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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문화예술의 보편성과 인류문화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미술관은 사회

전 계층에게 공평하게 개방되는 전시와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

다. 이는 장애인들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근

거는 관련 법안, 미술관 관련 국제단체 및 국내 협회들의 정의에

도 잘 나타나 있다.

장애인들이 미술관을 관람하고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등에 참

여하는 것은 그들에게 문화 및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충족을 제공

하는 창구로 그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비장애 관람객들

과 달리 장애인들의 이러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

을 위한 별도의 시설, 교육 및 관람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미술관들의 경우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교육이 일부 운

영되고 있으나, 시설과 관람 부분을 비롯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국내외 미술관들의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SWOT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여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SO(강점∙기회)강화전략과 WT(약점∙위험)해소

전략을 제시하고 이중 국내 미술관에서 벤치마킹하기 적합한 대상

에 논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WT해소전략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행계획 수립, 평가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적용,

3D 프린터 활용등 기술 적용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주요어 : 미술관, 장애인, 정책, 교육프로그램, 평가시스템, 장애인시설

학 번 : 2009-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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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관의 공공성과 개방의 역사 및 배경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

은 2차 세계 대전 후 피폐해진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19세기 초부터

미술관의1) 1차 역할인 컬렉션 수집보다 미술관의 교육부분에 집중했다.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원했던 것이

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 후 미술관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자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되었고 자연스레 대중 교육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

졌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 미술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 재정립되는 계기

가 되었다.2) 미술관은 점점 사람들의 학습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그들

의 학습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소로 변모하고 있으며3), 다양한 집단

을 수용하기 위해 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대상별로 맞춤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소수민족 등 소

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관도 이러한 소수 집단에 관심

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술관은 특정계층만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이 점차 바뀌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드나들게 되었고, 어린이 및 가족 프로그

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해외 미

술관과는 달리, 국내 미술관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여전히

1) 국내의 모호한 미술관과 박물관의 기준인 ‘20세기 이전/이후 작품 여부’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 미술관은 미술관 뿐 아니라 박물관까지 포함한다. 박물관의 경우 해외의

‘art museum’이 아닌 ‘museum’이라고 기재된 곳을 뜻한다.

2) 김형숙, 『미술관과 소통』, (예경, 2001), p.109.

3) 존 포크. 린 디어킹, 『박물관 교육의 기본』, (미진사, 2007),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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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의 2014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장애

인은 약 250만 명이다. 하지만 이는 등록 기준이기에 실질적 장애인 수

는 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나 통계만으로도 충분히 장애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지난 수

년 간 정책적으로 법적 장치를 만들어서 장애인들에게 균등한 교육과 기

회를 제공하고자 했으며 바로 이것이 장애인 복지법과 문화방침이다.

국내의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ㆍ사

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있다. 문화방침은 물론 복지방침에서도 장애인들이 배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문화, 여가 생활은 장애인들에게 해당되는 사

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조차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문화욕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기존의 인식

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들 또한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문화

적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적, 물질적인

충족뿐 아니라 정신적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

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인격체라는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개정하면서 통합교육을

정의하였고,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면서 통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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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4)을 구체화하고 있다.5) 이 법에 의해 특수교육에 대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모든 대상자

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통합교육은 장애인에게 특히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는 장애

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고 들으면

서 자극되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사회성이 길러질

수 있으며, 비장애인들 또한 장애인들이 자신들과 다르지 않으며 도와줘

야하는 인격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 통

합교육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그러나 장애

인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복지 사회란 대중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회이다.

즉,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보상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력을 끌어내주는 사회인 것이다. 모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복지사회에서 문화적 복지활동은 필수불가결한 핵심요소이다.6)

이에 복지 사회 현실화에 있어서 장애인의 문화 복지는 필수이며 사회적

요구이다. 복지사회에서의 문화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혜택뿐 아니라 정

신적 풍요를 지향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국민 모두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개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국가적으로 창의적인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다.7)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국내 등록 장애인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

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을 위한 방침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술관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4)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

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5) 이미숙, 『특수교육학 개론』, (학지사. 2013), p.34.

6)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방침의 흐름과 전망 , 『문화방침논총』(제17집, 2005), pp. 225-243.

7)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방침의 흐름과 전망 , pp.2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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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과 그들의 요구에 대한 분석

및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방침,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절대

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와 예술품 등을 수집, 보존, 연구하여 교육과

전시를 통해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를 고취시키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비영리기관8)”인 미술관은 장애인 교육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관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일반 공중”과 “즐거움”인데, 이전

세대의 수집과 보존을 중시하던 미술관의 기능과 현대의 미술관의 기능

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의 미술관은 대중과의 소통, 즉 소외받

은 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미술관

에서의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활성화되는 이유는 미술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포함

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술 교육프로그램을 공평하게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미술관은 학교 정규교육과는 다르게 전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소장품

을 통해 문화적 소통을 하고, 오감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장애인들은 비정규교육기관인 미술관에서의

미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표현할 수 있고, 내재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

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장애인들에게 중요하다.9) 또한 미술교육을 통해

삶의 의욕을 찾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의 교육

은 매우 중요하다.10) 미술관이 비정규교육기관이라는 독특한 특성과 기

능을 이용해 오감을 자극하는 장애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더 짜임새

있고 정교하게 만든다면 장애인들이 한층 미술관에 다가가기 편해질 것

8) 이보아, 『박물관한 개론』, (김영사, 2002), p.146.

9) Jacobson, R. Focus on Disability & Deaf Arts in Canada, (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10). p.7.

10) Shapearts <https://www.shapearts.org.uk/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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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미술관측에서도 관람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미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미술관들은 해외 미술관들 특히 영국과 미국의 미술관들

처럼 장애인 평등에 대한 방침(Disability Equality Scheme)이 없고 대부

분의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장기적 방침에 따라 기획되고 운

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즌마다 진행 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

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내용도 실제 장애인들에 대

한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장한 작품들과의 연계성이 빈약

한 경우도 많다. 또한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정부나

장애인 관련 협회에서 제공하는 참고 문헌이 없거나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미술관의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의 현황 비교 분

석을 통하여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현

실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접근성 체크리스트(Accessibility Checklist)나 스미소니언 박물

관(Smithsonian Museum)의 접근성 가이드라인(Guideline for

Accessibility)과 같은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해외의 사례들을 토대로

국내 미술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련 방침 매뉴

얼이 작성 및 적용되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어 배

려와 진정성이 있는 공공의 미술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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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외 연구 사례와 한계

국내에서는 미술관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많이 진

행 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미술관들의 방침의 적용부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대한 한정적인

연구만이 있을 뿐, 방침에 근거하여 면밀하게 살펴 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는 국내 미술관들의 경우 애초에 장애인 관람객에 대한 방침

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로 장애인과 미술관을 주제로 하는 선행 연

구들은 미술관과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국내외 미술관들의 장애인에 대

한 사례 연구,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국내외 비교 연구 시 시각장애인, 문화복지

공간 활용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영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만, 아쉽게도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미술관의 장애인 정책과 방침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미술관의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외 미술관의 사

례를 분석하고 방안을 제시한 「미술관에서의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활성

화 방안 연구」11)를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이 연구가 제시한 방안은 국

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만 치중해있다.「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조사 연구」12)의 경우에는 미

술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외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다루고 있지만 그 범위가 교육관련 프로그램만 다루고 있는 한계

가 있다.

11) 장소원, 「미술관에서의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2) 박미선,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조사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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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내 장애인의 특성을 정의하고, 국내외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의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장애인을 분류하여 각각

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의 방안을 제시한 문정원의 연구13)와 시각장애인

에 대한 개념과 시각장애인의 박물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밝히면서,

국내외 시각장애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연구한 이가나의

논문14)도 있지만 교육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미술관의 방침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세계를 느끼며’에 대한 방법론 연구(Research on Methods

of "Touching the World")”15) 는 일본국립민속박물관의 장애인 프로그

램에 대해 연구한 논문으로 연간 방문자 중 장애인들은 약 1%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촉각 전시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국립민속박물관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에

서 전체적인 장애인 시설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문헌적으로나 사례적으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참여의 장을 조정하기: 구겐하임 미술관의 생각의 눈(Leveling the

Participatory Field: the Mind's Eye Program at the Guggenheim

Museum)”16) 은 2008년부터 실행 된 구겐하임 미술관의 ‘생각의 눈‘

(Mind’s Eye)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관람의 기회와 더불어 커뮤니티와의 합류, 독립적인 관람을 제공하는 등

13) 문정원,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현황에 따른 제안」,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14) 이가나, 「학습도구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 연

구-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15) Hirose, Kojiro, “Research on Methods of "Touching the World“ —The Aim of the

Exhibit Area of Tactile Learning in Japan's National Museum of Ethology”, The

Society for Disability Studies, Vol. 33, No. 3 (2013).

16) Krants, Georgia, “Leveling the Participatory Field: the Mind's Eye Program at

the Guggenheim Museum”, The Society for Disability Studies, Vol. 33, No. 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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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애인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

문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만을 다루고 있다는 한

계가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국내외 논문들은 주로 시설과 프로그램

에 대해서 논의하였을 뿐, 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밑바탕인 장애인 평

등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국내외 미술관의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은 물론 그

기저를 이루는 미술관의 장애인 평등 방침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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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주제는 미술관의 교육프로그램 중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

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두 가지 중 최소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첫 번째는 "신체적 장애"로서 이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

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두 번째는 "정신적 장애"로서 발달장애 또

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모두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장애인을 범위로 하는 미

술관 교육프로그램을 그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에서는 연구 배경, 목적,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본 연구가 필요한 배경과 그 목적을 밝히

고 선행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에 대해 서

술하고 있다. 2장에서는 먼저 장애인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기본으로 한

장애인들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다. 3장에서는 연구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분석틀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4장에서는 해

외 미술관의 장애인 대상 시설과 프로그램을 심도 있게 분석한다. 분석

대상 해외 미술관으로는 먼저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 세 곳과 중소 미

술관 두 곳, 영국의 대표적인 미술관 두 곳을 선정하였다. 1999년 앤드루

스 (L. Andrus)17)가 미국의 미술관들과 박물관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행

태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뉴욕현대미술관(The Museum of

17) Andrus, L. “Opening the doors: Museums, Accessibility, and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In A. Nyman & A. Jenkins (Eds.), Issues and Approaches to Art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1999).

pp. 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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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n Art), 메트로폴리탄 미술관(Metropolitan Museum of Art)과 스

미소니언 박물관을 선정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도심에 위치한 뉴욕현대

미술관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비교 대상인 국내

미술관들의 규모와 대도심의 위치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장애

인들에 대한 미술관 방침 분석을 위해 2007년 맥기니스(R. McGinnis)의

미술관의 프로그램에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참고하였

다18). 영국의 경우 장애인 관련 방침, 시설 그리고 프로그램에 있어서 규

모가 가장 큰 곳인 대영박물관(British Museum)을 선택했으며 테이트갤

러리(Tate Gallery)는 장애인 관련 전시가 가장 오래 된 상징성을 가진

곳이고 긴 역사만큼 체계화 된 장애인관련 방침, 프로그램 그리고 시설

이 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국의 경

우 각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정책 설명서와 란캐스터대학교

(University of Lancaster)에서 발행하는 ‘미술관과 사회‘ (Museum and

Society)를 참고하였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박물관들의 정책과 설

명을 2003년 헤더링톤 (K. Hetherington)의 논문19)을 참고하여 각 미술

관의 장애인에 대한 다른 법규, 복지혜택 및 문화예술 방침을 분석하였

다.

미국과 영국을 주요 벤치마킹 국가로 선택한 근거는 이 두 국가가 국내

보다 선진화 된 미술관 방침, 시설,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 사회통념적 관점에서도 장애차별, 인권 등 매우 다양한 보호장치의

틀을 보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국가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역사가 길고, 다양한 미술관 고유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관련 법안과 사회통념이 선진화 된 국가이다.

18) McGinnis, R. “Enabling Education: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rt

Museum Programming”(2007). In P. Villeneuve (Ed.), From Periphery to Center: Art

Museum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2009), pp. 138-149.

19) Hetherington, K, “Accountability and Disposal: Visual Impairment and the

Museum”. Museum and Society Vol. 1, No. 2 (2003). pp.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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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해외 미술관의 사례로 일본의 와카야마현립박물관과 쿠레시해사

역사과학관에 대해서 분석했다. 현재 국내 인구분포 추이를 볼 때 출산

율은 저하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초고령사

회인 일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복지 및

장애인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초

고령사회로 들어간 일본의 장애인 정책과 미술관들에 대한 분석은 향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국내 미술관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대한 시설

과 프로그램 기획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4장에서는 국내 주요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

램 현황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서 미술관의 장단점과 발전

가능한 강점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진단한다. 문헌정보, 방문

및 관람 동선 등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강점·약점·기회·위험

등의 4가지 요소로 (SWOT)20) 분류하여 분석했다. 4가지로 나누어 분석

하는 틀, 즉 SWOT분석을 이용하면 환경과 이해관계자들을 나타내는 외

부요인들과 미술관의 서비스를 보여주는 내부요인을 통합하여 관찰할 수

있고 현황 내용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SWOT분석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내부역량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과 전략의 우선

순위 선정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미술관들이 직면하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약점과 위험요

인을 발견하여 강화, 보강, 수정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기에 SWOT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외국 미술관들의 성공적 사례 즉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 발견하여 이를 벤치마킹하기 때문에 SWOT분석은 본 연

구에 적합한 분석틀이다. SWOT분석후에는 이를 근거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총 4가지 (SO, ST, WO, WT전략) 전략 중 본 연구에서는 SO강화

전략과 WT해소전략을 활용했다. 이미 진행 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20) SWOT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와 Threat의 머릿글자를 딴 약자이다.

21) 마케팅전략연구소, <http://msr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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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강화전략을 뜻하는 SO전략과 약점과 위협을 최소화하여 새로

운 강점과 기회를 만드는 WT해소전략들을 기반틀로 사용하였다. 이렇

게 확보 된 국내외 미술관들의 SWOT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 국내외

미술관들을 비교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의 평가 지침, 가이드라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의 자체 방침 등

에 대한 국내외 미술관들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국내 미술관은 시설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규모를 분석함에 있

어 한국의 주요 미술관으로 손꼽을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

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선정하였다. 해당 미술관들에 대한 직접 방문

관찰, 동선 체험, 문헌 조사 등을 통해서 해당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해 분석 했고 이를 근거로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

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수준을 파악했다.22) 여기에 추가적으로 국내

등록된 주요 중소 미술관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조

사하여 국내 미술관의 동향을 파악했다.

