껴 져 약 750 

새의 Ht，:숫핀}이 있다.J! 야마 한면으_s!. 1 ’1 21 앵렌 참녕I Marie-f1éU:nc Joly는 2001 
년 딴II얀 논운에서 당시 프랑스의 l 사 대선 관연 시닝판은 20새에 {i!-.i.!j-하c~고 
적고 있다 깐광가이드북이 상대적으과’ 씁 더 너그럼써 많은 박플관씬 l 차 대전에 

연관퇴뉴 섯으로 인정했으려라는 성유 산사하더라도 2000년대 뜯어 .. 기억관광 .. 의 

성징과 험께 l 사 대션 싼센 선시사션이 꽉얀적으강~ .~.어났다는 것온 {츠냉한 사산 

로보인다‘ 
3) 이 승-애서 켜가가 지윈얀 t!l용은 10%에또 뭇 미치는 210만 유로에 섬-과하다. 수 
연 시역 징부의 도웅도 딩션t다고 하나 시땅싱부샤 부납하시에 2션 8애반 유보는 

상당힌 1}애이다. “ La Grande Guerre s’expose à Meaux, sans sang, sans σ잉， 

sans larmes'’ , Le Mondc, 2011 년 11 ~I 11 일자 
4) “ [.C programme d'une exposiûonl"') est acte SC1cnufiquc dans la mt'Suπ OÜ 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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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핀이l 적용될 때 더 설득려운 가진다. 게다가 그 기념관이 격렬한 

풍」딸의 장이었던 전쟁에 대한 것이라면 더 더욱 그럴 것이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굳이 거창한 정치적 이념과 결부시킬 필요는 없 

다. 과거의 전쟁을 어떤 형태로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한 시대가 가 

진 관점과 깊은 연관성올 가진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프랑스의 대표적인 l차 대전 기녕관 세 곳 

용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이들 기념관의 특정적인 전시구성과 

전시콘텐츠를 비교하여 차이집을 찾아낸 다음， 기념판이 신린되던 

시대의 프랑스의 사회문화적인 백락올 통헤 그 의l’ l를 가늠해볼 것 

이다. 1차 대전 100주년올 앞두고 다%댄f 논의와 연구가 신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 차 대진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 기억플 재현하는 

프랑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합 수 있왈 것이다. 

우리는 프랑스가 |차 대선을 /1억하고 재현하는 땅식이 시대와 

사회직 여건에 따라 어떻게 딘라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1:11표적인 

3개의 기념관을 연구대상으로 서성했다 베르덩의 <1 자 대전 기념 

관Mémoríal de Grandc Gucrre de Verdun (이하 배르덩 기념관)>， 페 

론의 <1 차 대 전 역사관 Hlslonal de la Grande Guerre (이 하 페론 역 

사관)> 그리고 모의 <1차 대전 박물관 Musée de la Grande Guerre 

du Pays dc Mcaux (이하 보 박첼관)5)>이 그 대상이다.이 

c:onsutue l'armature ldéologiquc dc la prcseDtauon ‘ [ ... J 11 faul cn ctrcl parvenir 
å un poncwaåon dc I"cspacc adéquatc å 1’organisation idéologique du mcssage 
à rransmcttrc." Georgcs.Hcnn Rivière. 1..0 11111싫'ologi‘e. Dunod, 1989, p 269. 
Jcan-Yvcs Bouπier (dir.), “ D'unc gucrre â I'autre en Europc" in MU5à!!> 싸 

gucrre ct m.쩌lonaux. Ediuons dc la ma lSon des science:; dc 1’ homme. 2005. p 4 
애서 째인용 

5) 우리나라애서는 뚜 밴!') 애세대선에 i 자와 2차라는 이읍완 ?이셔 역사사 션~갈 

섣냉히 혜수지만. 프랑스애서는 슷사상 원이지 않고 그냥 ·대션 Grandc Gucrr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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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탱 기념관은 l차 대진 기념관 중 비교적 초기에 세워진 것으 

로서， 1차 대전 최고의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1916년의 베르덩 

진투를 기념하기 위해 1967년 설립되었다. 베르덩은 독일군이 프랑 

스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화력올 집중하였던 격전지로서， 

10개월간 엄청난 물량의 포격폴 받으면서도 사수하는 데 성공함으 

로써 프랑스가 l차 대전 종반의 송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었던 지역 

이다. 이 때문에 베르덩 전투는 프랑스 사수의 상정과도 감은 전투 

로 인식되고 있마7) 버l르영 기 냄관은 베르덩 전투 잔잔 용시틀이 주 

축이 되어 설립되었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민간기구의 성격을 유지 

하고 있다. 2013년 9월 2일자로 리모델령을 위해 운을 닫은 베르덩 

기념관은 2015년 가올에 재개장 할 예정인데， 폐장 전까지 개장 초 

기의 핵심적인 전시장 구성플 거의 그대로 보촌하고 있었기 때문에 

60년대 말에 프랑스가 l차 대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잘 보 

여주는 곳이다. 

두 번째 대상인 페론 역사판은 베르덩 전투와 함께 1차 대전 중 

반의 가장 격렬한 전장이었딘 ‘솜므강 전투’ 지역에 1992년 세워졌 

다. 페론 역사관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정부에 의해 추도적으로 

라고 하면 l차 대선유 가i!1"1쓴 갓이 인반적이다 이에 따라 온:it에서딛 프팡스어 

의 ‘Grande Guerre’삽 ' 1사 대선’으로 원이하여 옮겼다. 

6) 이상의 써 기관은 프랑스어보무 각각 MémoriaJ, Aisto꺼외. Musée4쓴 상이한 영 

정용 가지고 있으며 영싱 _1 사셰료서도 세 기관이 스스로 부여하뉴 성격욕 잘 보 

여준다 특히 Historia1이랴논 영생은 에판 역사판을 섣핍하맨서 새￡이 만뜬 신초 

어로서 여따의 71념판과 사'.'l싱은 lI-각시기고자 했딘 섣엄사의 외5=.깐 잔 보여준 

마. 논문의 갱^~ 웅 한 운이 이 세 용이에 대한 좀 더 사새한 씬냉퓨 넷꽁임 것욕 
권하였으나， 별도의 긴 시띤과 시산이 밍요한 것으로 보여 이 판{，L에 추가하지는 

붓했아. 

