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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술관 도슨트(docent)의 역할갈등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

구이다. 미술관 도슨트를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를 통하여 미술관 도슨트

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처한 양면적 상황이 어떠한지 밝

히고 그들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나아가 미술관과 관람객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도슨트는 전시해설로 관람객의 감상을 돕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1907년

미국 보스톤에서 미술관에서 제도로 시작되고 우리나라에는 1996년 광주

비엔날레를 기점으로 도슨트 제도가 유입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국공립미술관에서 도슨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미술관의 관람

객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 도슨트의 실

상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도슨트의 교육적 효과나 도슨트의

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들만 이루어져왔다. 이는 미술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는 동시에 효율적인 경영을 요구받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도슨트가 전시해설 그리고 관람객의 감상을

도와야 한다는 두 가지 요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도슨트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는 건너뛰고 각각의 관점에서 도슨트의 효과나 제도의 개선만을

주목하고 있다. 이는 도슨트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리는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 자체를 살펴보고

자 하였으며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도슨트의 활동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

내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도슨트 집단 특유의 사고방식과 생

활방식을 관찰하여 기술하는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취하였다. 미술관 도슨

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미술관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여 두 개의 전시를

참여관찰하고 도슨트들과 도슨트담당 학예사들을 면담하였으며 현지조사

로 더욱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도슨트는 매 전시를 기준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전시해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선 미술관의 공식적인

준비과정을 따라 전시에 지원하고 미술관의 전시기획 의도에 따르는 한편



개별적인 자료조사와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자율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람객을 만나기 위한 대본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도슨팅’으로

관람객을 만났는데 이는 전적으로 도슨트에게 달린 것으로 도슨트의 권한

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도슨트들은 첫 ‘도슨팅’ 이후 전시가 종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완했으며 누적된 경험은 다음 전시에도 이어져 나

선형적인 발전을 보였다.

도슨트들은 자원봉사임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내야 하는 활동에 전업

주부이거나 프리랜서, 은퇴자, 대학원생으로 시간과 여유가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미적 체험의 희열과 성취감, 동료집단의 자극, 사회

적 기여에서 오는 자부심 등으로 도슨트 활동에 더욱 몰입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미술관의 직원도 아니고 일반 관람객도 아닌 자원봉사자 도슨

트로서 경계인이라는 혼란을 겪고 있었다. 도슨트의 이와 같은 상황은 고

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만드는 남성중심 고용과 가부장제의 결합, 프리랜

서나 은퇴자 등 고학력 비정규직이나 고용예외 인원을 만드는 고용불안정

성과 같은 한국사회의 고용구조를 바탕으로 둔 것이었다. 또한 미술을 문

화자본으로 선망하는 문화적 맥락과 자원봉사가 아니면 진입하기 어려운

미술관의 수직적인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 역시 바탕이 되고 있

었다. 여기에 더해 도슨트들은 자원봉사 도슨트 제도로 활동을 보장받는

동시에 제한받고 있었으며 주변인이나 관람객들의 인정과 무시, 미술관

내부인력의 인정과 무시라는 양면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도슨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양면적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경계인이라 여

기며 혼란스러워하는 역할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과 미술을 선망하는 문화적 맥락,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전

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를 간파하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제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도슨트들은 그 안에서 하나의 집단을 이뤄 미술

관과 관람객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간파와 제약을 벗어나

고자 하는 문화적 실천을 꾀하고 있었다. 이는 특히 관람객과의 만남에서

도슨트의 활동전략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는데 각각 미술관

의 의도를 우선시하지만 자신들의 활동을 교육으로 여기며 관람객을 고려

하는 미술관의 수호, 자신의 선호를 우선으로 하며 감상을 나누고자 하는



상대주의적 감상, 관람객을 우선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고 각자의 해

석을 독려하는 저항적 재해석이었다. 세 유형 모두 관람객과의 만남에서

일방적으로 미술관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감상, 해석이

라는 끊임없는 역동을 만들고자 하였다. 도슨트들은 그 자체로 미술을 가

장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이들이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그 자체로 미술문화

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었다. 결국 도슨트들은 관람객과 미술관 사이에서

미술향유의 폭을 넓히는 제3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을 일부가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드러내지 못한 도슨트의 활동을 보다 총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슨트가 미술관과 도슨트 사이의 둘을

고려하는 고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도슨

트의 전문성을 비롯하여 도슨트의 효과나 제도운영 등 도슨트 관련 연구

들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미술관 도슨트, 문화기술지, 역할갈등, 경계인, 미술향유, 제3의

역할

학 번: 2016 - 2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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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도슨트의 역할갈등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미술관 도슨트(docent)의 역할갈등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ethnographical case study)이다. 미술관 도슨트를 대상으로 한 현장연구를

통해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처한 양면적 상

황이 어떠한지 밝히고 그들의 활동이 역할갈등을 넘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도슨트는 ‘가르치다’라는 뜻의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로 영·미의

박물관에서 전시실 해설 자원봉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하였다.1)

1845년 영국에서 도슨트가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1907년 미국 보스턴 미술

관(Boston Museum of Fine Arts)이 자원봉사 도슨트를 제도화한 이래 도

슨트 제도가 미국 전역에 이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다.2) 도슨트의 제도

화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박물관·미술관에서 전시물에 대한 설명

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이해를 돕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다.3)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도슨트 제도가 유입되었

고 1996년 삼성미술관에서 도슨트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공립미술관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술관은 우리나라의

법에서도 밝히고 있듯,4)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

지하기 위한” 곳이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화나 대중음악/연예에 비

1) Neill, A., “Museum Docents’ Understanding of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10), p.68. quoted in Bleick, C, “A volunteer in
art education: The art museum docent”. Art Education 33(1980), pp.19-20.

2) 류재만, 「어린이를 위한 전문 도슨트에 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18(2005),
p.50.

3) Gringer, A. & McCoy, S., The good guide: A sourcebook for interpreters, docents
and tour guides, (Arizona: Ironwood Publishing, 1985), p.4.

4) 2016년 2월 3일 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2항은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박물관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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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술 전시는 별로 즐기지 않는다.5) 미술관도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

고 관람객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도슨트 제도 역시 그 노

력의 일환인 셈이었다.

이제 도슨트 제도는 미술관의 관람객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시를 소개하는 신문기사에서도 도슨트 시간을 알려줄 정도로 관람

객들이 도슨트를 따라 전시를 관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6) 연

구자들 역시 도슨트 제도가 2000년 이후 국내 박물관·미술관에서도 활발하

게 진행되어 미술관을 찾기 전에 도슨트 시간을 체크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

이 되었다고 말한다.7)

위와 같은 상황에서 미술관 도슨트에 대한 연구 역시 등장하기 시작하였

지만 정작 미술관 도슨트의 실상을 보여주는 연구는 부족했다. 지금까지 국

내 미술관 도슨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도슨트의 교육적 효과나 제도 운

영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교육의 관점에서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

로서 도슨트를 주목하거나 경영의 관점에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도슨트에 주목한 것이다.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도

슨트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도슨트에 관한 연구도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역

시 주로 교육적 효과나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사례연구 역시

그와 같은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도슨트의 교육적 효과나 제도 운영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미술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는 동시에 효율적인 경

영을 요구받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미술관이

받는 교육적 요구에서 접근한 것이라면 후자는 관람객의 만족이라는 요구에

서 접근한 것이다. 이는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통하여 관람객의 감상을 도와

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관 도슨

트는 미술관이 요구하는 전시해설의 역할과 관람객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둘 사이의 차이가 있을 때 역할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5) 2017년 문화쳬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예술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전시회 관람

(12.8%)은 영화(73.3%)나 대중음악/연예(14.6%)와 같은 대중예술에 비하여 낮은 수치
이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11/6/2/index.board?bmode=read&aSeq=365

705&pageNo=6&rowNum=10&amSeq=&sTarget=title&sTxt= 2018.12.2.