뒤이어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국내 미술관 특히 중소 미

술관에 적용 가능한 방침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하였다. 국내 미술관들

과 국외 미술관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국내 미술관에서 수정되고 강화

되어야 하는 요소들을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연방예술기금의 접근성

체크리스트와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국내

미술관에 적합한 매뉴얼을 제시했다. 또한 국내 미술관의 프로그램에 도

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굴하며 이를 근거로 국내 미술관 프로그

램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국외 미술관 프로그램의 장점을 국내 실정

에 맞게 반영한 새로운 장애인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이를 위하여,

22) 분석한 국내 대표 미술관 3곳(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내 다른 미술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방안보다 수준이 높을 것 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많은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입되어야지만 가능한 ‘장애인 방안에 대한 방

침과 이를 근거로 한 시설과 교육프로그램 구축’을 대표 미술관들이 시행하지 못한 경우

라면 중소 미술관들도 일반적으로 못 한다는 전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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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국내외 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을 참고하여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

하였고 이를 국내에 최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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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장애인 문화정책의 이론적 논의

제 1 절 장애인복지법

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 증진은 기본적으로 법체

제와 정부의 문화정책 기저를 따른다. 법의 경우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대한 법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부분들과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기본으

로 발전된 형태로 크게 두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이외 장애인 복지법, 장

애인 차별 금지법, 장애인 시설 관련 건축 관련 법규 사항들 등이 있으

며, 이런 전반적인 법체계의 제반 사항들은 현재 ‘베리어프리’23)

(Barrier-free) 운동을 따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

다.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선 우선 장애인문화정책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화정책현황에 대한

법제도와 정부정책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현황을 정리

함으로써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국내 실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

해 국내법과 방침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외의 장애인문화정책의 비교

가 필요하다.24)

23) Barrier-free는 1974년 유엔 장애인생활환경 전문가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설계

(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에서 도시설계 및 건축설계시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불편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최근에

는 주택, 도로 등에서의 물리적 장벽 뿐 아니라 자격과 시험을 제한하는 제도적, 법률적

장벽, 인터넷, 신문 등 정보전달 매체에서의 장벽,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자는 운동으로 특히 미국, 일본, 스웨덴 등지에서 확산되고 있다.

24)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문화정책에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는 나라마다 차이가 크

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정책 자체를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제시하는 선에서 현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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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장애인 관련 법제도 현황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의 관점에서 파악

하는 것이 정확하다. 권리로서 장애인의 문화적 기본권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11

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

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문화적 권리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부터 언급되어왔다. 세계인권선언은 제27조에서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

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

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25)은 A규약 15조 1항 a․b 2,3,4항에서 “문화생활에 참

가할 권리와 과학의 진보와 응용의 이익을 향수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10월 정부에 의해 제정 선포된 ‘한국장애인

인권헌장’ 제 1조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7

조에서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다.”고 명시하여 문화생활에서의 차별금지와 향유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

다.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인정책연계방안』26)에

서는 문화권의 범주를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참여권, 문화환경권

으로 구분하였는데, 그 중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문화평등권을 강

조하고 있다. 문화평등권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

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27)”, “모든 사람들은

25)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권리조약중 하나로 일명 1990. 7. 10 국내 적용됨

26)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문화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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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화 공동체와 동일시를 하든, 하나 이상의 문화 공동체와 동시

에 동일시를 하든, 장애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을 수정할 수 있

다”28)고 규정되고 있다. 문화평등권 관련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등에관한법률’, ‘장

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에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음을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로서 장

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는 것과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또 장애인복지법은 제 8조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

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

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문화생활에서의 장애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

25조 (문화 환경의 정비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

생활과 재활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

비하고 문화생활, 재활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제 2 절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년 12월에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29)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

본원칙)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

27) 세계인권선언 제 7조

28) 유네스코 문화적 권리선언 초안

29) 법률 제12329호, 2014.1.2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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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

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에 있

어서의 평등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기까지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2003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

성화 방안이다.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창의 한국』과

『예술의 힘』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설정함으

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확고히 하였고 특히 27

대 세부 추진 과제의 제 1과제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를 제시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제 및 추진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이어 2004년

11월에 발표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이러한 문화예술교

육의 정책적 비전을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문화적

역량 강화”로 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와 사회문

화예술교육의 다양화 및 기대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

반 여건 마련등도 추진 목표로 제시 하여 진행 되었고 이상의 목표들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의 밑바탕이 되었다.30)

인권적 측면에서의 장애인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제일 목적으로 삼는다. 증가하는 장애 인구와 이들의 문화 예술활동 관

람률과 창작활동 관심도(아래 <표 1> 참조)를 보면 사회 소외계층 중에

서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 관람률이 제일 높으며 창작활동 관심도도 외국

인 노동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0) 문화관광부, 창의 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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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람율 창작활동 관심도

저소득층 13 2.17

노인 17 1.95

장애인 38 2.97

외국인노동자 36 3.56

<표 1> 문화 예술활동 관람율과 창작활동 관심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31)

바로 장애인들의 이런 참여욕구와 관심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법이다. 장애인의 복지법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자하는 근본적 취지가 있다.

인간의 기본권을 기반으로 국민 모두에게 평등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

이 국내 장애인 관련 인권과 문화적 그리고 복지적 법의 입장이다. 이를

근거로 누구나 즐겨야 하는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모든

장애인들이 언제나 어떤 상태이거나 미술관을 관람하고 제공하는 프로그

램을 배울 수 있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미술관들의 장애인

들을 위한 정책적 목표여야 한다. 현재 장애인 관련 미술관과 직접 연계

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들의 정의를 다루는 데 있

어서 어떻게 인권법과 복지법 등이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가령 미

술관을 포함한 박물관들의 설립과 그 목적에 대한 법규를 보면 미술관은

장애인들을 포용하고 이들에게 편리와 이익을 주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책임을 명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32) 제 2조에서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

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

(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미술

31) 문화체육관광부,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법, 제도 개선방안 (2005)

32) 전문 개정 1999. 2. 8 법률 제5928호, 개정 2000.1.12 법률 제6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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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경우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

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

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한다.

제 2조를 요약하면, “박물관이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자료와 예술품

등을 수집, 보존, 연구하여 교육과 전시를 통해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를

고취시키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비영리기관”33)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일반 공중”과 “즐거움”이다. 이 두 표현을 본

다면 미술관과 박물관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반 공중”의 의무로

서 “즐거움”을 선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선 세대의 수집과 보

존을 중시하던 기능과는 다르다. 21세기의 미술관은 대중과의 소통, 즉

소외받은 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하는 것이 화두이다.

미술관의 경우 문화예술지원법에서 지정한 평생교육시설로서 운영자나

예술가집단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관람객의 다양한 요

구를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미술관은 정규교육과는 다르게 전시,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소장품을 통

해 문화적 소통을 하고, 오감을 이용하여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미술관에서의 장애인교육프로그램이 꼭 필요하고

활성화되는 이유는 위에 열거된 여러 정의들과 명시된 법에 나온 것처럼

평생교육으로서의 기능과 사회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술교육프로그램을 공평하게 제공해야할 의무

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비정규교육기관인 미술관에서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창작 활동을 통해 자신

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표현할 수 있고, 내재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교육은 장애인들에게 중요하다.34)

33) 이보아, 『박물관한 개론』, (김영사, 2002), p.146.

34) Jacobson, R., “Focus on Disability & Deaf Arts in Canada”, Canada Council for

the arts (2010),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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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들보다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다소 어려

움이 있지만, 미술교육을 통해 삶의 의욕을 찾고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관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35) <표 2>를 보면, 장애

인의 욕구는 일반인들에 비해 높지만, 현실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술관이 비정규교육기관인 독특한 특성과 기능을 이용해

오감을 자극하는 장애인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더 짜임새 있고 정교하

게 만든다면 장애인들이 한층 미술관에 다가가기 편해질 것이다. 미술관

측에서도 관람객과의 원활한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미술교육프로

그램의 개발은 중요하다. 점점 주요 미술관들도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문화 활동률 격차
문화활동참여

의향률(수요) 격차
일반인

(2006)

장애인

(2007)
격차

일반인

(2006)

장애인

(2007)
격차

문화

활동

예술관람 65.8 18.1 47.7 73.8 38.0 35.8

문화시설 이용 41.9 22.9 19.0 54.9 32.5 22.4

문화

관광

역사문화

유적지방문
51.4 17.7 33.7 79.9 45.1 34.8

지역축제

참여
43.0 20.9 22.1 19.6 45.8 25.6

문화예술교육 7.7 2.3 5.4 19.6 13.7 5.9

동호회 활동 3.3 1.9 1.4 14.8 11.3 3.5

<표 2>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문화 활동률 격차

(출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36)

이런 법적 근거들을 기반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지자

체에서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의 문화복지를 위한 활동과 지원을 진행하고

35) 영국 쉐이프아트 재단, <http://www.shapearts.org.uk/aboutshape.aspx>

36) 윤상용,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장애인문화예술진흥전진대회자료

집, 2008),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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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표적인 장애인 문화 복지 정책을 보면 크게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다. 대표적인 정책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

업’(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접근성 확대 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복지관 등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복지진

흥회의 각종 사업 (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해서 법적 테두리는 잘 짜여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현실적 정책은 탁상적이거나 그 규모가 작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나

주된 것 중 하나는 분석 기준으로서 미술관의 장애인 프로그램과 시설로

인한 사회편익분석을 통한 측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에 대해서 비용-편익 분석은 주로 취업 훈련과 특

수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장애인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과와 사회적 혜택을 정확히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술관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사회 적응도가 높아지고 참

여율이 높아진다면, 이는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이득이며 나아가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 복

지는 필요한 것이다. 문화 복지는 복지 사회에서 제공 되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며 복지 사회 현실화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문화 복지는 필수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회적 요구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장애인들

을 위한 미술관의 프로그램과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37)

이외 현재 국내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정책 현황에 대한 분석은 정부의 문

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와 그 기조를 살펴 보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가능

37)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방침의 흐름과 전망 ,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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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역대 정부의 다양한 문화정책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공통된 문화

예술교육 정책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세분화된 문화적 창의성

의 재고,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 문화적 다양성 확대, 문화적 해득력 등

에 관한 재고를 그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술적

이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보다 넓은 개인적․사회

적 맥락 속에 위치한 교육”이라 정의하고 그 목표를 직관력의 향상, 창

의력의 증진, 문화예술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능, 풍요로운 ‘삶의

기반과 질 향상’으로38) 두고 있다. 정신적․물질적 풍요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것이 여가와 문화 활동이고 장애인 복지 중 이러한 점이 강조된

개념이 장애인 문화복지이다. 장애인 문화복지는 “총체적 삶의 질을 개

선시키기 위하여 이들의 정신적, 문화적 삶을 배려한 사회복지서비스”라

고 하기도 한다.39)

제 3 절 베리어프리 운동과 유니버셜 디자인

법과 정책적 테두리의 가장 최근 결과물은 베리어프리 운동이다. 기존의

장애인정책과 가장 차별화 되었다고 평가되는 베리어프리 운동은 다른

말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편의시설과

이동편의 시설 등에 대한 설치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

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기존 정부차원의 장애인 관련 시설 및 필요 프로

그램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민간차원으로 이관한 건이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없는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요구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이 제정되어서 시행 된 배경을 가지고

38) ‘삶의 질’이란 단순히 물질적 풍요 뿐 아니라 개인의 내면적 심리 상태 즉 정신적․

문화적 풍요까지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9)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복지방침의 흐름과 전망 , pp.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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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의 목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접근, 이용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켜 법적 강제규정보다 누구나 편리하

게 이용 가능한 건축물 등의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적 인식개선의

기회로 제공하는 것이다.40)

베리어프리인증에 대한 법적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 17조의 2 제5항에서

위임 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에 관한 규칙 4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 개정 42)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인증대상은

개별시설 인증 중 건축물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이

며 여기서 공공건물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민간단위

에서의 활동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장애인 방침이 발생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43)

40) 한국장애인개발원. <ttps://bf.koddi.or.kr/bf/bf/aspx>

41)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년 3월 23일 개정

42)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579호, 2014년 10월 14일 개정

<그림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위상과 의미체계



- 24 -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와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

사)는 공동으로 2008년부터 어린이·고령인·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

물이나 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

계·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해 주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2008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생활에 불편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44)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설계 중이

거나 시공 초기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은 반드시 BF 인증 획득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0년부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

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2011년 4월 완료했

고,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45)

그러나 국가 정책 사업으로 시행된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프리 시설

43)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2012년 12월.

44)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이라고도 하며, 연령

과 성별, 국적(언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

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45)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p. 43.

<그림 3> 베리어프리/유니버셜디자인 관계 및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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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 캠페인은 주로 국공립 시설물에 적용되고 있고 민간차원의

인증제도로서의 베리어프리가 적용된 사례는 아직 없으며, 예술문화 분

야의 경우 주로 공연시설에 한정되어 있을 뿐 미술관과 박물관 등 전시

공간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현재는 주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 되어서 ‘누구나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가능하게’라는 목적을 가지

고 미술관이 운영되는 경우들은 있으나 이는 베리어프리와 비교 시 그

수준이나 범위가 많이 위축 되어 있다. 가령 베리어프리의 기본적 아이

디어는 장애인이 아무 불편함 없이 전시물에 다가가서 관람을 하게 하는

것인 반면 유니버설디자인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관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불편을 전혀 못 느끼는” 맥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지

향하지는 않는다.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46)

46)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010년 11월 19일.

<그림 4> 인천 어린이 과학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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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베리어프리처럼 민간차원의 인증 제도는 해외의 경우 국가의 정

책과 함께 민간차원의 자발적 인증 환경이 이미 보편화 되어있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선진화 된 경우인 미국과 영국의 경우 미술관 개별 단위

로 철저한 방침들을 법적기준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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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문제와 분석틀

제 1 절 분석의 틀

1. 연구문제

2장에서 제시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로서 장애인복지법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그리고 민간차원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접근 방법

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프리의 관계를 장애인들의 미술관에 대한

접근성으로 풀이하여 가장 큰 개념에서 종속 개념으로의 관계를 ‘장애인

복지법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유니버설 디자인 < 베리어프리 운동’으

로 나타 낼 수 있다.47) 즉 상위 개념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하위 개념에서

채워주는 형식을 빌린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장애인복지법은 시설적 측

면이 강했으나 프로그램적 요소나 교육이 부족했고 이로 인해서 문화예

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공공시설 및 교육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

램과 교육의 의무적 기획과 반영이 요구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술

관들이 법적 요구 조건만 충족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이런 법적 테두

리 안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결국 법적 조항들은 미술관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들의 관람과 교육에 대한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기획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민간차원에서 하나의 흐름이 바로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유니

버셜 디자인은 원래 건축, 제품과 웹 등의 서비스에서 나온 UI/UX적 디

자인 개념으로서 하나의 디자인 자체가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 모두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려진다. 베리어프리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

47)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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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일부로서 장애인들이 아무 어려움 없이 (더 구체적으로 열거 한다

면 장애인이 자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시설이나 제품인지 인지

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을 이용하고 제품을 사용하며 프로그램에 참가하

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 운동 또한 사회적 요구 사항에 맞춘 미술관들의 의무적 사항으로

대두 되었다. 즉 진정성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아닌 일시

적 트랜드에서 요구 되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급급한 현상이 된 것

이다.