7)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 Píerre Nora는 :L가 추도한 유앵한 연-(-시 시억의 장소 

μ잉α ckm앙noire.어l시 ‘’배l 브덩”& 민쪽석 기억이 각인되어 있는 .. 시아의 장소”로 

멍교 독립된 표재 항목으!.l. 새시하고 있다 또한， 장 이브 부브시애 Jean-Yves 
Boursier애 따르연 에르덩은 “프랑스애시 l 차 대전과 동인시되는 이쉰t"으포 간주 

!f! 정도움 상징적인 이갑이다 Jean-Yves Boursier (dir.), op. CÎr ,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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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는데， 당시로서는 매우 새로운 전시구성과 메시지로 “사회 

사 박물관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L’HistoriaJ dc Péronne ouvre 

sans doutc une voie nouve11e pour 1엉 musées di잉 de société"8)는 형 가 

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 세워진 프랑스와 유럽의 다%댄f 전쟁기념관 

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9) 현제까지도 가장 많은 학술적 연구의 대 

상이 되고 있는 전쟁 기념관 중의 하나로 꼽을 만하다. 

물으로 모 박물관은 파리 근교의 모에 201l년에 개장하였으며， 

앞의 두 기념관과 달리 장-띠에르 베르네 Jean-Pierre Vemey라는 한 

사합의 개인 컬렉션 5만여 점을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베르네 

가 평생 모은 컬핵션을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의 건립을 여러 지자 

체에 타진하고 있었고.2004년 당시 자크 시락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우파 여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모 시장이었던 장-프랑수아 코페 

Jean-François Copé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건립이 추진되었던 것이 

다 10) 지방정부의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여당의 유력 정치인11)이 

주도적으로 설립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세워진 전쟁기념관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1차 대전 발발 LOO주년을 앞둔 현재 프랑스의 입장과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선정펀 세 기념관은 현재 프랑스에 있는 l차 

대전 기념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며 건립 당시에 언론， 학 

계， 정계의 큰 관심을 꿀었던 곳으로서 현재도 가장 많은 판람객이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12) 따라서 전쟁기념관을 통해 전쟁기억의 

8) “La Grande Guerre au quoti비en'’ ， Le Monde, 1992년 7월 18일자 기사. 

9) Patnck louvìer ct a l., Pratiqller la nllιéographie. μ1 gUer7‘'e el r hisroire au I11l1sée. 

Alhéna Edilions, 2012. p. 192. 
10) “Pr，뻐cc"， Le Mt강:c de la Grande Gucrre Pays de Meatα， le Chercbc Midi, 

2011 , p. 5 
11) 코떼는 」 이후 정시적 영향력올 확대하여 2013년 현새 우파성당이사 '1111 야당인 

UMP의 당대표로 았다. 



204 환어문호}권연구 세23호 

재현이 시대와 사회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려는 우 

리의 목표를 고려할 때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합 수 있올 젓이다. 

J ,.J/ i! 

|활. 
l흐~홉합←r、， ____，j_ . ..... ‘ 

• 톨 

그립 1. 베르덩， 떼론， 모 기념관의 입구 모습 (왼쪽부터) 

2. 베르덩 기념관과 페론 역시-관의 전시 구성 비교 

가. 무기와 병사 관련 전시 구성 

대부분의 전쟁기념관은 병사 모습을 한 인형과 군장， 무기들을 제 

시한다. 어떤 무기를 사용했고 병샤들이 어떤 복장과 도구를 사용하 

였는지 보여주는 것은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베르덩 기념관과 페론 역사관 

은큰 차이를 보여준다. 

12) louvicr ct al. (2012)은 “ l차 디l 선 기념관 시장 marché muséa1 de 1a Grande 
Guerre"에서 이 세 끼념판이 관객플윤 두고 선두 경쟁읍 벨이고 있다고 펑 Ir한 

다(p. 192). 또한， 모 박풀판 새판 당일， 외즈 Meuse 데따트땅의 〈역사 위원회 
Mission HistOire> 위원장으로사 에르덩 71념관의 리모떤!령 작엽올 주도하고 있 
는 세르쥬 바르셀랴니 $erge Barcellini는 “베르덩은 ‘덩치 크ι 심숲앗은 _I.!.’를 

투려워해야하는가-? Verdun doit.iJ avoir peur du 'Grand Mécbant Meaux’?"라 

는 ull우 공격적인 져l목의 글을 일간지 르몽드에 지고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 

11 일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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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저， 그림 2에서 베르덩 기념관의 군인 모형은 오른손에 총검을 

쥐고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옵 보여준다. 그 옆에 그가 사용했을 법 

한 군장과 부기들이 놓여있는데， 특히 대검을 장착한 총은 관람객의 

눈높이와 감거나 그보다 높은 위지에 진열되어 있다 이어l 반해 페 

론 역사관에 전시된 병사 모형은 전시장 바닥에 직사작형으로 얄게 

파인 공간에 누워있고 그 주변으로 병사가 사용했었옵 군장이 전시 

되어 있다. 다른 박붙관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이 독특한 직사각 

형의 천시 꽁간은 |차 대전 당시의 참호를 상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라고 하지딴，13) 얼룰 부분이 없는 병사 모형이 군복윤 입고 누워있 

는 모습 때문에 죽은 군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하는 관람 

객도 많다고 역사관 판계자는 말한다.14) 이처럽 페론 역사관에 전시 

된 병사의 모습에시 군인의 늠름한 시상이나 용맹성은 배제되아 있 

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시신을 연상시킨다고 할 만큼 수동적인 모 

습으로 제시되어 베르덩 기념관이 선시하는 병사의 모습과는 큰 차 

이갚 보여춘다. 

