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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최근 박물 은 교육기 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 문화 향유

를 목 으로 하면서 국가 정책 으로 박물 의 설립을 독려한 덕택에 근

성이 높아졌고, 재정 ·인력  여건을 갖춘 박물 들은 교육 로그램을 

운 하기 시작했다. 장학습 혹은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한 학

교 밖 학습의 장소로 박물 을 주목하게 했다. 

특히 박물 의 시 상물이 遺物이라는 은 역사학습 차원에서의 활

용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문화유산인 유물 감상을 통해 과거에 한 흥미

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을 함양하는 데 그 효용이 

강조되기도 했다. 그리고 실물자료의 이 을 부각시키며 등학생들의 역

사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소로 논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물 의 교육  가치는 단순히 유물들의 집합체로서 학습의 소

재를 제공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박물  자체가 유물들

을 매개로 역사지식을 생성하고 있는 일종의 역사재  매체인 것이다. 이

러한 인식에 서면, 박물 에서의 역사학습은 박물 의 유물들을 활용하는 

측면을 넘어, 역사를 재 하는 박물 의 매체  본질과 특성을 바탕으로 

구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선행 연구들이 학습매체로서 박물

을 활용할 때 주목해왔던 들을 분석했다. 그리고 박물 이 시각  수

사인 ‘ 시’를 통해 역사지식을 형성한다고 보고, 그 특성과 의미를 탐색하

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역사수업은 어떤 차와 원칙하에 이 져야 하는

지 그 방향과 단계를 시하 다.  

박물 에서 역사학습을 시행하고자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유물

은 독립 으로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 시’ 속에 치해 있고, 람자 

한 ‘ 시’ 안에서 유물을 람한다는 이다. 

‘ 시’는 유물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얽  만들어내는 시각  수사로서 

역사지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 때 ‘ 시’는 기획된다는 에서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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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 시’를 통해 형성된 역사지식을 수용할 때는 그

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각  착시 상과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비

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 ‘ 시’는 사회에 체화된 지배 담론에 의식 ‧무의식 으로 향을 

받는다. 람 행 를 통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역사지식은 재생산되지

만, 그 지 않은 경우 수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 시’는 

역사지식과 람자 사이를 매개하는 ‘문화  도구’이다. 그리고 ‘문화  도

구’로서 ‘ 시’는 시 의 흐름 속에서 역사지식을 끊임없이 유지‧변형해나

간다. 

따라서 박물 에서 역사수업은 첫째, ‘ 시’가 유물을 매개로 제시하고 

있는 역사지식을 악하고, 둘째, 역사지식을 형성하고 있는 ‘ 시’를 비

으로 읽으면서, 셋째, 이와 같은 역사지식이 형성되어 온 배경과 맥락까

지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역사를 학습하는 이유  하나는 역사의 본질에 한 이해를 통해 스스

로 삶의 지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이는 결과지식으로서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실들이 역사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

여시킬 때 실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안한 박물 에서

의 역사수업은 박물 을 역사지식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동 인 공간으로 

이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역사지식의 생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

로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박물  역사수업, ‘ 시’, 역사지식 형성, 문화  도구, ‘ 시’ 이해

학  번: 2009-2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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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언

최근 박물 은 ‘오감을 통한 체험학습, 실물을 통한 직  교육, 연령·성

별· 근성·지  수 에 제약을 두지 않는 비형식 교육, 자기주도 학습, 평

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 밖 학습 장소로서 입지를 강화

하고 있다.1) 우선 국가 정책 차원에서 문화 향유 확충을 목 으로 박물  

설립을 독려하면서 의 근성이 높아졌다.2) 꾸 한 수  성장의 결과 

재 공식 으로 743개의 국·공·사립박물 이 설립되어 있는 것으로 악

되고 있다.3) 그리고 재정 ‧인력  여건을 갖춘 박물 들은 교육 로그램

을 제작하여 운 하기 시작했고, 각종 설명 장치와 도슨트 제도를 마련하

는 등 상세한 시 해설을 제공하기도 한다.4) 한 박물  직제에 교육 

담 학 직을 신설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으면서, 교육의 상도 연령별･계

층별로 차 확 하고 있다.5)

이와 맞물려 장학습 혹은 체험학습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은 박물 에 

한 사회  심을 증폭시켰다. 학교 수업과의 상호 조를 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제7차 교육과정 하에서 등학교 4학년 과정에 ‘문화재와 

박물 ’ 단원이 신설되기도 했다.6) 2009년에 국립 앙박물  주최로 개최

1) 최종호, ｢제1장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철학｣,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pp.26~48.

2) 1990년 1월 문화부가 독립 부서로 발족되면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발표되었다. 이 계

획은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매매기능의 확충’을 정책 과제로 내세우며, ‘박물관 1000개 

건설’을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하였다(문화부, 문화발전10개년계획, 1990). 또한 박물관의 전국

적 확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박물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면서, 각 지역에 경쟁적으로 박물관이 

세워지기도 했다(전인미, ｢지방자치제 이후 전국 공립박물관 현황: 정책 및 재정운용의 변화추이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문화정책백서, 2013.

4) 도슨트는 박물관에서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 등을 하는 직무로 정의된다. 관람객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박물관에서 교육 활동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도슨트의 명확한 역할과 그 범주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

다(이병준․박지연, ｢박물관ㆍ미술관 도슨트의 직무분석 연구｣ 미술교육논총22-1, 2008).

5) 각종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참가자 현황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의 책, 2013 참조. 

6)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문화재와 박물관’이라는 독립된 단원은 사라졌으며, 대신 5학년 역사 

영역에 주제 중심의 몇 차시 정도로 편입되었다. 이에 대해 아직 박물관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

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교과과정 도입의 필요가 주장되기도 했다(배성호, ｢학교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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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심포지엄에서는 등 역사 교육과정에 ‘박물 ’ 명시의 필요가 강력히 

주창되었다.7)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 람을 넘어 

학습의 일환으로 박물 을 찾기 시작했고, 넘쳐나는 수요를 충족한다는 명

목 하에 박물  교육 련 사설 기 들이 증하는 상도 나타났다.8)

이 게 박물 은 이제 하나의 교육 기 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박물 을 연구주제로 삼은 이론  논의들도 존재의 가치  

하나를 교육  역할에서 찾으며, 보다 효과 인 교육 실 을 한 이론 ·

실천  논의를 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서양에서 유입된 ‘박물 학’ 내지

는 ’박물  교육학’은 박물 을 지식이 생성·교류되는 학습매체로 인식하게 

하는 데 향을 주었다.9) 시와 람자가 상호 교섭하는 가운데 나름의 

의미와 지식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 이 학습매체로서 가치

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학에서 박물  련 학  과정들이 신설

되면서 이와 같은 논의는 차 활성화 되고 있다.10)  

박물 의 시 상물이 과거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遺物이라는 은, 무

엇보다도 역사교육의 차원에서 그 효용 가치에 한 심을 증 시켰다. 

유물은 과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만들고 사용한 후 폐기되었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후 까지 남겨져 발견되었다는 에서 한 시 의 맥락을 내포

하고 있으며, 과거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진다.11) 박물 은 

도처에 있던 이러한 유물들은 옮겨 와 보존하면서 死藏, 부식, 변형, 왜곡 

서 살펴본 박물관 교육｣, 2009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 발표 자료집, 박물관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현장과 과제, 2009, pp.37~46).

7) 2009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 ‘박물관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현황과 과제, 국립중앙박물관, 

2009.11.28.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에 ‘역사과 교수-학습 자료’로서 

박물관이 기입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p.47). 

8) 사설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그 특징에 대해서는 박소영, ｢박물관을 활용한 초

등학교 역사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현황과 특징｣ 역사교육연구16, 2012의 <표 1> 참조. 

9) 양지연, ｢교육적 매체로서의 박물관 전시와 의미 생성｣ 문화예술교육연구2-2, 2007 ; 이병준‧양
지연, ｢박물관 교육 연구에서 바라본 문화적 역량｣ 문화예술교육연구401, 2009.

10) 현재 10여개의 대학에서 박물관 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하여,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

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물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에 관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박물관 100년사, 2009, pp.849~853과 국성하, ｢국립박물관 체제 형성과 박물관 내 교육의 

변화｣ 한국교육사학35-4, 2013, p.18 참고. 

11) 최성락, 고고학 입문 : 과거 문화를 어떻게 연구하는가?, 학연문화사, 2005, pp.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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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험에서 보호한다. 그리고 잘 보존된 원형은 개연성 있는 명칭‧설명

과 함께 시되면서 그 역사  가치와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12) 이에 사방

으로 찾아다니는 수고로움 없이, 박물 에 잘 보존되어 있는 여러 역사  

증거물을 손쉽게 람하며 역사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역사교육학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박물 의 활용 가치는 이와 같은 박물

의 독자성에서 비롯했다. 기에는 문화유산의 감상을 통해 과거에 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면서 그것을 하는 안목을 길러 최종 으로는 민족

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효용이 강조되었다.13) 한 실물자료가 지

닌 구체성과 친숙성을 부각하며 등학생의 역사이해를 돕는 도구로써 유

용성이 부각되기도 했다.14) 최근에는 특정한 박물 에서의 교육  가치를 

분석하며 실천  지향 을 논하는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15)

하지만 이처럼 활발해지고 있는 이론 ‧실천  탐색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 람객들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역사교사조차 아직 박물 에서의 역사학

습에 수월하지 못하다.16)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역사학습의 매체

로서의 박물  연구가 아직 미진한 까닭도 그  하나일 것이다. 즉 박물

이 지식이 생성·교류되는 학습매체로 인정되고  다방면의 역사학습이 

실 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효용이 인정되지만, 박물 에서 ‘역사지식’

12) 데이비드 로웬델 저, 김종원･한명숙 역,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2006.

13) 정관, ｢국민학교에서의 박물관 교육｣ 역사교육논집13, 1990 ; 송춘영, ｢역사 수업에 있어서 

박물관 교육의 방안｣ 고문화46, 1995.

14) 오인택, ｢역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박물관 학습 방안—초등학생의 복천박물관 견학을 중심으로

｣ 지역과 역사13, 2003 ; 임기환‧김옥진, ｢초등 사회과 역사영역 교육과정과 연계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초등교육23-2, 

2012. 이 밖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역사학습 연구들은 석사학위논문 위주로 다수 

발표되고 있다. 

15) 배정숙, ｢초등 역사교육을 위한 ‘부산근대역사관’ 활용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손백제, ｢박물관을 활용한 ‘역사하기’ 학습 방안 : 광화문·종로 일대의 근대사 박물관을 중

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종숙, ｢‘부산근대역사관’을 활용한 고등학교 근·

현대사 수업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대욱, ｢철도박물관을 활용한 고등학교 역

사 수업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문외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 근현대사아카데미 시범운영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외 다

수의 논문들이 있다. 

16) 국립중앙박물관은 교사의 교수능력 신장을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월한 역사

수업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다(허명회, ｢국립중앙박물관의 학교 관련 교육 사례｣, 2009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 박물관과 학교가 함께하는 교육, 현황과 과제, 2009, pp.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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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과정과 방법을 거쳐 형성되는지에 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다.

역사를 재 하는 각종 매체들이 과거에 한 지식을 구성하고 달하는 

나름의 통  구조를 형성‧유지해왔듯이,17) 박물 도 유물을 소재로 역사

지식을 구축하는 나름의 구조를 다져왔다. 그리고 박물 의 주 기능이자 

타 기 과 구별되는 지 이 시에 있다면, 역사지식 형성의 구조는 시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단된다.

그 다면, 실제로 박물 에서 역사지식이 형성되는 데 여하는 조건과 

맥락은 무엇인가? 이 게 형성된 역사지식을 역사수업에 활용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은 무엇인가? 이를 토 로 구체 인 역사수업 방안은 어떠

한 차와 원칙 하에서 구성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한 답을 찾기 해 첫째, 기존 박물  교

육 연구들이 주목했던 교육  요소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역사지식의 매체로서 ‘ 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살피는 작업이 될 것

이다. 둘째, ‘ 시’를 역사교육 차원에서 활용하기 한 발 으로써 ‘ 시’와 

역사지식의 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역사지식이 형성되는 맥락과 특성

을 구체 으로 검토할 것이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역사수업 차원에서 ‘

시’를 이해하기 해 제되어야 할 조건과 수업방안을 모색하면서, 실천  

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17) 테라 모리스-스즈키 저, 김경원 역, 우리 안의 과거, 휴머니티스, 2006,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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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박 물  교 육 에  한  세  가 지  

박물 은 공공에게 개방을 목 으로 할 때부터 교육  역할을 해왔다고 

여겨진다. 그 시작은 랑스 명기 다. 당시 국민의회는 왕실, 귀족, 종교 

등이 소유하고 있던 술품들을 몰수하 고, 그것을 ‘문화유산(patrimoine)’

이라는 개념으로 묶어 시민이 공유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정의하

다.18) 박물 으로 옮겨진 문화유산, 즉 유물은 시간  선후 계에 따라 재

배치되었다. 그리고 선후 계의 질서는 당시 민족의 정신  궤 을 시각화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에 민족주의의 두라는 당시의 사회  배경 

속에서 박물 은 ‘국민’ 만들기를 실 하는 공 ‧교육  역으로 기능하게 

했다.19) 

한편으로는 서구 제국들을 심으로 식민지에 한 지배담론의 장치를 

시각 으로 정당화 하는 곳이 되기도 했다. 특히 박람회를 통해 선보여진  

‘발 ’과 ‘미개’의 비  이미지는20) 그 로 박물 으로 옮겨져 상시 으로 

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아름다운 술품에 한 ‘보호자’로서 서구

의 힘을 가시화하는 것이기도 했다.21) 이러한 측면에서 박물 은 시각  

인지와 감상을 통해 교육  효과를 창출하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엄 히 말하면, 당시 교육은 민 의 계몽 혹은 교화에 가까운 형

태 다. 우선 박물 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유물에 

‘보존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부여하면서 진품 혹은 명품으로 가치가 더

18) 임승휘, ｢프랑스 ‘문화유산’과 박물관의 탄생｣ 역사와 문화8, 2004 ; 정연복, ｢루브르 박물관

의 탄생–컬렉션에서 박물관으로｣ 불어문화권연구19, 2009.

19) 김호숙, ｢박물관과 역사교육｣ 역사와실학13, 1999 ; 전진성, 역사가 기억을 말하다, 휴머니

스트, 2005, pp.227~241.

20) 실제로, 1893년 콜럼비아 박람회의 배치도를 보면 화이트시티(White City)에는 ‘근대화’를 이룬 
서양의 국가들을, 미드웨이(Midway Plaisance)에는 ‘미개한’ 국가들을 위치시켜, 각국의 물품들을 
전시하도록 했다(왕신정,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의 미국 전시: 전시의 정치성｣,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진빈, 백색국가 건설사, 앨피, 2006).

21) 유럽에서 박물관이 설립되고 그 역할이 변화해 온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Tony Bennet, 

The Birth of the Museum-History, Theory, Politics(Routledge, 1995) ;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4 ; 전진성, 위의 책, 2006 ; 서원주, ｢서양 박물관(미술관)교육의 역사｣,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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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졌다. 그리고 보존의 필요성이 생긴 유물에는 체계 으로 정리되고 리

되어질 필요가 추가되었다. 이에 훈련된 문가의 과학 ‧체계 인 연구와 

조사가 강조되었고, 문가들은 유물에 한 정확하고 객 인 정보를 분

석하는 역할을 담당하 다. 그리고 그들이 개진해 놓은 해석은 유물에 

한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시의 목 은 객 으로 분석된 정확한 정보를 최 한 부각하는 것이 

되었다. 특히 명품으로서 시된 유물에 한 해설을 최소화하거나, 문

인 어려운 용어들로 설명하는 것은 이를 한 최선의 방식으로 여겨졌다. 