6) 박혜연, 「전시보러 갔다가 도슨트에게 치인다」, 『위키트리』, 2018.2.1. http://www.

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26914, 2018.11.1.

7) 곽민경, 「국립현대미술관의 도슨트 프로그램 사례 연구」, 『교원교육』, 4(2006),
p.246.



- 3 -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도슨트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역할에

갈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그와 같은 갈등이 일어나는지, 도슨

트의 활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기보다는 그

것을 건너뛰고 도슨트의 활동을 각각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포착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도슨트가 실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밝히지 않은 채 도슨트

의 제도나 효과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다. 이는 도슨트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리는 것에 가깝다.

따라서 도슨트에 대한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슨트의 활동을 밝히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적인 접근보다는 질적인 접근이 적합하

다.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슨트의 활동을 살펴보고 드러내기 위해 도슨

트들의 일상적 언어와 행동을 최대한 그들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할 것

이다. 이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한 집단 특유의 사고방식과 생

활방식을 연구자가 관찰하여 기술하고자 하는” 문화기술지의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8)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를 통하여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드러내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도슨트들이 활동하는 미술관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하여 참

여관찰과 면담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도슨

트의 활동을 기술, 분석, 해석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 양상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미술관 도슨트들의 활동 양상이 어떠한지 기술하기 위함이다.

미술관 도슨트가 전시에서 관람객에게 전시해설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

어지는가 살펴보고자 함이다. 도슨트의 활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안에

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다음 전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일련의

과정으로서 활동의 양상을 기술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선행연구

8) 조용환,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1999), p.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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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다루지 않거나 일부분만 다뤘던 도슨트의 활동과정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냄으로써 도슨트 활동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둘째, 미술관 도슨트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미술관 도슨트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다시 말하면,

미술관 도슨트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무엇인지 분

석하기 위함이다. 분석은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나 변수를 확인하고

그것들 간의 관계를 추론이나 검증의 과정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9)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들이 일상적 상황과 그

기저에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활동을 촉진하고 제한하는 매개상황을 확인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도슨트가 전시해설로 관

람객의 감상을 돕는 이로서 전시해설과 관람객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기대

를 요구받는 상황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양면적 상황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

고 심층적인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요컨대 도슨트의 활동이 일어나는 복

합적 맥락과 그 이면에 내재한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슨트가 처한

현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끌어내고자 한다.

셋째,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기술하고 두 번째 연구문제

에서 도슨트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냈다면 이 질문은 도슨트의 활동이 어떠

한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기 위함이다.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도슨트가 처한

상황분석을 바탕으로 검토함으로써 도슨트의 활동이 양면적 상황을 넘어 어

떠한 의미를 갖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부연하면, 도슨트의 활동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활동에서 전시해설과 관람객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역

할에 갈등이 있는지 있다면 도슨트의 활동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의

미를 갖는지 그 의미를 해석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는 즉 도슨트의 활

동이 전시에, 미술관에, 관람객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해석하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도슨트의 전시해설이 실제 어떠한 역할을 하

고 있는지 그 의미를 확인하는 동시에 지향해야 하는 방향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 조용환, 「질적 기술, 분석, 해석」, 『교육인류학연구』, 2(1999), 교육인류학회,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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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도슨트를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을 벗어나 도슨트의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

구는 우선 연구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

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문화기술지 연구를 간략

히 소개하고 이것이 도슨트의 실상을 살피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어떤 특성

을 드러낼 수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개념정의를 통해서 ‘대상황-

(매개상황)-소상황’이라는 개념틀이 어떻게 도슨트의 상황적 구조를 드러낼

수 있는지, ‘역할갈등’, ‘간파’와 ‘제약’ 개념이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드러내는 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 개관

본 연구는 미술관을 연구현장으로 한정하여 미술관 도슨트에 주목하고 있

지만, 미술관은 미술 분야의 전문박물관으로 박물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

다.10) 또한 도슨트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역사박물관, 과학관 등 다양한 분야

의 박물관에서 전시를 해설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선행

연구들 역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하여 다루고 있기에 본 연구도 역시

미술관과 박물관을 구분하거나 미술관 도슨트로만 한정하지 않고 도슨트 용

어에 대한 검토 후 미술관 도슨트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도슨트는 1845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1907년 미국의 보스턴 미

술관에서 처음으로 제도로 도입되었다. 당시 보스톤 미술관의 총무였던 길

먼(Gilman)이 도슨트라는 용어를 제시하며 도슨트는 “관람객들을 즐거움으

로 이끄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11) 도슨트의 출발은 ‘전시 안내

인’의 의미와 ‘가르치는 이’라는 의미를 함께 갖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분야 박물관에서도 도슨트 제도를 받아들이며 도슨트라는

10) 해외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을 뮤지엄(museum)으로 통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
술관과 박물관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2조의 정의를

참고하면, 미술관은 엄밀히 말하여 미술 분야 전문박물관으로 박물관에 포함되는 박물

관의 하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
/%EB%B0%95%EB%AC%BC%EA%B4%80%EB%B0%8F%EB%AF%B8%EC%88%A

0%EA%B4%80%EC%A7%84%ED%9D%A5%EB%B2%95/(13966), 2018.11.8.

11) Gilman, B.I., “Museum docent”, Proceeding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9(1915),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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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확산되었다.12) 1983년 웹스터 대학사전(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에는 ‘전시장 투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1987년 랜덤하우스 사전

(Random House Dictionary)에는 ‘지식을 갖춘 안내인’, 특히 ‘박물관이나 미

술관에서 관람객에게 소장품, 전시작품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람’으로 도슨트

를 정의하고 있다. 이로 보건대 길먼이 정의한 도슨트가 일반적인 의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13)

국내에서는 광주비엔날레를 시작으로 도슨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미술관과

박물관으로 제도가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과학관에서도 제도를 도입하여 도

슨트가 활동하고 있다.14) 신응철에 따르면, 2008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도슨트를 ‘전시해설자’로 부르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전문작품해설사’ 혹

은 ‘메디에이터’,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는 ‘박물관 교사’로 불렀지만,15) 현재

는 모두 도슨트로 통칭하고 있다. 요컨대, 해외의 제도를 도입하며 국내에서

는 그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지식을 갖춘 안내인

으로서 전시를 해설하는 이들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도슨트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슨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위와 같은 도슨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전

시해설에 무게를 둔 교육의 관점과 관람객의 만족에 무게를 둔 경영의 관점

으로 나누어지지만 둘 다 궁극적으로는 관람객의 만족을 목적으로 두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중심이 관람객으로 옮겨온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16)

먼저 교육의 관점에서 도슨트를 다룬 연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도슨트가 주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분하여 보면, 우선 도슨트를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

는 비공식적 교육자로 보는 연구들로 미술관을 포함하여 박물관 전반에서

12) Glaser, R. & Zenetou, A., “Museum Professional Position Qualification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useum: A Place to work Planning Museum Careers, (Routledge,
1996), p.91.