그림 2. 베르닝(화)파 에론{풍， 우)의 영사 및 군장 전시 

부기를 전시하는 땅법에서도 이와 갇은 경향성의 자이는 똑같이 

13) 싼호전유 ! 샤 대선의 샤상 대표사인 전푸생태였기 때·뜸애， 찬호와관련장| 션사울 
J ’| 신시-안싱유 1 지 대선에 대야 시의 모f~ '1 냄관관이 공핑~"'l <).쿄 다j’.J~ 었다. 

14) 2011 년 당시 째흔 억J.~관의 판상이었던 갚양수아 에쐐I FrançOlS Bergc7.사 우 
O!I와의 ~I터유에서 W-~! 내용으?시. 인티유는 2011년 7휠 19 ,?1 <1 차대션역아판〉 
。| 판장씬에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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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베르텅 기 념관에 전시된 박격포(그림3)는 당시의 참호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 매우 공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반면， 메론 

역사관에 전시된 무기는 병사 모습의 마네킹과 마찬가지로 참호를 

재현한 공간에 최대한 중립적인 모습으로 진열되어 있다. 병사와 함 

께 전시되었던 베르덩의 무기들이 관람객의 눈높이보다 높은 위치 

에 있었던 데 반해， 메론 역사관의 무기 진시는 관람객의 무릎보다 

도 낮은 높이에 진열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내려다 볼 수 있을 정도 

이대그림 3의 오른쪽 사진). 전쟁기념관에서 부기를 보여주는 것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메론에 전시된 무기틀은 그것이 내 

포할 수밖에 없는 공격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됨으로써， 강한 것이 멋있게 보일 위험이나 전쟁을 스빽터클하 

께 요사할 위험용 최대한 피하려 하고 있다. 

그립 3. 베르덩(화)과 페론{중， 우)의 무기 전시 

나. 중앙 전시실의 콘텐츠 내용과 구성 

무기와 병사의 전시 구성에서 나타나는 차이접은 두 기념 시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빼신적인 메시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메 

시지의 차이는 두 시설의 중앙 전시실을 비교해볼 때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베르멍 기념관은 복층 구조로 되어있는데， I층에서는 베르덩 전 

투륜 다OJ'한 측띤에서 조명히·고 2충에서는 l차 대전을 역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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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판하고 있다. 가장 큰 면적올 차지하는 중앙진시실과 주변 진시 

공간 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으며 중앙전시실 주변 4면에 걸쳐 컬렉 

션이 신시된 진열대가 l충과 2층에 배치되어 었다. 중앙전시실(그림 

4)은 2층 난간에서도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염핀 실내 어디에서나 초망이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15) 이 핵심적인 위치에 베르덩 전투의 큐모와 분위기둡 

재현한 곤댄츠가 배치되어 있다. 당시 참호의 모양과 규모와 재질을 

최대한 그대로 ̂ll현하고 그 위로 프랑스와 독일의 비행기틀이 마지 

폭격이랴도 하려는 듯이 날고 있는 모습으로 선시되어 있다. 이렌 

전시 구성은 당시 베르덩 전투의 긴박했던 상황플 관람객이 체험하 

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베르덩 기념관의 설립 주체가 참전 

궁인이었고 베르덩 시녕관의 핵심척인 메시지가 ‘프랑스 수호 진투 

의 싱지로서 베르덩’이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하세 한다. 그링 4의 

조형렐은 베르덩의 외벽을 장식하는 기념상인데， 프랑스를 시키기 

위한 마지막 장벽윤 막고 선 군인뜰의 모습을 용해 ‘절대로 돋따당 

하지 않겠다’는 의지블 나라내고 있다. 실제로 이 반은 당시 베르덩 

전투룹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발이기도 하다. 

그립 4. 떼같멍의 중앙전시선(좌， 종)과 외벽의 조각/없우) 

15) 에l’딩 '1념과유 2006민에 배|료덩 신우11 언II~나 잔혹했? 시 보여추는 방양으~ .. 
{’4관~t~l cl모덴렁윈 i)~였는데• _L때 ~J":' 이 증앙선시공산욕 새;앙 당시의 h’.슈 그 

rll .,' 먼손5' 1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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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터클한 배르텅의 중앙전 

시설에 비해 메론의 중잉진시실 

은 매우 단조롭다. 전시공간이 

단층 구조로 이루어진 페론 역 

사관에서 중앙전시실은 모든 전 

시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 

서도 통선으로 볼 때는 전쟁이 

진 시기를 보여주는 제 l 전시실 

에서 1914년 전쟁발발 이후갚 

τ 샌’rf;[;;ι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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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페론 역사관 명연도 
보여주는 저1]2전시실로 이어지는 

연결통로 구실을 한다. (그렴 5에시 가운데 표시한 부분) 이 전시실은 

그 시대를 살았던 보풍 사람들의 실제 사진이나 학교 줍엄식 사진 

동 명화로운 모습을 확대해시 천정에서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형 

태로 보여준다{그림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부서지고 축어갔올 

명범한 이 사람들의 운l경윤 생각하면 이 사진들은 차라리 한 시대의 

영정이나 만장에 가깐다. 메흔 억사관에서 유일하게 창이 없는 전시 

심로서， 인공초영에 의한 차분한 분위기가 추모와 위령의 분위기를 

다 두드러지게 만든마. 숭앙에 모여 있는 이 걸개그립륜 뒤로 중앙 

전시실의 핵심 콘벤츠라고 할 수 있는 독일 판화가 오토 닥스 Otto 

Dix의 〈전쟁 Der Krieg> 연작이 전시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명화로 

운 얼굴과 장한 대조를 이루는 이 작품들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의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모슐올 조금의 여과도 없이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듯 폐론의 중앙전시설이 진하는 핵심적인 미l시지는 ‘비극’이다. 