이 게 작품으로서의 유물에 집  하도록 하는 시가 주로 행해진 것이

다.22)  

람객에게는 유리장 속에 보 되어 있는 유물들을 멀리서 감상하는 것

만 허락되었다. 고 문화로 자리매김한 유물은 보편 이고 일상 인 것과 

별되는 특별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람 시 행동에 여러 제약을 가하는 

소  박물  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다.23) 이러한 분 기 속에서 람 

행 는 고  술에 한 문가의 해석이 정확하고 객 으로 달되는 

통로 고, 람객은 의심 없이 이를 잘 달받기만 하면 되었다.24)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교육  역할을 강화할 이론  철학과 지침은 

논의되지 않았다. 교육을 담하는 문가도 부재했으며, 교육은 조사‧연구 

등 박물 의 다른 기능에 비해 차 부수 인 역이 되어 갔다. 그나마 

학교 교육과의 업에서 명맥을 유지해갔으며, 교육의 상도 학교의 학생

들에 한정되었다.25) 

이에 반해 변화된 사회 분 기 속에서 최근 다시 강조되기 시작한 박물

 교육의 논의는 그 제와 지향을 달리한다. 제국주의의 쇠퇴와 자본주

22) 양지연, ｢박물관 전시물의 개념 변화와 전시물 기반 학습의 적용｣ 美術敎育論叢20-2, 2006.

23) Kevin Moore, Museums and popular culture(Leicester University Press. 1997), pp.1~12 ; 

정진성, 앞의 책, 2004.

24) Hopper-Greenhill, Museums and Interpretation of Visual Culture(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25) 박성희, ｢뮤지엄의 역할변화에 따른 관람객과의 관계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p.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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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성장 등은 시 의 요구에 부응하는 박물 으로서 그 역할 재정립의 

필요를 제기했다. 포스트모던 시각의 두 등으로 인한 인  학문들의 이

론  패러다임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 한 박물 을 하는 담론에 변화를 

가져왔다.26) 
변화는 ‘신박물 학’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획기 인 것이었다.27) 자

본주의의 두로 인한 소비 시장의 성장은 박물 을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

리로 편입시키면서 놀이 공원 등과 경쟁하게 하 다. 이에 테마 박물  등

의 설립이 활성화되고 ‘유산산업’의 일환으로 박물 이 각 받기 시작했다. 

박물  마 의 일환으로 뮤지엄샵이 박물 의 주요 공간에 치하게 되

었으며, 수익성 있는 시회가 개최되기도 했다.28) 한 람객은 일종의 

소비자로 간주되었다. 보다 많은 람객의 확보가 성공 인 박물  경 으

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람객 유치를 한 노력은 박물

의 심을 시물의 수집과 조사‧연구에서 람자의 시 해석과 수용의 

측면으로 돌리게 하 다.29)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의 두는 ‘진리’에 한 존재, 그리고 그 진리를 표

상한다고 믿었던 기존의 제도와 권 를 문제시하 는데, 이러한 향 하에 

박물 은 선험  지식을 객 으로 달하는 곳이 아니라 지식이 생산되

는 매체라고 재해석 되었다.30) 이는 박물 의 시물을 심미  감상물로서

만이 아니라 텍스트로서 바라보도록 했다. 텍스트로서 본다는 의미는 시

물을 기호학 으로 근한다는 뜻이다. 즉, 시물인 기표와 그것의 의미인 

기의를 분리하고, 텍스트로서의 시물에 한 의미는 물질인 시물 그 

26) 김형숙․최은주, ｢미술사 교육의 전통과 담론들 : 미술관, 미술사, 그리고 교육｣ 美術史學18-1, 

2004.

27)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29-1. 2011.

28) 김형숙․최은주, 앞의 논문, 2004 ; 박소현, 앞의 논문, 2011. 현재에도 적절한 교육 시행과 수익 

창출 사이의 긴장은 박물관이 처한 딜레마 중 하나로 행정상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자세한 내

용은 Alan S. Marcus, “Representing the Past and Reflecting the Present: Museum, 

Memorials, and the Secondary History Classroom”, The Social Studies, Vol. 98(3), 2007, 

pp.105~110 참조. 

29) Eilean Hooper-greenhill, “Museum Education: Past, Present and Future”, Roger Miles 

and Lauro Zavala(eds.), Towards the Museum of the Future(Lodon: Routledge, 1994).

30) 김성은, ｢미술의 매체이자 인식의 기술로서 박물관｣ 고문화7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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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의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 람자는 시물의 의미 생성에 필수 인 존재 다. 기의들이 시

물과 람자 사이의 공간 속에서 부유하면서 끊임없이 의미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31) 이에 람자가 해석을 통해 어떻게 의미를 구

성하는가에 한 심이 박물  연구의 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 다시 부각된 박물 의 교육  역할에 한 연구는 람자에 

한 심에서 발되었다. 이는 박물  문가의 권 에 이의를 제기하고 

존재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반에는 상당한 비 을 받았다.32) 그

러나 곧 박물 과 람자 사이의 소통 장벽을 제거하는 방편으로서 그 가

능성이 인정되면서 차 박물  교육 연구의 지향 이 되었다.

이후의 연구들은 람자의 이해와 해석을 박물  교육의 목 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람자의 정체성, 환경, 맥락 등 람자 자체에 심

축을 두는 연구와 람자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상인 유물 혹은 시에 

한 특성을 탐구하는 연구로 이어졌다. 자를 ‘ 람자 심’의 이라

고 본다면, 후자는 유물과 시의 특성을 보다 시한다는 에서 ‘유물 

심’의 과 ‘ 시 심’의 으로 볼 수 있다. 

우선 ‘ 람자 심’의 연구는 박물 에서의 교육을 각자의 경험에 기 한 

선행지식과 시의 통합이라고 제한다.33) 존 포크(John H. Falk)와 린 

디어킹(Lynn D. Dierking)은 특히 람자의 박물  경험이 가져오는 학습

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람자 경험의 맥락을 시하고 그들이 람 행

를 통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에 심을 두었다.34) 그에 따르면 람

31) 김형숙․최은주, 앞의 논문, 2004 

32) Rhiannon Mason, “Cultural Theory and Museum Studies”, Sharon Macdonald(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Blackwell Publisging Ltd, 2006), pp.17~31. 1997년 미국 레

슬리대학 교수인 조지 하인(George Hein)과 영국 자연사박물관 학예관인 로저 마일즈(Roger 

Miles)의 논쟁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의 핵심 논쟁점은 첫째, 교육의 방법이 인식론을 따라야, 

둘째, 교사보다는 학습자를 우선시 하는 것이 옳은가, 셋째, 관람자들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구성

한다면 훌륭한 전시의 기준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이었다(Stephen Bitgood, “The 

Hein-Miles Debate: An Introduction, Explanation and Commentary”, Visitor Behavior 
Vol.12(3)(1997)). 

33) Eilean Hooper-greenhill, The Educational Role of the Museum Experience(Routledg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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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크게 개인 ·사회 ·물리  맥락에 향을 받고 있다. 개인  맥락이

란 사 지식, 이 의 경험, 동기, 흥미, 심, 람빈도 등 즐기고, 감상하

고, 느끼고, 깨닫는 등 개별  활동에서 도출되는 맥락을 말한다. 사회  

맥락은 구와 함께 시를 람하는가, 사회  치는 어떻게 되는가 등

을 의미하며, 물리  맥락은 박물 의 치, 근성, 시 공간의 건축  

요소, 람 동선, 냄새, 시패 과 같은 해석 도구들, 소음, 편의 시설 등

이다. 즉, 박물 에서 교육은 이 게 이 세 차원의 맥락이 시물의 맥락과 

상호작용하면서 람자의 학습 경험이 형성되는 것을 통해 이 진다고 분

석한 것이다.35) 

이러한 가운데 람자들이 자신의 맥락에서 원활하게 시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 방식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진품만을 시품으로 고집하

는 것은 들의 외면을 자 하는 일이며, 이는 박물 의 발 에 큰 해 

요인이 된다는 지 이 두하게 된 것이다.36) 이에 그래픽, 일러스트, 모형, 

디오라마, 상 등 람자 이해를 돕는 다양한 연출 매체가 도입되기 시작

했다. 

한 하나의 진품이 아닌 재 품을 활용해 시를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컨 , 1996년 런던박물 에서 기획한 선사시  

련 시회에서 선사시 의 돌도끼 에 스 스제 군용 나이 를, 토기 

에는 맥주잔을, 청동조각더미 에는 알루미늄 캔 더미 등이 함께 시되

었다. 이 시는 ‘보통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토 로 새로운 지식

과 이해를 구성한다’는 에 착안, 람자들이 익숙한 것과 조우하게 하여 

이해의 가교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37) 

그리고 시품이 사용되었던 당시의 맥락을 함께 시하는 방식도 도입

되었다. 즉, 진열장에 빗살무늬토기를 작품처럼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빗

34) John H. Falk & Lynn D. Dierking, Learning from Museum: Visitor Experiences and the 
Making of Meaning(AltaMira Press, 2000). 이 책은 노용･이주연･류지영･이선아 譯, 박물관 교

육의 기본, 미진사, 2007으로 번역･출간되었다.

35) Ibid.
36) 배기동, ｢박물관의 미래: 소통과 융합을 통한 신박물관｣ 박물관교육연구9, 2013.

37) George E. Hein, Learning in the Museum(New York : Routledg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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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무늬토기를 사용했던 신석기 시 의 환경을 함께 재구성하여 시하는 

것이 람자의 경험을 극 화 시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38) 한성백제박물

이 앙 로비에 실제 크기의 풍납토성 성벽 단면을 설치하면서, 발굴된 

당시의 층  모습과 성벽이 축조 될 당시의 맥락을 함께 보여주는 략을 

택한 것은 이와 같은 교육  효과를 해서 다.39) 실제 크기의 성벽과 성

벽을 쌓고 있는 인형 모형, 그리고 ‘4만 명이 4～6년 동안 꼬박 희생한 피

와 땀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을 통해 한성 백제의 일면을 보여주려 하 다. 

동시에 목책과 토기 등 발굴되었을 때의 층 를 그 로 재 한 것은 발굴

된 당시의 맥락 한 고려한 것으로, 이는 람자가 시물을 통해 성벽이 

쌓아질 당시와 발굴 맥락을 동시에 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 형태는 람자들의 감각을 자극하면서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는 효과

인 략으로 인정되었다.40)

직 인 교육 활동도 이 에는 주로 교양 차원의 강의 달식 주 다

면, 람자의 경험을 요시하면서부터는 체험이 강조되기 시작했다.41) 보

고, 만지고, 듣는 등 복합 인 감각기능으로 시물을 할 때, 단순히 보

는 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이상의 교육  효과가 창출된다고 보는 것이

다. 이에 람자(혹은 학습자)가 손(hands)과 마음(minds)을 통해 시와 

상호작용 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하고, 그 결론의 타당성은 진리에

의 부합 여부가 아니라 ‘학습자가 구성한 실재(the constructed reality)’ 안

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로 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었다.42) 
38) 송한나, ｢박물관 재현 전시를 통한 의미 형성의 교육적 의미｣ 문화예술교육연구, 7-2, 2012. 

39) 한성백제박물관은 2012년 4월 30일에 개관을 하면서, 서울이 고대부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한국의 역사·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관람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목표 성취를 위해 전시의 기본방향을 “첫째, 백제를 중심으로 구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서울의 선사~고대 문화를 소개한다. 둘째, 풍납토성·몽촌토성·석촌동

고분군 등 박물관 인근의 백제 유적과 연계한다. 셋째, 유물을 평면적으로 나열하지 않으며 역사

적 의미를 알기 쉽게 연출한다. 넷째, 모형·그림·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로 재미있게 연출한다. 다

섯째,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전시 수준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여섯째, 체험전시를 지

향한다. 일곱째, 미래지향의 메시지를 담는다”로 설정하였다(김기섭, ｢2천 년 고도 서울의 부활 

한성백제박물관｣ 플랫폼34, 인천문화재단, 2012). 

40) 송한나, 위의 논문, 2012. 

41) 이수진, ｢박물관 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교육적 의미 분석 :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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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습득한 지식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 하는 것을 나름의 의미를 형

성해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교육 활동이 부분 만들기 주의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는데 향을 주었다.43) 한 어린이 박물  주로 직

 만져볼 수 있는 핸즈온(hans-on) 시를 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다.44)

교육 활동에 ‘활동지’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에서 구안된 

방식이다. 문가의 설명을 듣는 것을 일방 ‧수동  지식 습득으로 간주

하고, 람자가 능동 으로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동지’가 제

작되고 있는 것이다.45) 비록 ‘활동지’에 어떠한 내용을 담고, 어떠한 방식으

로 풀어낼 것인가가 본래 의도를 달성하는 건이 되겠지만,46) ‘활동지’의 

제작과 활용은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람자 심의 이론 ·실천  논의 속에서, 이제 박물 에서 

학습의 주체는 람자임이 보편 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들의 맥락을 고려

하는 것은 박물  교육의 기본 제가 되었다. 다만, 이들 논의가 람자의 

경험 혹은 체험 분석 주로 편향된 상은 ‘무엇’을 통해 의미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학습 재료에 한 특성에 한 논의를 빈약하게 한 측면도 있

다. 2007년 국제박물 의회(ICOM)의 비엔나 회에서 시품의 특성이 

학습 논의에 축소 반 되고 있다는 지 이 나온 것도47) 이러한 우려의 표

명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 기 으로서 박물 을 본격 으로 처음 주목한 

것은 교육학계, 박물 학계, 미술교육학계 다.48) 이에 능동  지식 형성의 

42) George E. Hein, op. cit., pp.14~53.

43) 박연희,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최종호 회,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44) 국립중앙어린이박물관은 ‘체험과 놀이를 통해 어린이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식 박물관’을 표방한다(국립중앙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site/homepage/). 

이를 필두로 대부분의 ‘어린이 박물관’이 유사한 전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 

45) 나윤영, ｢서울역사박물관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박물관 워크시트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20, 2011. 

46) 보통의 활동지가 빈칸 채우기, OX퀴즈풀기, 유물 특징 그려보기, 줄긋기 등으로 제작되어 있는

데, 이는 유물에 대한 단순 정보를 적어 넣은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관람자의 의미 형성에 도움

을 주고 있는지는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나윤영, 위의 논문, 2011). 

47) 국제박물관협의회 박물관 윤리강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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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으로서 박물 을 상정하며 람자가 시물과 교섭하는 방식에 한 

논의를 심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한편으로는 학습의 소재로서 유물

의 특징을 면 히 탐색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즉 단순한 시물이 

아닌 과거의 증거물로서 유물의 특징을 탐색하며 유물에 내포된 의미와 맥

락을 람자들이 자신의 맥락에서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다. 람자 심의 박물 을 표방하면서도, 결국엔 유물이 지닌 

정확한 정보에 다가가는 것을 여 히 학습의 목 으로 내세우게 되는  

실태의 지 은 이를 방증한다.49)

최근 역사교육학계에서 박물 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사료의 일종으로 

유물의 특징을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  교육을 시도하려는 연구들

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사료로서 비문자 자료의 상과 역할에 한 재고

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50) 유물 한 역사 연구에 합한 사료로 여

겨지며, 유물을 사료처럼 읽는 방법이 강구되었던 것이다.