법적 제도 및 사회적 요구 사항과 운동으로 번진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사실 현재 국내 미술관들의 실제적인 반

영은 거의 미비하다고 본다. 국내 미술관들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한 관

람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에 대한 평가지침이 거의 없

기 때문이다48)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적 제도가 원활하게 반영

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그 목적을 실제적으로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여야 하며 만약 평가 결과가 요구 사항이나 사회적 수준에 충족하

지 못한다면 이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관람권, 교육권 그리고 편리가

기존의 법적제도인 장애인복지법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그리고 디자인

운동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프리 운동을 통해 적용되어 향상 되었

는지 현장 탐사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국내 현황을 파악하

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평가지침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주된 연구로 삼는다.

48) 현재 국내 가이드라인과 평가지침은 매우 초보적인 단계로서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에 대해서 5장 결론에서 설명과 방안을 제시했다.



- 29 -

2.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미술관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실제적

인 방안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 크게 2가지 요소를 가지고 1차원에서 연구를 시도하였다. 요소 1은

접근성 차원의 시도로서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관람 및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비용의 재정적 접근성,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향유적 접근

성과 편리제공에 대한 편의적 접근성이다. 이에 대해서 선별된 국내외

미술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성 영역마다 기준 충족여부를 연구

했다. 요소 2는 요소 1의 접근성을 토대로 국내 대표 미술관들의 접근성

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서 연구했다. 이를 통해서 국내 미술관들의

강점/약점/기회/위협을 분석해서 향후 장애인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제시되는 대안은 SO강화전략과 WT해소전략이다. SO강화

전략은 이미 국내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며 기회로 삼는

방안이다. 반면 WT해소전략은 국내 미술관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여 향후 있을 위협을 사전에 막는 보완적 전략이

다.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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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 방법

1. 요소 1: 4가지 접근성을 통한 분석

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방침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가지 틀

에서 분석하였다. 시설, 비용, 교육(프로그램), 편리의 4가지 틀로 접근성

을 분석하면 각 미술관의 장애인에 대한 운영방안을 알 수 있다. 접근성

분석에 있어서 국외 미술관들의 경우 주로 문헌과 미술관측에서 제공하

는 방침 등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주된 국가로는 미국과 영국이며 미국

의 경우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과

전미주예술위원회연합(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ASAA)이 제공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박물관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Design for Accessibility)49)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이외 보

다 다양한 국가별 미술관의 장애인 정책의 접근성을 살펴보고자 영국 외

유럽과 일본을 조사했다.

4가지 틀에 대한 접근성의 연구 범위는 시설의 경우 법적 최소 조건들을

근간으로 주로 시각장애인들과 청각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비용

의 경우 거의 모든 국내외 미술관들의 경우 관람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무료 관람권들이 있으므로 이는 사전에 제외

했다. 더불어 제외 된 것은 관람 장소까지 투입되는 비용이다. 가령 특수

이동 수단이 필요한 경우 들어가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 되는데 이 부분

은 본 연구의 미술관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에서 적용하기에는 그 범위를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 비용적 측면은 미술관에서 해당 시설이

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투입 되는 예산을 둘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문헌적 정보가 많으나 국내

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특수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전체 시

49)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Accessibility Planning and Resource Guide for

Cultural Administrators,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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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교육에 포함된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이 경우 국외를 중심으로 연구

했다. 교육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 주로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프로

그램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배제하여 연구했다. 국내 사례

의 경우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 이유가 어떤 특정 목적

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에 있어서 미술관의 편리적 요소가 주된 목

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편리의 경우 시설과 프로그램에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IT적 요소로 국한했다.

조사 된 자료를 토대로 국내 미술관을 기준으로 가중치 1(미국/영국 보

다 우월), -1(미국/영국보다 열악), 0(미국/영국과 동등 수준으로 구비,

운영, 보유)를 만들어 국내외 미술관을 비교분석했다.

2. 요소 2: SWOT분석과 SO강화전략/WT해소전략

SWOT분석은 기업 전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이다. 우선적으

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강점(S), 약점(W), 기회(O)와

위협(T)의 시각으로 보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강점만 또는 약점에만 치

중하는 운영의 위협과 기회에서 탈피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이다. 이런 면

에서 SWOT은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방침을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분석 후 SO강화전략과 WT해소전략을 마련하였다. SO강화전

략과 WT해소전략은 둘 다 미래지향적 전략적 방안으로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집중 가능한 전략적 비율(balance)을 제시한다. 많은 조직들이 자

신들의 강점 또는 약점에만 치중을 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국내 미술관들

이 국외 미술관들과 비교 분석된 이후 발견 가능한 강점을 통해서 기회

를 찾고 약점을 중심으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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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국내외 미술관의 장애인 대상 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 1 절 국외 미술관의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배경

미국의 경우 1973년의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과 1990년 장애인

법(The 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이하 ADA)이 장애인들의 박물

관 접근성 진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ADA의 경우 장애인들의 고

용 차별 금지, 주/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

에 있어 장애인들도 동등하게 누릴 권리, 모든 공공 공간에서의 건축적

차원의 접근성 보장 및 장애물 제거, 장애인을 위한 소통방법

(Communication Mechanism) 마련, 통신 서비스와 관련 모든 통신회사

는 365일 24시간 통신 릴레이 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s) 의무 제공 및 공공 안내에 대한 속기(Captioning) 제공 등이

다.

1990년 ADA법안 통과 이후, 미국은 1994년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NEA)과 전미주예술위원회연합(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NASAA) 함께 장애인들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박물관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Design for Accessibility)50)

를 마련하여, 박물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던 박물관 중 하나

는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며 1913년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만질 수

있는 교재와 점자 텍스트를 제공하였다.(Andrus, 1999)51) 1973년의 재활

50)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Accessibility Planning and Resource Guide for

Cultural Administrators”, Washington DC: National Endowments for the Arts (2011)

51) Andrus, L. “Opening the Doors: Museums, Accessibility, and Individuals with
Special Needs” In A. Nyman & A. Jenkins (Eds.), Issues and Approaches to Ar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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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후 본격적으로 박물관들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

하였는데, 그 중 한 곳은 얼브라이트-녹스 아트 갤러리 (Albright-Knox

Art Gallery)였다. (Albright-Knox Art Gallery, 1988)52) 장애인들을 위

한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점차 여타 신체적,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

다.(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9253); McGinnis, 200754))

영국의 경우도 미국과 유사하다. 영국 박물관들의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

램은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발의와 민간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가

이드라인을 근간으로 발전되었다. 각 박물관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의 변화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1975년 레스터(Leicester) 회의, 1988

년 교육개혁 그리고 1995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DDA))에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의 정책, 프로그

램 및 시설들의 토대가 되었다.

1975년에 영국 레스터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서 영국 박물관들은 장애인

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회의에는 영국 박물관 전문 인력들

이 참석 하였으며 여기서 “지적장애와 시각장애를 포함한 신체장애 등을

규정하고 그들을 위한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55).

이 회의를 통한 변화의 첫 번째 결과물로 1976년 테이트 갤러리의 “시각

Students with Special Needs,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1999).
pp. 63-86

52) Albright-Knox Art Gallery. Matter at hand. Buffalo, NY: The Buffalo Fine Arts

Academy (1988).

53)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The Accessible Museum: Model Programs of

Accessibility for Disabled and Older People. Washington, DC: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1992)

54) McGinnis, R. “Enabling Education: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rt

Museum Programming”. In P. Villeneuve (Ed.), From Periphery to Center: Art

Museum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2007), pp. 138-149

55) 문정원,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현황에 따른 제안」,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34 -

장애인을 위한 조각전” (Sculpture for the Blind)이 개최 되었는데, 레스

터 회의는 그만큼 장애인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1998년 교육개혁은 전체 교육의 장에서 박물관 교육 또한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56)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

되었다.57) 현재 영국 내 모든 박물관들의 장애인 프로그램에 지대한 영

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바로 1995년에 세워진 장애인 차별 금지법

(DDA)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그 후 2010년에 평등법(Equality Act)

으로 발전하게 될 정도로58) 영국사회에 영향을 준 법안으로서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들 차별 금지, 재화 제공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시설물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차별 금지,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적 조항을 만들고 국립 장애 위원회 (National Disability

Council) 창설 등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세 번째 조항인 시설물과 서비스

부분이 바로 직접적으로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이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박물관들은 공공장소에 요구되는 모든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과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이

법안은 공공장소에 대한 정의에 박물관, 미술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59).

독일의 경우 연방국가라는 정치체제의 특성상, 장애인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정책이 각 주별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가지고 발전되고 있다. 큰 테두

리를 지어주는 각 관련 법규들안에서 각 주마다 특색 있는 장애인 정책

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정책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

56) 문정원, 「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현황에 따른 제안」,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57) 1998년 교육개혁은 Education Reform Act of 1998을 지칭하며 이는 영국의회 사상

가장 중요한 교육관련 법안이다. 학생들에게 공부에 대한 자유도, 형편성, 다양성을 제공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며 각각의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법안이다 (영국의회,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0/contents>).

58) 영국의회, <ttps://www.gov.uk/definition-of-disability-under-equality-act-2010>

59) 여기서 영국은 England를 말하며 Northern Ireland와 Ireland 그리고 Scotland와

Wales의 경우 각각의 법안과 적용 방침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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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교육사례는 자유시간(Freizeit)이라는 개념 안에서 수행된다. 이 자유시

간의 개념은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직업교육 외의 시간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물론 직업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의 여가시간도 이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다.

스웨덴의 경우 인권보호의 일환으로서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통한 사

회통합을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기

본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

인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끊임없이 정책의 보완, 수정, 대책

마련과 실천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가까운 몇 년 동안에는 “모든 이들

을 위한 디자인과 건축" 이라는 이슈 아래 문화 활동의 행동구역들인 공

공건물의 수정, 그리고 문화생활과 관련된 기구와 소모품을 장애인들의

편리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에 관한 프로젝트를 세워 더욱 완벽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은 정부 보다는 민간주도

로 이루어지며, 최근 들어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향이다. 일본의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은 대부분이 후생노동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

청에서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문화예술부분에 극히 일부를 담

당하고 있다. 후생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예술문화예술사업 추진

을 의뢰, <표 3>에서처럼 매년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자

치단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년 도 2002 2005 2008 2011 2014

자치단체 수 22 32 40 54 60

<표 3>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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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으로는 장애인문화예술제가 있

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발표되고 있지 않으며,

후생노동성과 문화예술제를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분담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청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을 통해

장애인문화예술진흥에 대해 “국가는 고령자, 장애자 등에 의한 문화 예

술 활동의 진흥을 위해 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제반 환경을 정비

하고 이 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 장애인문화예술정

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적 방침으로써 “문화시설에 있어서 고령자, 장

애인 등의 문화예술 감상 참가, 창조하기 쉬운 환경정비를 촉진하고, 문

화예술 활동의 공연, 전시회 등에 있어서 자막이나 음성안내서비스 및

이용료와 입장료의 경감 등의 배려를 촉진할 것, 고령자 장애인등의 문

화 활동을 배려한 활동을 행하는 단체 등을 촉진할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지원이나 계

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문화청 소관의 극장과 전시관

등에 대한 장애인 입장료 할인혜택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장애

문화예술정책에 대해서는 첫째, 안정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장소

의 부재, 둘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부족, 셋째, 장애인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전문가 부재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미술관을 포함한 공공건물 및 서비스

의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은 정부의 법체제와 정책을 밑바탕으로 민간

차원에서 생성되는 가이드라인과 평가 및 인증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며

이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해외정책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유럽은 유럽통합의 영향으로 인한 범유럽 차원의 정책과 국가

차원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의 의회는 회원국

전체를 포괄하는 장애인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환경, 교통, 제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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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공공서비스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을 추진하고 있다.60) 국가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례로 노르웨이는

‘유니버설디자인 행동 계획 2025’를 수립하여 2025년까지 국민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스페인은 ‘스페인 1차 국가접근성계획’을 수립하여 사회서비스, 정보, 레

저 및 관광을 위한 인프라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려 하고 있

다. 벨기에는 '투어리즘 플랜더스(Tourism Flanders)'라는 정부관광기관

의 주도로 접근하기 쉬운 관광정책 (모든 사람을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을 전개하고 있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 유니버설디자인의 접근은 일

본이 가장 선진화 되어 있다.61) 일본에서는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2005년에 유니버설디자인정책대강(政策大綱)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어

디서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하기 쉽게」를 테마로 대중교통이나 공공

시설, 심지어는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고령자 외에 장애의 유무, 국적의

차이에 관계없이 하드와 소프트의 양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화를 추진하

고 있다. 가령, 만질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박물관의 유니버설디자인화

사업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시설을 목표로 지자체 중심으로 유니버

설디자인을 적용한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62)

미국의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부분을 더욱 상세하

게 볼 수 있다. 가령 뉴욕현대미술관의 장애인대상 프로그램(Access

Programs)은 다양한 방문자들이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0년간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청각과 커뮤니케이션 센터 (Center for

Hearing and Communication), VSA아트 (VSA Arts) 등 유수 기관들로

부터 상을 받기도 했다.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애인 프로그램

60)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2012년 12월, p.131.

61) 위의 글, p. 131

62) 위의 글, p.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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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 하는데, 프로그램의 대상과 종류가 매우 다양한 것이 강점이다.