전쟁의 긍박한 현장용 재현하고자 했던， 그래서 다소 스빽터클하거| 

전쟁을 보여주는 변을 택했던 베르덩에 비해， 페론 역사관은 매우 

소박하연서도 강렬하게 ‘선쟁은 비극’이라는 주제듭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페론 역사관의 새관을 보도한 르몽드 기사의 다음 문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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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페론 역사관의 주제와 메시지를 아주 잘 요약하고 있다 : 

“어떻게 (전쟁의〕 공포를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것인가? 고통은 전 

시될 수 있는 것인가? Comment présente.r 1’horrcur aux génêrations sui

vantcs? La souf듀ance est-ellc une mati송re musé외e?" 16) 

그립 6_ 폐흔의 중앙전시실(죠”과 거기에 전시된 오토 닥스의 판화 작품들 

퍼1론 역사관의 전시실은 대부분 전시기획회사가 담당한데 반해， 

중앙전시실만은 역사관 건물의 셜제자인 앙리 치리아니 Henri Ciriani 

가 직접 기획했다l 기. 그런 의미에서 페론 역사관의 공식 카탈로그는 

이 공간이 역시관 전체를 상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소개한다18}. 

다. 1 차 대전을 바라보는 판접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맥락 

베르덩 기념관과 페론 역사관은 모두 같은 해(1916)에 벌어졌던 l 

차 대전의 대표적인 격전지인 베르덩과 솜므강 유역에 세워졌지만， 

전시 구성과 메시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베르덩 기 

념관은 베르덩 전투를 집중 조명하면서 베르덩을 사수한 영웅들의 

16) "La Grande guerre au quoùdien" , Le Monde, 1992 년 7월 18임.op. CÎr. 
1 7) Adeline Rispal, “ La muséographic de 1’HistoriaJ de la Grande Guerrc", Des 

1111않:1'$ d'ltisroire pour /'avenir, Noesis, 1998, p. 177. 각주 l 낸 
18) “ Cette s때Je résume méraphoriquement le sens du musée lOUI enùer", Les col

lea;ons de {’Hisroria{ de {a Gral1de Otærrl!, Somogy édiùon d ‘art, 200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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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과 기억을 강조하는 반면， 떼론 역사관은 솜므강 전투를 구체적 

으로 복원하지 않고 오히려 l차 대전 전제를 대상으로 하여 전쟁의 

비극을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주력한다. 두 기냄관 사이에 25년이라 

는 시간 간격이 있는 만큼 이런 관점의 차이를 단순히 기념관 건립 

주체의 시각 차이로만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려는 이것이 프 

랑스 사회가 겪었던 사회문화적 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특히 전쟁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산업의 성장과 유럽통합의 진전이라는 두 

가지에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쩌!론 역사관의 태동은 매우 지역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 석탄과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하던 프랑스 북부지역이 

관련 산업의 쇠퇴에 따라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자， 별다른 관광자 

원이 없던 솜묘 데파트방Dép띠arteme히nt Somπmrr뾰r 

Ré챙g휠.10n Pi때c않ar，띠dic。이|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서 전쟁유적의 가능성에 주 

목했다. 즉， 전쟁유척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적 발전 

을 꾀하려는 지방 정부의 계획이 그 출발점에 있었던 것이다. 따라 

서 페론 역사관 역시 계획 단계에서는 지역에서 벌어진 솜므강 전투 

를 재조명하는 방향성올 고려했으며I 1천 8백 5십만 유로의 건립비 

용 중에서 3분의 2를 지역정부가 부담했다 사실， 전쟁기념관과 진 

쟁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은 당시로서는 매 

우 야심차고 새로운 것이었다 19) 

실제로， 페론 역사관이 보여주는 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많은 

박물관 전문가들에게 놀라웅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20) 정작 

19) “Car 1’ambition du conscil général eSl sans équivoque. Jj s'agil, å travers certe 
cntrep꺼se， de dynamiser Péronne, la pctite ville où eSl implantée 1’Historial, 
CI de drainer 삐 flux louristiquc nouveau vers une ré밍on agri∞le 잉 

indu5πielle. ’" Le MQmlt:, 1992년 7월 18일， op. cit. 
2이 마리·엘렌 줍리는 메론 역샤뺀| 패혜 “코페르니쿠스적 혁영용 가져왔마 Péron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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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단계에서는 이려한 시각이 아부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가장 큰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은 역사관의 위치였다. 역사관 

이 위치한 솜므 데파트망 안에서 격전지는 주로 페론 보다 서쪽 지 

역에 볼려있는데， 훈l씬 동쪽으로 지우친 페론이 역사관의 입지로 선 

정되연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전쟁유적은 서쪽에 있으니 

전쟁기념관은 통쪽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했던 지역싱부 

의 전략적 선택이 반영된 결과로서， 패론 역사관의 설립에서 관광산 

업적 측변이 가장 줌요한 고려 대상이었음올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다21). 이 렌 백락에서 보자띤， 퍼l론 역사관이 ‘전쟁의 스빽 터 

클’이나 ‘프랑스의 영웅’같은 주제합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갓은 당 

연한 귀결이라고 항 것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올 포함 

한 유범 전체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관으로서 전쟁의 벼극， 

위령， 쓸픔 같은 국샤적 색채를 띠지 않는 보면적 주제를 내세윌 수 

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전쟁관광은 2003년 이후부터 중앙싱부 차원에서 본격 

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22) 피에트 노라의 ‘기억의 장소Licux 

(…) a ÎOIroduit une n:voluuon COpeffilClCnnC"고 병시한다. Mane- IIClène 
Joly, "L'Etat et Ics musces de 밑Jcrrc cn Francc IIldifTérence ou impuis
sance?" m Tunllll/e~， n 16. 2어1 ， p 165. 

21) 1111싼 이사관의 공사 II~I보그는 츄브 니!따르‘상의 서폭 ~l역에 “전쟁유직잔 휘용 
@} tL}J상산영용 새'.'t함으!z.써 지역 91 싹형 'tt전용 꾀하려f 의도 I'idée d’un ré
équ ilJbrage en créant dans 1’est du d.:panement un centrc dc lounsmc qUI ne 

pouvaJt 야e que du tourisme de guerre" '. 역사관 선~191 시원이라고 !A명 ðl 
딩tðl .J~ 있다. Lc, c'()[lt!Ctiolls dl! I ’'His/oriul de Itl GmnJe Gllm'~， ~μ 0/., P 31 찌|판 

~I 임지와 관련띈 ~ .... 단은 애돈 어시1'191 판상이 인터쉬에시 듣려준 깃으!.i. 서， 
션_l! 프랑스의 ·기억판녕’ - 프랑스 ’| 생싼강 깨녕의 생생피 션개 (2011)에 수꽉 

되었던 섯이나 메성의 성격용 이혜하← 다l 해성적인 ;t.h:.라고 생각되어 다시 소 

개한다. 프랑스애서 선생판광의 출현 엣 선째， 71억판팡의 깨념 형성 뚱에 대한 

자새한 내용은 이 강듀잔 참조한 섯. 