우선, 사료로서의 유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유물을 찰하고 조

사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51) 유물을 치 하게 찰

하는 것을 통해 형태와 색, 재료 등 구체 인 정보를 얻고, 조사와 탐구과

정을 통해 련된 정보들, 컨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어떻게 가 사

48)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11월 29일에 

한국교육철학회의 주최로 ‘박물관과 교육’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학술대회가 기점이었다. 당시 

서구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교육적 역할이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 박물관의 실태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 당시 발표된 원고는 다음과 같다. 김인회(연세대), ｢박물관 교육의 

정신사적 의미｣ ; 이태호(전남대), ｢박물관의 문화교육적 기능｣ ; 이해준(공주대), ｢박물관의 현황

과 문화교육정책｣ ; 임종덕(美 캔사스대 박사과정), ｢미국박물관 교육의 현황과 그 교육적 의미｣. 
이 발표회에는 정순우(정신문화연구원), 유홍준(영남대), 임재해(안동대), 이원영(중앙대), 이경희

(삼성어린이박물관)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49) 최성희, ｢관람자 중심 박물관에 대한 한국 박물관 교육 관계자들의 태도｣ 미술과교육7-1, 

2006, pp.147~173. 

50) 서용희, ｢非文字 資料를 통한 歷史理解와 歷史學習 : 藝術作品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8.

51) 강선주, ｢역사 수업에서 자료 활용 신장을 위한 유물․유적 활용 방안｣ 경인문화연구33, 2004 ; 

권영오, ｢유물자료를 활용한 한국사 교실 수업｣ 역사와 세계39, 2011 ; 류재만, ｢박물관 유물 

읽기 지도를 위한 발문의 관점 모색｣ 문화 예술 교육 연구8, 2013 ; 유미선, ｢초등역사교육에

서 유물․유적을 활용한 학습 방안-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허명회, ｢박물관 유물 사료 읽기를 위한 수업 방안｣,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 13 -

용했을지 등을 악하여, 역사  맥락에 치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이를 해 한편으로는 람자가 스스로 유물에 해 의문을 갖

고 질문을 제기하여 탐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조화된 발문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52) 한 본래 고고학에서 주로 유물을 연구‧조사

한다는 것에 착안, 고고학의 방법론을 도입하여 보다 쉽게 유물에 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도 있었다.53)

 이러한 연구들이 을 둔 것이 ‘유물에 한 역사학습’이라면, 유물을 

탐색하는 것을 통해  다른 역사학습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논

의도 있다. 주로 ‘역사  사고’와 련된 연구들인데, 텍스트처럼 역사를 명

료하게 제시하지 않는 시각자료인 유물이 학생들의 유연하고 다양한 사고

를 도울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나아가 박물 을 학교 장보다 역사  

사고력 배양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본다. 이에 박물 이 

등학생의 역사학습을 주로 연구되는 경향을 비 하면서 등 단계 학

생들의 연 기 악력, 역사  상상력, 역사  탐구력, 역사  비 력을 기

르는데 효용성이 크다는 을 주장하기도 한다.54) 최근 발표되고 있는 많

은 학 논문들이 이러한 입장을 실천  역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유물 심’의 연구들은 박물 이라는 공간보다는 박물

에 있는 유물에만 을 맞추고 있어, 학습의 공간이자 매체로서의 박물

에서 유물을 매개로 어떠한 학습 효과가 창출될 수 있는지를 밝히지는 

52) 류재만, 앞의 논문, 2013. 류재만은 발문의 관점을 기호학적 측면, 미학적 측면, 역사적 측면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유물 읽는 방법을 실제 전시 유물에 적용하여 예시하였

다. 기호학적 측면은 유물의 외적인 형태를 살펴 용도를 추론해보는 것이다. 미학적 측면은 디자

인과 개료, 제작기법 등의 관찰을 통해 기능성과 장식(문양)을 파악하는 것이어야 하며, 역사적 

측면은 시대적 배경과 유물의 가치에 대해 묻는 발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박물관 자료로서의 

유물을 사료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이 발문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53) 문윤금, ｢고고학적 유물탐구방법을 통한 초등학생의 역사적 사고력 신장 방안｣, 부산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 연구는 모의발굴과 모의층위분석을 통해 역사학자가 역사를 하는 방법을 

체득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모의 지층 혹은 모의 고분을 

만들어 발굴을 하면서 해석하는 수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실제 수업을 통해 일단 학생들의 흥미

를 유발하는 데 큰 장점을 발휘했지만, 증거물을 연관 지어 종합하는 사고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54) 오인택, ｢역사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박물관 학습 방안｣ 지역과 역사13, 2003 ; 박상혜, ｢박
물관 컨텐츠를 활용한 문화재 수업 사례｣ 2009 박물관 교육 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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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이는 유물 련 수업이 시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그리고 실물

이 아닌 사진 자료 등으로 학습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기도 한다.55) 즉, 유물의 특성을 보고자하더라도 박물 이라는 공간

에서 유물들이 배치되면서 본래 지니고 있던 맥락 외에 어떠한 맥락을 지

니게 되었는지, 그것이 람자의 맥락과 어느 지 에서 상호 교섭하여 지

식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다 최근에 발표되는 논문들은 이러한 에서 박물 의 ‘ 시’에 주목

하고 있다. 특히 스스로 말하지 않는 유물을 통해 실제로 재 되고 있는 

역사는 의도된 메시지라고 악한 연구는56) 시되어 있는 개개의 유물의 

특징과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단지 유물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깨우

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이 유물을 조사해야 하고, 그 유물이 박물 에 어

떤 의미로 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 시가 보여주는 과장과 축

소를 경계하며 그것이 표 하는 과거가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57)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로 람자가 보는 것은 유물이라는 , 그

리고 기 의 메시지는 쉽게 악될 수 없다는 에서 비 받았다. 박물  

시는 개별 유물들을 하나의 맥락 속에서 구성하여 일정한 주제를 달하

려고 하지만, 일반 인 람객은 시의 체 인 맥락을 보기보다는 진열

장에 놓인 유물 하나하나를 개별 으로 보게 되는 경우다 더 많다는 것이

다. 그리고 시 람 후 어떠한 메시지보다는 유물 개체를 더 뚜렷하게 

기억하게 된다는 에서도 유물의 의미를 읽어내는 수업방식의 연구가 더 

진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시가 개별 유물이 갖는 의

미를 충분히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에, 악하기 어려운 시의 맥락보다

55) 허명회, 앞의 논문, 2014.

56) 류현종, ｢박물관 전시 구성과 초등학생들의 문화 재현｣ 역사교육연구7, 2008 ; 강선주, ｢역사

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16, 2012. 

57) 류현종, 위의 논문, 2008 ; Alan S. Marcus, Jeremy D. Stoddard, Walter W. Woodward, 

Teaching History with Museums(Routledge, 2012), pp.3~29 ; 강선주, 위의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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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물을 정교하게 탐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58) 

하지만 엄 히 살펴보면, 박물 에서 유물은 홀로 놓여 있지 않다. 독자

으로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물들은 사실 ‘ 시’ 안에 놓여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유물은 그 메시지 안에서 의미를 드러낸다고 봤을 때, 뚜렷한 

시 주제가 있는 경우만 그 안에서 강조되는 유물의 맥락을 비 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제가 뚜렷하지 않다면, 무의식 으로 

그 주제가 수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 의 메시지를 악하는 수업이 필요

한 것이다. 

그 다면, 구체 으로 ‘ 시’를 통해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재 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생성되는 역사지식은 람자의 수용을 통해 어떻게 유지, 

변형되는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 시’의 특성과 의미를 심도 있게 검토하

면서 역사학습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을 분석하고자 한다. 

58) 허명회, 앞의 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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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시 ’ 를  통 한  역 사 지 식 의  형 성

박물 에서 우리가 보는 유물은 무수한 장치들, 컨  공간의 크기, 

치, 색감, 조명, 설명패 , 함께 놓여있는 유물들 등이 종합 으로 얽 있는 

구조 속에 치해 있다. 박물 에는 구분되어 있는 여러 시실이 있다. 각

각의 시실 안에는 보통 시내용에 한 개  설명(패 )과 여러 유리장

들이 있고, 그 안에 유물들이 놓여있다. 유물의 앞에는 명칭과 간략한 연  

등이 있고, 때에 따라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지기도 한다. 밝은 시실

이 있다면, 상 으로 어두운 시실도 있고, 하나의 유물에만 으로 

조명이 비춰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시’란 낱개의 유물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유물 그리고 유물을 둘러싼 장치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 시’는 개개 유물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문단을 이루듯, 유물과 유물 혹은 유물과 환경 등이 만나 이 내는 독특한 

형태의 시각  수사, 일종의 내러티 이다.59) 

내러티 로서의 ‘ 시’는 유물을 매개로 역사지식을 서술하고 있다. 국립

앙박물 의 시를 사례로 들면, 백제실에서 신라실로 넘어가는 원형 공

간에  시실이 있다. 실의 조명은 다른 시실에 비해 상 으

로 어둡다. 그러나 시실 안에는 하나의 만 들어있는 유리장이 하나

만 놓여있는데, 유리장 안의 조명은 밝게 설치되어 마치 이 어둠 속에

서 밝은 빛을 내는 것처럼 연출되어 있다. 에 한 상세한 설명은 없

고, 한쪽 벽면에 ‘천마총 ’이라는 명칭만 있다. 이 게 은 주변

에 비해 돋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실에 들어서면 오로지 에만 

집 하게 된다. 

실을 거쳐 신라실로 들어서면 귀걸이, 목걸이, 황 보검, 황

꾸미개 등 각종 제 유물들이 가장 많은 비 으로 시되어 있다. 덧붙여

진 시설명에는 “신라 문화는 돌무지덧 무덤과 불교로 표된다. 돌무지

59) 류현종, 앞의 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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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무덤에서 출토된 , 귀걸이 등은 신라를 ‘황 의 나라’로 부를 만큼 

화려하고 뛰어난 세계  속공 품이다”라고 있다. 즉, 강렬하게 부각

된 을 시작으로 각종 제 유물들이 시되면서 ‘황 의 나라 신라’라

는 역사지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 게 형성된 역사지식은 역사  연속보다는 단 에 맞춰져 있다는 특

징이 있다. 한 시 의 특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해서는 차별된 주제와 

표성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유물들이 주로 시 상으로 선택되기 때문

이다. 

신라실이 ‘황 의 나라’를 표방하고 있다면, 고구려실은 이와 사뭇 다르

다. ‘ 토 확장, 륙을 향하다’, ‘남진(南進), 아리수를 넘다’ 등의 소주제 

하에서 철갑투구, 말 안장, 말 탄 사람의 그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벽화, 못신 등의 유물이 시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 경기, 충청 일 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강 이남으로 향력을 확

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물로서 시되었다. 즉,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을 뒷받

침으로 정치 ‧사회  안정을 이뤘다는 설명과 함께 ‘호 인 기상’을 지

녔던 나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백제실에서는 국, 일본 측

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다수의 유물을 통해 ‘개방 이고 국제 인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특징 으로 제시된 시 의 역사상은 실제의 모습을 그

로 재 하고 있는 것일까? 고고학에서 유물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

진 도구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60) 즉, 박물 에 있는 유물들

은 ‘옮겨져 온 것’인데, 그 다면 본래의 환경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

는 것이고, 이러한 에서 과연 복원된 역사상이 과거를 있는 그 로를 보

여주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 사회의 모습은 실상 

‘기획’된 것이다. 시실의 구획부터, 시되고 있는 유물, 그 유물이 놓여 

있는 치와 방식, 설명 의 내용, 조명의 설치, 시실의 색감 등 시를 

60) 최성락, 앞의 책, 2005, p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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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고 있는 각종 도구들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다. 시기획자61)들

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동원한 것들이다. 즉, 동원된 모든 장치들은, 스

스로 말하지 않는 유물을 통해 달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도록 철

한 계획 하에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립 앙박물 의 시실 체제가 ‘구석기-신석기-청동기- 기국가

실(고조선, 부여‧삼한)-고구려‧백제‧신라‧가야-통일신라‧발해-고려-조선’으

로 변화했는데, 이는 시실의 구획 자체에 시기획자의 의도가 담겨있음

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장 큰 변화  하나는 고고학계에서만 

통용되는 시  설정인 ‘원삼국실’이 사라진 것이다. 

‘원삼국실’은 ‘삼국시 의 원  단계로서 북쪽에는 고구려가 국가 단계

로 성장하고, 남부지역에는 백제와 신라, 가야의 모태인 삼한이 있던 시기

에 해당 된다’62)는 설명과 함께 련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로 구성되

어 있었다. 하지만 원삼국이라는 시 의 설정은, 그 시 가 이후의 삼국시

와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원 후부터 300년까지를 문

화  획기로 규정할 수 있는지, 혹은 철기시 , 삼한시 , 삼국시  기 

등 다른 용어로 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등 논쟁의 상이었다.63) 더

욱이 한국고 사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시  설정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고학계의 연구 성과의 반 인 ‘원삼국실’은 박물  내에서 

수용가능한 시 로 여겨지며 오랫동안 운 되어 왔다.

한 2005년 용산으로 이 하기 까지 국립 앙박물 은 선사실～통일

신라실까지는 고고학 주로, 고려 이후부터는 ‘고려도자실’, ‘조선도자실’, 

61) 박물관에서 하나의 전시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수많은 주체들이 개입된다. 박물관 각 부체

의 학예사들, 전시 주제와 관련된 각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 전시실 디자이너 등이 모여 전시를 

기획하고 구성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박물관의 설립 목적, 전시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학계의 통설 등이 반드시 포함된다. 이에 각 주체의 의견, 조건, 환경 등이 수렴되어 하나의 전시

가 이뤄진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모두 ‘전시기획자’라고 통칭하였다. 

6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원삼국실’은 1986년 옛 조선총독부 건물로 박물

관을 옮기면서 신설되었다. 

63) 김정배, ｢‘원삼국시대’ 용어의 문제점｣ 한국사학보창간호, 1996 ; 이희준, ｢초기철기시대‧원삼

국시대 재론｣ 한국고고학보52, 2004 ; 최성락,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재론에 대한 반론｣ 
한국고고학보5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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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조각실’, ‘ 속공 실’ 등 미술사  에 입각한 시를 시행해왔

다.64) 그리고 용산으로 이  후 고고 , 역사 , 미술 으로 개편되었다. 고

고 은 그동안 축 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구석기시 부터 발해까지로 

시 를 확장시켰고, 역사 은 고려부터 조선까지를 다루면서 왕과 국가, 종

교와 사상, 한 , 석문, 외교류실 등 물질  분류에 의해 구성되었다. 

미술 은 서 , 회화,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을 주제로 하 다.65) 

이처럼 시실의 구획 자체도 의도 인 산물이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학

문  경합이 수반되고 있다. 즉, 시실의 구성은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 련 학문들이 상호 향을 주면서 그들의 의도가 반 된 산물인 것이

다. 

시실의 주제 구성과 그것을 뒷받침 할 유물들의 선택에도 필연 으로 

시를 기획한 주체들의 해석과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물이 

내포한 수많은 이야기와 역사  맥락들은 시의 주제에 부합되는 방향에

서 취사선택되기 마련이다. 이 때 주로 재질, 형태, 용도 등으로 한 데 묶

여 보다 추상 인 역사  맥락의 근거로서 기능하는 편이 강하다. 