13) Petitte, C., “Attitudes of Selected Volunteer art museum docents toward role
socialization and performance”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4),
p.11.

14) 이정화, 「과학관 전시해설에 대한 경력 도슨트의 생애사 연구」, (박사학위논문, 조선
대학교, 2012), p.37.

15) 신응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도슨트의 위상」, 『철학탐구』, 24(2008), p.224.
16) 김누리, 「미술관 관람객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도슨트 프로그램 전략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5),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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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주로 학생 대상의 도슨트 프로그램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검토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하는 등의 도슨트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초점을 둔다.17)

여기에서 짚어보아야 할 것은 도슨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연구들

이다. 해외의 경우, 알렌과 크롤리(Allen & Crowley)가 4명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박물관 도슨트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으나 이는 교

육의 관점으로 교수-학습에만 초점을 둔 것이었다.18) 스웨니(Sweney)는 미

술관 도슨트의 사례 연구로 도슨트의 양성과정부터 전시까지 살펴보았으나

역시 교수-학습이론에 바탕을 두고 학생의 학습에 초점을 두었다.19) 국내의

경우는 배진희·손지현이 도슨트와 미술관 관람객 간의 담화분석을 시도, 다

17) 주요 연구를 정리하면, 해외에서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도슨트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
는 Unrath, K. & Luehrman의 “Bringing Children to Art-Bringing Art to Children”,
Art Education 62:1(2009), pp.41-47. 과학분야 도슨트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Ryder, V.의 “A Docent Program in Science for gifted Elementary Pupils”,
Exceptional Children, April(1979), pp.629-632. Pyatt, R. E., Rosser, T. & Powell, K.,
“Undergraduates as Science Museum Docents”, The American Biology Teacher
71:1(2009) pp.16-19.
국내에서 미술관 도슨트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연령별로 다양한 사례연구가 진행되었
으며 다음과 같다. 류재만, 「어린이를 위한 전문도슨트에 대한 연구」,『미술교육논
총』, 18(2005), pp. 49-68. 박혜성, 「어린이를 위한 미술관 전시해설 스크립트 구성방
안」,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11. 정가현, 「어린이 도슨트가 어린이관람객의
박물관 학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2013. 전은주, 「통합적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지도방안 연구 –고양아람미술관 <신화와 전설전>에서 초등학
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2014. 백령, 「미술관교육의
이론과 실제 –국립현대미술관의 청소년을 위한 현대미술체험교실-」, 『미술교육논
총』, 18(2004), pp.227-268. 김수지, 「중고등학생 대상 노인 도슨트양성 프로그램 개발
-민속박물관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2015. 곽민경, 「국립현대미
술관의 도슨트프로그램 사례연구」, 『교원교육』, 4(2006), pp. 241-257. 남지연, 「대
학생 창의 인성교육으로서의 도슨트 프로그램의 교육적 의의-ASYAAF 도슨트 프로그
램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14.
더불어 과학분야 도슨트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
로그램 개발을 논의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박영신·이정화의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도슨트 제도 개선 연구」, 한국지구과학학회, 33(2012), pp.200-215. 김효선·김경훈,
「국내 과학관 도슨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과학예술포럼, 9(2011),
pp.3-12. 윤리나·김경화, 「비형식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니어도슨트’제도 활용에
대한 연구」, 『현장과학교육』 8(2014),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 pp.247-256. 김행미,
「과학해설사 양성 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6. 정희운, 「자
연사박물관에서의 청소년 도슨트양성프로그램 개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8.

18) Allen, L. & Crowley, K., “Challenging Beliefs, Practices, and Content: How
Museum Educator Change”, Science Education, 98(2013), pp.84-105.

19) Sweney, B., “Student learning in an Art Museum: A study of Docent-led Tours
and Changes in Docent Training to Improve Visitors’ Experiences”,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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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상호작용의 의미를 탐색하였으나 이 역시 학습에만 초점을 맞추어 대

화를 분석하였다.20) 또한, 과학 분야에서도 도슨트의 담화를 분석하는 사례

연구와 도슨트의 전문성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교육에 초

점을 맞추어 보고 있다.21) 도슨트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사례 연구

를 진행하였다고 해도 교수학습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슨트를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도슨트를 평생교육이나 성인학습의 맥락에서 보는 연구들이다. 국내

연구는 주로 성인학습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도슨트 프로그램의 운영과

개선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22) 성인학습자로서 도슨트에 주목하는 연

구 중 질적인 접근으로 도슨트의 활동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긴 하지만 역시

학습이라는 주제만으로 좁혀서 살펴봄으로써 제한적으로 포착하고 있다.23)

해외의 연구들도 마찬가지로, 도슨트가 관람객을 만나기 전이나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과정, 도슨트로서 성장과정을 부분적으로만 포착하고 있다. 또

한 교수-학습에만 초점을 맞춰 살펴봄으로써 교육적 측면만 주목하고 있

다.24)

20) 배진희·손지현, 「미술관 관람객과 도슨트 간의 담화분석을 통한 상호작용적 학습경험
연구」, 『조형교육』, 48(2013), pp.189-218.

21) 도슨트의 담화를 분석한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문영 외 3명, 「과학박물관 도슨
트의 관람 안내 담화 내에 나타난 스캐폴딩 양상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한국
과학교육학회 34(2014), pp.499-510. 이주연·이정아·김찬종, 「자연사박물관에서 관람객
의 학습을 중재하는 도슨트의 담화특성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한국과학교육학회, 30(2010), pp.815-835. 도슨트의 전문성을 탐구한 연구는 박영신,
「상황학습을 통한 과학도슨트의 전문성 탐구」,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대한지
구과학교육학회, 8(2015), pp.98-113. 이정화·박영신, 「생애사적 방법으로 탐색한 경력
도슨트의 과학전시해설 전문성 연구」『한국지구과학학회지』, 한국지구과학학회,
34(2013), pp.257-273.를 들 수 있다.

22) 이병준·박지연은 「박물관·미술관 도슨트의 직무분석 연구」『미술교육논총』,
22(2008), pp.379-396.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직무를 분석하고 있다면 정경애, 「현대미
술관 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01. 이소현, 「평생교육으
로서 뮤지엄 도슨트프로그램 발전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2010. 정
종미, 「시각적 문해력을 위한 교육방법 연구」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5. 에서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도슨트프로그램을 검토하거나 개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강지영,
「박물관도슨트 전시해설 평가기준 개발연구」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13.에서는
교육적 기준에 맞춰 평가 기준 개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3) 이순원은 「박물관 도슨트의 경험학습 과정 분석」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2015.에
서 경험학습 이론으로 도슨트의 경험을 학습과정으로 포착하고 있으며 민수영은 「성
인학습자로서 박물관 도슨트의 경험의 의미」『평생교육학연구』, 평생교육학회,
3(2007), pp.143-168.에서 현상학적 방법으로 도슨트를 살펴보았음에도 도슨트의 경험
을 교육적으로만 주목하고 있다.