22) Louvicr et aL은 2αm년대 후에 프다f!-91 기억관광이 &사직으로 시자되었다i 
~，’ 뎌 op. cic. ,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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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mémoire’ 게념의 영향을 맏아 1990년대 중반부터 ’기억관팡 

Tourismc de mémoírc’이라고 깔리기 시작한 진쟁관광은 2003넌 중앙 

정부에 의해 관광산업의 한 형태로 성식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억 

관광’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이닫 흉한 국토균형새발 

선략이 기획되시 시삭하는 짓도 2003년의 일이다. 따라서 메론 역사 

관은 프랑스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쟁관광을 주목하고 전쟁유적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기 10년 진에 이미 지역적 사원에서 전쟁관광 

의 가능생에 주목하고 그것을 박뭔관의 전시 구성에 반영했던 사례 

라고 불 수 있올 젓이다. 

그러나 페론 역사관이 보여주는 관접이 단순히 관팡 산업적 측면 

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거기에는 1980년데관 거지띤서 진진펀 유 

법용합 움직임과 그로부터 파생된 유럽적 시각의 대두라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콘 역사관의 신시기획 실무사였던 

아틀린 리스활Adeltnc Rtspal은 사신이 전시기획에 관여하기 시작한 

1990년 봉 당시， 역사관의 큰 망향은 이미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측딴에 집중하연시 전쟁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보여주는 것으로 잡 

혀있었다고 설영한다.23) 이러한 방향성은 다국식 전문가플로 구성 

된 선문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솜므 데파트망은 역사관 설 

립윤 결정한 후 가장 먼저 전문가위원회플 구성하여 전시관의 방향 

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여기서 나옹 결론에 따라 컬렉션의 수 

집과 건축이 진행된 것이다. 이런 방식의 기념관 건립은 당시로서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4) 현재도 때론 역사관의 운 

영주체는 지역 정부이며 역사학자들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가 중 

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2되 

23) “ un regard wlemallonal sur Ic COnflll Cl ∞ncemre sur 1’hlStoire sOClale CI 미1-

lurclle des populalion en guerrc끼 RJspal, op_ dr. , p. 179 
24) Le MOllde, 1992년 Hl 18일， 0，μ c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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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장-자크 떼케르 Jcan-Jacqucs Becker가 주도한 전문가위원 

회는 떼론 역사관에 탈국가적 시각， 국제적 시각을 부여하였다. 지 

역의 관광산업을 중요한 꼭표로 내세우는 많은 전쟁기념관들이 지 

역색과 지역의 역사를 최대한 강초하는 방향으로 전시구싱을 하는 

데 반해， 페론 역사관에시 지역색(솜므강 전투)은 이야기갚 시작하 

71 위한 고리에 불과하다. 펙분에 페론은 지역의 유산을 보다 넓은 
서유럽의 역사 속에 녹여냄으로써 국제적인 지향성볼 보여주는 대 

표직 사례라는 평가플 받고 있다.26) 

이런 관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선돼한 방법 

은 각 전시장의 벽변쓸 따라 3단 신열대를 구성하고 거기에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의 시각을 담은 자료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었다(그림 7). 

독일의 전쟁포스터 아래 프랑스의 정집포고문이 전시되거나， 전쟁 

나간 병사를 가다라는 독일， 프랑스， 영국 가족의 모습올 나란히 보 

여주는 방식이다. 

그립 7. 매l론전시설의 3단 구성(st) I 전우를 추모하는 영국과 톡일의 병사 

조각/없우) 

25) 이l판 역사관은 개관 당시까 세외하 .t!;: 2어0년 이후 총 5~191 학·치에효|갑 7fl최 

한 성도갚 학숙적인 성 "1.') ~H놔 '1위원회의 미충이 끈 곳이다 Louvicr el a l.. 

op. cil. , p. 32. 

26) "1’exemple même dc 1‘cspacc m따뻐 qui inl앵-enl le local dans un espacc el 
une 뻐sloÌfe plus Va5ICS. ambiuonne par Ià même un rayonnemenl de la stnJc. 
(Ure à I'èchelle uansnanonalc'‘. Ibld.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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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의 전시가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내는 콧은 “참전국틀외 

추모 Oeuil commun"라는 주제를 내세운 마지막 제4전시실이다. 이 

전시실은 ζL국이 전사자들을 어떤 방식요로 추모하고 기억하는지 

보여준다. 전쟁영웅은 거기에 없다. 오로지 죽음을 슬퍼히고 비극에 

괴로워하는 사람틀이 있을 뿐이다. 전쟁의 비극은 적군과 아군을 가 

리지 않으며 독일인의 슬픔과 프랑스인의 슬픔은 다르지 않다고 말 

하고 있다. 따라서 그립 7에서 보이듯이 이 전시실에는 프랑스 군인 

을 추모하는 조각상딴이 아니라 독일 병사의 죽음을 추모하는 조각 

상도 전시되어 있다. 이런 페론 역사관의 전시 구성에 대해 마리-엘 

렌 졸리는 유럽 건설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처럼 페론 역사관은 과거 적국의 국민을 관광객으로 수용하고 유럽 

통합의 흐름 속에서 그들과 공통 분모를 만들기 위해 프랑스가 돼했 

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페론 역사관 이션에는， (. ,,) 모든 박물관은 l차 대전이| 대헤 군사적이 

고 프랑스적인 시각만 보여주었다. 떼론은 3-40년 전이라면 태어날 수 없 

었을 유럽 건설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Avant 1’ Historial de Pêronne, 
("'), tous les musées présentaient une vision eXclllSivemenl militaire et 

franco-française de la Premièrc Guerre_ P，강JOnne est un enfant de 

l’idêologie de la constructìon euro야enne， qui n’allrair pU voir le jour 

il y a σente ou quarante ans (JOL Y, 200 I : 165). 