이를테면, 백제의 표유물인 동 향로의 경우 능산리 터에서 발견

되었고  왕실의 의례와 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이다. 그런데 

시의 맥락을 엄정히 살펴보면, 향로의 쓰임 혹은 왕실과의 계보다는 그

것에 새겨져 있는 조각들이 강조되고 있다. 맨 에 장식되어 있는 황, 

그리고 뚜껑과 몸체에 조각되어 있는 우리, 사람, 동물, 나무, 바 , 연꽃, 

구름 장식에 주목하게 하면서, 창의성과 조형성이 뛰어난 백제시 의 공  

미술 문화와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종교 ‧사상  복합성을 악하는데 도

움을 주는 귀 한 작품으로서 시되어 있는 것이다.66)

64)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 2006.

65) 국립중앙박물관, 2005 국립박물관 연보, 2006, pp.21~29.

66) 백제금동대향로에 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설명은 다음과 같다. ‘백제금동대향로(국보 287호)

는 백제의 멸망과 함께 땅속에 묻혔다가 1993년 능산리절터 발굴조사를 통해 세상에 그 아름다

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 향로는 높이 61.8㎝, 무게 11.85㎏의 대작으로 용이 머리를 들어 

입으로 몸체 하부를 물고 있는 받침과 연잎이 사실적으로 표현된 몸통, 그리고 산악이 여러 겹으

로 묘사된 박산(博山) 형태의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다. 뚜껑 위에는 날개를 활짝 편 한 마리의 봉

황이 장식되어 있다. 뚜껑에는 74개의 봉우리를 배경으로 12명의 인물과 42마리의 동물, 나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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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량의 동일 유물군이 한꺼번에 시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용된

다. 청자의 경우 표 인 유물로서 보통 여러 청자들이 동시에 시되고 

있다. 시된 청자 에는 고려의 어느 시기에 한 귀족이 세태를 한탄하는

데 기울인 술병이었을 수도 있고, 벼슬 청탁을 해 권력가에게 받친 진상

품의 일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유물이 내포하고 있을 여러 의미보다

는 ‘고려시 의 도자기’라는 보통명사로 환되어 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국립 앙박물  1층의 ‧근세   고려실에 시되어 있는 고려청자는 

고려 왕실 무덤에서 발굴된 다른 유물들과 함께 시되어 고려의 왕족과 

귀족들의 문화 삶과 멋, 풍류를 재 하고 있고, 3층의 조각‧공 에서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고려청자들이 거 진열되면서 뛰어난 공 품으로서의 

미학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본래 유물이 사용되었던 맥락이 어떠하

든 연구와 조사를 거쳐 합의되고 일반화된 의미로 시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는 조명과 색감 등의 물리 ·환경  요소가 시의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한민국박물  시가 분석되기도 했

다.67) 이 연구에 따르면 제1 시실( 한민국의 태동, 1876～1945)에서 제2

시실( 한민국의 기  확립, 1945～1960)까지는 상 으로 낮은 천장과 

어두운 조명으로 이 져있다. 이에 반해, 제3 시실( 한민국의 성장과 발

, 1961～1987)은 3.5m에 달하는 높은 천장 덕분에 시원한 인상을 주며,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제1‧2 시실과 조를 이룬다. 제3 시실  1960～

1980년 의 민주화 과정을 보여주는 공간은 다시 어두운 조명을 비추고 있

으며, 배당된 공간도 상 으로 좁다. 제4 시실( 한민국의 선진화, 세계

바위 등이 빈틈없이 묘사되어 있으며, 정상부의 봉황 주위에 5마리의 새와 5명의 악사가 배치되

어 있다. 봉황의 가슴과 산악 사이에는 각각 2개 및 10개의 구멍이 뚫려있는데, 향로에서 피워 

올린 연기가 산간에 자욱한 안개처럼 퍼지거나 뚜껑과 연결된 둥근 관을 통해 봉황의 가슴에서 

솟아오르도록 고안된 것이다. 몸통은 8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진 세 겹의 연꽃으로 표현되었으며, 

꽃잎 위에 2명의 인물과 27마리의 동물이 묘사되어 있다. 받침은 하늘을 향해 용틀임하는 용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다리와 몸통 사이에 구름무늬, 연꽃무늬 등을 배치하여 전체가 하나의 원형 

받침을 이루도록 하였다. 몸통과 받침은 용이 물고 있는 봉(棒)을 몸통에 낸 홈에 끼워 연결하였

다. 이 향로는 당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왕실의 의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는 당시 백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

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67) 목수현, ｢사람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실천문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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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도약, 1988～)은 밝은 조명과 더불어 벽지의 색깔이 흰색으로 도배되

어 있고, 마룻바닥도 연한 베이지 색을 사용하여 ‘밝음’의 공간으로 표 하

다. 그리고 1990～2012년은 실물자료보다는 화려한 디지털 상자료를 

주로 배치하고 있다. 즉, 총 4개의 시실마다 조명과 공간의 색감을 조

해 의도 으로 비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볼 때, 우리가 시를 통해 람하는 유물은 과거 그 자

체라기보다는, 시 기획의 의도 속에서 부여된 해석을 보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역사가가 과거에 일어난 무수한 사건들을 자신의 에서 

선택하고 조직하고 서술하여 역사지식을 생성하는 것처럼,68) ‘ 시’를 통해 

서술된 역사지식은 시기획자들에 의해 구성된 산물이다. 따라서 박물

이 구성한 역사지식은 특정 내러티 를 구사하는 하나의 이며, 역사교

과서 등 역사를 재 하는  다른 매체가 제시하는 역사상과 다를 수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 하는 역사는 이미 지나가버렸고, 시 

련 정보는 그것을 문 으로 연구하는 소수에 의해 유된다. 이에 박물

의 시는 문가가 심도 있고 체계 인 연구 결과물로서 그 권 가 인

정된다. 더욱이 유물이 명시 으로 역사를 설명하지 못하는 시각자료라는 

에서, 유물에 한 지  정보는 권  있는 매개자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람자들은 시가 기획자들에 의해 해석되고 구성된 무엇이라기보다는, 

본래부터 그러했듯 객 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69) 이것은 박물 이 시각자료를 상으로 삼고 있는 이상 가지게 되

는 필연  특성이자 한계이다. 최근 친 한 박물 을 표방하면서 각종 설

명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고, ‘ 시’ 해석에 람자를 극 으로 끌어들이

려 노력하고 있지만, 박물 의 본래  한계가 완 히 극복되기는 쉽지 않

다. 

68) 양호환, ｢역사적 사실의 특징과 역사교육의 특수성｣,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2012. pp.210~238.

69) Keith C. Barton and Linda S. Levstik, “The Exhibition Stance”,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Lawrence Erlbaum Assoc Inc., 2004), pp.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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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성과 한계 속에서 ‘ 시’가 생성한 역사지식은 오인의 가능성과 

선택과 배제의 매커니즘에서 기인한 문제에 람자들을 노출시킬 수 있다.

오인의 문제는 시실의 크기와 시 를 보여  유물의 화려함 등에서 생

겨날 수 있다. 국립 앙박물 의 고구려실의 경우 유물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품이 빈약하다. 반면에 신라실의 경우 시실 면 도 고구려 실보다 

약 두 배 가량 넓고, 화려한 유물들로 시되어 있다. 이 경우 시실이 넓

고 시물이 풍부하고 화려할 경우 그 시 를 융성한 시 로, 반 로 빈약

할 경우는 상 으로 쇠락한 역사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70) 즉 한 때 강

력했던 고구려의 국력은 빈약한 시로 인해 상쇄되어 시각  착시를 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앞서 검토한 한민국박물 의 시 분석이 보여  것처럼 시 의 

이미지를 ‘밝음’과 ‘어둠’으로 비시켜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아직 

충분한 역사  합의가 이 지지 않았고, 상치된 기억이 공존하고 있는 근

사를 그릇된 이미지로서 각인시킬 소지가 있다. 최근 근 사를 시

하는 박물 에 정치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은 시의 이와 같은 험

성을 경고하는 것이다.71) 

그리고 선택과 배제의 매커니즘은 기억과 망각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수많은 역사  사건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기억하고자 할 때는 반

드시 배제되어 망각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술했듯이, ‘ 시’는 각 시 의 특징을 포착하여 서술하는 경향이 강하

다. 그리고 특징을 잘 드러내기 해서 한 국가의 ‘성립-성장-쇠퇴’라는 여

러 시간의 층 를 하나의 시실에 수렴하면서, 고구려는 ‘호 ’이고, 백

70) 오영찬, 앞의 논문, 2009.

71) 대한민국박물관의 정치성 논의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고.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

들 것인가? : ‘독일연방공화국역사의 집’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 과정 비교｣ 역사비평
96, 2011 ; 이동기․홍석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 비판과 정책 대안｣ 역사비평99, 2012 ; 

김성보, ｢성찰이 결여된 ‘역사인식 보수대연합'의 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비평103, 

2013 ; 양정심, ｢[전시분석 ②] 반쪽의 역사 보여주기｣ 역사비평103, 2013 ; 정호기, ｢역사박

물관의 구성과 전시 그리고 재현 논리—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3∼4전시실을 중심으로—｣ 시민사

회와 NGO11-2, 2013 ; 홍지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치성 분석 : 1945년~1948년 전시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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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우아하며 개방 ’이며, 신라는 ‘황 이 풍부한 나라’로 재 되었다. 이

는 각 사회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데는 도움을 다. 하지만 고구

려와 백제, 신라 삼국 사이의 역사  련성은 배제시켜, 문화사 인 연

은 거의 망각되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삼국은 한반도 내에서 성장했다

가 사라진 여러 나라  하나로서 이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의 체

제가 국가의 개라는 통사체계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각 국가는 이 의 

시  혹은 사회에서 배태되고 성장하며, 나아가 다음 시 의 성립조건이 

되고 이를 잉태한다는72) 은 살피기 어렵다. 

선택과 배제의 기제는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고자 설립된 기념 에서 보

다 분명하게 드러난다.73) 서 문형무소역사 의 경우 표 으로 기억과 

망각의 기제를 보여주는데,74) 이 역사 은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쓰

다가 이를 경기도 의왕으로 옮기면서 기념 으로 만들어졌다. 본래 서 문

형무소는 1908년 10월 21일에 경성감옥으로 만들어진 뒤, 서 문감옥, 서

문형무소,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 등 시 에 따라 여러 명칭

들로 불렸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란 명칭으로 민주인사들을 

감 해 온 감옥이기도 했다. 

그러나 서 문형무소역사 은 모든 ‘ 시’가 일제 강 기와 련된 것들

이며, 시청각 자료, 설명  등도 독립 운동가들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즉, 

민주화 운동과 련된 시물은 서 문형무소 내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이

다. 이로써 우리는 이곳을 일제강 기를 기억하는 장소로 간주하며, 그 외

72) 이경식, ｢한국사연구와 시대구분론｣,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2003

73) 정근식, ｢집단적 기억의 복원과 재현｣ 4.3과 역사3, 2003 ; 전진성, 앞의 책, 2005 ; Susan 

A. Crane, “The Conundrum of Ephemerality: Time, Memory, and Museums”, Sharon 

Macdonald(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Blackwell Publishing Ltd. 2006), 

pp.98~110 ; 김형곤, ｢한국전쟁의 공식기억과 전쟁기념관｣ 한국언론정보학보40, 2007 ; 신광

철, ｢기억의 환기, 재현, 재구축—도시(역사-문화)박물관과 이미지투르기｣ 영상문화13, 2008 ; 

김상미, ｢공식기억 창출과 전쟁교육 장치로서의 전쟁기념관 : 전쟁기념관의 전시사진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7-3, 2012 ; 장경준, ｢기억의 정치와스토리텔링 ; 근현대 역사에 대한 기억의 

보전과 공유—부산근대역사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사학106, 2012 ; 하세봉, ｢동아시아 

역사의 기억전시교육 : 박물관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전시—구주(九州)국립박물관의 경우｣ 史林
47, 2014.

74) 양병일, ｢서대문 형무소 상징 읽기｣ 社會科敎育45-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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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억들은 소환하기 어려운 곳이 되었다.75) 

따라서 박물 에서 ‘ 시’를 수용할 때는 표면 이고 가시 인 내용만을 

살피는 것을 넘어 기 의 메시지를 의도 으로 분석하며 읽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박물 이 본래 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특성과 한계로 

인해 이와 같은 의식  분석은 학습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지 유물을 조사

하고 그 의미를 깨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왜 이 유물을 조사해야 하고, 그 

유물이 박물 에 어떤 의미로 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학습이 필요하

다는 주장76)은 바로 이 지 에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게 ‘ 시’가 기획자들의 과 해석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자의

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시기획자들은 기본 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

으로써 사회‧문화  맥락에 둘러싸여 있다. 즉, 시가 기획될 때 시자의 

과 의도는 그들이 처한 환경, 소속된 사회, 문화  해석 체계 등에 스

며들어 있는 사회  행 혹은 사회  지배담론에 의식 ‧무의식 으로 기

하게 된다.77) 특히 고고학, 미술사학, 역사학 등을 비롯한 학계의 통설과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를 구성하므로, 어도 학계의 연

구 성과들과 긴 히 연결된다. 

그리고 이 게 생산된 역사지식은 다시 그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자연스

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며 재생산된다.78) 그 지 못한 역사지식은 수정

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 술한 국립 앙박물 의 원삼국실의 경우 독특한 

시 설정과 체계  역사이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비 의 상이 되었

고,79) 비  여론은 결국 시의 체계가 개편되는 데 한 몫을 한 것이다. 

이 게 람자는 체화된 지배담론 속에서 시가 형성한 역사지식과 선행 

75) 류현종, ｢역사적 장소 학습과 과거 기억의 문제—초등학생들의 역사적 장소 재현 분석을 중심으

로｣ 역사교육연구2, 2005.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전부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와 관련된 기억만

을 소환하고 있다. 

76) 류현종, 앞의 논문, 2008 ; 강선주, 앞의 논문, 2012.

77) 정옥희, ｢시각문화 연구의 교육적 함축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술과 교육9-2, 2008 ; 류현

종, 앞의 논문, 2008.

78) 류현종, 앞의 논문, 2008.

79) “용산박물관 고고학연표 ‘원삼국시대’ 논란”, ｢연합뉴스｣, 2005.11.8. 용산으로 박물관이 이전되

던 기점에 이와 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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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교섭하며 나름의 의미와 역사지식을 형성해나간다. 