24) Grenier, R. & Sheckly, B.는 “Out on the Floor-experiential Learning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Preparation of Docents”, Journal of Museum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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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나 내용상 도슨트를 교육자

로서 보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의 연구들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거

나 윤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도슨트를 일종의 교육자로서 주목하고 질적

연구를 통하여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있다.25) 이들 역시 각 사례에 질적

으로 접근하지만 인종이나 계급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주제에 관한 교육적

상호작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요컨대,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도슨트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개선, 효

과에 주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도슨트 활동에 주목한다 해도 준비과정이

나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장면 등 일부만을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도슨트를

교육자로만 한정하여 활동을 제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의 관점에서 도슨트를 다룬 연구들이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도슨트를 자원봉사자로서 주목하는 연구로 해외의 경우, 도슨트의 지

원과 모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국내는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33:1(2008), pp.79-93.에서 도슨트가 관람객과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경험적 학습에 주목하였고 Grenier, R.은 “The Role of Learning in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in Museum Docents”,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2006.
pp.142-147.에서 도슨트가 초보에서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을 성인학습의 측면을 탐
색하였다. Noe, J.는 “Docents Being Museum Visitors”,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Iowa, 2006.에서 도슨트의 관람객으로서의 경험을 탐색함으로써 도슨트
본인의 교수학습과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면 Chenoweth, E.는 “Becoming
Ambassadors of Informal Learning: Docents’ Development within a Museum
Community of Practice”, Ph. D.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2009.에서 구성주의
교육의 관점에서 도슨트의 교육적 발전과정을 탐색하였다. Castle, M.은 “Interpreters,
Docents and Educators: Ways of Knowing, Ways of Teaching in a History
Museum, an Art Gallery, and a Nature center”,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2001.에서 도슨트가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에서 교수학습하는 방법에 주목하였
고 Neill, A.는 “Museum Docents’ Understanding of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2010.에서 도슨트와 관람객의 상호작
용을 상징적 상호작용의 개념틀을 이용하여 교육적 과정으로 주목하였다.

25) Arnold, E.는 “Tales Told on the Tour”, Southeastern geographer, 48:3(2008),
pp.265-287.에서 북캐롤라이나의 플랜테이션 박물관의 도슨트 프로그램의 담론분석으
로 노예제의 논의에 주목하였고 Lynn, C., “Interpreting our own: native peoples
redefining museum education”,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1997.
에서 도슨트프로그램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을 어떻게 재정의하는가에 주목하였다.
Houts, R.은 “The Olinda Oil Museum and Trail, orange county california: History,
preservation, and docent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2012.에서 캘리포니아의 첨예한 문젯거리였던 기름에 관련한 박물관에서
도슨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주목하였다면 Rudham, G.은 “Preserving race and
class: a critical ethnography of urban art museum docents, backstage and front
stage performances”, Ph.D. Dissertation, Morgan State University, 2012.에서 비판적
문화기술지의 방법으로 도슨트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인종과 계급의 문제에 주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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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6) 이들은 주로 양적 연구들로 도슨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궁극적으

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 도슨트 제도에 주목하는 연구로 해외의 경우, 도슨트양성프로그램과

도슨트프로그램의 검토와 개발, 도슨트프로그램의 세분화, 개선 제안을 들

수 있다.27) 국내 역시 도슨트양성프로그램과 도슨트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

방안, 세분화된 제안을 보여주고 있다.28) 이들도 대부분 양적 연구로 도슨트

26) 해외의 경우는 Coeyman, M.의 “Are you a Know-it-all? Museums Want You”,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Jun(1998), pp.1-4. Bills, J.의 “How to Give a Guided
Tour: Wondering what it takes to be a museum docent? Pleas step this way”,
Yankee, 82:4(2018), pp.28-29. 등 자원봉사자의 도슨트의 지원을 촉구하며 도슨트의 모
집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안창희, 「문화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
문, 단국대학교, 2010. 조인선, 「시니어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뮤지엄 활성화 방
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2011. 변지혜,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미술
매개자 개발연구」,『문화예술경영학연구』,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1(2015), pp.41-59.
에서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활성화를 강구하고 있으며 김세준, 「박물관 자원봉사자의
참여동기와 참여강도 및 참여행동과의 관계연구」, 『예술경영연구』, 2(2015),
pp.227-255.는 자원봉사자 도슨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 「국립민속박물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역량 개발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
문, 중앙대학교, 2009. 「박물관 전시해설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 한국박물관학회, 16·17(2009), pp.127-141.등은 도슨트의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자원봉사자 도슨트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7) 도슨트양성 관련 주요 연구로는 Grenie, R.의 “Do As I Say, Not As I Do:A case
Study of Two Museum Docent Training”, Adult Education Research Conference,
(2005), pp.35-39.과 Lachapelle, R. 등의 “Rethinking Docent Training at the Montreal
Museum of Fine Arts: A Pilot Project”, Canadian Review of Art Education, 43:1
(2016), pp.170-183.를 들 수 있으며 도슨트 프로그램의 제안으로 Schmeidler, J.의
“Shared Visions: Reflections of a Blind Docent”,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3:3(2013), p.29.와 Wilburm, D.의 “A Docent’s Perspective: From tour guide to
advisor”,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3:3(2013), p.30.에서는 시각장애도슨트를,
Meyer 등 3명의 “Improving Art Museum Accessibility for adults with acquired
hearing Loss”, Curator the Museum Journal, 1(2016), pp.55-60.에서는 청각장애도슨
트를 주목하고 도슨트의 세분화와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Stark, R.은 “Cultivating
Shared Leadership with Docents and Staff”, Journal of Museum Education,
41:1(2016), pp.22-28.에서 도슨트와 스텝 간의 리더십 공유로 도슨트를 북돋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Fernandez, K.는 “caught in the middle:thoughts and observations on the
Information needs of art museum docents”, Art Documentation, 29:2(2010), pp.36-39.
에서 도슨트를 위한 도서관 개선을 제안하는 등 도슨트 제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김현정,「도슨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도슨트양성 교육프로그램」,『미술세계』,
7(2005), pp.44-49.은 도슨트양성제도를 다루고 있으며 조현경, 「국내테마전시에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시인력 task 고찰과 방안」,『예술과 미디어』, 2(2015), pp.102-110.
김태현, 「한국비엔날레 도슨트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대학교, 2010. 최아영, 「도슨트운영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연구-국립현대미술관 서
울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4. 김찬미·김보연, 「전시가이
드 프로그램의 현황과 전시연계프로그램의 필요성」, 『디지털디자인학연구』, 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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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덧붙여, 도슨트프로그램의 개

발과 관련하여 도슨트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으며,29) 모바일 앱, 키오스크, 오디오가이드 등 여타의 매체들과 도슨트를

비교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30) 이들은 도슨트의 필

요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슨트는

효율성보다 관람객의 만족에 무게를 둔 것임을 보여준다.