3. 모 박물관의 관점 

가. 역사적 맥락의 전시 

모 박물관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시구성은 전시관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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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맨 꿀에 배치된 역사적 맥락에 대한 전시일 것이다. 모 박울판으 

로 뜰어서연 관람객은 연도를 보여주는 톱니바퀴가 과거로 거슐러 

올과가는 동영상을 반나게 된다(그림 8 왼쪽). 20세기 현대사의 
다양한 사건을 배경으로 보여주내 용라가는 연도는 l자 대전이 발 

말한 1914년에 멈추리랴는 관람객의 시대를 저내리고 더 과거로 간다. 

이 시셰는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고 알자스와 

로렌 시방을 독일에세 내어주던 1870년까지 올라가서야 비로소 멈 

춘다. 

그립 8. 모 박물관의 ~I구와 출구 진시 구성 

l 차 대진올 다루는 박물관이 18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곧바로 이어지는 두 진시설의 주제릎 보연 분명히 드러난다 그 주 

제는 각각 〈프랑스의 굴욕〉과 〈복수심〉이다. 모 박물관은 진시장 

의 초입에서부터 1870년 전쟁에서 프로이센에 패배한 프랑스의 복 

수심과 군국주의플 |차 대전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1차 대전의 

원인플 유럽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팽창과 관련시키는 것은 혼히 

볼 수 있는 일이지딴， 그 기원올 자국의 복수심과 연결시키는 것은 

드문 일이다. 모 박불관의 이러한 전시구성은 맨 마지막 전시실까지 

이어진다. 제12전시실의 주제는 〈승리의 환상>(그림 8 중간)으로서， 

l차 대전에서 승리하고 독일에 악대한 배상금응 물린 베르사이유 

조약에시부터 1939년 2차 대전의 발발까지 서유럽의 주요 사건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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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다. 그러고 진시 꽁간응 빠져나오는 꽉도에는 1920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단위의 시산과 주요한 역사적 사건의 사진틀이 전시 

되어 있어서(그림 8 오른쪽)， 관람객이 다시 시간올 되짚으며 현대로 

몰아오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모 박물관은 전체 전시공간의 맨 처 

음과 맨 블에 1914년 이전과 1918년 송전 이후의 프랑스의 상황을 매우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진시섣플 하나씩 배치함으로써， “ l차 대전을 

20세기의 역사와 연결시키면서 시대적 맥락 속에 위치"27)시키고 었다. 

2006년 구성된 학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마르크 페로 Marc Ferro 

에 따르띤 모 박울관의 선시섣은 두 개의 기본 축읍 띠라 기획되었 

다고 한다. 첫 번째 축은 l자 대전 초기의 1914년 따른느 전투에서 

후기의 1918년 마른느 선투보 이어지는 전쟁의 전개를 따라가는 것 

으로서， 여기에서는 병사의 모습이나 참호의 모습 둥도 재현함으로 

써 전쟁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두 번째 축 

은 l차 대전에 대한 테마별 접근인데， 1차 대전을 봉해 서음 퉁장한 

새로운 기술과 무기， 총력전 체제， 여성과 아이플의 역함， 미국의 역 

한， 새로운 전략과 진짤 등이 그것이다.18) 그리고 앞뚜l쿄 배지된 역 

사적 백락 속에서 이러한 진시붙들이 해석되고 설1생되는 구초를 가 

시고 있는 것이다. 

그립 9. 모 박뜰관의 중앙 전시신 

27) “ replacer la prcmicr conf1i1 mondial dans 50n ∞nlCXIC falsanl Ic licn avec 

I'hisloirc du XXc sièclc" íbiJ, p. 22 
28) μ Musà de 10 Gralldt' Gllt'I7'l' Pays IÚ Mtalα• op. CÎr .•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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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베르덩 시념관파 찌|흔 역사관을 염두에 두고 꼬 박판판의 

신시 구성을 살펴보면， 여러.모로 흥미롭다. 중앙 전시실에는 대형 

부기등이 위용을 갖추고 전시되어 있으며， 전정에는 비행시가 날고 

있고， 병사들 역시 전진 대형왈 갖추고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베르덩딴합 스펙터클하게 전쟁을 재현하고 있지는 

않t:.1{그립 9). 1차 대 전 진시관에서 빠지지 않는 창호도 재현되어 

있시만 그 전시설의 제목은 〈참호 속의 일상〉이며 거기에 진열된 

여낭| 터l마는 〈참호 속 씻기>， <상호 속 식사하기〉와 같은 것들이다 

(그립 10의 왼쪽파 중산). 이 러한 요 박물관의 관침윤 가상 잘 보여 

주는 것 중 하나가 아미도 〈여성과 성〉이라는 전시주제일 것이다 

(그림 10의 오른쪽). 여기시는 긴 전쟁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강저|로 

엘어져 있어야 했던 상황 속에서， 후방의 여성과 전방의 납성들은 

각각 어떻게 성적 욕망블 충족시켰는지， 전장의 여싱틀은 어떤 삶을 

삼았는지 등을 매우 신쏠하세 보여준다. 이처럼 모 박불관은 전쟁을 

진투만으로 축소시키나 군인의 것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전신파 후방， 

아군과 척군이 모두 얽혀있는 시짐으로 파악하면서 사회직， 감화죄， 

기솔직 관점에서 다%댁}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립 10. 모 박풀관의 〈삼호 속 일상>(죠샤 <참호 속 씻시>(중) <여성과 

성>(우) 진열대 

모 박물관이 앞선 두 기념관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바로 이 두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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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다. 문사도 무 