이러한 에서 박물 은 시와 람자의 소통 과정에서 역사 ･정치 ･

문화 으로 다양한 시각과 의미들이 상호작용하는 담론의 공간이 되며, 지

속 인 소통은 끊임없이 역사지식을 수정･구축해나간다.80) 즉, 박물  ‘

시’는 일종의 ‘문화  도구(cultural tools)’로서, 과거를 수용 가능한 형태로 

텍스트화하여 역사지식과 능동  람자 사이를 매개하면서 지속 으로 역

사지식을 생성하고 있는 것이다.81)

박물  ‘ 시’가 ‘문화  도구’라는 에서 볼 때, 어떤 물건에 유물로서

의 가치가 부여되고 시되는 상은 단지 발굴 혹은 수집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박물 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문화유산 혹은 유물이라는 개

념이 형성되었고, 이 게 묶인 유물은 다시 발굴 혹은 수집에 향을 주면

서 그 범주에 부합하는 물건들만 유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 물

론 근 를 주제로 시를 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물건이 발굴되었다는 이

유 등으로 유물의 범주가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분의 박

물 에서 소장하고 시하는 유물들이 석기와 토기를 비롯하여 도자기, 불

상, 불화, 古도서, 탑, 석등, 회화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이를 방

증한다.82) 이러한 에서 박물 은 이미 존재하는 유물들을 가져와 시하

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유물이라는 범주를 형성하고 의미를 생성하는 존

재근거이자 제도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83) 

80) 김성은, 앞의 논문, 2011, p.87.
81) 워츠(J. V. Wertsch)는 과거를 수용 가능한 형태로 텍스트화하는 형식 또는 수단을 ‘문화적 도구

(cultural tools)’로 개념화하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다큐멘터리 영화, 박물관 전시, 통계 보고

서 등으로 보고 있다. 문화적 도구는 그 자체로 집단기억이 매개되어 있는 한 형태이면서, 능동적

인 행위자와 상호 관계 속에서 집단기억을 생성 혹은 발전시킨다(J. V. Wertsch, Voices of 

Collective Remembering(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10~29 ; 양호

환, ｢집단기억, 역사의식, 역사교육｣,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2012, pp.379~412.). 

이러한 측면에서 전시는 사회적 지배 담론에 터한 전시 기획자들이 구성한 문화적 도구이면서 그

것을 매개로 나름의 역사지식을 형성하는 능동적 관람자와의 소통을 통해 역사지식을 생성․변형․
지속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역사지식은 ‘우리나라 역사를 가시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박물관’이라는 측면에서 집단기억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 

82) 국립중앙박물관, 博物館 遺物管理 電算化를 위한 遺物分類標準化（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이 책은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분류 표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의 범주가 제각각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

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26 -

유물의 범주화뿐만 아니라 ‘ 시’를 통한 역사지식의 형성 과정도 마찬가

지의 순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문화  도구’로서 ‘ 시’가 기 하고 있

는 사회·문화  맥락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 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 ‘ 시’가 형성하는 역사지식도 재생산되거나 수정·

변형되기 마련이다. 

하나의 사례로서 고려시 의 시를 살펴보면, 고려시 는 박물 에서 

체로 ‘귀족문화’와 ‘불교문화’로 양분되고 있다. 이는 일제에 의해 박물

과 유물이라는 개념이 유입되면서 형성되었고, 시 의 흐름 속에서 수정과 

변화를 거쳐 재에 이르고 있는 역사지식이다. 

1915년 개 한 조선총독부 박물 은 한반도의 민족의 근원을 밝히면서, 

발달된 공 미술을 세계에 알리기 해 우수한 술품을 진열하는 것을 목

으로 삼았다(<표 2>).84) 그리고 이에 부합되도록 선택된 유물  표

인 것이 佛具류와 자기류 다. 당시 일제가 박물  시를 통해 구 하고

자 했던 것은 조선 내 술이 차 쇠퇴하고 있다는 논리 던 까닭이다. 

소  ‘조선 술쇠망론’은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시 를 술의 정 기로 

보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에 들어서서 차 퇴보가 진

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도자기의 경우는 고려에 이르러 최고조로 발

을 이룬 외 인 것이라고 주장하 다(<표 3>). 이러한 논리 속에서 우

수한 술품으로 선택된 것은 불교와 련된 것과 도자기류 던 것이다. 

이에 조선총독부박물 에서 고려시  시는 도자기, 불상 등으로 묘사

되었고(<표 4>), 이러한 가운데 불구류들은 종교 인 숭배물로서의 가치

를, 도자기류는 부장품 혹은 생활용품으로서의 맥락이 벗겨지고 시 를 

표하는 하나의 이미지로서 자리하게 되었다.85) 

83) Susan A. Crane, “The Conundrum of Ephemerality: Time, Memory, and Museums”, 

Sharon Macdonald(ed.),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Blackwell Publishing Ltd. 2006), 

pp.98~110 ; 김성은, 앞의 논문, 2011.

84) 본 장에서 언급하는 <표>들은 수업방안을 예시하는 4장에 실었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사료를 제

시하는 것이 마땅하나, 자료의 중복을 피하고 또 역사수업의 자료로서 활용하는 방법을 예시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는 판단에서였다. 

85) 박소현, ｢‘고려자기’는 어떻게 ‘미술’이 되었나｣ 사회연구11, 2006 ; 이주형, ｢종교와 미학 사

이 : 불상 보기의 종교적 차원과 심미적 차원｣ 美學·藝術學硏究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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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해방 이후 식민사 을 청산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박물  시 

한 면 으로 개편 될 움직임을 보 다. 하지만 국가 재건의 문제, 6.25 

쟁 등 사회의 혼란 속에서 일제에 의한 시를 완 히 청산한 가운데 이

지지 못했고, 시의 내용물은 거의 그 로 승계된 채, 재해석 되거나 새

로운 형태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 져온 것으로 보인다.86) 

1972년에서 1986년까지의 국립 앙박물  시를 살펴보면, 시실은 총 

9개로 나눠져 있으며 고려시 와 련된 시실은 ‘고려 도자’와 ‘불교 조

각’, ‘고려 속공 품’이었다(<표 6>). 그리고 당시 교과서의 서술은 고려

의 문화에 해 ‘고려의 술을 표하는 것은 공  미술품으로, 고려자기

는 귀족들의 취미를 반 하고 있다’, ‘부석사의 아미타 여래상이 불상으로

는 가장 우수한 작품이나, 체로 통일신라의 것에 비해 술  가치는 떨

어진다’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표 7>). 즉, 고려시 의 시와 그것에 

한 해석은 일제강 기 때 형성된 것을 거의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명품’의 강조는 불상과 청자를 고려의 표 이미지로 더욱 공고

히 하는 데 일조했다. 박물 은 수  높은 술품만을 시해야하는 곳으

로 인식되었고, 심지어 고고·미술사 심의 기존 국립박물  체제에서 벗

어나 ‘민족’이라는 이름하에 생활상을 보여주는 시를 기획했던 민속박물

조차 ‘명품’ 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선 후기의 양반 사 부층과 

련된 유물들이 주로 수집되고 그 생활상을 심으로 시가 추진된 것은 

‘명품’으로서 가치가 높은 것을 주로 구성하자는 의도가 강하게 개입되었

기 때문이다.87) 이에 고려의 수  높은 귀족문화로서 청자의 향유는 고려

의 문화를 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독립된 시실에서 고려시 의 풍

경을 묘사하는 역사지식으로 재생산 되게 되었다. 

이후 박물 을 이 하는 것을 기 으로 ‘고려시  = 고려자기’라는 오도

된 시각을 타 하자는 목  하에, 속활자, 목기, 의상 등을 함께 시해 

86) 전경수, ｢한국 박물관의 식민주의적 경험과 민족주의적 실천 및 세계주의적 전망 : 탈맥락(脫脈

絡)화, 再맥락화, 原맥락화｣ 博物館學報3, 2000.

87) 조정우, ｢박물관에서의 ‘역사만들기’에 관한 연구 :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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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 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표 8>). 

그러나 상설 시를 획기 으로 변화시킬 만큼 고려의 다양한 이미지가 구

축되지 않았고, 이미 고려 련 유물의 범주화가 고착된 상태에서 귀족문

화 혹은 불교문화 이외의 모습을 보여  다른 유물들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못했다. 이에 시의 구성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표 9>).  

이 게 조선총독부박물 에서부터 지 의 국립박물 까지 시되었던 유

물들과 그것에 한 해석은 역사교과서의 문화사 분야 서술과 상호 향을 

주고받으며 공식기억으로 환되고 있는 것이다.88)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

려시 는 청자를 시한 ‘귀족문화’와 ‘불교문화’로 규정되며 지 까지 이어

져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비  시각에 의해 수정의 요구도 있었지만, 

공식화 된 역사지식은 쉽게 바 지 못하 고, 이러한 가운데 고려에 한 

이외의 이미지는 시로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 시’는 비 으로 읽는다는 것은 재 구성되어 있는 시의 의

도 인 측면을 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인정되고 있는 

시의 메시지가 시 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맥락과 조건들에 의해 고착되었

거나 혹은 수정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어야 함을 말해 다. 특히 우리나라

의 경우 박물 의 형성이 일제강 기에 이 졌기 때문에 더욱 유념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88) 박훈하, ｢한국 근대박물관의 계보학｣ 인문학논총12-1, 2007 ; 오영찬, 앞의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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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시 ’  이 해 를  한  역 사 수 업  방 안

박물 에서 역사지식이 ‘ 시’를 통해 형성된다면, 역사수업은 이 게 형

성되는 역사지식의 특성과 의미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즉, ‘ 시’가 유물을 

매개로 하는 시각  수사라는 에서 역사수업은 그 의도와 을 비

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 시’가 ‘문화  도구’라는 에서 역사지식 형성의 순환 과정과 역사지식

이 형성·유지·수정되어온 맥락과 조건들을 분석하는 것 한 역사수업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토 로 본 장에서는 ‘ 시’를 이해하는 역사수업

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하면서, 실제 용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봤듯이 최근 람자에게 보다 친 한 박물 을 표방하면서 각

종 장치들을 동원해 람자의 이해를 극 으로 도우려 한다. 그러나 이

러한 장치들은 시의 메시지를 보다 명쾌하게 달할 수 있지만, 한편으

로는 그 외의 복합 인 의미들에 근을 차단하면서 단순하고 소한 해석

으로 한정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오히려 람자들의 극 인 사고

를 유도하기보다는 제시된 해석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머물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 이 역사를 재 하는 방식이 더욱 정교해 질수록, 역사를 학

습하고자 하는 수업 략 한 정교해져야 할 것이다.89)   

1 )  역 사 수 업  구 성 의  방 향

박물  교육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람자의 맥락과 처한 환경, 선행 지

식들을 고려할 것과 람 시 추상 인 시 메시지보다는 주로 구체  형

체인 유물에 시선이 먼  향하게 된다는 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는 ‘

시’를 이해하기 한 역사수업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우선, 람자는 자신의 맥락에서 시를 이해하고 나름의 지식과 의미를 

89) Alan S. Marcus, op. cit., 2007,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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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는 에서, 역사수업은 ‘ 시’를 통해 형성된 역사지식을 자신의 

맥락과 교섭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에 학습자가 시의 의미

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선행지식을 비롯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맥락을 

스스로 반추해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 학생들은 역사교과서

뿐 아니라, 사극, 역사 화, 역사서, 인터넷 자료, 부모님 혹은 교사의 

설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역사지식을 수용하고 있다. 때에 따라 자발

으로 수용하거나 자주 하여 습성화 된 역사지식은 견고하게 고착되어 수

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워츠는 이러한 상을 ‘도식  내러티  템 릿

(schematic narrative templat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 다. 학생들이 자신

이 처한 환경에서 물려받고 습성화 된 과거에 한 인식의 틀은 변화에 매

우 항 인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90) 

따라서 박물 에서 역사수업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활동이 되기 해서

는, 시와 련된 주제에 해 무엇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알고 있었

는지, 시 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과 수정된 역사지식은 무엇인지 

등 자신의 역사지식을 성찰해보는 작업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역

사수업의 제로서, 수업을 통하여 지속 인 물음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선 으로 유물로 향하게 되는 시선은, 유물을 시라는 체  

조망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물과 시 주제

의 상 성을 의식 으로 악할 수 있게 하는 략 인 유도 장치가 필요

하다. 즉, 유물에 한 탐구를 시하되, 유물의 의미는 유물 그 자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 속에서 구 되고 있다는 을 인지할 수 있도

록 활동지의 제공 혹은 한 발문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유물이 아닌 

시로 을 돌리게 하는 작업으로, ‘ 시’ 이해를 한 수업의 첫 단계

로 진행된다면 보다 수월한 수업을 한 발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 시’의 특성  첫째, ‘ 시’에는 필연 으로 기획자의 

과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이 이해되어야 한다. 여기에 요구

90) 보다 자세한 내용은 James V. Wertsch, “Specific Narratives and schematic narrative 

template”, Peter Seixas(ed.), Theorizing Historical Consciousness(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04), pp.49~62 ; 양호환, 앞의 책, pp.379~4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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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일정한 시의 주제 하에 어떤 유물 선택되었고  강조되고 있

으며, 그로 인해 배제된 것은 무엇인지에 한 탐구이다. 시가 유물과 그

것을 둘러싼 환경이 만들어내는 시각  수사인 만큼, 공간의 크기, 치, 

조명, 색감, 설명패  등 물리 ‧환경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시의 의

도와 을 분석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 시’를 통해 형성된 역사지식은 保守되는 것이 아니라, 시

간의 흐름 속에서 사회의 지배담론과 향을 주고받으며 반복 혹은 수정되

어 재에 이른다는 도 역사수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재 제시

되고 있는 시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시

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역사  사실을 보충하기 한 자료 보다는, 재와

는 다른 시의 구성 방식, 시와 련된 당 의 신문 혹은 잡지 기사, 그

리고 역사 교과서의 서술 등 당시의 맥락을 선명하게 보여  수 있는 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나 익숙하지 않은 문체 등 학생

들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만한 사항은 학습자료 구성하면서 

히 가공할 필요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시 주제와 유물의 련성 악하기, 

② 시의 의도 분석하기, ③ 시를 구성한 역사 추 하기라는 학습 단계를 

설정하 다. 각 단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목표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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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주제와 

유물의 관련성 파악하기

전시의 의도 분석하기

*유물을 전시라는 전체적인 조망 

속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 

*유물과 전시 주제의 상관성을 의

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전

략적 도구가 필요.

(활동지 혹은 적절한 발문 등)

전시를 구성한 역사 추적

하기

*전시가 기획된다는 점에서 관점과 

의도가 필연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음을 파악.

*전시를 읽어낼 때 유물을 둘러싼 

물리적․환경적 요소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됨.

*전시의 역사지식 형성은 사회의 

지배담론에 기초하는 ‘문화적 도구’

임을 파악.

*당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여주

는 자료들이 제시될 필요 있음.

*학습의 주체로 관

람자를 상정하는 것

은 역사수업의 전제

로서 수업 중 지속

적인 발문으로 제공

되어야 함. 

*관람자 스스로 자

신의 선행지식과 처

한 환경 등의 맥락

을 반추해 보게 하

는 것이 필요. 

학습의 주체

=관람자

<표 1> ‘전시’ 이해를 위한 역사수업의 3단계

그런데 이와 같은 학습이 자리 잡기 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담당자들

이 ‘ 시’를 바라보는 을 우선 으로 환시킬 필요가 있다. 박물  

시가 기획에 의해 의도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에 따른 선택과 배제의 매커

니즘이 작동할 수밖에 없고, 이 게 생산된 역사지식은 사회  지배담론에 

입각하여 유지‧변형‧수정되어 오늘에 이른다는 을 먼  인식하고 이해해

야 하는 것이다. 그 후 학생들에게 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역사지식을 이

해시키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 부여된 유물에 한 해석과 

시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나름의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91) 

91) 마커스 등은 효과적인 박물관 학습을 위한 10가지 전략을 제시하면서, 박물관에서의 역사학습에

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lan S. Marcus, Jeremy D. Stoddard, Walter 

W. Woodward, op cit., 2012의 <Appendix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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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역사에 한 의 환도 요구된다. 마커스(Alan S. Marcus)는 

박물 에서 역사학습의 틀과 사례연구를 수행하면서, 시에 한  

환과 더불어 역사에 한 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 했다. 즉 역사는 

객  진리가 아니라 역사가가 자신의 에서 증거들을 활용해 과거 사

건을 재구성한 이야기임을 깨닫는 게 제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92) 

그리고 역사의 구성  성격을 알게 되면, 시 한 비 으로 보려는 자

세를 갖게 되고, 유물의 의미와 그 내러티 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

하면 그것이 실제 만들어진 시 를 어떻게 반 하고 있는지, 가 그 게 

기획했는지를 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93) 

술했듯, 유물이 역사의 증거물이고 역사란  진리이자 의문시 할 

상이 아니라는 제가 아직 건재한 것은 우리나라 박물 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가르칠 목 과 내용이 교육자의 인식에서 도출된다고 볼 때, 교

육 담당자가 여 히 유물에 한 정확한 역사  정보 찾기에 몰두하고 있

다면, 기존의 학습 방안에서 넘어서지 못할 것이다. 