예를 들면, 신체적, 지적 장애인,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과 성인, 집에서

치료받는 개인(Homebound), 시각 장애인 혹은 부분 약시를 가진 개인,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와 간병인 등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세분화 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63)

다양하고 세분화된 프로그램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시작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아트 인사이트(Art inSight)가 있다. 특수 훈련된 강사를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광범위한 시각적 설명을 제공하고 다양한 테마, 예술가,

전시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욕현대미술관

의 경우 다른 모든 장애유형별 전시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특수 훈련

된 전문가들이 직접 관람객과 학생들을 리드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터

치 투어스(Touch Tours) 프로그램의 경우도 미술관의 조각품 정원

(Sculpture Garden)과 갤러리에 있는 엄선된 조각품과 물체를 만져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맞춤화 된 설명과

활동이 제공된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미술관 대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상시프로

그램과 세분화되고 전문화 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내

미술관들은 상시 프로그램보다는 단발성이나 계절별로 한시적인 프로그

램만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국·공립 박물관에서조차도 장애인

을 위한 상시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된다 하더라도 전

시체험 유물의 교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전시설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 가능한 통합적 프로그램

63) Inclusive art education at the MoMA,

<http://zeroproject.org/practice/inclusive-art-education-at-the-moma-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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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 장애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두

개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설해 두고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절 국외 미술관의 시설과 프로그램

1. 미국과 영국의 미술관 시설 및 프로그램

장애인 대상 시설과 프로그램 차원에서 가장 선진화된 사례는 미국과 영

국의 미술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두 국가의 기본적인 방침은 뉴욕현대

미술관의 교육담당관인 맥기(Carrie McGee)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우리

는 미술과의 교감은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믿으며 문화 관련 기관들

에게 그 교감의 순간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한

다.”64) 맥기가 말하는 교감은 인류 모두를 뜻하며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여기에 포함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를 보면 법적 책임 이상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미술

관의 책임과 역할이 단순히 전시와 교육을 넘어서서 관람객의 ‘삶의 수

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미술관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

인, 정신지체장애인 (치매와 알츠하이머 포함)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경우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시

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뉴욕현대미술관, 뉴욕메트로폴리탄미

술관과 대영미술관의 사례가 돋보이며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우 테이

트갤러리 등을 우수한 사례로 들 수 있다.

64) Carrie McGee, Inclusive art education at the MoMA,
<http://www.moma.org/learn/disabilitie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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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미국과 영국의 프로그램들 중 많은 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는 곳

이 뉴욕현대미술관의 장애인대상 프로그램(Access Programs)이다. 지난

10년간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청각과 커

뮤니케이션 센터 (Center for Hearing and Communication), VSA아트

(VSA Arts) 등 유수 기관들로부터 상을 받으며, 다양한 방문자들이 모

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에 있어 인정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애인 프로그램에 참여 하

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대상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신체적,

지적 장애인; 질병을 앓고 있는 아동과 성인; 집에서 치료받는 개인

(Homebound); 맹인 혹은 부분 약시를 가진 개인;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개인; 알츠하이머에 걸린 환자와 간병인 등의 사람들을 위한 프로

그램이 운영되고 있다.65)

뉴욕현대미술관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은 기타 프로그램들

중 특히 좋은 사례로 뽑힌다.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트 인사

이트(Art inSight)의 경우 특수 훈련된 강사를 통해 예술작품에 대한 광

범위한 시각적 설명을 제공하고 다양한 테마, 예술가, 전시회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시각적 설명’이 있다. 여러 미술관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미국과 영국의 미술관, 특히 뉴욕현대미술관

이 특화 된 것은 바로 이 시각적 설명이다. 일반인들도 눈을 감고 들으

면 바로 머리에서 그림을 연상하고 그려 낼 정도로 상세하게 감성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이 홀로 해당 기기를 착용하고 돌아다니며

설명을 들을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가령 바다와 갈

매기가 그려진 작품의 경우 배경에 파도와 갈매기 울음소리의 효과음

(BGS, Back Ground Sound)을 추가해 사실감을 더해주어 입체적인 감

65) 미국 제로프로젝트 재단, <http://zeroproject.org/practice/inclusive-art-education-at-

the-moma-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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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되도록 도와준다.

또 다른 특징적인 뉴욕현대미술관의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치매 혹

은 알츠하이머 환자와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뉴욕현대미술관에서

만나기(Meet Me at MoMA)’라는 주제로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미술관을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에 확대한 것이 모마 알츠하이머 프로젝트(The MoMA

Alzheimer’s Project) 이다. 특이한 것은 어떤 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이든

미국과 영국 미술관들의 프로그램들은 장애인 당사자 이외에도 함께 오

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한 배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치매와 알츠하이머

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또 다른 대표 프로그램은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멧 이스케이프(Met Escape)’다. 이 프로그램도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

미술관을 돌아보며 쉼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토론 시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시간, 여러 다른 상호교류 및 여러 감각을 사용하는 활동

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박물관이 소유한 5000년

세계 역사의 유물들을 탐구할 수 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이

와 유사하게 정신지체장애자들을 위해 디스커버리스(Discoveries)66)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발달장애 및 지적 장애인을 위한 프

로그램으로서 발달장애 혹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과 자폐증을 가진 이

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다. 직접 예술작품을 만지고, 스스로 작품을

만드는 활동에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자폐를

가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팁과 가이드를 제시한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오랜 역사를 가진 장애인 접근성 프로그램을 가

지고 있다.”67)라는 맥기니스 (Rebecca McGinnis)68) 뉴욕 메트로폴리탄

66) Rebecca McGinnis, Met + Parsons Museum Accessibility Collaboration Workshop,

<http://www.metmuseum.org/~/media/Files/Events /Programs/Progs>

67) Tanya Mohn, 2013.10.27, Welcoming Art Lovers with Disabilities,

<http://www.nytimes.com/2013/10/27/arts/artsspecial/welcoming-art-lovers-with-dis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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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장애인 접근성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교육 담당관의 말처럼 메

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미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한 박물관 중 하나로도 유명하다. 1908년부터 박물관은 거동이 불편

한 사람들을 위해 “굴러가는 의자(Rolling Chair)” (지금의 휠체어)를 제

공하였으며, 1913년에는 시각장애 아동들을 위해 토크 강좌를 개설하였

으며, 현재는 거의 매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

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뉴욕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픽쳐 디

스!(Picture This!)’나 ‘그리기를 통해 보기(Seeing Through Drawing)’

등도 장애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관람 및 교육 프로그램이다. 여러 가지

감각을 깨우는 워크샵으로 구체적인 묘사, 터치 그리고 다른 활동을 통

해 예술작품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면서 박물관이 소장한 작품들을 영감

의 소재로 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림을 접근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

테크닉에 대해 배우는 프로그램이기도 한 두 프로그램은 단순 관람을 넘

어서서 직접 만지고 경험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장애인들이 소통과 교

류함에 대한 능력을 배가시킨다.

청각장애 혹은 난청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영국의 테이트 갤러리와 미국

의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

다. 테이트 갤러리의 경우 청각장애가 있는 방문객을 위해 보청기를 대

여해주고 전시 투어를 제공한다. 또한 갤러리토크 및 갤러리에서 행해지

는 각종 이벤트에 관한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수화 혹은 속기

(Captioning)로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 가족을 위해 월별

로 청각장애인 예술가와 수화 사용자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수화로 진행된 테이트 갤러리에 관한 회담도 영상으로

제공하며, 청각장애인의 관람과 교육을 돕고 있다. 뉴욕메트로폴리탄미술

lities.html?_r=0>

68)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장애인 접근성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교육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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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프로그램의 경우 유사하지만 테이트갤러리와는 다른 관점을 지니고

있다. 뉴욕메트로폴리탄의 경우 관람을 넘어서서 직접 토론과 참여에 그

역량을 맞추고 집중한다. 이에 ‘갤러리 톡(Gallery Talk)’이라는 프로그램

을 운영하며 이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화 혹은 청취 보조 장비 및 속

기 서비스가 겸비된 갤러리 토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청각장

애인들의 미술관 경험을 참여로 발전시킨다.

테이트 갤러리, 뉴욕현대미술관과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장애인 관

련 정책과 방침 등을 모두 다 아우르면서 미국과 영국 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전시 및 관람 문화를 선도하는 곳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Smithsonian Institute)과 영국의 대영박물관 (The British Museum)이

다. 이 두 기관은 장애인과 소외계층 관람객을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과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스미소니언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책과 방향성69)은 매우 상세하

며 현실적이다. 물론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스

미소니언의 창립 배경과 그 철학에 있다. 스미소니언은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세 가지 문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책과 방

향성을 보여준다. 세 가지 문서들은 ‘스미소니언 전시 디자인의 접근성에

69)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http://www.si.edu/accessibility>

<그림 5>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청각장애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

(출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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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가이드라인’ (Smithsonian Guidelines for Accessible Exhibition

Design), ‘스미소니언 출판물 가이드라인’ (Smithsonian Publication

Guidelines)과 ‘스미소니언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Smithsonian

Guidelines for Accessible Design)이다.

세 문서는 11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70) 해당

자료는 크게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도구 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

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접근성의 기준안으로서 스미소니언의 정책에 해

당 되는 부분으로 스미소니언 박물관 또는 스미소니언이 주관하는 모든

전시들의 접근성에 적용된다. 반면 디자인 도구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토

대로 적용되는 실행 부분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활용 가능

한 방안을 말한다. 가이드라인은 총 11개 사항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총 11개의 사항들 중 첫 번째 내용은 전시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는 다양한 지적수준에서 관람이 가능해야하며 최소 2

개의 관람 채널로 전시 되어야 한다. 이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구성을

말하며 이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에 맞춰져야 한다. 모든 전시는 시각

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하며 더불어 촉각과 청각을 충족해야 하고 관람객

들에게 무리가 되는 곳에 전시하면 안 된다. 또한, 전시물을 이해하기 위

해 꼭 필요한 설명의 경우 영어 외 다른 언어도 포함해야 하며 점자, 큰

글자, 청각 자료 등 다양하게 구현되어야 한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으로서 ‘청각 및 인터랙티브 자료’가 있다. 모

든 청각자료는 캡션이 있어야 하며 모든 청각자료 앞에는 현재 오디오가

나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기가 있어서 창각장애인들이 설명에 대해 인

지하고 캡션이나 다른 문서 등을 찾거나 제공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인터랙티브 자료들의 경우 조정이 쉬워서 다양한 연령과 장애인들이 사

용가능해야 하며 높이의 경우 휠체어, 목발 그리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70) Smithsonian Museum. Guidelines for Accessible Exhibi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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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접근 가능해야 함을 말한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으로 장애인들

의 관람경로에 대한 부분이 있다. ‘관람경로’는 스미소니언의 전시 시설

및 현장 원칙에 근거하여 접근 가능해야한다고 한다. 경로는 조명이 밝

고 방향이 명확하며 따라가기 쉬워야 함을 명시하면서 기구 부분의 경우

휠체어, 목발, 지팡이 사용자 및 어린이 등 모두를 고려하여 제작하여 배

치를 기본으로 한다. 가구들은 안전해야하고 전시에는 꼭 의자와 쉴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전체 의자들 중 50%는 접근이 쉬운 곳에 위

치해야 한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은 명시한다. 관람경로의 연장선상으로

‘비상구’ 부분이 있다. 모든 비상구는 색상, 글씨 및 소리로 위치 파악이

가능해야하며 가장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누구나 접

근가능 해야 하며 만약 바로 비상구로 향하기 어려우면 비상구로 가기

쉽게 마련된 경로가 있어야 한다.

전시 자체 부분으로서 색상, 조명, 공간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색상’의

경우 내부시설의 모든 색상은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꾸며져야 한다. 특히 바닥의 경우 깊이, 높이 및 재질을 색상으

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명’의 경우 모든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는 조명이어야 하며 관람, 이동, 안전 그리고 전시

품의 보전 등이 고려된 조명이어야 한다. 만약 모든 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시 위치 및 디자인 등 다른 요소들을 변경해서 해당 사항들

이 모두 충족되게 해야 함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공간의 경우 ‘강의 공

간’ 섹션에서 다룬다. 휠체어를 탄 관람객이 입장 가능해야하며 의자들은

벤치와 등받이/팔걸이가 있는 의자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구

사항이다. 끝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부분이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조성은 미 정부 관리 기관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순히 위 11가지 사항들만 놓고 보면 타 기관이나 미술관의 장애인 정

책과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스미소니언은 여기서 멈추는 것

이 아니라 그 이상을 다룬다. 가령 11가지 사항들에 준하여 시설 건설,

프로그램 준비 및 인원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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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애인들과의 대화시 사용가/불가 언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

며 이를 인원교육에 활용하며 이 내용들도 모두 다 세 권의 가이드라인

에 명시되어 있다.<표 4>

<표 4> 장애인들과 대화시 사용가/불가 표현 가이드라인

(출처 : 스미소니언 박물관)

특히 스미소니언의 세밀한 가이드는 실제적 적용면에서 매우 탁월하다.

<표 5>, <표 6>과 같이 전시시설에서 전시품의 설치 기준안의 예시들

이 모두 스미소니언의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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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람을 위한 조명

가이드라인

<표 6> 시각장애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글자체 가이드라인

(출처 : 스미소니언 박물관)

스미소니언의 세세한 계획과 적용은 박물관의 장애인에 대한 진정성과

해당 박물관의 모토인 “지식의 성장과 보급“을 충족한다고 본다. 특히

스미소니언의 모든 전시 설명문, 시설물 안내문들 그리고 책자 등에는

박물관이 특별히 제작한 글씨체를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제공한다. <표

6> 이는 가독성을 높이고 시각장애인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함이

다. 바로 이러한 진정성 있는 장애인 관련 정책안과 시행방안이 현 국내

미술관들에게 필요한 부분이다. 단순히 정책이나 개념적 접근에서 멈추

는 것이 아니라 스미소니언과 같이 세세하고 배려있는 구체적인 적용안

들을 준비하고 이를 매뉴얼화 하여 배포하고 시행 결과에 대해 꾸준히

평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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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장애인 정책 가이드라인

(출처 : 스미소니언 박물관)

장애인 접근성 프로그램은 스미소니언이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의 박물관

프로그램, 전시 그리고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과 시행 및 절차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

행하며 모든 시설과 전시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그 디자인의 역할이

적절한지 확인하며 필요 사항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장애

인 커뮤니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며, 장애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들을 훈련시킨다.