셋째, 도슨트 제도의 효과를 다루는 연구들로 도슨트의 기여에 초점을 두

고 있는데 해외도 국내도 아직은 주로 단편적 사례를 제시하는 수준에 불과

하다.31)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도슨트 제도의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을 관람

pp.234-242. 김누리, 「미술관 관람객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도슨트프로그램 전략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5.에서는 도슨트 프로그램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김지영, 「사진전문 도슨트에 대한 연구」,『한국사진학회지』,
23(2010), pp.27-38.에서 도슨트 제도의 세분화를 제안하고 있다.

29) 도슨트를 대체할 모바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연구로는 허유경,「디지털미디어기
반 미술정보활용방안 연구:미술감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16. 구지향·김태양·신동회, 「어포던스에 근거한 박물관 및 미술관
모바일 도슨트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3(2014),
pp.789-799. 이은미·이강희, 「추상화추천기능을 가진 인공지능도슨트 구현」, 『기초조
형학연구』, 4(2014), pp.415-421.을 들 수 있다. 모바일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로
는 정다운·안형준, 「박물관 도슨트 모바일앱의 특성이 사용자의 만족도와 재사용 의도
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016), pp.329-341. 장준영 외 3명,「사
용자 경험 디자인을 통해 개선된 스마트 도슨트가 사용자 관람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도 박물관을 중심으로」,『한국HCI학회학술대회』, 2(2017), pp.46-49.
구지향·신동희, 「사용자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도슨트 어플리케이션 연구」, 『한국
HCI학회학술대회』, 12(2014), pp.292-299. 박선희·장석주, 「모바일 가이드를 활용한
박물관 관람객 경험모델 연구」, 『Design Convergene Study』, 2(2013), pp.232-241.
김현아·박용완·변현화, 「박물관에서의 전시설명 매체가 가족단위 관람객들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 도스트와 모바일기기(PMP)를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10(2017), pp.545-556.
등이 있다.

30) 도슨트와 여타의 매체를 비교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종미, 「도슨트와 모바일 가이
드가 관람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람경력과 박물관 유형에 따라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2010. 정현희·정홍인, 「디지털 아트관람에 있어 도슨트와 전시해설
매체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연주·손주영,「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와 관객과의 감성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전시해석매체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디지털디자
인학연구』, 4(2010), pp.433-442. 김현숙, 「관람객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전시해석
매체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추계예술대학
교, 2006.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양적 접근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매체에 따른 관람
객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도슨트가 여타의 매체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31) Pekarik, A.의 “Docents as Ambassadors”, Curator, 2(2008), pp.147-149.는 도슨트를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지역사회의 대사관으로 명명하며 그 효과에 주목하였다면 임은제
는 「I Have nothing to say and I am saying it 전시에서 필요한 것-도슨트없이 진행
할 수 없는 전시」, 『미술세계』, 11(2008), pp.70-73.에서는 현대미술작품의 감상이 사
실상 도슨트의 설명 없이는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도슨트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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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만족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성과 함께 관람객이 미술관과

박물관 경영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와 같은 전제에서 도슨

트는 관람객을 중심으로 하는 미술관박물관의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

도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모두 도슨트

제도를 조명하고 있으며 이는 도슨트의 활동을 짐작하게 할 뿐 도슨트의 활

동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넷째, 도슨트 자체를 다루는 연구들로 관람객을 중심에 두고 도슨트의 궁

극적인 목적을 관람객의 만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역시 경영의

관점으로 분류된다. 국내 연구들은 주로 양적 연구로 관람객과 만나는 장면

의 담화 내용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도슨트 활동의 일부를 포착하고 있다.32)

해외의 연구들은 질적인 접근으로 도슨트의 활동을 살펴보고 있으며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처럼 교육적 효과나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으로 제한

을 두지 않는다. 관람객의 만족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이를 위하여

도슨트에 대한 이해를 선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

고 있기에 특히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메이어(Meyer) 외 3명은 도스트가 관람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 주

목하여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기술을 향상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와

효과를 검토하였다.33) 존스(Jones)는 4명의 미술관 도슨트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미술관 도슨트가 된 구체적인 동기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의 윤곽을 그려냈다.34) 그리너(Grenier)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하

나선엽, 「일상의 예술화로서 포스트뮤지엄」, 『미술교육연구논총』, 49(2017),
pp.47-71.에서는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대안적 공간으로서 복합문화공간
으로서 기능하는 포스트뮤지엄의 관점에서도 역시 미술관의 대중화에 도슨트가 한몫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2) 신응철, 「해석학적 관점에서 본 도슨트의 위상」, 『철학탐구』, 24(2008), pp.
221-242.에서는 예술작품의 해석 다양성과 이해 변화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도슨트를
관람객의 감상을 위한 해석자이자 안내자로서 규정하고 있다. 박응희 외 3명, 「박물관
교육방법으로서의 ‘해설’에 대한 교육학적 논의」, 『교육사상연구』, 1(2009),
pp.97-111.에서도 역시 해석의 다양성을 전제로 도슨트가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과 소통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지호, 「미술관 교육에 있어 동
시대미술의 소통적 방법에 관한 고찰」, 『한국예술연구』, 12(2015), pp.137-160. 이혜
진, 「한국의 미술관에서 대화 중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실태」, 『미술과 교육』,
1(2016), pp.109-126.에서도 양적인 접근으로 도슨트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고 마찬
가지로 작품에 대한 열린 해석을 전제로 도슨트가 관람객과 대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있다.

33) Meyer, S. ed., “Improving Museum Docents’ Communication Skills”, Curator the
Museum Journal, 1(2016), pp.55-60.

34) Jones, C., “Docent Remix: Profiles of Art Museum Docents in the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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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경력이 오래된 전문가 도슨트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융통성, 열정, 참여,

유머 감각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35) 마지막으로 페티트(Petitte)는 고프만의

사회적 역할의 개념틀을 통하여 도슨트가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고 수행하

는 인식과 태도를 검토하였다.36) 그는 도슨트를 다원주의자(the Pluralists),

교사(the Pedagogues), 전문가(the Professionals), 여주인공(the Prima

donnas), 낙천주의자(the Pollyannas)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도슨

트로서의 인식과 관람객과 만남에서 보이는 특성을 검토하고 있다.

위의 네 연구는 다른 선행연구들에 비해 도슨트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고 있지만, 역시 준비과정이나 동기, 관람객과의 상호작용 장면과

같은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도슨트를 개개인으로 주목하여

각각의 동기나 인식, 태도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는 도

슨트의 활동을 개인적인 맥락에서 드러낼 뿐이며 사회와 문화 속에서 더욱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일부에만 초

점을 맞춰활동의 양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과정이 갖는 맥락

과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도슨트는 보스턴 미술관

에서 처음으로 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식을 갖춘 안내인으로서 전시를 해설

하는 이라는 정의는 바뀌지 않았으나 그 의미는 계속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도슨트의 정의에 관하여 언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처음으

로 도슨트에 대해 가이드를 펴낸 그린더와 맥코이는 “도슨트는 교사도 아니

고 큐레이터도 아니며 행정가도 아니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아니지만, 이

것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의 조합”이라고 말하며 도슨트

에게 다양한 역할이 요구됨을 주장하였다.37) 버코(Burcaw)는 도슨트가 대중

과 직접 만나며 때때로 “해석하는 이(interpreters), 설명하는 이(explainer),

교사-안내자(teacher-guides)”가 된다고 주장하였다.38) 길티넌(Giltinan)은

Museum”,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12.