2 )  수 업  설 계 의  사 례  

본 장에서는 국립 앙박물 의 시를 토 로 구체 인 수업방안을 시

하고자 한다. 학습의 내용은 고려시  시로 선정했다. 앞 장에서 간략하

게 살펴봤듯이, 재 국립 앙박물 을 비롯한 부분의 박물 에서 고려

시  련 역사지식은 크게 ‘귀족문화’와 ‘불교문화’로 양분되고 있다. 

이에 ‘고려의 시’ 이해를 한 역사수업은 첫째, 다양한 유물들과 제시

된 여러 시주제 속에서 고려사회가 실제로는 크게 귀족과 불교에 련되

어 시되고 있음을 학습자 스스로 악할 수 있게 구성했다. 그리고 둘째, 

92) 역사의 구성성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비롯한 역사적 사실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사학습이 이뤄져

야 한다는 주장은 역사교육계에서는 이미 수용되고 있다(양호환, 앞의 책, 2012, pp.210~238). 

이러한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에 입각해 과거의 사실이 역사로 고착되는 과정을 역사학

습을 통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박물관에서의 역사학습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93) Alan S. Marcus, Jeremy D. Stoddard, Walter W. Woodward, op, cit., 2012, pp.20~29 ; 

Alan S. Marcus, op, cit, 2007, pp.1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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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역사지식이 일제 강 기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회·문

화  배경 속에서 구축되어 왔는지를 추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본 사례는 ‘ 시’를 이해하기 한 하나의 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

수업은 다른 시 를 재 한 시와 련되어서도 유사한 원칙과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심도 있는 이론 ·실천  사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논의를 더욱 풍성하게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1 )  시  주 제 와  유 물 의  련 성  악 하 기  

국립 앙박물 의 고려실은 크게 ‘후삼국의 통일과 문벌귀족의 시 ’, ‘

외 계와 정신문화’, ‘원 간섭기와 새로운 모색’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표 시 유물로는 고려 인종 왕 시책, 이자연 묘지명, 고려 

리 강민첨의 상화, 청자 도교 인물 모양 주 자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청자들, 청동 은입사 향완, 동보살좌상을 비롯한 佛具류, 정몽주 상화, 

이색 상화 등이 있다. 

고려실에 들어서면 먼  시한 시 를 개 한 설명을 볼 수 있는데, ‘후

삼국의 통일과 문벌귀족의 시 ’의 주제 하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제시

되어 있다. 

후삼국으로 분열된 통일신라 말기의 상황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태조 19년, 936). 우리 역사상 두 번째의 통일 왕조가 된 고려는 

12세기에 들어 특유의 청자 문화를 꽃피우는 등 화려한 귀족 문화를 발전시키

기도 하였다.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천자로 부르며 천자국에 맞는 정부 체제를 운영

하였다. 왕을 천자·황제 등으로, 왕실을 황가로, 왕성을 황성으로 부르고, 왕의 

명령을 제(制), 또는 칙(勅)이라 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송이나 거란·금 등

에 조공하며 사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외교의 틀을 크게 벗어

나지 않았다. 고려가 천자의 나라를 자처할 수 있었던 것은,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높은 자긍심과 함께, 당시 다원적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 스스로 

또 다른 천하의 중심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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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들에게 시의 개  설명을 읽고 심이 되는 용어를 찾아보게 

한다. 다수의 학생들이 ‘후삼국의 통일’ 보다는 ‘청자문화’, ‘귀족문화’, ‘천

자의 나라’, ‘천하의 심’을 선택할 것으로 상된다. 그리고 이 설명을 뒷

받침 할 유물들을 고르고, 선택의 이유를 어보게 한다. 

<예시 발문>

* 전시가 고려시대에 대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개괄설명 혹은 유물 

설명에 적힌 핵심 용어를 적어보며 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파악해보자.

* 고려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은 무엇이며, 그 유물들

이 전시 설명의 어떤 부분을 증명하고 있는가?

 이러한 학습 략은 시를 보면서 개개의 유물에만 집 하는 것이 아

니라, 반 인 메시지를 악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해 다. 이 때 

다음의 질문도 함께 제공하여 선행지식과 교섭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예시 발문>

* 고려시대의 역사 중 알고 있던 사건, 인물, 문화재 등을 적어보자. 

* 무엇을 보며 고려시대 관련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가? 교과서, 책, TV 드라

마, 영화 등 고려시대 역사를 접한 매체를 자유롭게 적고, 그것을 통해 느꼈던 

고려시대 모습을 묘사해보자.

* 고려실 관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선행 연구  실제로 국립 앙박물 의 고려실을 활용해 역사수

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그  2011년에 한시 으로 운 된 <박물  문

화재 탐구반> 수업은 학생들에게 시의 주제와 유물의 상 성 악을 유

도하는 효과 인 장치와 수업 방안 구성을 일면 보여주었다.94) 

94) 국립중앙박물관이 실시한 <역사탐방반> 프로그램은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중학교 한 곳과 

고등학교 한 곳의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을 이용해 하루에 3시간씩 총 6차시

로 진행되었다. 1차시에는 유물을 관찰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모조품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조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였고, 2~6차시의 수업은 ‘선․원사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순으로 진행되었다. 학교 수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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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에서 주목할 만한 수업 도구  하나는 시실 학습을 한 활동

지이다. 최근 문가의 설명을 수동 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벗어나, 학습

자가 주도 으로 시실을 둘러볼 수 있게 하려는 목  하에 시실 련 

활동지의 제작  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음은 앞에서 검토하 다. 본 수업

에서 활용된 활동지 한 이와 같은 목 에서 제작된 것이다. 

그러나 활동지 내용의 구성방식에서는 보통의 활동지와 차이를 보인다. 

보통의 활동지들이 특정한 유물들을 미리 선정해놓고, 설명패  등에 의지

해 련 정보를 악해 빈칸 채우기, OX퀴즈 풀기, 유물 특징 그려보기, 

맞는 설명을 찾아 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본 수업의 활동지는 

학생들이 시를 람하면서 직  ‘고려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  유물

을 선택하고’, 그 특징을 과 그림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 한 후, ‘유물

이 고려시  련 주제  어떤 것과 련’이 있는지에 답할 수 있도록 구

성되었다. 그리고 ‘왜 그 주제와 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면서 자

신의 의견을 표 할 수 있게 하 다.95) 

이와 같은 활동지의 구성은 유물과 시 주제의 상 계를 악하면서, 

동시에 시의 의도를 분석하면서 스스로가 시 주제를 생성하고 표 하

는 것까지 이를 수 있다는 에서 참고가 될 만하다. 

( 2 )  시 의  의 도  분 석 하 기  

앞선 단계가 시 주제와 련 유물의 상 성을 살펴보는 것이었다면, 

이 단계는 시가 객 이면서 과거를 있는 그 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획된 것이고 필연 으로 의도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하는 단계이다.

방편으로 모든 학습 내용은 ‘박물관에서 체험하는 교과서 속 유물’로 구성되었고, 대체적으로 사

전학습-전시실학습-사후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자세한 수업 묘사와 수업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의 논문들을 참조. 김민정,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과 역사학습｣ 역사교육연구16, 2012 ; 

전형근, ｢박물관 유물과 중등 한국사 내용을 연계한 수업 연구 : <고려시대관>수업 사례｣, 서강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민정․전형근, ｢역사 수업과 연계된 박물관 학습프로그램 구성과 실

행｣ 역사교육논집52, 2014.

95) 전형근, 위의 논문, 2012의 <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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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 학습 방안으로 직  큐 이터를 비롯한 박물  지원과 인터뷰

를 하여 박물 의 역사, 목  등을 악하게 하고, 다른 람자들의 인터뷰

를 통해 시를 이해하는 다양한 을 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96) 그러나 이는 수업을 계획한 교사와 박물  

계자의 긴 한 조가 반드시 제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수업의 과정에서 시의 구성성과 의도성을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방안  하나는 학생들이 직  시를 기획하고 수어해보게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박물 에 시할 자료들을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들을 

시하기 해 이름표과 설명서를 붙이고, 배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

생들이 스스로 역사  정보를 조직하고 시와 소통을 유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97) 이 때, 시를 만들어보는 활동은 그 자체가 목 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역사지식을 형성하는 특성과 의미에 한 이해를 돕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98)

우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고려시 는?’이라는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  시를 구성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해 교육 담당자는 고려실 유

물들을 모조품 혹은 사진으로 비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설명패 , 조명 

96) Alan S. Marcus, op. cit., 2007.

97) 강선주, ｢박물관 활용 역사 수업 방안｣ 기전문화연구34, 2008. 강선주는 전시주제에 맞춰 유

물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관람 대상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이고, 전시물과 그것에 관

련된 정보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전시물의 배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전시물에 대한 어떤 정보

를 전시에 함께 제공할 것이지 등을 생각해보게 하면서 역사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

다. 

98) 2011년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시행한 ‘청소년 인턴제’ 프로그램은 실제로 ‘박물관 만들기’를 통해 

학생들이 전시가 구성되는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본 연구자

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 2기의 학생들을 직접 지도했다. 청소

년 인턴제는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일 년 동안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ㆍ4주 토요일에 교육이 진행되었다. 학

생들은 1년 혹은 2년 동안 강의 위주의 1단계, 봉사활동을 하는 2단계, 전시활동을 하는 3단계 

수업에 참여하였다(조혜진, ｢교육: 서울역사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사례연구｣, 서울역사박물관, 
2011 서울역사박물관 리뷰, 2011). ‘청소년 인턴제’ 프로그램을 통해 구현된 전시 내용은 ‘학생, 

生- 청소년! 학생을 이야기하다’라는 전시명칭과 동일한 제목으로 발간된 소도록에 실려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래 역사지식에 대한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의 역할 체험 중 

하나로서 ‘전시 만들기’가 행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 수업을 통해 역사 이해를 도모하는데 까지 

나아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일단 전시를 만들어보는 것 자체에 고무되어 있다는 점은 

역시지식을 탐구하는 수단으로서 전시 만들기 수업을 활용할 때 학습의 목적을 분명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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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더욱 유용한 수업이 될 

것이다. 

먼  고려시 의 어떤 역사상을 드러내고 싶은지, ‘귀족문화’, ‘불교문화’ 

등과 같이 핵심 용어가 드러나도록 구체 인 주제를 선정하게 한다. 고려

실 시 설명과 교과서의 련 서술 등을 제공해주면 학생들이 그 안에서 

주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시 주제를 

그 로 선정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주제 선정이 끝나면 비되어 있는 모조품들 에서 본인이 선택한 주제

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한다. 만약 비된 모조품이나 사

진  선택하고 싶은 유물이 없다면 직  만들거나 그려보게 할 수도 있

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고려의 모습을 최 한 표 할 수 있게 장려하기 

함이다. 

유물의 선정이 끝나면 여러 장치와 도구들, 컨  유리장, 조명 등을 사

용해 직  시 만들기 활동을 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과정을 

조별 활동으로 진행한다면 상호 소통하며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시 기획

과 구성에 다양한 목소리가 어떻게 조합되어 하나의 시가 만들어지는지

를 체득할 수도 있다. 기존의 박물  교육이 동학습을 지향하는 것도 학

습자 개별의 의미 구성이 공동체 안에서 소통을 통해 지속 으로 검증과 

확인의 과정을 거치며 타당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99) 

시 만들기가 끝나면 직  만든 시를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게 한다. 

혹은 국립 앙박물 의 고려실 시와 자신이 만든 고려시  시가 어떤 

공통 과 차이 이 있는지를 설명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때 단순히 ‘ 시 

만들기’에만 경도되지 않도록 다음의 질문에 유의하여 설명하기를 권할 필

요가 있다. 

99) John H. Falk & Lynn D. Dierking, op, cit., 2000 ; 강인애, ｢구성주의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한 방향성 및 요소｣, 2011 박물관교육혁신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국립민속

박물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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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발문>

* 고려시대를 어떤 주제로 전시하면 좋겠는가?

* 고려시대를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유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선택한 유물

들 중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준비된 유물들 중 어떤 유물을 선택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무엇인가?

이와 같은 수업 후 다시 한 번 고려실을 람하게 한다. 이때는 이 의 

람과는 달리 시를 람하고 분석하면서 의도 으로 부각시킨 유물은 

어떤 것이고, 그로 인해 시 람 후 어떤 인상이 각인되었는지, 혹시 

시가 표 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떠한 고려의 모습이 있었을까, 표 하지 못

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이 에는 미처 악하지 

못했던 시 연출을 의식하며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이 되면서 동시에 시

에 배제되어 있는 고려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재 람 시 시에 사용된 설명패 과 네임텍에서 ‘표면 으로 기록

되어 있는 내용’뿐 아니라 ‘기록되지 않는 메시지’를 탐구하게 하되, 사용된 

용어, 강조하고 있는 의 스타일 등을 분석하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의 색감, 조명, 강압  혹은 비강압 인 람 동선 등을 

비롯한 시 양식과 디자인  요소들 한 시 람에 향을 미치므로, 

이에 해 분석하며 시를 읽게 하는 것도 요하다.100) 

<예시 발문>

* 고려실 설명패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용어는 무엇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용어를 강조하고 있는가?  

* 고려실에서 가장 부각시키고 있는 유물은 어떤 것인가? 그 유물은 고려에 

대해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가?

* 부각된 유물은 조명의 밝기, 유리장 단독 사용 여부 등 어떠한 전시 연출이 

사용되었는가? 주변에 배치된 유물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100) Margaret Lindauer, “The Critical Museum Visitor”, Janet Marstine(ed.), New Museum 
Theory and Practice: An Introduction(Wiley-Blackwell, 2005), pp.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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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실 중 ‘원 간섭기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주로 전시되고 있는 

유물들은 어떤 것인가? 이 가운데 주제를 가장 잘 뒷받침 하는 유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는가?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어떤 전시 장치들을 사용했는

가?

* ‘원 간섭기와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정몽주의 초상화101), 이색의 초

상화102), 공민왕의 현판 글씨가 왜 전시되고 있으며, 각각의 전시 주제 중 어

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가?

* 고려실의 전시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다고 생각되는 유물은 무엇이 있을까? 

그 유물은 왜 고려실에 놓이게 되었을까?

* ‘이자명의 묘지명’103)이 ‘후삼국의 통일과 문벌귀족의 시대’라는 주제에 부합

되는 유물인가? 부합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고려실 관람 후 가장 인상 깊게 남은 유물들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전시

는 고려의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했을까?

* 전시가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고려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 ‘귀족’과 ‘불교’ 외에 고려의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용어는 없을까?

* 고려실 관람 후 이전에 알고 있던 고려와 새롭게 알게 된 고려의 모습은?