이러한 정책적 토대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들을 위

한 인턴 과정인 ‘기회의 통로(Access to Opportunities)’, 자폐아들과 이

들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인 ‘박물관에서의 아침(Morning at the

Museum)’, 자폐아들을 위한 박물관 관람 교육으로서 자폐아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한 박물관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인 ‘기초교육’, 2주 동안

멀티미디어 하계 캠프로서 워시텅 D.C지역 지적장애 고등학생 20명에게

제공하는 ‘모두에게 열린 캠프(All Access Camp)’, 갤러리 대담 프로그

램으로서 수화로 진행하는 ‘아트사인 (Art Sign)'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스토리텔링 서비스인 '모바일로 듣는 미국의 이야기(Access American

Stories Mobile App)'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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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바일로 듣는 미국의 이야기 앱 화면

(출처 :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 중 ‘모바일로 듣는 미국 이야기’의 경우 단순히 스미소니언측에서 제

공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스미소니언 커뮤니티에 속한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대영박물관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장

애인들의 평등권을 위한 정책을 문서화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에

준비된 것이 장애인 평등 계획(Disability Equality Scheme)이다. 대영박

물관은 이 정책을 통해서 현재 포용, 문화 다양성 그리고 ‘세계를 위한

세계적 박물관’71)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고 발전하고 있다. 인종, 국적,

모국어, 신앙, 문화, 장애, 성별, 연령 등과 소득으로 인한 차별이 없는

전시공간과 교육을 지향하는 대영박물관은 이런 맥락에서 장애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72) 해당 틀을 보면 “장애인

들에게도 박물관 입장과 사용에 대한 동등한 권한이 제공되며 이는 박물

71) ‘Museum of the World for the World’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내용들이 Disability Equality Scheme에 표기 되어져 있다. Disability Equality

Scheme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britishmuseum .org/pdf/disability_equality_scheme.pdf>

72) The British Museum, Disability Equality Scheme.
<https://www.britishmuseum.org/pdf/disability_equality_schem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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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정책의 다양성에 있어서 필수사항이다.”라는 것과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전체 박물관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품질을

올리는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다. 이 두

틀을 토대로 운영되는 대영박물관은 박물관이 추구하고 제공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를 핵심원칙으로 적용한다. 대영박물관의 방침 중 주목할 만

한 것은 영국의 장애인 추산 숫자를 전체인구의 15% 이상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영국의 장애인 숫자를 잡고 이를 위한 관람 정책과

방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며 지인들, 국외 관광

객들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매우 특별한 관점으로서 미술관이나 박

물관의 성격상 장애인 혼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인지한 대영박물관은 장

애인에게 관람과 교육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함께 오는

가족들도 문화적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하자는 대영박물관의 취지는

현재 대영박물관이 도입한 ‘장애 모델’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장애모

델’은 크게 사회적 장애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과 의학적 장애

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로 나뉜다. 의학적 장애의 경우 장애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그 특징인 반면 사회적 장애의 경우 장애에는 최

소로 집중하되 장애인들이 직면하는 물리적, 지적, 감촉적, 문화적 그리

고 사고방식 등에 대한 장벽 등을 중심에 둔다. 사회적 장애 모델의 핵

심 내용은 이런 장벽들을 최소화하면 현실에서 장애인들의 마주하는 많

은 장벽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대영박물관은 비장

애 관람객들과 장애 관람객들의 틈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들에게 관람과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73) 교육과 관람 관련, 대영박물관에는

교육과 관람부서가 있으며 여기에는 접근성 관리자（Access Manager

가）있어 장애인들의 관람과 교육을 담당한다. 관리자는 여러 민간단체

들과 (RNIB, SHAPE, RNID, St. Mungo’s, Camden Council, Vocaleyes,

73) The British Museum, Disability Equality Scheme

<https://www.britishmuseum.org/pdf/disability_equality_schem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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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line 등)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및 관리한다.74) 이런 협

력적 관계는 대영박물관의 작은 면모에서 그 효과가 보인다. 가령 대영

박물관은 작품설명과 브로셔 등 대부분의 문서 등에 가독성이 좋은 글자

체를75) 사용하며 이는 최대한 많은 관람객들과 난독증, 학습장애 그리고

시력저하 관람객들을 배려한 방침이다. 이외에도 순회전시, 박물관 웹페

이지 등도 장애인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운영 및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박물관 운영, 마케팅, 고용 등의 전반적인 부분들에서도 고용평등

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그림 8> 대영박물관 촉각을 통한 미술품 감상 프로그램

(출처 : 대영박물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직원 훈련 부분이다. 대영박물관의 경우 장애인

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는 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고 있으며

모든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장애미술단체인 SHAPE를 통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및 대응 훈련을 받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부서인 접근성부서

(Access)의 매니저가 직접 안내 및 보안 요원들에게 장애인들에 대한 인

식 및 대응 훈련을 제공하며 안내 직원들에게 시각장애인 인식 및 대응

훈련을 시각장애인 단체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단체 (Action for Blind

People)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76).

74) The British Museum, Disability Equality Scheme

<https://www.britishmuseum.org/pdf/disability_equality_scheme.pdf>

75) 전시에 부착 된 설명 자료들의 경우 글씨체는 Sans serif로 18포인트 이상의 크기

로 사용되게 가이드라인이 작성 되어져 있다.

76) 영국의 The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MLA)에서는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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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미술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과 방침의 기본적 골자는 장애인을 포함 모든 관람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객들의 피드백을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이다. 미술관을 단순 전시와 교육의 장소가 아닌 이를 넘어서서 사

회와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기에 미술관 자

체가 먼저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고 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려하는 것이 그

들의 정책과 방침이다. 이렇게 집중해서 수년간 운영해온 결실들이 바로

미국과 영국의 대표 미술관들의 시설, 프로그램과 전시물들이며 이에 따

라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관람객이 요청하면 언제

든지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일본의 미술관 시설 및 프로그램

장애인 프로그램이 발달된 미국과 영국 미술관의 사례 분석만큼 사회 문

화적인 환경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현재 국내 인구분포 현황과 향후 10년간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일본의

인구변화 추이와 비슷하다. 국내 출산율은 매우 저하되고 있으며 반면

노령층 인구 분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초고령사회

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으로서 경제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넘어서서

사회 복지, 문화예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와 방

향도 영향을 받는다. 일본의 경우 편의 시설 및 소외 계층 시설 증진에

있어서 전체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의 방향이 전체 인구의 노령인구화에

발맞추어 디자인 되어있다. 국내 노령층 인구 증가는 그 속도나 정도가

매우 급격하며 그 예는 오직 일본에서만 찾을 수 있는 현상이기에 많은

부분 노령화인구분포에 대한 정책적 밑바탕을 일본에 두고 있다. 국내

미술관의 장애인 정책도 그 기조에 있어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염두가

‘perhaps the most effective action any service provider can take towards improving

provision for disabled people’이라 말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 한다 (Portfolio 3, Training,

Resource 2003).



- 53 -

없을 수 없다. 이에 일본의 노령화 인구와 장애인에 대한 디자인으로 와

카야마(和歌山) 현립박물관과 베리어프리 도시정책으로 유명한 쿠레시

(呉市)의 해사역사과학관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은 고연령층 관람객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더불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시작한 경우이다. 규모는 국립이나

다른 사설 대형 박물관과 비교 시 떨어지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유명

한 곳이 와카야마(和歌山) 현립박물관이다. 와카야마현 내에 남아있는

풍부한 문화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문화재 및 박물관자료

들을 적극적으로 수집·보관·조사·전시하여 그 성과를 일반인들에게 보급

하기 위해 건립 된 곳이다. 와카야마 현립박물관은 시각장애인에게 박물

관자료를 공유하고 이용을 촉진하는 것도 공공시설로서의 박물관의 역할

이라고 간주하고, 만질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을 추진하고 누구라도 즐겁

고 쾌적하게 박물관 및 박물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와카야마 현립박물관은 ‘만질 수 있는 복제본 제작’을 행한 곳이기도 하

다. 많은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는 자료를 눈으로 보고 설명을 읽는 시각

적 형태의 전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있어

박물관은 장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

어야 하며 활용되어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필요함

을 알고 와카야마 현립박물관에서는 인근 고등학교인 와카야마 공업고등

학교와 협력하여 산업디자인과 학생의 실습 일환으로 문화재 복제본을

제작하였다. 제작 결과물은 입체 프린터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성형한 복

제물로서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플라스틱 소재로 자세하고 비교

적 저렴하며 만지기 쉬운 전시 복제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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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학생의 실습 일환으로 전시 복제본 제작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에도 만져서 읽을 수 있는 전시도록을 제작했다. 단순하게 점자 처

리 된 도록이 아니라 그림을 만질 수 있는 전시복제본과 함께 만져서 읽

을 수 있는 전시도록도 제작하였다. 이것은 두꺼운 종이에 문자와 사진

을 컬러 인쇄하고 인쇄면에 특수 수지 투명 잉크로 점자 사진의 윤곽선

을 나타낸 책자이다. 내용은 와카야마현립 와카야마맹인학교 교사들과

함께 검토하고 도판을 가촉화함에 있어 어떻게 선을 그릴 것인가 등, 맹

인학교 교사들에게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제작한 전시도록은 일반 인쇄

와 투명한 돌출 인쇄를 거듭하여 비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점자만으로 쓰인 책은 점자를 읽을 수 없으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이 전시도록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10> 만져서 해독하고 읽을 수 있는 전시도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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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에서는 만질 수 있는 전시복제본과 만져서 읽을 수 있는 전시도록

을 활용한 전시를 로비와 상설전시실에 전시하고 있다. 실제로 견학을

했던 와카야마현립의 와카야마맹인학교의 학생들의 감상평을 보면 단지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손으로 만질 수 있어 보다

이해하기 쉬움을 알 수 있다.77) 이와 같은 만질 수 있는 전시는 시각장

애인뿐만 아니라. 정상 시력을 가진 어른, 아이도 즐길 수 있다. 즉, 시각

정보를 얻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획된 전시이지만 비장애인들도 전시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박물관의 유

니버설 디자인의 하나의 방향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쿠레시(呉市)해사역사과학관<그림11>은 메이지이후 일본의 근대화 역사

인 「쿠레시(呉市)의 역사」와 근대화의 초석이 된 조선, 제철 등 「과학

기술의 변천사」를 통해 당시의 생활문화와 선인들의 노력을 알리기 위

해 건립된 시설이다.

<그림 11> 쿠레시(呉市)해사역사과학관전경과 출입구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77)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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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 「고령자·신체장애자가 원

활히 이용 가능한 특정 건축물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히로시마현 복

지마을 만들기 조례」, 「복지마을 만들기 정비 매뉴얼」을 따랐다. 이는

일본에서 이미 적용되는 하트빌딩(heart-building)법78)을 포함하여 추가

적용 된 법안들이다. 쿠레시 해사역사과학관은 장애인용 주차장과 전용

엘리베이터, 건축평면을 색으로 구분하여 전시내용을 전달하는 사인 등

물리적 접근만이 아니 정보접근성도 뛰어난 시설물이다. 건립 후 접근성

이 높은 건물에 주는 하트빌딩건축물로 지정되었다.79)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일본의 노령화 사회로서의 최적화된 빌딩으로 인정 받을 만한 부분으로

서 쿠레시 해사역사과학관은 특이하게도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에 세심한

78)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촉진에 관한 법률로서

일본의 대표적인 장애인을 위한 법령이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보다

나은 자립과 사회참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양질의 건축물을 키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 이후 2003년 4월 1일 일정 요건의 시설들이 배리어 프리를 의무화하도록

개정. 배리어 프리 건물은‘하트빌딩인정마크’가 교부된다.

79)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 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2012년 12

월, p.106.

<그림 12> 건물평면을 색으로 구분하여 전시내용, 경로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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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오스토메이트(ostomate, 인공배설기 사용자) 배려

설비가 갖추어진 다기능화장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배려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령화 사회에서의 특징으로서 외부

활동 시 화장실 이용 회수의 증가에 따른 배려이다. 특이 사항으로서 일

본 노년층의 장루(직장암, 대장암 등의 외과적 수술이후 복부에 만든 인

공항문) 수술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배려하여 장루 세척 화장실이 기

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지하철 역사의 화장실에

도 장루 세척 화장실이 기본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기에 당연하게 취급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노년층의 여가 생활이 고려 된 부분으로서 이들에

게 편리하고 장벽 없는 관람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일본 미술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

책과 방침의 기본 골자는 사회 소외계층으로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

한 관람객들을 배려하는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년간 진행

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과 베리어프리 인증 제도 경험을 통해서 보다

완성되고 지자체 내의 여러 기관, 교통 인프라 등과 연계된 통합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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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즉 미술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하

는 것이 아니라 시, 현, 도 단위의 여러 기관들과의 복합적인 연계운영으

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고령화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

는 한국의 경우 잠재적 ‘장애인’ 즉 고령으로 인한 거동의 불편, 시력과

청력의 저하 등의 인구가 많아 질 것이기에 일본의 고령화 사회에 최적

화 된 베리어프리 미술관 장애인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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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 미술관의 장애인 대상 시설 및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현황

1. 국내 미술관의 장애인 대상 시설 현황

시설 측면에서의 현재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련 현황은 비교적 양호

한 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80)에 나타난 전국 90개의

미술관에 대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모니터링 결과를 볼 때 시설 측면

에서는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앞서서 열거 된 여러 장애인

인권과 복지 기반의 법적 규제 및 법안 등 이외에도 여러 건축과 소방법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요구 되는 최소한의 사항들이 형식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다.

<표 7>은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

지법 이행 모니터링 의 ‘시설물 접근이용’ 부분이다.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시설물 접근 이용

장애인 관람객의 보조견 및

보조기구의 반입

장애인 관람객의 보조견

보조기구의 반입 금지

편의시설 설치 의무
장애인 관람객의 편의시설

미제공

<표 7>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관련 조항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해당 조항에 대해서 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

의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 되었다. 의무 및 권장사항 편의시설은

<표 8>과 같다.

80)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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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술관

매개시설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의무사항

의무사항

의무사항

내부시설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시

의무사항

의무사항

의무사항

위생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의무사항

권장사항

권장사항

안내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의무사항

권장사항

권장사항

기타시설

관람석, 열람석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편의 시설

-

권장사항

권장사항

<표 8> 미술관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해당 조항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의 결과는 양호하며, <표 8>에

서의 조항에 근거하여 볼 때 조사 대상 미술관들 대부분이 법적 의무사

항을 다 지키며 장애인 보조기구와 보조견들의 미술관 입장에 대해서 제

한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가 되는 영역은 바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 영역이다. 특

히 안내시설 부분에서 유도 및 안내설비에 대한 부분이 장애인들의 관람

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에 문제가 된다. 대부분의 국내 미술관들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서 문화시설유

니버설디자인 에서 전시물 벽면설치 관련 내용을 들 수 있다. 아래 <그

림 14>를 보면 성인, 초등학생 그리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작품의 설치 높이를 결정 할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해당 설치

작품과 관람 거리에 따라 실제 눈높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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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

<그림 14> 문화시설유니버설디자인의 전시물 벽면설치 관련 가이드

벽면에서 관람지점까지의 거리에 대한 고려 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다.