35) Grenier, R., “Taking the lead: a qualitative study of expert docent characteristics”,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4(2011), pp.339-353.

36) Pettite, C., “Attitudes of Selected Volunteer Art Museum Docents Toward Role
Socialization and Performance”, (Ph. 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84)

37) Gringer, A. & McCoy, S., (주 3), p.4.

38) Burcaw, G.E., “Introduction to museum work, Walnut Creek”, (CA: Altamira Press,
1997).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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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도슨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

전히 “큐레이터와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 사이의 매개자”(intermediaries)

라고 하였다.39) 국내에서는 유은희가 “전시관의 안내자이며 동시에 해석을

통해 작품과 관람객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커뮤니케이터’며 재

해석을 해주는 ‘스토리텔러’”라고 정의하였고,40) 이병준·박지연이 “박물관·미

술관의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언어적으로 전달하는 최후의 전달자”라고 하였

다.41)

위의 도슨트에 대한 정의들 역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도슨트가 관람

객의 학습을 돕는 이로, 나아가 관람객의 만족을 돕는 이로, 그 의미를 계속

해서 확장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도슨트의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하

는 것 역시 도슨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짐작케 하는 단초가 될 수 있어

도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도슨트의 활동을 다룬 선행연

구들은 교육이나 경영의 관점에서 도슨트의 특정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도슨트 활동의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도슨트의 실제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활동 일부만이 아니라 과정으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다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관점에서 활동

일부를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슨트의 실제 활동을 보다 총체적으로 드러

내고 그 의미를 밝히는 연구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의 방법으로 미술관 도슨트를 살펴보고자 한

다. 도슨트의 생활세계에 들어가 도슨트의 활동이 어떠한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의 활동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하여 실제 어떠

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도슨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보고자 한다.

2. 문화기술지 연구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한 갈래인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하여 도슨트의 실

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는 하나의 연구방법이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명칭이다.42) 흔히 양적

39) Giltinan, K., “The early History of docents in American art museums:1890-1930”,
Museum History Journal, 1(1), 2008, p.127.

40) 유은희, 「도슨트가 전시에 미치는 영향분석-2004년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석
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05)

41) 이병준·박지연, 「박물관·미술관 도슨트의 직무분석 연구」, 『미술교육논총』,
22(2008), p.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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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대비되는 연구기법으로 제시되지만 질적연구는 논리적인 토대이자

연구방법론으로 세상을 ‘구성’과 ‘해석’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현상학적 인식

론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43) 본 연구 역시 도슨트를 좀 더 있는 그대

로 살펴보고 이해하고자 하므로 ‘현상의 이름’이 아닌 ‘현상 그 자체’에 주목

하는 현상학적인 인식론에 바탕을 둔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 할 것이다.44)

질적 연구는 현재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연구방법만 해도 스무 가지가 넘지

만, 도슨트의 활동 자체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는 문화기술지의 방법

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연구대상 집단의 생

활세계 속에서 참여관찰을 통하여 얻게 된 그 사람들의 가치, 지식 기술을

정리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문화기술지는 말리노프스키(Malinowski)가 트

로브리안(Trobriand) 섬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현장연구의 기준과 전범을 제

시한 이래 인류학의 표준적인 방법이자 특징으로 확립되었고45) 양적 연구에

서 드러내기 힘든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타의 학문 분야에서도 점차

활용되고 있으며 미술경영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해외에서는 조이와 셰리

(Joy & Sherry)가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통하여 미술관 관람객의 미적 경험

에 관한 공감각적 접근을 보여주었다면,46) 국내에서는 박선영이 문화기술적

면담으로 미술관 전문인력의 시장지향성을 살펴본 바 있다.47)

윌코트(Wolcott)는 인류학자들이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수행해온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라는 세 가지 작업이 모든 질적 연구의 공통적인 작

업이 되었으며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더 치중하는가에 따라 질적 연구

의 다양한 접근방법들이 파생해왔다고 말한다.48) 현재 현지자료조사를 포함

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이 문화기술지 연구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꼽힌다.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특정 집단의 일상세계에 비교적 장기간 참여

42) 조용환, 「교육인류학과 질적연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2012, 교육인류학회,
p.2.

43) 조용환, (주 8) p.16.

44) 조용환,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교육의 본질에서 본 공교육 개혁의 의미」, 『새로
운 공교육의 이해와 실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2012) p.9.

45) 이용숙 외 4명, 『인류학 민족지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일조각, 2012), p.27.

46) Joy, A. & Sherry, J., “A Multisensory Approach to Understanding Aesthetic
Experien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2003), pp.250-282.

47) 박선영,「미술관 전문인력의 시장지향성에 관한 정성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학교, 2014)

48) Wolcott. H., “Posturing in Qualitative Research” (1992), in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ed. M. LeCompte, (New York: Academic Press,
1992), pp.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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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 기록,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자는 자신

을 도구 삼아 온몸으로 그들의 삶에 참여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 사

회의 구성·작동방식 및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을 의미화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49)

심층면담은 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참여관찰의 일부에 가깝다. 심층면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참

여관찰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50) 이는 양적

연구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조적 면담과 구별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과 방

식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고 상황적 유동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열린 형태의

비구조적 면담이다.51) 이를 통하여 참여관찰만으로는 연구자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포착하지 못하는 행동이나 사물의 의미, 연구 참여자

들의 의식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사고의 방식을 최대한 자

연스럽고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52) 질적 연구자들은 제대로 된

질적 연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참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료 간의 교차대조적 검토를 통하여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53)

본 연구는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취함으로써 도슨트의 생활세계를 살펴보

고 기술, 분석, 해석하고자 한다. 참여관찰을 통하여 미술관 도슨트의 생활

세계를 살펴보며 그들의 행위와 의미를 관찰하고 파악하고자 한다. 이 과정

에서 그들이 처한 물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과 그들의 행위와 의미,

관계 맺는 사람, 주요한 규범, 그리고 사건과 사람들의 관계 등을 전반적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면담을 통하여 미술관 도슨트의 이야기를 따라가

며, 이러한 경험들을 둘러싼 더 큰 배경, 맥락,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상호

관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풍부한 자료들을 얻고자 한다. 이들을 바탕

으로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그들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한다. 덧붙여 참

여관찰, 심층면담, 현지자료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들의

교차검토를 통하여 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미

49) 이용숙 외 4명, (주 45), p.106.

50)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2013), p.117.

51) 조용환, (주 8), p.120.

52) 이용숙 외 4명, (주 45), p.153-161.

53) 조용환, (주 4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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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더욱 생생하게 밝히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

3. 개념정의

(1) 상황적 구조54)

본 연구는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하나의 현상으로써 주목하고자 한다.