기도 병사의 일상도 모두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전환기의 

기술발전과 사고방식 및 생활방식의 변화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해 

석되는 것이다. 때문에， 모 박물관은 전투가 어떻게 진행되았는지 

하는 것만큼이나 전투를 하지 않올 때 병사들의 생활은 어떠하였는 

지， 그들의 성생활은 아했는지라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모 

박물관에서 l차 대전은 20세기의 지형도를 만들어낸 사건으로 위치 

지어진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 속에 이전 기념판들이 보여주었던 

전쟁의 다양한 양상과 비극까지도 역사적 맥락 속에 포괄시켜서 설명 

한다. 전쟁의 모든 측면이 역사적 관점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29) 

나. 명화박물관과 군사박물관의 구분을 넘어 

일본의 전쟁기념관 전문가인 무라카미 도시후이는 전쟁에 대한 

박물관을 ‘평화박물관’과 ‘군사박풀관’으로 구분한다. 두 전쟁 관련 

전시시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무라카미는 사회적 기능， 전시내 

용， 개설경위의 세 가지 큰 항목을 제시하고 다시 그 아래 13개의 

작은 항목￡로 나누고 있으냐， 여기서는 우리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사회적 기놓과 전시내용의 두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깨한다)0) 

29) “ L'enjeu elair de rendre compre de cette approche a σavers la museographie 

cn montranl 1’evoJuuon des rechnologies, des mentalites et des societes, pour 

comprcndrc commenl ce conIl.il fonde le xxe siede CI modele notre pr양ent. H 

Bruno Crépin cl Mìchel Rougcr, “ Le Musée de la Grande Guerre du Pays de 

Meaux : un nouveau regard sur Ic tourìsme de mémoìre", ìn Espaces, 0 0 313, 
2013, p, 109 

30) 부라키띠 도시후이， 일본의 전쟁기억과 영화가녕관 L , 동곽아역사재단 편.2009.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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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꽉 영화t}f{.}판 꾼사박괄관 

~!닫l 놔χl 전쟁세휘시l승 i성화지향 꾼대l!.!.. 선쟁시록 

사회식 시념디|상 희생시 ?I냉 순사사 추도 

기능 
신쟁관련 애쇠11에 대한 촬신 에곽↑l 함양， 

ft새서기능 
평효년-화의 선얀과 형 성 싱의선생푼 긍성 

선시내용 침략전쟁， 식ljl 시 시배 l상위선생， 톡립전쟁 

신생세현 비 상후l 선생i’l tll. 씬 생가해 
승<'1 의 진투제혐. 
시생운풍-치|험 

-
선시다lul 공슴， 깅지I!r:-동， 학상 \1~사사선의 성공과 선괴 

선시내용 용냉스러운 꾼사. 
f! ‘|섣 유-응， 피해‘사과， 부가 

부/1. 훈상， 문복‘ 군71 

fl ‘|언쉰- 민간인，핑화운품가 꾼'?l숭신. 영용 

선시행위 
ul~l!~_지뱅 ~I. 용 {h! 애 -lf ~1 진투행위， 

전쟁빙시-:; 위한 행우| ~~71~::- 우|한 자기희생 

정리하사연， 군사박물관은 자국의 전쟁의 역사를 껴l승하고 정의 

로운 전생의 가능성을 역설하여 국빙의식과 애국심잘 함양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반연 평화 박월관은 전쟁의 체힘올 다음 세대에 셰 

승함으로써 디시는 전쟁이 되웰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진 

하고 평화 의지블 형성하는 짓윤 시향한다. 이런 명화박물관은 다시 

전쟁의 우때함과 공포를 전함으로씨 반전의 태도 형성올 목적으로 

하는 것을 ‘반전명화박물관’， 명화로운 사회와 국제 관계를 내세우는 

‘향평화박불관’으로 나누어진다，31) 

이런 구분에 비추어보연， 모 박물관의 입장은 매우 애매하다. 대 

체적으로 불 때 베르덩은 군사박풀관， 페론은 명화박물관으로 분류 

31) 부랴기띠 피시후이， 앙은 책. p 117 



220 뭘어문회권연구 제23호 

할 수 있는 데 반해， 모 박물관은 양 측의 성격을 모두 보여주기는 

하지만 매우 약하게 가지고 있다. 군인과 무기와 전쟁을 사실적이고 

위협적으로 보여주지만 지나치게 극적인 분위기로 만들지는 않는다. 

전쟁의 양상만큼이나 당시를 살았던 사람의 모습에도 관심을 갖지 

만 비극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페론이 사회와 문화적 맥락올 보여주 

면서도 그것을 통해 유럽 공통의 비극과 고통을 강조히는 감성적 접 

근을 한데 반해， 모 박물관은 그것을 통해 시대에 대한 이해를 시도 

한다. 모 박물관의 관장이 스스로 군사박물관이 아니라 역사 · 사회 

박물관이라고 말하는 것도32) 이러한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모 박물관 건립에 큰 역할올 한 모의 시장이자 하원의원인 장-프랑 

수아 코페는 박물관 공식 카탈로그에 실은 인사말에서 이 박물관은 

“총체적인 관점 approche généraliste"에서 전쟁에 접근하고 있으며， 

다른 l차 대전 관련 기념관들을 더 방문하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하 

기 바란다고 적고 있다 33) 이와 유사한 언급은 모 박물관 관장인 미 

젤 루지|의 다른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4) 따라서 이 말은 모 박 

물관이 다른 기념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 

는 증거로， 스스로에게 부과하고 있는 절충적인 입장과 안내자로서 

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설명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4. 결 론 

우리는 베르덩 기념관과 퍼l론 역사관의 전시가 보여주는 푸렷한 

방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근에 문을 연 모 박물관의 전시 구성 

32) “ Par a퍼.curs， iI ne s’agit pas d’un musee m피taire， mais bicn d’un mUScc 

d'histoire ct de societe", cr앙pin et al., op. CÎt. , p. 109. 
33) Le Mi‘따I! de 10 Gro때~ Guerri! Poys de Meollx、 op. CÎI., “ Préfacc'’‘. p. 6‘ 
34) Crépin ct al .. 0，μ cit. , P‘ l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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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시 논하였다. 앞의 두 기념관에 비헤 매우 최근에 문을 연 ￡ 박붙 