(출처: 문화시설유니버설디자인)

미국의 경우 이런 유사한 조항에 대해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행하고 평가받고 인증을 받는다. <그림 15>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

의 장애인을 위한 설치 가이드라인으로서 국내 기준과 달리 관람객의 관

람 거리를 고려해서 휠체어를 탄 사람의 눈높이를 43인치에서 51인치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을 넘어 실제 장애인을

위한 배려와 관심을 가졌을 경우 가능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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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일반인들과 휠체어 이용 관람객을 위한 설치 높이

(출처: 스미소니언 박물관)

이 외에도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경우 전시품의 설치에 대해서 다양한 경

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몇몇 예를 보면 전시품이 테이

블 진열로 된 경우(<그림 16>)나 지팡이를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한 전

시품의 설치 높이 등이 있다(<그림 17>).

<그림 16> 일반인들과 휠체어 관람객들을 위한 테이블 높이

(출처: 스미소니언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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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지팡이 사용자 관람객을 위

한 전시물 높이 가이드라인

(출처: 스미소니언 박물관)

<그림 17>의 경우를 보면 지팡이 이용 관람객이 설치 된 전시품에 근접

해서 관람할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를 충분히 높게 하여 전시품의

하단으로 지팡이가 짚어 질 수 있게 가이드를 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2007년부터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개발한 2007년 '디자인 서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중 공공 공간 부분의 세부항목들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내용을 보급하며

적극적으로 이행한 곳들은 시설면에서 기준 1과 2를 지키면서 어느 정도

의 프로그램도 공유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어서 2011년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복지

시설 유니버설디자인가이드라인’을 개발 하였고 이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도 서울시와 유사한 정책을 따른 경우이다. 이에 서울과 경기 지

역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련 시설물은 법적인 범위 안에서는 모두 합격점

을 받고 있다. 반면 지방의 미술관들은 서울시와 경기도만큼 시설을 갖

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법적 요구사항들은 다 지켜지기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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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제공 되고 있다.

서울시청전시관의 경우 공간 자체가 원래 새로 건립 된 서울시청 청사에

있기에 시설적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법적 충족 조건은 다 준수한다.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전시관과 도서관이기에 노인 연령층과 아이들을 위

한 고려 사항들이 잘 되어 있다. 해당 도서관과 이어져 있는 전시 공간

은 기존 도서관의 장애인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장애인자료

실은 보존서고 및 자료검색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또한 도서관인 만큼 전시와 촉각도서 및 배포자료를 최대한 많이

구비했다. 이외 관련된 점자도서들이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전시와 도

서관의 콘텐트를 백분 활용하기 좋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공공도

서관의 원 취지로서 베리어프리 정책이 지켜져 있는 곳이어서 전시 공간

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의 경우 시각, 청각, 지체 장애인들과 어린이 및 노

인 연령층에 적합하다.(<그림 18>)

<그림 18> 서울시청도서관의 벽면서가와 점자도서, 촉각이미지와 점자 도서전

(출처: 서울시청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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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의 활용으로 장애인들에게 최적화 된 환경을 전시 때 제공하는

경우가 또 있다. 서울에 위치한 광진 문화예술회관은 2005년에 개관한

문화복합 공간이며 규모는 지상 6층 지하 3층이다. 700석의 관람석 중 8

석의 장애인 관람석이 법적 기준에 부합되게 잘 설치되어 있고 이외 문

화예술 복합 공간으로서 전시공간을 통해서 미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시설에 계단이 최소화 되어 있으며 자동화 된

입구 등 휠체어 이용자, 장애인 및 노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1층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로서 작은 규모이지만 장애인들과 거동이

불편한분들에게 특화 된 관람석과 시설로 이루어진 공연장과 전시 공간

이 있다. 하지만 광진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시설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현재 장애인 관련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비상시 프로그램

으로 콘텐트적 한계가 있어, 앞으로 전문적인 상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

<그림 19> 계단없는완만한경사로의출입로와투명엘리베이터

(출처: 광진문화예술회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전반적인 시설 중 최소한의 계단 설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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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 및 안내 데스크(사용자의 키와 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고려) 등

을 설치한 점을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그림 20>)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의 경우 여타 미술관들과 다른 점은 ICT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통

한 편리 제공이다. 아날로그의 감수성과 디지털의 범용성을 갖춘 디지

로그 박물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정보기술(IT)과 문화기술(CT)이 결합된

새롭고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시설안내는 무빙안내스크린으

로 검색이 가능하며 한국어 외에 영어로도 제공되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그림 21>) 관람객은 자신이 소지한 스마트폰이나 박물관에서 제

공하는 갤럭시 탭, 그리고 전시관 내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통해 전시

관람 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로봇을 이용한 안내도 가능한데

로봇의 스크린을 통해 대화형식을 유지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

다.81)

<그림 20> 평지로 접근성을 높인 박물관 입구와 휠체어의 접근성을 고려한 안내데스크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81) 문화체육관광부, “유니버설디자인 실태분석 및 문화적 적용방안 연구”, 2012년 12월,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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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입체무빙스크린 시설안내기와 대화형 로봇안내기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국내 미술관들의 시설적 측면은 외국과 비교 했을

때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세부적인 실행사항이나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구체성이 떨어져 실제로 적용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으며,

그나마 있는 조항들도 실질적인 현장을 반영했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존

재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국내 미술관의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현황

국내 미술관과 해외 미술관들과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다.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적 측면이 강하며 주로 미술관에서 이루

어지는 교육 프로그램과 미술 치료 등에 상당 부분 치우쳐 있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 해외의 경우 미술관 본연의 목적인 관람을 통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교육적인 요소는 부가적으로 동반된다. 이

런 차이는 장애인을 위한 미술관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미술 관련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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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는 지원사업, 장애인 접근성 확대 지원사업, 문화 활동 프로그램 등

이 있다. 이는 주로 소외지역,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다

많은 이들에게 보편적인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이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장애인문화접근

성 확대 지원사업’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사

업으로서 ‘문화바우처’라고 하여 저소득 장애인들이 주관사업자를 통해

선정된 뮤지컬, 무용, 연극, 대중음악공연, 미술전시회, 영화 등을 선택하

면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무료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복지

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시

설 접근성 향상 및 문화․체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장

애인영화제 개최, 장애청소년 관련사업, 장애인박물관교실, 장애인현장

(탈춤, 공예)교실, 손으로 느끼는 민속교실, 장애청소년국악문학강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미술관의 경우도 이런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장애인들이 문화 바우처를

통하여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안내판,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청각자료 등 기본적인 시설과 자료

를 구비하고 있다. 심지어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처럼 수화 통역사가 준

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화

통역사를 활용하여 전시를 관람하는 청각장애인이 거의 없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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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술관

빈도 비율

모두제공 - 0

일부제공 4 5.6

제공안함 4 5.6

요청없음 63 88.8

합 계 71 100

<표 9> 청각장애인 요청에 의한 수화통역사 배치 여부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위 데이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미술관의 장애인을 위한 인적편의 제

공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태는 80.3%가 미제공이라는 사실이다.82) 이

또한 장애인들이 미술관측에서 인적편의 제공여부를 몰랐다는 사실이다.

반면 해외의 경우 적극적인 수화통역사, 다채로운 시청각자료 제공,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터치-관람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조각품을 만지면서 촉

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프로그램), 시각화가 가능한 능동적 설명 전문

가 제공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적편의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인 홍보로 더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대분류로 주요 미술관과 국내 대표미술관

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부분으로 리스트를 작성했다. 주요 미술관은 주로

중소미술관을 다뤘고 대표미술관은 시설 및 규모면에서 가장 큰 국내 미

술관 세 곳을 선정했다. 주요 미술관 리스트는 2014년 12월 현재 문화관

광부에 등록되어있는 국공립 및 사립 미술관 중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

도시에 위치한 미술관을 대상으로 연간 입장객 수가 1만 명 이상의 곳들

을 선별한 후 장애인 시설 기준 3가지 중 2가지를 충족하는 곳들을 선정

했다.(<표 10>)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련 시설의 경우 최소 법적 요구 사

항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설치 여부는 충족된 곳들이다. 기본적으

로 장애인에 대한 시설적 측면을 1. 법적 요구사항, 2. 지자체별 유니버

82)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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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디자인 적용 기준 준수 여부, 그리고 3. 민간차원에서의 베리어프리

적용 여부 등 3단계로 수준을 분류 가능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시설적

측면은 1. 법적 요구사항만으로 한정했다.83)

<표 10>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지역의 연간 1만 명 관람객 미술관의 장애

인 프로그램 현황

83) 이는 현재 국내의 경우 유니버설 및 베리어프리 등의 기준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가 공공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는 있지만 미술관용으로는 없기 때문에 이

번 조사는 법적 요구사항만으로 한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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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를 조사했으며, 실시하

는 경우 상설로 운영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리스트에서 특이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 추가로 분석을 진행했다. 국내 대표미술관으로는 국립현대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했다. 이

세 미술관은 앞 장에서 분석된 미국과 영국의 대표 미술관들과 비교 시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이에 준하는 수준의 미술관들이다.

대표 미술관들의 경우 SWOT 분석을 통해서 강점과 약점에 대한 방안

을 찾아냈다.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과는

달리 교육프로그램은 주요미술관들의 경우 34%만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이 있다. <표 10>을 보면 44개 주요미술관 중 15군데만이 장애인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은 비상시로 운영되며 상

설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5군데 밖에 없다.

부천시박물관의 경우 2011년부터 <감각의 확대, 관계의 확장> 전시 이

후 다양한 전시와 내용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비상시로 구성

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이 장애물 없이 박물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가 개최 되고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활용이라는 목적으

로 기획된다. 이 프로그램은 감각작용 중 대부분 시각을 매체로 이루어

지는 전시에서 소외되기 쉬운 시각장애인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

공하고, 일반 관람객들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상

호간에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사회관계망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시각적 감각에 중점을 두는 기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한

계를 넘어 ‘본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넓혀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 모두에

게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84)

84) 부천문화재단 부천통_온라인뉴스레터 Focus

<http://blog.naver.com/mybcf?Redirect=Log&logNo=501260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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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준미술관의 경우 비상시로 열리고 있다. 수요와 참여자 모집 등의

어려움으로 빈번하게 개최 될 수 없으나 그래도 국내에 소수 기관들만이

상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가장 최근에 열린 것은 2014년 장애

아동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이다. <나의 실험

TV> 만들기 프로그램은 장애인 참가자들이 백남준 텔레비전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이를 연령과 장애에 맞춰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더 다

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규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확

대 발전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질적 차원에서의 유지도 장애

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행 횟수와 프로그램

의 질적인 이슈의 조화를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소마미술관은 다른 미술관에 비해 비교적 대상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교

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은 사회공헌프로그램 범주에서 봄학기, 가을학기로 구분하여 일 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에 따른 비정기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프로그램인 ‘행복한 미술관 나들이’는 한 학기당 6회,

1회당 20명을 정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초, 중학교 특수학급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적 혜택이 적은 장애

아들에게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자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아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

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며 전문적인 교사를 투입하여 장애아 스스로 직

접 작품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 교육 담당자에

따르며, 국내 장애아들을 위한 미술관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항상 조기에 접수가 마감되며 관련 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신청으로 무료로 진행되

는 프로그램이지만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점과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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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국내 주요 미술관들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시설은 국외 유명 미

술관 못지않은 수준이지만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이에 대표적인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

립중앙 박물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 수준을 SWOT 분석틀을 활용

하여 강점(S), 약점(W), 기회(O), 위험요소(T)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출

했다.

1)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다양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맞춤형

작품 감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가

비와 점심식사를 무료로 지원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체험 위주로 진행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장애인 대상

으로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미비하여 장애

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시설 측면에서도 MP3를 통한 작품 안내 등 모바일 서비스

및 촉각 팜플렛을 구비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객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

아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관람객 개개인의 실질적 필요를 고

려하기보다 미술관의 공익적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교육 수혜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겉치레로 끝나는 경

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중장기

적 관점에서 교육 대상자들의 미술 감상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측면에서는 단순히 MP3

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유형별로 어떤 동선으로 이동

하여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 작품을 안내할지를 연구하여 개선할 필요

가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관련하여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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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속성(S)을 추구하면서 가능성과 도전을(O)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

이해결여와 이해부족을(W) 해결하면서 전문성과 평가의 결여를(T) 해결

하고 발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린이, 주부, 외국인 등 다양한 그

룹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이러한

강점은 자칫 각각의 프로그램의 전문성 결여로 이어질 위험요소가 되기

도 한다. 시설면에서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은 장애인을 배려하여 도로에

서 미술관 입구까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타 미술관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

술관 내부는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 부대시설 입구에만 점자블럭이 설

치되어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전시를 관람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기는 힘들게 되어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립미술관 본관은 전시공간에

작품 파손 방지와 근접 접근을 막기 위해 벽면에 설치된 미술작품과 설

치작품, 그리고 전시장 바닥에 전시되어 있는 조각작품과 설치작품 주위

에 보호선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가이드 등 다른 도움이 없이 혼자

서 전시품 가까이 접근해서 오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

다. QR코드와 스마트폰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앞으로 체

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가이드와 수화통역자들과 연계된 프로그램으

로 발전할 경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매우 유용

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장애인 교육프로

그램과 관련하여 다양성을 통한 수혜자의 증대(S)를 유지하면서 신기술

도입이라는 도전(O)을 추구하면 수혜자 관점의 부족(W)을 해결하면서

서울시립미술관에 아직 없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특별한 방침 없이 발

행 된 장애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문제(T)도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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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장내에 전시품 모형 촉각체험을 제공하여 다양한

모형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시각장애인에게 전시품에 대한 설명만 하기보다는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감상효과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2003년부터 지금까

지 꾸준히 장애인을 위한 관람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고 있

어 국내 미술관 및 박물관을 통틀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면

에서는 가장 우수하다는 평을 듣는다.