101) 정몽주의 초상화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고려 말의 성리학자이자 충신인 포은(圃隱) 정

몽주(鄭夢周, 1337~1392)의 초상화이다. 조선 후기의 궁중 화가 이한철(李漢喆)이 개성의 숭양서

원(崧陽書院) 에 소장되어 있던 정몽주의 초상을 옮겨 그린 것이다. 정몽주는 충절의 상징이기 이

전에 이미 당대를 대표하는 성리학자였다. 성리학의 핵심 텍스트인 사서집주(四書集註)를 가장 

정확히 이해하여 목은(牧隱) 이색(李穡)은 그를 ｢동방이학(東方理學)의 시조｣로 평가할 정도였다. 

정몽주는 또한 주자의 가례(家禮)에 따라 가묘(家廟)를 세울 것을 건의하고 스스로 3년상을 치

르는 등 실천에도 힘썼다. 

102) 이색의 초상화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고려 말의 문신이자 대학자인 목은(牧隱) 이색(李穡, 

1328~1396)의 초상화이다. 이색은 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킨 이른바 삼은(三隱)의 한 사람

으로서, 1367년에 성균관 대사성이 된 후 성균관의 학칙을 개정하고 김구용(金九容)·정몽주(鄭夢

周)·이숭인(李崇仁) 등과 성리학을 함께 강론하는 등 성균관의 중흥과 신진사대부의 정치적 성장

에 큰 역할을 하였다. 조선 건국의 주역인 정도전(鄭道傳)도 그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조선 

초기 성리학의 주류를 이끈 권근(權近, 1352-1409)과 변계량(卞季良)도 그의 문인들이다. 

103) ‘이자명 묘지명’에 부가된 전시설명은 다음과 같다. 문종文宗의 장인이자 순종(順宗)․선종(宣宗)․
숙종(肅宗)의 외할아버지인 이자연(李子淵, 1003∼1061)의 묘지명이다. 이자연은 생시에 세 딸을 

문종과 혼인시켰는데, 인예태후(仁睿太后)·인경현비(仁敬賢妃)·인절현비인(節賢妃)가 그들이다. 이 

중 인예태후가 순종․선종․숙종을 낳았다. 또 이자연의 손녀 셋은 외손자인 선종의 비가 되었고, 증

손녀 셋은 예종 비와 인종 비가 된다. 한편 손자 이자겸(李資謙, ?~1126))은 예종의 장인이자 인

종의 장인 겸 외할아버지이다. 이와 같이 이자연은 인주(仁州) 이씨(李氏)를 고려 최고의 가문으로 

만드는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41 -

이러한 활동의 결과 학생들 에는 기존과 같이 시를 람하고 이해하

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확연하게 달라진 에서 시를 읽는 법을 새롭

게 깨달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 3 )  시 를  구 성 한  역 사  추 하 기  

이상의 단계를 통해 우리가 본 시가 으로 고려의 부가 아니

며, 시가 기획되면서 선택된 유물로 제공된 고려에 한 해석임을 깨달

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에 필요한 수업은 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와 시 속 유물들의 해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 고착 혹은 수정되어왔

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1), (2)단계의 활동이 재 시되고 있는 상만을 기반으로 했

다면, 본 단계는 그 상이 구축된 과정을 추 해보는 과정을 계획하 다. 

즉, 자를 ‘ 시되어 있는 고려’를 이해하는 것으로, 본 단계는 ‘고려시  

시를 만들어 낸 역사’를 이해하기로 별될 수 있다.  

본격 인 수업에서, 질문의 시작은 ‘고려시 를 설명해   다른 유물

은 없었을까?’, ‘귀족, 불교 련된 유물 말고 일반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유물은 무엇이 있었을까?’ 혹은 ‘박물 에서 고려시 를 상상할 때 왜 부

분이 불교와 귀족문화를 떠올릴까?’104)로 설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혹은 

‘고종이 이왕가 박물 에 시되어 있던 청자를 보고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했다’105)는 기록을 제시해주고 언제, 어떤 이유에서 ‘고려청자’가 

우리의 문화유산이자 고려시 를 설명해주는 표 유물로 규정되었을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도 흥미로운 도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고려의 역사상이 어떠한 사회·문화  

배경 속에서 고착되어 온 것인지를 보여주기 해, 우리나라에 박물 이 

104) 실제로 앞 서 제시한 <박물관 탐구반> 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고려시대를 규정하면서 

대부분 그 근거로 청자와 佛具류를 선택하였다(전형근, 앞의 논문, 2012). 이를 토대로 본다면, 

(1)단계와 (2)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주로 선택한 유물과 전시주제를 의문시 하

는 것을 수업의 시작으로 삼는 것도 좋을 것이다. 

105) 이구열, 한국문화재 수난사, 돌베개, 1996, p.71.



- 42 -

* 이전의 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는 불교미술이었던 것이, 지금의 조선시대
에는 배불, 폐사를 장려하고 [……] 따라서 불교의 쇠퇴와 함께 불교적 미술도 퇴보했
다. 불교를 대신해 융성한 주자파 유학의 경우, 유교적 미술이라고 특별히 볼만한 것
이 없다. 또한 조선의 근대는 폐정이 많아 붕당이 서로 싸우고 배척하기를 거의 삼백
년, [……]  국가도 피폐하고 미술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

-關野貞, ｢조선미술의 변천｣ 일본미술138, 1904.
* 삼국시대에 불교의 도입으로 예술이 발달하기 시작해 통일신라시대에는 절정기를 
맞이하였으나, 도자기류의 경우는 이 시대에 아직 절정에 이르지 못하고 그 뒤에 오
는 고려시대에 최고로 발달하게 되었다. 즉, 통일신라시대에 예외적으로 도자기류의 

<표 3> 일제가 제시한 총독부박물관 전시의 논리

처음 도입되고 운 되었던 일제강 기 때의 자료부터 재에 이르기까지 

시와 련된 자료를 선별하 다. 일제강 기 때의 것은 조선총독부박물

의 시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당시 실제 시실의 모습을 보여  수 

있는 자료이다. 그리고 해방 이후 고려의 역사상은 어떻게 수정되고 지속

되고 있는지는 역사교과서와 언론보도 자료, 시실 련 자료를 통해 보

여주고자 한다. 당시 역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체로 학교 교육을 통

해 이 져왔다는 을 고려했을 때, 역사교과서의 고려 문화 련 서술은 

공식  재 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한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는 박물

 시가 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기를 바라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먼  총독부박물 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박물 을 도입하고 유물을 모

으기 시작했다는 설명을 하면서 <표 2>와 <표 3>을 제시한다. 학생들에

게 총독부박물 의 시 목 을 읽어보게 하고, 어떠한 유물들이 주로 선

택되었을지 상상해보게 한다. 자료를 통해서 주로 불교 련 유물들이 선택

되었을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반도 고래의 제도․종교․미술․공예 기타 역사의 증거가 되는 물건들을 수집하여, 반도 
민족의 근원을 밝히고 그 민족성을 규명하며, 특히 이 땅에서 발달했던 공예미술의 특
질을 조사하여 널리 세계에 소개하고, 우수한 예술품을 진열하여 새로운 공예미술의 발
흥을 도우고자 함이다. 

- 조선총독부박물관, ｢박물관보｣1, 1916. “총독부박물관의 경영방침” 

<표 2> 총독부박물관 전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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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위치 전시 내용 관련 시대

1실
-1층

불상, 석조약사여래좌상,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석조미륵보살입상, 석
조아미타여래입상, 금동아미타불좌상 등

2실
-1층

금은주옥의 장신구, 고분출토 금제보관, 목관, 도제옹관, 무기류, 도기, 벽
화모사품 등

삼국시대 
및 통일신
라시대

3실
-2층 도자기, 불상, 佛具, 장신구, 집기류, 조선시대 도기, 칠기, 목조품 등 고려시대, 

조선시대
4실
-2층 세공무기류, 동기, 도기, 칠기 등 낙랑 및

대방시대
5실
-2층

고대의 석기 동기와 공예품, 석기시대의 석기, 공각기, 토기, 동검, 창, 거
울, 각종 활자(목활자, 동활자, 철활자) 등 

6실 
-2층 회화와 서적 – 벽화 모사, 풍속화, 산수화, 화조도, 초상화, 서적 등
* 출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사, 2006.

<표 4> 총독부박물관 전시실별 내용과 전시물

발달이 지연되었다면, 그 후의 고려시대에는 전반적인 쇠퇴의 경향과는 반대로 고려
자기만이 이례적인 발달을 이루었다.
- 조선총독부박물관 발간 도록(박소현, ｢‘고려자기'는 어떻게 ‘미술'이 되었나｣ 사

회연구11, 2006, pp.19~20에서 재인용).

그리고 <표 4>를 통해 실제로 확보한 주된 유물들은 무엇이었는지 학생

들이 직  확인해볼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지  고려실에 시되어 있는 

유물  <표 4>의 고려 련 유물과 같은 종류의 것과 다른 종류의 것을 

검토해 보게 한다. 같은 종류의 것으로는 도자기류, 불교 련 유물들이, 다

른 종류의 것으로는 묘지명, 상화, 각종 문서들 등이 선택될 것이다. 

 

<표 5>는 해방 이후 고려의 술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신라에 비해 침체, 퇴보한 고려의 문화  고려자기는 

고려 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며, 귀족생활과 더불어 발달했다는 설명

을 통해 일제의 해석이 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불교와 

귀족문화 외에는 서술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악하면서, 고려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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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화가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4편 고려시대 - Ⅳ. 고려의 예술 中

고려의 예술은 신라 예술을 계승하고 또 당시 만발한 송문화의 영향을 받아 고려 독

특한 창조적인 예술의 발달을 보여 청자 같은 대표적인 미술 공예를 나타내게 하였으

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신라시대에 비하여 침체, 퇴보한 감이 있다. 

(중략)

고려 예술이 활기를 띄지 못하고 퇴보하던 중 다만 가지에 있어서는 고려인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찬란한 광채를 발하였으니, 실로 고려자기는 세계적인 존재이며 고려 예

술의 극치라 하겠다. 고려자기는 송요(宋窯)의 영향을 받고 여기에 고려인의 창조적인 

기술과 의장을 가미하여 점차 개량 발달시킨 것인데, 

(중략)

이러한 자기는 귀족의 사치생활과 더불어 발달하였는데, 귀족의 세력이 위축한 고려말

에는 당연히 쇠퇴의 길을 밝게 되었다. 청자의 생산은 국내 각지에서 이루어졌으나 그 

중 가장 유명한 요지는 전남의 강진과 충남의 진잠, 전북의 부안 등이다. 

-고등국사(고등학교 전 학년용), 역사교육연구회 지음, 교우사(1957년 신간, 65년 발행) 

<표 5> 1950~60년대 역사교과서의 고려시대의 문화 관련 서술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1970년 는 박물 을 민족 흥의 발 으로 삼고

자, 시 를 표할만한 소  ‘명품’들을 선별하고, 그 명품들을 시 의 표 

이미지로 삼아 시를 구성해나갔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다음의 <표 6>

과 <표 7>을 제시하여 고려의 시 상이 박물 을 통해 다시 한 번 어떻게 

구축되었는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표 6>을 보면, 통일신라 이후의 시실은 ‘시 + 표유물’로 명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는 도자와 속공 품으로 시 의 문화가 규정되

어 있고, 조선은 도자와 회화로 그 문화를 규정한다. 이는 다음 <표 7>의 

교과서 서술과 비교하여 고려의 문화가 귀족 문화로 한정되어 해지고 있

음을 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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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전시 전시유물

1실 선사실 한반도 출토 선사시대 유물

2실 삼국실(고구려, 백제) 무녕왕릉 출토 유물 등

3실 삼국실(신라) 신라 고분 출토품

4실 통일신라실 통일신라 토기, 불교유물 등

5실 고려 도자 청자, 상감청자, 진사청자, 백자

6실 이조 도자 백자, 청화백자, 진사백자, 철화백자

7실 이조 회화 문인화, 풍속화, 초상화, 산수화, 화조화 등

8실 불교 조각 삼국, 통일신라, 고려의 금동불상, 철불, 석제불상

9실 고려 금속공예품 동종, 불감, 사리기, 청동제소탑, 불기, 동경, 장신구

* 출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사, 2006.

<표 6> 1972~1986년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Ⅳ. 고려 시대의 생활 - 3. 고려 전기의 사회와 문화 - (9) 문학과 예술

 고려의 예술을 대표하는 것은 공예 미술품이었는데, 고려자기는 고려 사람의 예술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었다. 고려 귀족들의 취미를 반영하기도 한 고려청자는 처

음 송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였으나, 점차 고려의 특색을 살려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자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 고려청자의 우수한 점은 은근하고 아름다운 비취색의 빛깔에 

있으며, 거기에 우아한 모습과 다양한 무늬가 조회되어 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

이다.  (중략)

광종 때 만들어진 관촉사의 미륵불은 거대하기는 하나 균형이 잡히지 못한 흠이 있고, 

부석사의 아미타 여래상이 불상으로서는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대

체로 고려의 조각은 통일 신라의 것에 비하여 예술적 솜씨가 뒤떨어지는 것이었다. 

- 중학교 국사(상), 1975년 발행

<표 7> 1970년대 국사교과서: 중학교 국사(상)의 고려문화 관련 서술

<표 6>과 <표 7>을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은, 조선총독부박물 의 

시(<표 4>)와 1970년  박물 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갖춰진 시(<표 

6>)를 재의 시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새롭게 추가된 것, 지속 으로 

시되고 있는 것, 한 그러한 시에 한 통상  해석(<표 2>, <표 5>, 

<표 7>)의 변화와 지속을 분석하면서 고려의 문화를 규정하는 역사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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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유지, 변용되었는지를 악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이 게 고려의 

문화가 ‘귀족’, ‘불교’로 양분되어 오면서 지 은 알 수 없게 된 고려의 모

습은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게 하다. 

중앙청이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중략) 일제하 조선총독부 건물로 1926년에 완

공 돼 해방될 때까지 일제의 상징이자 식민지통치의 본산으로 군림해 온 중앙청 건물은 

그동안 헐어내자는 의견도 많았을 만큼 우리 민족에겐 뼈아픈 역사의 잔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프랑스 등 구라파의 국가들이 전제군주의 국민억압의 상징이었던 궁궐을 현대에 

와서 박물관으로 훌륭히 전용하는 예와 같이 치용적인 역사의 사실을 외면하려는 소극적

이고 감상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과감히 박물관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

인 것 같다.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역사적 유물과 문화재를 수집, 보존하고 그 문화재를 

통해 우리의 올바른 전통을 현대에 심어주고 미래에 계승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박물관이다. 따라서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옛총독부건물인 

중앙청 건물로 옮긴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나 박물관에 대한 새 차

원의 문화정책에 대해 대체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략)

또 현재 10개의 전시실에 특징 없이 진열된 문화재는 미술관, 역사관, 고고관, 민속관 

등 각 유물의 특성과 용도에 따라 각기 독립된 공간에 체계 있게 전시할 수 있게 된다. 

즉 미술품의 정수만을 보기 위해선 미술관, 생활에 대한 것은 고고관, 역사전반의 흐름은 

역사관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시대의 단편만을 보이는 전시방법을 바꿈으로써 ‘고려시대=고려자기’라는 일빈인들

의 오도된 시각을 토기, 목기, 의상 등 생활 전반의 유물을 금속활자 등과 함께 보임으로

써 한 시대를 골고루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산교육의 광장 – 시민의 휴식처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청 이전 계기로 본 실태와 전망’ 

  ｢경향신문｣ 1982.3.17.