관에 대한 명가는 아직 진행 중이며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최소한 모 박물관이 페론 전시관에 벼해 훨씬 더 이싱적 

으로 전쟁에 접근하띤서 교육적인 성격을 강초하고 있다는 점반은 

분영하다. 또 한 가지， 역사적 맥락플 강조하변서도 페론이 혁신적 

으로 도입했던 유럽적인 시각은 노 박물관에서 두드러지지 않는다 

는 선도 눈에 띤다. 불론 모 박물관의 관장은 사르치는 교육이 아니 

라 호시심을 자극하는 교육을 지향한다고 설명한다，35) 그러나 교육 

적 싱격을 강조하고 프랑스의 역사에 좀 더 지중하는 경향이 꼬 박 

물관이 태동하던 2000년대 중반 프랑스의 ‘기억 관광’의 변화라는 

흐릎과 어느 정도 언겹된다는 칩은 7.1 적할 수 있윤 것이다. 

그것은 초기에 시망 정부에 의해 관광개발의 측띤에서 주도되던 

‘기억관광’이 2003닌 이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교육 

플 강초하는 경향윤 보이기 시작했71 때문이다. 2003년에 중앙정부 

가 ‘시억관광’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이후， 기억의 전승을 위한 교육 

의 풍요싱을 깅소하고 기의관굉애시 새로운 추.!t!.의식의 가..}o'"싱블 

잦는 내용의 보고사사 다수 제출되었다)6) 그것은 프랑스 정부사 /1 
억관광을 관광산엽의 측면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프랑스의 역 

사픔 교육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보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판 의 

01한다. 그리고 이 변 경향 뒤에는 2000년대 종반 이후 프항스직 정 

제성의 확립과 전승용- 강조했던 사브코지 집권시의 영향을 잦。f볼 

수 있용 것이다.끄) 

35) “ Ainsi. 11 s'agil non d'apporter dcs rcponses, mais d ’induire un qucsLionßc, 

menl de la mémoirc ou. au minimum, de provoqucr de la curiOSilé", ibid , 
p. 111 

36) 대표석인 것으화 국냉위원회의 의호I~김 의사학자 앙드레 7~스피71 주도한 I~스DI 

우|엔회의 보고서간 ti 수 있다. Andrê Kaspi. Rapport C/C “ commiSStoll dc ψ'0(. 

i011 ~ur 10 mαiemisotiOIl des CQmmémorat;oll$ pllbliqlWS, novembre 2008, Sccrétaire 

d ’Elal à la Défcnsc el aux Ancicns Combaltan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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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박물관 관장인 미셀 루재는 “대답이 아니라 질문환 딘지려 한 

다"38)는 애매한 말로 모 박콸관의 관점을 설명한다. 모 박불관이 그 

시대의 정치적 이데폴로시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그러나 시두에서 말한 대룩 한 시대가 과거에 대해 가 

지고 있는 관접에 따라 박불판에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이 나누어진다면， 사르코지 집권기에 우파 유력 정치인의 영향 하에 

건립된 모 박물관에서， 유럽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2000년대 중반 

프랑스의 입장을 미약하게나마 읽어내는 것이 그리 렐기·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모 박불관은 60년대 베르덩 기념관의 국가주의플 넘 

어， 90년대 페론 역사관이 보여주던 유럽 통합에 대한 기대플 지나， 

군사박물관과 명화박물관 사이에서， 유럽 공통의 기억과 프랑스적 

정체성 사이에서， 과거와 기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응 모색하 

는 프랑스의 모습을 초심스럽게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37) 사료교지 섭권기의 쇠'. 성세성에 대한 논란과 기억관광용 몽안 성셰성 Þ~'Î.I ， 푹사 

적 수도의식의 새정양| 시도 농에 대혜서는 앞에서 언끔한 판.Jl{2011)섣 산조한 섯-

38) “ Plutôt que d"apponer des réponses. la m따éographie. mnovante pour ce !ype 

de musée. vise å poser des questions .... Crépin et aL. op. 01 .• p.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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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 

La R e présentation de la mémoire de guerre au musée 

une étude de cas des Mémoriaux franç없5 de la 

Grande Guerre 

SON Jcong Houn 

(Université Ajou) 

Cettc étudc vise à cxamincr comment la représentation mu

séale dc la mémoirc de la gucπc a changé en France au fi1 du 

tcmps. Trois mémoriaux symboliqucs de la Grandc Guerre onr 

été choisis pour la comparaison : Mémoria1 de 1a Grande Guerrc 

dc Vcrdun, 1’Historial de la Grandc Guerre dc Péronne er le 

Musée dc la Grande Gucrrc du Pays de Meaux. 

Fondé par d’anciens combattants en 1967, Ic mémoriaI de 

Verdun rcconstitue de façon spectaculaire les scènes de batailles. 

L’Hisroria1 de 1a Grande Guerre, quanr à lui, financé par les au

torités ré밍onales en 1992, évoque 1es thêmes de la “없gédie" et 

de 1a “ doulcur", p1us que ccux de l'agressivité ou de 1 ’hos비ité. 

Cette cliffér’cnce est principalcmcnt due (1) au déve10ppement du 

tourisme dc mémoire promu par les instances 10caJes et (2) aux 

perspectivcs transnationales oécs dans 1e sillage dc la construction 

europeenne. 

Le Muséc dc Meaux, pour sa part, qui a vu Ic jour e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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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âce à 1’impl ication d’un élu conseπateur influent, adoptc une 

approche résolwnent scicntifiquc et pédagogique. Tout en pré

sentant les 값mes et Ics soldats, le musée met cn lumièrc 1’histo

ire sociocultureilc autour dc la guerre et cherchc ainsi à sirucr la 

Première Guerre mondjalc dans lc cootexte histonquc du 20e 

siède. Cc choix scmble faire écho à la polinquc du gouverne

ment français du mjjjcu dcs années 2000, qui souhaitait aínsi val

oriscr des aspects pédagogiques dans le tourismc dc mémo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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