시설 측면에서는 지하철 출구부터 박물관 입구까지 점자 블록이 끊김없

이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역시 내부 점자 블록은 연속적이지 못하여

관람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반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상주

하고 있어 언제든지 수화로 전시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외

에도 가이드 없이도 작품설명을 들을 수 있는 PDA와 MP3 플레이어를

제공하며 장애인에게는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장애인뿐 아니라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휠체어를 구비하고 있다는 것도 시설 측

면에서의 장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관련하

여 특화와 새로운 시도(S)를 목표하고 있다. 이를 밑받침하기 위해서 다

양성을 통한 수혜자의 확장(O)을 이루어야 한다. 반면 하드웨어적 미흡

을(W) 보완하면서 유지보수 미흡(T)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국내 주요 미술관들의 SWOT 분석

전반적으로 국내 미술관들의 시설적 측면은 해외 우수 사례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 지지는 않는다. 이미 법적 제도적 요구 사항들이 있고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

련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 11>과 같이 SWOT 전략 매트릭스로

분석하면 현재 국내 미술관들이 강화하고 기회를 타진해야 할 사항들과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알 수 있다. 국내 미술관들의 강화전략(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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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성-무료-IT-체험' 이라는 키워드로 정리 가능하다. 이런 키워드

가 시사 하는 것으로서 향후 강화전략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다양성을

통해서 보다 많은 장애별, 수준별, 상황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을 확

충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대상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관람

수혜자를 확장함으로서 미술관들이 원래의 공익적 취지에서도 보다 많은

요소들을 채워 줄 수 있다.

(출처: 정재명, 국립중앙박물관 조직 및 업무진단 )85)

또한 IT는 국내의 높은 기술과 빠른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일반

화를 고려하여 새롭고 더 편리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을 뜻한다. 체험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직접 시도하고 만들고

하는 것으로서 직접 참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보다 전

문화되고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내 미술관들의 방어전략(WT)은 ‘근본적 이해 결여-적용부족-평가 미

흡-전문성 부족-외부협력업체 부족-체험위주’ 같은 키워드로 정리 가능

하다. 이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운영진과 이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

적 방침 즉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함을 뜻한다. 공익적 사업으로서

85) 정재명, “국립중앙박물관 조직 및 업무진단”, (한국행정연구원, 2007), p.72.

공격전략

강점을 살리며

기회를 활용

SO전략

Strengths

+

Opportunities

WO전략

Weakness

+

Opportunites

ST전략

Strengths

+

Threats

WT전략

Weakness

+

Threats

방어전략

약점을 보강하며

위험을 극복

<표 11> SWOT 전략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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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이미지 및 공익책임의 일환으로만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에

국내 미술관들은 보다 궁극적인 목표를 찾고 이를 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방침의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도출된 약점(W)과 위협

(T) 요소들에 대한 해결 방안들을 단순하게 적용 시 과거의 잘못된 정

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오히려 이는 시도하지 않은 것보다 못

한 결과가 된다. 가령 점자블럭을 도입 했으나 법적 요구선 에서만 제공

해 오히려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그 예이

다.86)

이러한 적용부족의 잘못을 바로 잡고 수정 보완 조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는 거

의 없으며, 이 부분은 속히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 문서화 되어 적용해야

하는 분야이다. 외국과 달리 체험위주 즉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교육

에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만 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외국에 수출

가능한 장애인 교육 콘텐트로 자리 잡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각 담당

자들과 스텝들의 전문성 결여는 외부협력업체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부

분이다. 가령 시각 장애인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고 효과 있는 설

명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을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다. 이런 국내 미술관들의 방어

전략(WO)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준비 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더불어 기획된 전시와

교육 등에 대한 평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

국내 주요미술관들과 대표미술관들의 사례에서 얻어진 방어전략(WO)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세우면 각각의 미술관에서 장애인들에게 더 적

합하고 편안한 관람과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

서 열거 한 선별기준에서 1) 법적 장애인 시설 준법 사항들을 이행하는

86)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들의 점자블럭 설치가 대표적인 예

이다. 전시작품 앞, 에스컬레이터 입구와 출구,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만 점자블럭이 설치

되어 있어서 가이드나 안내견이 없이는 그 위치를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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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넘어서고 2)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필요사항들을 지키며 3) 궁극

적으로 자발적으로 현존하는 최고 개념인 베리어프리 이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프로그램측면에서는 현재 국내법과 유니버설, 베

리어프리에서 가이드가 부족하므로 이를 위한 보완 방안이 시급하다. 이

를 위해서는 현재로서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각각의 미술관들의 자체적

인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해외 벤치마킹 사

례를 통한 분석과 적용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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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문화적 생활, 특히 미술관 관람 및 교육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의 선진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관람 시설에서부터 교육 프로그램에 이르

기까지 문화 향유에 대한 평등권을 일찍부터 보장해 온 것과는 매우 대

조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한 정책들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그나마 현재까지의 정책들은 탁상적이거나 그 규모가 작아서 큰 방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미술관의 장

애인 프로그램과 시설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측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미술관 대부분은 장애인을 위한 상시프로

그램과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내

미술관들은 상시 프로그램보다는 단발성이나 계절별로 한시적인 프로그

램만이 운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국·공립 박물관에서조차도 장애인

을 위한 상시적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된다 하더라도 전

시체험 유물의 교체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전시설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각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용 가능한 통합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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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아 장애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 두

개의 장애인 프로그램을 개설해 두고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상황에 맞춰

조금씩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영국 내 모든 박물관 및 미술관들의 장애인 프로그램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바로 1995년에 입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법(DDA)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고용에 있어서 장애인들 차별 금

지, 재화 제공에 있어서 장애로 인한 차별 금지, 시설물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차별 금지, 장애인 고용 관련 법적 조항을 만들고

국립 장애 위원회 (National Disability Council) 창설 등을 담고 있다. 여

기서 세 번째 조항인 시설물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차별을

금지한 것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들은 공공장소에 요구되는 모든 장애

인을 위한 시설물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과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

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미술관 중 대표적인 곳이 테이트 갤러

리, 대영박물관 등이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

램을 시작한 뉴욕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하여 뉴욕현대미술관들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상기 미술관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과 방침 등을 모두 다 아우르면서 미

국과 영국 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전시 및 관람 문화를 선도하는 곳은 미

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 (Smithsonian Institute)과 영국의 대영박물관

(The British Museum)이다. 이 두 기관은 장애인과 소외계층 관람객을

위해서 합리적인 정책과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유

명하다.

스미소니언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책과 방향성은 매우 상세하며

현실적이다. ‘스미소니언 전시 디자인의 접근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Smithsonian Guidelines for Accessible Exhibition Design), ‘스미소니언

출판물 가이드라인’ (Smithsonian Publication Guidelines)과 ‘스미소니언



- 81 -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라인’ (Smithsonian Guidelines for Accessible

Design)을 통해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정책과 방향성 및 실 적용사례를

볼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전시, 관람 경로 하나 하나에 있어 작품

관람을 위한 최적의 배치 각도, 최적의 조명에 대한 가이드에서부터 약

시를 위한 글씨체까지 정의하는 등 관람객에게 어떤 장애가 있든지 전시

회를 둘러보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세세한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

러한 사항들이 장애인 관련 정책이 분명한 미술관들이 대부분 따르고 있

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스미소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시 시

설 건설, 프로그램 준비 및 인력 교육을 진행하는데까지 이 가이드를 적

용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과의 대화시 사용가/불가 언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이를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도우미 인력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

한다. 스미소니언의 이러한 장애인 관련 정책안과 시행방안은 현 국내

미술관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정책으로서

끝나거나 개념적 접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스미소니언과 같이 세세

하고 배려있는 구체적인 적용안들을 준비하고 이를 매뉴얼화하여 배포하

고 시행 결과에 대해 꾸준히 평가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주요 미술관들 대부분의 장애인 관련 시설은 국외 유명 미술관 못

지않은 수준이지만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

다. 이에 대표적인 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국립중앙

박물관을 중심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의 현 수준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도

출했다. 국내 미술관들은 보다 많은 장애별, 수준별, 상황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대상을 확장하는 것

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과 모바일의 일반화 및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

등을 기반으로 전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 도입이 가

능하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미술관을 운영하는 운영진과 이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한 근

본적 방침 즉 취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궁극

적인 목표를 찾고 이를 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방침의 밑바

탕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정책 및 시행에 있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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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평가가 필요하다. 외국과 달리 체험위주, 즉 직접 작품을 만들어 보는

교육에 있어서 그 효과에 대한 평가만 잘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외국에

수출 가능한 장애인 교육 콘텐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

미술관의 4가지 접근성을 분석하여 이를 정리하면 <표 12>과 같다.

다.

장애별 한국 미국/영국 평가

시각

장애

/

약시

오디오 오디오 1

점자 (*일부) 점자 0

터치투어 (*일부) 터치투어 0

QR코드모바일 큰 글씨 1

가이드 (*비전문가) 가이드 0

휠체어 휠체어 1

장애인 주차장 (*위반) 장애인 주차장 -1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1

경사로 출입구 (*일부) 경사로 출입구 0

- 워크샵 -1

- 보조견 -1

- 갤러리 토크 -1

- 통신서비스 -1

- Access Group -1

합계 -2

청각

장애

가이드 (*비전문가) 가이드 0

수화통역 수화통역 1

휠체어 휠체어 1

장애인 주차장 (*위반) 장애인 주차장 -1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1

경사로 출입구 (*일부) 경사로 출입구 -1

- 워크샵 -1

- 보청기 -1

- Captioning System -1

- 갤러리 토크 -1

- 통신서비스 -1

- Access Group -1

합계 -5

<표 12> 미술관에서 제공되는 장애별 시설의 종류와 표시 및 평가.

국내 미술관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구비, 운영, 보유 시 0점 / 미국과 영국보다 우월

시 1점 / 미구비, 미운영, 미보유 시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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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각 담당자들과 스텝들의 전문성 결여는 외부협력업체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다. 가령 시각 장애인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상세

하고 효과 있는 설명을 해줄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의사소통(visual

communication)을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하며 더불어 기획 된 전시와 교육

등에 대한 평가 모델이 있어야 한다.

제 2 절 개선 방안

1. 방안 배경

앞에서 분석된 국내 미술관들의 강화전략(SO)과 방어전략(WT)의 실제

적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

로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로 이를 강화하자

는 것이 강화전략(SO)의 논리이다. 방어전략(WT) 또한 이를 최소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미술관이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결국 미술관으

로서는 미술관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구조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시간과 자원을 분배해서 장기적 목표와 계획 아래 누구를 위한-수

혜자가 누구인지-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신체

장애

가이드 (*비전문가) 가이드 0

휠체어 휠체어 1

장애인 주차장 (*위반) 장애인 주차장 0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1

경사로 출입구 (*일부) 경사로 출입구 0

- 오디오 -1

- 워크샵 -1

- 갤러리 토크 -1

- 통신서비스 -1

- Access Group -1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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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전략(SO)과 방어전략(WT)을 위해서는 미술관의 지배구조, 이해관계

자 그리고 장기적 목표와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 경영론에서 영리와 비영리 단체를 포함해서 사회공헌과 사회가치

창출의 진정성을 볼 때 그 조직의 의사결정 지배구조, 장기계획과 목표

의 유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과 동일하다.87)

현재 한국의 장애인관련 행정적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틀을 이루는 것

은 이미 열거 된 장애인평등 관련 법안들이다. 이외 시행령으로 분류된

여러 정책들 가령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과 베리어프리 정책의 시행 등

이 대표적이다. 국내 미술관들의 현주소는 바로 이 시행령급에서 멈춰진

상황이며 반면 외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확고한 선진 미술관들의 경

우 법과 시행령을 넘어서서 미술관들이 자발적으로 매우 우수하고 깊고

진전된 방침(scheme),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들을 각각의 미술관들이 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하면 크게 시설과 프로그램

으로 장애인에 대한 준비 부분이 나눠진다. 그리고 이 시설과 프로그램

에 영향을 주는 것은 법, 정책과 방침이다. 국내의 경우도 법과 정책은

외국 특히 미국이나 영국에 비교 시 낙후 된 부분은 없다. 오히려 IT 등

의 적용 등 어떤 분야에서는 앞선 경우들도 있다. 하지만 설립이념, 목

적, 목표 계획 등 미술관들의 각각의 전반적인 방침 부분을 보면 국내

미술관들은 실제로 문서화되거나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 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의 경우 1990년대 범세계적으로 강화 되었고 정책

또한 유니버설디자인과 베리어프리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 되어서 2000년

대에 확산되었다. 하지만 방침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이미 이

전부터 책정 된 방침을 수정보완하면서 강화했고 여기에 평가지침과 가

이드라인 작성으로 실제적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증가하고 있는

87) 안병훈, “전략적 사회공헌과 사회가치창출”, 기업과 사회(카이스트 경영대학원, 2013),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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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이 부분이 국내 미술관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다. 이를 미국-영국과 국내 미술관들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시각화해서88) 보면 국내 미술관들의 장애인에 대한 운영방안은 법과 정

책의 토대로 성장하였으나 형식적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프리 정책

으로 인해서 성장 정체가 일어나고 그 이후 미국-영국과 달리 미술관

자체 장애인 관련 방침이 없고 각종 평가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실하

여 계속해서 장애인들에게 제공 가능한 혜택이 정체되고 있다.

장애인 관련 법제화 된 부분들로서 1990년대의 법규89), 2000년대의 정책

과90) 2010년대의 방침91) 등을 정리하여 이를 시각화하면 세로축은 수혜

의 정도를, 가로축은 시간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수혜의 정도가 길어지면

질수록 즉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유

지하고 운영하는 기간이 길수록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이

수혜 세로축과 시간 가로축의 곱이라고 할 수 있다. 영리와 비영리 단체

들의 사회공헌과 사회가치창출 이론에서 말하는 장기계획과 목표와(X축

의 시간)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실제적 혜택의 정도(Y축의 혜택의 정도)

를 보여주고 해당 조직이 이런 Y와 X를 충족하는 방침을 세우기 위해

서는 지배구조가 잘 짜여야 하고 이렇게 세 박자가 잘 맞으면 바로 진정

성 있는 실천이 가능하다.

88) 상대적인 잣대로서 정성적 기술로 평가 된 정보를 그래프화

89)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 영국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한국은 한국장애인인권헌장 등이 있다.

90) 유니버설디자인과 베리어프리 운동 등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91) 미술관 각각의 장애인 관련 방침, 평가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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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미국-영국과국내 미술관들의 법-정책-방침에따른 장애인관련 정책의진정성

(출처: McGinnis, R. / 문정원)92)

국내 미술관들의 정체된 현 상태의 진전은 강점인 체험위주의 장애인 미

술 교육 프로그램은 현행 유지하면서 앞서 논의된 WT 해서 전략에 따

라 자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실현하여 확장하는 것으로 가능

하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없으

면 발전하기 힘들다. 즉 수정보완의 잣대가 없기에 추가적인 발전이 힘

든 경우이다. 이에 현재 한국 미술관들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장애

인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scheme), 평가 시스템의 벤치마킹 및 도입, 가

이드라인 작성과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적 방안 도입 등이다. 기술적 방

안 도입에서 국내의 경우 IT 영역은 발전 되어 있으나 시각적 의사소통

(visual communication) 기술이나 점자책 활용 기술과 촉각 활용 기술

92) <그림21>은 McGinnis, R.의 Enabling education: Includ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rt

museum programming 에서 논의한 미국과 영국의 법과 정책으로 인한 미술관이 장애인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의 발전에 대한 부분과 문정원의「장애인을 위한 박물관 교육현황에 따른 제안

에서 논의 된 국내 장애인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부분을 재구성하여 시각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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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부족하다.