<표 8> 1980년대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관련 신문기사 

<표 8>은 박물 이 옛 조선총독부 건물로 이 하면서 시체제와 시 

유물 등을 개편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음을 보여주는 신문자료이다. 이후 변

화된 시체제는 다음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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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전시유물

선사실 한반도 출토 선사시대 유물

원삼국실

(신설)

경주 조양동유적, 춘천 중도유적 출토 토기와 철기, 김해와 부산 조도패

총 출토 골각기 등

고구려실
평양 부근 고분 출토 토기류, 출토지 미상의 금동제 꾸미개, 기와, 벽돌, 

쌍영총의 벽화조각, 강서대묘 사신도 모사도

백제실
몽촌토성, 공주 무령왕릉, 원주 법천리무덤, 부여 정림사지 출토의 일괄 

유물, 나주 신촌리 출토 금동관, 금동신발, 독널무덤 등

가야실

(신설)
낙강 유역 중심 유물, 장신구, 무기, 투구, 갑옷, 말갖춤, 토기 등

신라실
Ⅰ실.12개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장신구, 玉제품, 청동제 유물

Ⅱ실. 토기, 토우, 무기, 마구류 및 활용사지와 안압지 출토 일괄 유물

낙랑실

(신설)

석암리 9호･219호부 등의 낙랑 무덤에서 출토된 칠기, 청동기, 장신구, 

옥제품, 무기, 말갖춤 등

고려 도자 청자, 상감청자, 진사청자, 백자

이조 도자 백자, 청화백자, 진사백자, 철화백자

이조 회화 문인화, 풍속화, 초상화, 산수화, 화조화 등

불교 조각 삼국, 통일신라, 고려의 금동불상, 철불, 석제불상

금속공예품 동종, 불감, 사리기, 청동제소탑, 불기, 동경, 장신구

* 출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60년사, 2006.

<표 9> 1986~1996년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이 자료를 통해 원삼국실, 가야실, 낙랑실 등을 신설하여 역사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고려시 의 경우 여 히 ‘도자’로서 규

정되고 있음을 악할 수 있다. 이는 <표 8>에서 제시된 “‘고려시 =고려

자기’라는 일빈인들의 오도된 시각을 토기, 목기, 의상 등 생활 반의 유

물을 속활자 등과 함께 보임으로써 한 시 를 골고루 악할 수 있게 된

다”는 것과 배치되는 시 형태로, ‘고려시 =고려자기’라는 시각이 여 히 

지속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시

별로 자료를 비교하면서 고려에 한 인식이 어떻게 고착화 되는지를 살

펴볼 수 있다. 더불어 <표 10>까지를 살펴 으로써 고려 문화에 여 히 

귀족문화로서의 고려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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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려 시대의 생활 - 3. 고려 전기의 사회와 문화 예술의 발전

고려 귀족사회는 불교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예술품을 낳게 했다. 고려의 예술을 대표

하는 것으로는 고려 청자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고려 사람들의 예술적 재능과 창의력

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 고려 청자의 뛰어난 점은 형태가 지니는 선의 흐름과 아름다운 

색깔, 그리고 상감기법을 비롯한 무늬늬 아름다움에 있다. 고려청자는 은은하고 밝은 비취

색과, 여러 가지 형태의 회화성을 지닌 무늬가 조화되어 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고려 청자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뛰어난 것은 상감청가인데, 이것은 자기 표면에 음각의 

무늬를 새기고 여기에 백토나 흑토를 메워 넣어 표면을 고르게 한 다음, 초벌구이를 하고 

다시 유약을 발라 구운 것이다. 이와 같은 상감 청자는 고려 사람들의 창의력과 세련된 

문화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대접, 술잔, 병, 항아리 등의 식기와 문구, 행로, 화장 그릇 

등이 있었다. 

석탑에는 현화사 7층 석탑과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유명하고, 부도에는 정토사의 홍

법국사 실상탑과 볍천사의 지광국사 현묘탑이 대표적이다. 

불상으로는 관촉사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과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 등이 있었

으나, 여기에 나타난 조각은 공예 분야와는 달리 통일 신라에 비해 예술적 솜씨가 뒤떨어

진다. 

- 중학교 국사(상), 1983년 발행 

<표 10> 1980년대 국사교과서 고려시대 관련 서술 

 

이와 같은 수업을 통해 고려시 의 이미지가 귀족과 불교로 고정되었고, 

그러면서 귀족, 불교 련 유물 외의 것은 유물로서 규정되기 어려웠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 우리가 고려에 한 시를 보게 될 때도 이

게 고착된 내러티  안에 갇 서 그 시 를 상상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

게 할 수 있다. 더불어 고려의 다른 문화(재)는 이미 망각되어버려, 발굴을 

통해 다른 유물이 나오기 까지는 그 실체를 악하기 어려워졌다는 도 

악할 수 있게 해 다. 

이 게 학생들이 직  시가 기획되고 지속되어 왔던 당시의 시  맥

락을 분석해보면서 재 우리가 보고 있는 고려시 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수업은, 과거에 한 시가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게 재에도 끊임없이 해석되고 수정되고 있는 

재의 이야기임을 인식하게 할 것이다. 즉,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의 내용들

이 학생들과 상 이 없는 머나먼 시 의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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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재 우리 삶과 직  련이 있는 생동하는 인간의 이야기이며,106) 

따라서 역사를 학습하는 것이 재를 살아가는 데 유의미한 것임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다면 실제로 고려시 에 이러한 유물들은 일상생활 속

에서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에 한 질문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며 

역사상을 복원하는 데 참여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를 비 으로 

보는 안목을 바탕으로 시가 보여주는 맥락과 다른 모습으로 실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 이를 재까지로 소

시켜 ‘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어떤 것이 유물로 선택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이 시 는 어떠한 역사로 기억될 수 있을까?’를 생

각해보게 하는 것도 ‘ 시’를 이해하는 역사학습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06) 정선영, ｢학습자 중심 역사교육의 과제와 방향｣ 역사교육논집26-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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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결 어  

박물 이 여타 기 과 구별되는 존재의 이유는 유물들의 ‘ 시’에 있다. 

이에 박물 에서 실시하는 차별된 학습은 ‘ 시’를 바탕으로 이 질 필요가 

있다. 특히 역사학습의 차원에서 박물 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역사재 의 

매체로서 ‘ 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을 논하기 해, 우선 박물 이 학습매체로서 갖

는 효용을 기왕의 논의들을 속에서 검토하 다. 이들 연구는 주로 람자 

심, 유물 심, 시 심의 차원에 을 맞춰왔다. 

람자 심으로 선회할 것을 주장한 연구들은 소수의 문가가 개진한 

과학 이고 체계 인 연구 결과를 올바르게 달하는 것을 시했던 통

 형태의 박물 을 비 하 다. 그리고 학습의 주체로서 람자를 바라보

며, 그들이 어떠한 정체성과 환경, 맥락  요소를 가지고 람을 행하는지 

그리고 나름의 의미를 형성하는 방식은 무엇인지 등에 주목했다. 이는 

람자를 박물  교육 연구의 핵심으로 상정하게 하며, 이후 연구들의 제

가 되었다. 

유물에 을 둔 연구는 람자를 학습의 주체로 상정하되, 미술작품이 

아닌 과거의 증거물로서 유물의 특성에 한 탐구를 시한다. 박물 에서 

람자의 시선은 유물에 가장 먼  닿게 된다는 에서 학습의 재료인 유

물에 을 둔 것이다. 특히 역사학자가 사료를 다루고, 고고학자가 유물

을 발굴하듯이 학습자가 유물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에 반해 시를 시하는 연구들은 개개의 유물이 아니라 그 사이를 

통하는 메시지에 주목할 것을 구한다. 박물 에서 람하는 것은 유물

이지만,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유물을 통해서 실질 으로 하게 되는 역

사는 기 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물이 박물 에 어떤 의미로 

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유물을 통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

인지를 살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 심의 연구가 밝혔듯, 우리가 박물 에서 실제로 보는 유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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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속 유물’이다. ‘ 시’는 유물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얽  만들어진 일

종의 내러티 이며, 역사지식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 에서의 역사

수업은 ‘ 시’의 의미와 특성을 구체 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

될 필요가 있다. 

‘ 시’는 본래부터 그 게 존재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기획’된 것이다. 

즉, 시실의 구획, 시된 유물, 유물의 배치, 설명 의 유무, 조명, 시실

의 색감 등 시품뿐만 아니라 시를 이루고 있는 각종 도구들은 시의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동원된 장치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장치들이 

상호 계 맺고 있는 ‘ 시’라는 틀 속에서 유물을 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물의 역사  맥락은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시 기획의 의도 속에서 부여된 것이며, ‘ 시’를 비 으로 읽어내는 학

습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 지 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나아가 ‘ 시’는 사회의 지배담론에 깊게 향을 받는다. 시와 람 행

를 통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지식은 지속 으로 재생산되며, 그

지 않은 경우 수정이 요구되기도 한다. 즉, 시는 사회  지배담론에 터하

고 있으면서 과거를 수용 가능한 형태로 제시한 일종의 ‘문화  도구’로써, 

시 기획자와 능동  람자 사이를 매개하며 역사지식을 형성하고 수정

한다. 

이러한 에 입각했을 때, 물건에 유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것 그리

고 시 내용이 구성되는 것은 단순히 유물의 수집 여부로만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박물 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문화유산 혹은 유물이라는 

개념과 범주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개념과 범주는 시와 람이라는 행

를 통해 재생산되면서  다시 유물의 발굴 혹은 수집에 향을 다. 여

기에 부합하는 물건들에만 유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시

를 통해 재 하고자 하는 시 의 이미지에도 용된다. 

즉, ‘ 시’를 통한 역사지식은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쳐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학습의 측면에서 박물  ‘ 시’는 시각  수사로서 내포하고 있

는 의도와 을 비 으로 읽어내야 하며, 아울러 어떠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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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과 배경 속에서 어떤 역사지식이 갖춰져 왔는지, 즉 ‘ 시’의 역사지식 

형성 과정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박물 에서의 역사학습은 ‘ 시’가 역사지식을 형성

하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곧 시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았

다. 그리고 람자 심, 유물 심의 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제로 하면서 ‘ 시’ 이해를 한 수업을 ① 시의 주제와 시된 유물의 

련성 악하기, ② 시의 의도 분석하기, ③ 시를 구성한 역사 추 하

기라는 3단계로 제안하 다. 

이와 같은 ‘ 시’ 이해 수업은 시가 제시하고 있는 역사지식을 악하

고  비 으로 읽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역사지식이 형성되어 온 배경

과 맥락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 박물 을 재에도 끊임

없이 의미가 재생산되는 동 인 공간으로 이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이

게 생성되는 역사지식 한 재 삶에 유의미한 것임을 깨닫게 할 것이다. 

나아가 람자 스스로가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를 이해하면

서, 자신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는 ‘의미 생산자’임과 동시에 지식의 ‘유통

자’임을 깨닫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107) 

역사를 학습하는 이유  하나는 역사이해를 통해 스스로 삶의 지향을 

가늠해보는 것이다. 이는 결과지식으로서의 역사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과거의 사실들이 역사로 조직되고 형성되는 과정에 학생들을 직  참여하

게 함으로써 실 될 수 있다.108) 우리가 하게 되는 역사는 수많은 과거

의 사건들  역사가에 의해 선택되어 서술된 것이며, 이러한 역사의 본질

에서 비롯한 다양한 해석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을 역사학습의 제로 설

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박물 에서의 역사

학습은 이 지 에서 학교 역사수업과 상보 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 역사수업과의 연계 방안도 강구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107) 김성은, 앞의 논문, 2011. 

108) 양호환, 앞의 책, 2012, pp.2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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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지식을 형성하는 ‘ 시’의 특성과 역사학습차원에서의 활

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실제로 박물  

장에 용하고 그에 따른 실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이 에서 

주장하는 역사학습 방안이 효과 으로 실 되기 해서는 박물 을 활용하

고자 하는 역사교사를 비롯해 박물 을 무 로 하는 교육 담당자들의 극

인 용과 비 도 필요하다. 추후 ‘ 시’ 이해를 도모하는 여러 역사학습 

사례들이 박물  장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시도되면서 논의를 정교하게 

하는 한편, 더욱 활발한 이론 ·실천  연구가 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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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museums are reinforcing their position as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accessibility of museums increased due to political 

support for museum establishments, and museums with sufficient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re currently operating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Curriculum emphasizing field trips or experiential 

learning had also paid attention to the museum as a place of learning 

outside the school. 

In particular, the fact that relics(遗物) are main objects of museum's 

exhibition facilitated debates regarding the museum's effectiveness in 

history education. Relics as evidence of the past and material of 

authenticity possess concreteness and familiarity which led to the 

recognition of relics as effective tools for historical understanding. 

Based on this line of thought, various researches had been mad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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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e the museum as a instrument to enhance historical thinking, 

verify identities, and increase historical consciousness. 

However, the museum is not only a collection of numerous historical 

artifacts; it is also a place that produces historical knowledge through 

those artifacts. Upon this perception, history education in museums 

must be discussed not just in a way to improve the utility of 

museum's artifacts, but from the acknowledgment of museum's specific 

nature as a place of historical representation. Since ‘exhibition’ is the 

main feature that distinguishes museums from other institutions, it can 

be seen as a factor forming the context and structure of historical 

knowledge.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which had advanced in 

using museums as a medium of learning. Under the perception that the 

museum form historical knowledge by its visual rhetorical ‘exhibition’, I 

explored i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and also illustrated the 

direction and stages of procedure and principles in which history 

classes should be organized.

Knowledge in museums evolves through the active response of the 

spectator. This reminds us to consider the context, environment and 

background that affect the spectator when s/he accepts and forms 

knowledge. In addition, the external appearance of relics provides us 

with numerous information that can help us restore their usage in the 

past.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earning method to thoroughly 

observe and analyse their exterior aspect.

Spectators view relics that are in a set of ‘exhibition’ - relics are 

situated inside a ‘exhibition’ rather than independently. ‘exhibition’ 

mediates  relics and viewers in a visual rhetoric that emerges from 

relics and environments. ‘exhibition’ based on planning is also a 

narrative with intentions and positions, so one must consciously read its 

mechanism of inclusion and exclusion which accompanies it. The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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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intention and position of planning is not free from the 

dominant social discourse reminds us also to examine the continuance 

and transformation in the content of ‘exhibition’ in the stream of times. 

Thus, history classes aimed to help understand aspects of historical 

knowledge formed by ‘exhibition’ must be organized to grasp and 

criticize the historical knowledge presented by the ‘exhibition’ and 

identify the background and context in which the historical knowledge 

emerged. 

One reason for learning history is to estimate the direction of one's 

life by understanding the nature of history. This can be achieved by 

involving students in the process of history formation as well as 

conveying history as knowledge of results. In this respect, history 

education in museums suggested in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the 

object is to understand museum as a dynamic space of perpetual 

knowledge reproduction and probes for some way to reach this sort of 

historical understanding.   

In order to practice effectively the history learning method proposed 

in this article, it must be accompanied with positive application and 

criticism of history teachers or museum staffs. Also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practice various case studies in history 

education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exhibition’ which in turn will 

elaborate and facilitate a more sophisticated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 and research.

Keywords: Museum History Education, ‘Exhibition’, Formation of Historical 

Knowledge, Cultural Tools, Understanding of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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