도슨트의 활동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도슨

트가 처한 상황과 그 이면에 내재한 구조를 드러내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대상황-(매개상황)-소상황의 분석틀로 그 내용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조용환 등에 따르면, 문화는 개인과 사회, 주체와 구조를 매개한다.55) 인간

의 행위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소상황과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대상황,

그리고 그 양자를 매개하는 다양한 문화체제 속에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 세 가지 상황을 연계해서 고려한다면 인간의 삶을 더욱 온전히 이

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황은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구체적·특수적·가시적·일상적·체험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

상황은 그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보편적·비가시적·비일상적·이론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매개상황은 소상황과 대상황, 양자를 매개하는 해석

적 메타-소통 상황으로서, 구조를 주체에 전달하는 한편 주체의 의지와 행

위를 구조에 전달하는 양면적 과정이 된다.

미술관 도슨트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 소상황은 연구의 참여자인

도슨트가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일상적이고 체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대상황은 도슨트 활동 이면에 작용하고 있는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론

적 상황으로 도슨트 활동을 가능케 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매개상황은 도슨트의 일상이라는 소상황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대

상황을 매개하는, 즉 다시 말하여 도슨트의 활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제한하

기도 하는 해석적 메타-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한 분석은 도슨트의 활동을 보다 총체

54) 상황적 구조는 쉔켈(Sünkel)이 1996년『수업현상학』이라는 저서에서 제시한 “상황의
구조”, “수업대상의 구조” 등과 같은 구조의 개념으로서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주체의
개념에 대비되는 구조가 아니라 요소들 전체로서의 조립, 부분들의 전체 속에서의 연
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쉔켈이 정의한 의미로 구조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55) 조용환·윤여각·이혁규, 『문화와 교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pp.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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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도슨트의 활동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도슨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도

슨트 제도나 도슨트의 교육적 효과에만 주목함으로써 도슨트의 활동이 이루

어지는 맥락 역시 경영이나 교육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냈기에 도슨트

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도슨트의 상

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도슨트의 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이 변화될 때 개인의 행위도, 따라서 현상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슨트가 처한 상황이 변화된다면 도슨트의 활동도, 따라서 활동이 갖는 의

미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슨트들이 처

한 대상황-(매개상황)-소상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도슨트의 활동이

라는 현상 이면에 도슨트가 처한 현실을 더욱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러

내고 이를 토대로 도슨트활동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역할갈등

본 연구는 도슨트가 처한 상황적 구조 속에서 도슨트의 활동양상을 역할

갈등의 개념으로 주목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도슨트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교육과 경영의 관점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도슨트를 미술관과 관람

객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도슨트에게 미

술관의 입장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기대하거나 관람객을 만족시키는 역할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도슨트가 전시해설로 관람객의 감

상을 돕는 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와 같은 기대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도슨트가 양면적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역할갈등의 개념을 통하여 더욱 분

명히 드러낼 수 있다.

역할 갈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역할 기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역할은 미드(Mead)가 역할 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

념으로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일관성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 정의하

였으며,56) 이를 정리하자면 개인이 해야 하는 맡은 바 임무나 직책으로 신

분이나 직위에 대해 사회나 조직이 기대하는 일련의 규범 또는 행위라 할

56) Mead, G. H.,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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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역할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역할은 기대되고 예상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

둘째, 특성은 규범과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셋째, 역할은 상호작용을 통해

의무와 권리를 주고받는다. 즉, 역할은 사회구조의 신분이나 지위와 연관되

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 타인의 기

대, 사회의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57) 역할 기대는 역할의 수행자가 어떤 행

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규범적 역할 기대와

예견적 역할 기대로 구분된다. 규범적 역할 기대는 문화적 가치 규범에 의

해 규정되거나 제도적으로 규정되는 반면, 예견적 역할 기대는 강제성을 갖

는 것은 아니지만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58)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도슨트 역시 미술관이라는 조직에서 활동하

며 따라서 조직 내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들

을 통하여 정리한 도슨트의 정의, 전시해설을 통하여 관람객의 감상을 돕는

것이 바로 도슨트의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도슨트는 전시해설 그리고 관람

객을 돕는 두 가지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으며 도슨트가 자원봉사자이기에

그 기대가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슨트가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할 갈등이란 역할을 맡은 자가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역할 기대를 하거

나, 역할 기대와 역할 지각 간의 충돌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인 갈등 상황을

말한다. 역할 갈등은 역할 내의 갈등, 역할 간의 갈등, 지위불일치로 야기되

는 갈등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59)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도슨트의

경우에는 역할 내의 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역할 갈등

의 개념을 세분하여 제시한 파릭(Pareek)의 분류에 따르면,60) 조직에서 자

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외부의 요구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는

데, 외부나 자신의 역할 기대가 양립할 수 없거나 충족되지 못할 때 역할

57) 박지영, 「탈북교사의 학교 내 역할갈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8),
p.21.

58) 김혜숙, 「교원‘전문성’과 ‘질’의 개념 및 개선전략 탐색」, 『교육학연구』, 41(2),
2003, p.33.

59) 김영돈, 「저직에서 지방공무원의 역할갈등 및 역할 모호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정부학연구』, 12(2), 2006, p.22.

60) Pareek, U., “Inter-Role Exploratio”. In The 1976 Annual Handbook for Group
Facilitators, ed. Pfeiffer, J.W. and Jones, J.E., (San Diego: University Associates,
1976), pp.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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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역할 갈등은 역할 내 갈등(intrarole conflict) 혹

은 역할 기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슨트가 미술관에서 자신이 맡은 전시해설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관

람객의 감상을 돕는다는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므로 이 둘이 양립할

수 없거나 충족되지 못할 때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역할 내

갈등이자 역할 기대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역할 갈등

의 개념으로 도슨트가 처한 상황 속에서 도슨트의 활동을 주목함으로써 도

슨트가 처한 상황의 구조적 문제점과 도슨트 활동의 역동적인 측면을 드러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도슨트 활동이 그와 같은 역할갈등을 넘

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해석하고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폴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고 논의함에 있어서 폴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의 개념을 전유하고자 한다. 의미를 해석하는 많은 방

법 중에서도 윌리스의 개념에 주목하게 된 것은 문화 속 개인의 행위를 해

석하는 데에 그의 개념이 주는 통찰력 때문이다. 그는 문화 속 개인의 행위

가 갖는 의미를 개인의 심리나 사회구조로 축소하는 접근과 거리를 두고 있

으며 그 자체를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윌리스는 문화적 현상으로서 개인의 행위를 생생하게 그려내고자 문

화기술지를 택하였으며 질적연구방법론의 현상학적 인식론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그는 문화 속의 개인의 행위를 문화라는 전체나 개인의 행위라

는 부분, 둘 중의 하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상

징과 맥락이라는 문화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검토한 조용환

의 분석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도슨트의 활동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자 하는 본 연구 역시 윌리스와 조용환의 관점과 마찬

가지로 역시 문화 속의 개인을 전체와 부분의 관계라는 구조 속에서 바라보

고 개인의 행위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하고자 한다.

인간은 문화 속 개인으로서 조건의 제약을 받는 상황적 존재인 동시에 행

동해나가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역동적

관계를 통해 동일한 현상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도슨트 역시

자신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상호작용과 역동적 관계를 통하여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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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상으로 활동을 펼쳐나간다. 본 연구는 동일한 관점에서 도슨트 활동

이면의 상황적 구조를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개념틀 대상황

-(매개상황)-소상황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그와 같은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역할갈등과 역동적 관계의 양상을 해석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윌리스가 제시

한 간파와 제약을 전유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폴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본 연구에 어떻게 전유할 수 있을지 짚어보고

자 한다.