2. 시행 계획

국내 미술관들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행계획(scheme)이 필요

하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영국과 미국 미술관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 미술관들의 경우 대부분 대영박물관의 장애인 평등 계획

(Disability Equality Scheme)과 같은 세부화된 장애인 관련 정책을 가지

고 있다. 이는 현재와 향후 해당 기관의 장애인 관련 운영 방안에 대해

서 그 방향과 목적 그리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획

하는 문서이다.

시행계획 문서는 미술관 설립 이념과 같은 맥락에서의 일관성 있는 적

용, 중장기적 계획을 통한 수혜자의 확장과 편리성 증대 그리고 다양한

부서에서 동일한 로드맵을 지니고 운영 하게 한다. 이는 보다 효과적으

로 기관 전체를 운영 가능하게 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앞 장에서 벤치마킹 사례로 소개한 미국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나 벤치마킹 사례는 아니지만 우수한 장애인 프로그램을 가진

영국의 영국자연사박물관의 시행계획(scheme)들을 들 수 있다. 영국자연

사박물관의 경우 장애인 시행계획을 발행하여 박물관에서 인쇄본을 열람

하거나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그림 23> 내용을

보면 목표, 방침, 평가 및 실행 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박물관의 설립목

적에 장애인 정책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평가 및 행동 지침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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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영국자연사박물관장애인평등계획.

(출처: 영국자연사박물관)93)

미술관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중장기적 장애인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원리원칙을 세워서 이행한다. 이는 단순하게 보면 영국과 미국의

법규와 규제로 인해서 이행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미술관들의 진정성과

그 정도를 보면 자체적으로도 얼마나 장애인 관련하여 진지하게 고려하

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가령 뉴욕현대미술관은 뉴욕현대미

술관이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통합미술교육 프로그램(“Inclusive art

education at the MoMA, New York”)으로 2014년 대표적 베리어프리

인증 및 시상 단체인 Zero Project 재단으로부터 혁신적 장애인 접근성

상(“Innovative Practice 2014 on Accessability”)을 받기도 했다. 뉴욕현

대미술관의 통합미술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1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이 체

험하는 교육으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다양한 교육 중 치매를 앓고 있는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전세계적으로 보급 되어 100여 개

이상의 미술관에서 벤치마킹 하여 사용되고 있다.94)

93) Natural History Museum, Disability Equality Scheme Report (2006).

94) 제로프로젝트 재단 <http://zeroproject.org/practice/inclusive-art-education-at-the-moma-new-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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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뉴욕현대미술관의 통합미술교육 프로그램

(출처: 제로프로젝트 재단)95)

3. 평가시스템 벤치마킹 및 도입

국내 미술관에 있어서 방어전략으로서 시급한 것은 평가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과 도입이다. 분명 모든 정책, 시스템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구

성원들은 완벽하지 못하다. 이에 지속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측정

및 평가하고 수정하며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하고 세밀하게

계획된 평가 방침이 있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장

애인 평등 계획에도 박물관의 자가 평가 방안이 있다. 물론 미술관마다

직접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평가서 작성은 쉬

운 것이 아니며 자체 작성에 앞서서 여러 평가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도

입하여 시험적용 후에 자체적으로 이를 가지고 최적화하는 것이 좋은 방

안이다.

현재 여러 다양한 평가 방식이 있으나 이중에 현재 한국 사례에 가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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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것은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접근

성 체크리스트(Accessibility Checklist)이다. 이는 미국연방예술기금과 전

미예술위원회연합(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이며 그 규모나 정확성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다. 자가 진단

을 목적으로 총 34페이지로 구성 된 것으로서 미술관이 “장애인 관련 법

과 규례들을 지키고 있는가?”, “시설들에 대해서 적용, 관리, 검사를 행

하고 있는가?”, “정책, 방침 등에 대해서 준비가 되었는가?”, “인적 자원

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 있는가?”, “비상시 장애인들을 위한 대피 요

령 및 방안에 대한 준비가 있는가?” 등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5분야로

나뉘어져 있다.96)

<그림 25> 접근성 체크리스트

(출처: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체크리스트를 따라 가보면 해당 미술관의 장애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짚

어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로서 <그림 25>에 있는 각 질문 항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5번의 경우 미술관의 구성원들 중 장애인이 자문위원회의 일원인지 여부

를, 6번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장애인 구성원과 논의하였고 이 설

문을 장애인 구성원이 답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7번은 시설적 측면에서

96)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Accessability Checklist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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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사항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전환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다.

앞에서 언급한 SO강화전략과 WT해소전략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내 미술관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 방안,

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적용안 등이다. 이중 정책과 방안의 경우 앞서서

열거 된 영국과 미국 미술관들의 사례가 적절하다. 평가의 경우 다음 장

인 결론에서 미국연방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접

근성 체크리스트(Accessibility Checklist)가 소개되었다. 그렇다면 국내의

경우 추가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체적인 적용

안일 것이다.

4. 가이드라인과 구체적 적용

구체적 적용을 위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1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한다.97) 해당 자료는 크게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도구 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이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또는 스미소니언

이 주관하는 모든 전시들의 접근성에 적용된다. 반면 디자인 도구 부분

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적용되는 실행적 부분으로서 가이드라인을 지키

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방안을 말한다. 스미소니언의 가이드라인은 미국

장애인 관련 3대 법안들을 모두 충족한다. 해당 법안들을 충족시키고자

스미소니언은 “모든 전시는 장애인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며 이는 공공에

게도 접근 가능하게”라는 모토를 원칙으로 세운다. 해당 원칙은 기존의

접근 방식인 ‘공공을 위하여 준비된 전시가 장애인들에게도 관람가능하

게’한다는 취지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는 그만큼 정책적으로 스미소

니언이 장애인의 관람 권한을 우선시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다.

반면 국내 체크리스트는 내용이나 분야면에서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대

표적 부실한 사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

97) Smithsonian Museum. Guidelines for Accessible Exhibiti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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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을 위한 인적서비스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표 13>, <표 14>와 같이 베

리어프리 관련 민간단체에서 제작한 체크리스트 등도 있으나 이는 정부

에서 작성한 것보다 더 열악하다. 국내 체크리스트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내용적으로 부족하고 섬세하지 못하며 충분한 예시가 없다. 이외에도 예

/아니오의 형태로서 해당 부분이 없을 경우 관련 내용으로 이동해서 설

명을 읽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표 13> 문화시설유니버설디자인의 전시장 체크리스트

(출처: 문화시설유니버설디자인)

<표 14>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를 위한 인적서비스 체크리스트

(출처: 문화시설유니버설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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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적 방안 도입

정책 및 방침 외에도 장애인들과의 소통 방안으로서 시각화 대화 기술,

점자 활용 그리고 3D 프린터와 촉각 기술을 이용한 기술적 방안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각화하는 기술(visualized

communication)의 경우 영국과 미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의 스텝들이 시

각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훈련을 받는다. 해당 스텝들의 경우 작품 설명

시 시각장애인이 해당 그림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그리며 상상할 수 있도

록 훈련하는 방안이다. 영국의 경우 미술관들이 장애인 관련 외부 전문

가 기관인 시각장애인 단체 (Action for the blindness)98)나 장애인 예술

가 협회 (Shape)99) 등을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받는다. 이 두 기관들과 유

사한 단체로서 호주의 경우에는 비전오스트레일리아 (Vision Australia)

라는 기관이 있다. 여기서는 시각장애인들과의 대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은 일반인들, 자원봉사자들 또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직원들에게 교

육하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으로 문서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

술관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직원과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미술관련 도서의 경우 국내 대표 미술 전시 및 교육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도서관과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자료실에

도 매우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강이 절실하며 보강 시 한국점자

도서관에서 소장한100) <손으로 감상하는 세계의 명화>, <손으로 감상하

는 우리의 건축물>, 그리고 <손으로 감상하는 세계의 건축물> 등을 벤

치마킹해야 한다. 해당 도서들은 기존의 점자책을 뛰어넘어서 시각장애

인들이 직접 그림과 도형들을 만지면서 명화의 아웃라인을 느낄 수 있으

98) 영국 시각장애인 교육 기관 액션포블라인드피플 (Action for Blind People),

<https://actionforblindpeople.org.uk>

99) 영국 장애 예술인 협회 쉐이프(Shape), <https://www.shapearts.org.uk>

100) 한국점자도서관, <http://infor.kbll.or.kr/index/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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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더불어 유명 건축물들을 손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6> ‘손으로 감상하는 세계의 명화’ 촉각그림과 점자 설명

(출처: 한국점자도서관)

<손으로 감상하는 세계의 명화>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폴

고갱의 ‘타히티의 여인들’, 빈센트 반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 등 유명

화가들의 명화에 대한 작품명, 작가이름과 출생 및 작고 년도, 작품 제작

년도, 작품의 종류, 작품 크기와 소장 장소와 작가와 그림에 대한 설명이

점자로 제작되었다.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배경과 그림의 인물이

구분되도록 종이를 덧붙여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촉각재료는 점 모양으

로 세밀한 부분을 찍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손으로 점선을 따라가거나 점

모양을 만지면 그림 속 인물의 생김새를 알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손

으로 감상하는 세계의 건축물>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시리즈로 프랑

스 에펠탑,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 등 세계적 문화재와 현대 유명 건축

물 19개의 촉각이미지와 점자 설명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미술과 건축, 또는 공예와 디자인에 관한 특수제작 도서들은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

므로 국내 미술관들도 지금부터라도 각 미술관과 박물관 소장 미술작품

과 다양한 미술과 예술, 건축과 공예 작품과 문화재에 관한 이미지와 내

용을 점자를 포함한 특수제작 도서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여 출판한 다

음 각 미술관, 박물관의 도서관과 자료실에 소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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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촉각도서와 점자도서를 이용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은 시각장애

인들에게 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 그리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적

능력과 교양을 더욱 높일 수 있어서 효과적이다.

점자책을 넘어서서 3D프린터를 활용해서 에펠탑 등을 출력하면 시각장

애인들이 직접 만지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로댕의

작품들도 소형 버전으로 직접 만지는 것이 가능하다. 외국의 미술관이나

박물관들에 비해 비교적 덜 개발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들 중 비교적 어느 정도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큰 글자로 된

전시회 관련 책자와 캡션’ ‘CCTV 확대장치’ ‘글자를 크게 보는 모니터’

‘텍스트 읽어주는 장치’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감응장치’ 등은 우리나라

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짧은 기간 안에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직접

적 문화적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들이다. 청각장애

인들은 장애 때문에 들을 수 없지만 미술관에서 직접 미술품을 관람하면

서 시설만 갖추어진다면 책자나 전시장에 부착된 전시설명서를 읽거나

모니터를 통해서 전시에 관한 설명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예

술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특수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들이 미술관과 박물관의 대표적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고, 이를 수용할 방법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의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일부 입체작품이나 모조작품에 대해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터치투어를 하고 있지만 서양화나 동양화 같은 회화작

품에 관한 터치 투어에 관한 체계적인 방안은 사실상 프로그램이나 시설

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시각장애인들이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소장

되어 있는 서양화나 동양화 같은 평면적인 회화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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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

<그림 27> 로댕의 작품과 에펠타워의 3D 프린터 버전

(출처: 한국점자도서관)

<그림 28> 라파엘의 작품과 2.5D를 활용한 표현

(출처: VRVIS)

이렇게 촉각그림판 구현을 확대하고 보급하면 보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미술관의 관람에 대한 공공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촉각그림판의 제

작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시스템화 되고 DB가 구축되면 재출력

이 쉽기 때문에 보급과 재설치 시 그 단가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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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즉 첫 전시의 경우 설치비용이 높지만 전시 횟수가 늘수록 원

가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재출력이 가능하고 비용이 상대적

으로 저렴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만지며 경험할 수 있게 할 수

있고 파손되더라도 손쉽게 여분을 출력하여 재전시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림 28>과 같이 국내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중요한 회화작품들이 촉각그림판(Tactile Art)으로 만들어지면 시각장애

인들이 마음껏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일부 작품에만 촉각프로그램

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세계적인 유명미술관들 보다 더욱 진보된 장애인

접근성 전시를 국내에서 시행되게 하는 장을 열 수 있게 된다.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내의 법적 범위 안에서 충족되고

있다. 이는 여러 법적 조항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와 편리에 대한 인

권적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특별시행령

등으로 미술관의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적 의무 사항들은 충분히 구축되

어있다. 관건은 운영적 측면이다. 법에서 강압적으로 요구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비했다고 한다면 운영은 진정성에서 나오기 때문이

다. 얼마나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교육하며 준비를 할지의 여부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얼마나 개발하고 유지 할지의 여부 등

은 각각의 미술관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고 반영하

며 고민하는지에 대한 근거이다.

이 논문은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국내 미술관들에 적용되어야 할 장애

인 관련 지침 및 평가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바

탕으로 국내 미술관들에 적용 가능한 장애인 관련 방침 및 다양한 실질

적 가이드라인 도출 및 적용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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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Museums’ Policies on the

Accessabi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mparative Study Between Museums in

Korea and Their Overseas Counterparts.

Jiyun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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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a museum is to provide exhibitions and

education for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and/or physical conditions. This purpose upholds the

universal nature of culture and art as well as the concept of

the cultural heritage of all humankind. Assurance of equal

access and opportunity for the disabled is also in line with this

purpose. The related laws and definitions from museum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domestic associations in

Korea support this goal in principle , if not yet always in

practice.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also satisfy their humanly desir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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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nd social activities by participating in museums’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s. However, in order for this

to be successfully achieved, people with disabilities need

additional support including specifically designed facilities,

education programs and special exhibitions that take into

account their limitations and meet their specific needs.

Many current exhibitions, facilities and programs of museums

in Korean lack or fall behind the standard of museums in

North America, Europe and Japan The main reason for this gap

between museums in Korea and their overseas counterparts is

the lack of disability related guidelines and evaluation criteria

based on strong policies supporting people with disabilities at

museums in Korea.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museums in both Korea and

abroad, suggests strategies for improving disability related

policies and programs in Korea using the SWOT framework

and recommends action plans for improving Korean museums’

policies, facilities, programs and exhibi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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