폴 윌리스는 1977년 『학교와 계급재생산』에서 1970년대 영국 노동계급의

소위 비행 청소년들의 반학교문화에 주목하여 노동자계급 아이들이 다시 노

동자가 되는 과정을 세밀한 문화기술지로 보여주며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

한 개념으로 간파와 제약을 제시하였다.61)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학업성취

를 통한 계층 상승”이라는 학교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허구성을 일

찌감치 꿰뚫어 보고 남성적이고 전통적인, 육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들

특유의 “반학교문화”를 만들어나간다. 윌리스에 따르면 이는 그들이 자라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자집단 문화의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들은 반지성주의 성향으로 학업부진과 학교 부적응을 일으키고 결국

그로 인하여 다시 자신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노동자집단에 편입된다. 윌

리스는 그들이 “무지하지 않은 행위자들”로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를

간파하고 통찰하며 “저항적 실천”을 함에도 그것이 그들이 속한 제약 안에

서 왜곡되고 결국 스스로에게 불리한 결과로 돌아오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윌리스에 따르면, 간파는 하나의 문화 속에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

건과 전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꿰둟어보는 통찰력을 가리킨다.62)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끊임없이 순응하고 복종을 하면 성공할 수 있으며 자

격증이 좋은 직장을 보장할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비행 청소년들은 그것이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일 뿐 대다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에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제약은 이와 같은 간파를 방해하는 장애요소와 이데

올로기와 같은 영향력을 가리킨다.63) 예를 들면, 가부장제와 성차별적인 남

61) Willis, P., 『학교와 계급재생산:반학교문화, 일상, 저항 Learning to Labor : How
Working Class Kids Get Working Class Jobs』, (1981), 김찬호·김영훈 (서울: 이매진,
2004)

62) Willis, P., (주 60), p.252.

63) Willis, P., (주 60),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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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과 육체노동을 중시하는 남성 우월주의 등이 간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으려는 실천을 방해하는 제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윌리

스는 간파와 제약은 구체적인 문화 속에서 상호작용하므로 정확하고 엄밀하

게는 ‘부분적 간파’라고 보아야 하며 이들의 얽힌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문화기술지의 방법을 택하였음을 밝혔다. 요컨대 부분적 간파는 개인의 행

위와 개인이 속한 문화의 얽힌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으

로 부분과 전체의 구조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의 역동을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이는 문화와 그 속에 개인의 행위가 갖는 의미를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둘의 관계 속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그려낸다.

윌리스가 제시한 간파와 제약의 개념은 문화적 현상에 대한 그 설득력 있

는 설명에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연구자들 또한 그의 개념을 연구에 사용하

여 각자가 다루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분과학문에 따라 그 목

적과 초점이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사회학 연구에서 그의 개념을

주로 노동계급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경험을 보다 생생하게 드러

내고 그들이 처한 현실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편 교육학 연구에서는

그의 개념을 학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학생들의 경험과 그들이 처한 현

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64)

본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을 도슨트가 속한 문화 속의 실천으로서 주목하고

자 한다. 따라서 도슨트의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처

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간파와 제약의 개념으로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일터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구조 속에 개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술

관과 전시라는 문화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구조 속 개인의 행위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다. 또한 미술관의 전시라는 특정한 시공간에서만 일어나는

활동으로 일터나 학교에 비하면 미시적인 실천에 주목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간파와 제약의 개념을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이 문화적 실천

으로서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한정하여 전유하고자 한다.

64) 간파와 제약의 개념에 기댄 사회학과 교육학 연구들은 최근까지 꾸준히 등장하였으며
가장 최근의 사회학 연구는 2013년 이상길·이정현·김지현의「지상파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무인식과 노동경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4(2013), pp.157-205. 교육
학 연구는 2008년 양민정의「청소년 하위문화집단의 형성과정과 문화실천에 관한 민속
지학적 연구 : 인천지역 여자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2008.를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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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현장과 집단

연구현장은 본 연구자가 도슨트로 활동해온 시민미술관이다.65) 시민미술관

은 지방정부 산하 미술관으로 1988년 개관하였으며 2002년 신축한 건물로

이전 개관한 이래 2018년 현재에는 본관 외 2개의 분관과 5개의 시설까지

총 8개 분관 및 시설을 아우르는 공공미술관이다. 2009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동시에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으며 미술관 관련 규정에서도 이를 명시적으

로 밝히고 있다.66) 이는 미술관이 일반공중의 문화향유라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받는 동시에 효율적 경영을 요구받는 공공기관임을 보여준다. 이것이

시민미술관을 연구현장으로 선정한 기본적인 이유이다.

다른 이유이자 직접적인 이유는 시민미술관이 국내에 도슨트 제도가 도입

된 이래 도슨트 제도를 충실히 운영하는 미술관이기 때문이다. 국내는 해외

보다 비교적 늦은 1996년 도슨트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지금과

같이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도슨트 제도가 운영되기까지 시범 도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중단, 변경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67) 시민미술

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슨트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도슨트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도 모범적인 도슨트 제도의 사례로 꼽고

있다.6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도슨트의 활동을 보여주는 전

65) 미술관과 도슨트의 신원 노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미술관과 도슨
트의 이름 등 이하에 나오는 모든 고유명사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66) 책임운영기관(責任運營機關)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
는 사무에 대하여 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을 일컫는다. 이는 2008년 책임운영기
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도입된 개념으로 시민미술관의 경우, 시민미
술관이 속한 지방정부의 2008년 책임운영기관의 지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2009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67) 김태현, 「한국비엔날레 도슨트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
대학교, 2008. 최아영, 「도슨트운영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연구-국립현대미술관 서
울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4.에 따르면, 도슨트 제도가
처음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도입, 미숙으로 인한 중단, 체계화의 어려
움으로 인한 문제들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다.

68) 김현정,「도슨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도슨트 양성 교육프로그램」, 『미술세
계』, 7(2005), pp.44-49. 김태현,「한국비엔날레 도슨트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2008. 최아영,「도슨트운영프로그램 현황과 개선방안연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2014. 김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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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시민미술관은 2003년부터 ‘도슨트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

고 교육수료자 중에서 도슨트를 선발하여 2018년 현재 12기까지 약 150여

명이 시민미술관의 도슨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도슨트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20세 이상의 일반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지

원자가 많은 까닭에 컴퓨터 추첨을 통하여 수강인원을 선발한다. 처음 ‘도슨

트양성교육’과 도슨트 선발이 시작된 이래로 약간의 변동이 있긴 했지만 거

의 매년 ‘도슨트양성교육’과 도슨트 선발이 있었다. 대개 상반기에 공고와

모집이, 하반기의 평일 오전이나 오후에 진행되고 교육이 끝나면 연말에 선

발이 진행되었다. ‘도슨트양성교육’은 미술사와 미학 강의를 중심으로 도슨

트의 실무, 관람객의 이해 등을 주제로 이루어지며 강사와 강의 내용 및 분

량으로 보아 대학의 한 학기 강의에 준하는 것이었다.

수강생 중 미술관이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참석한 수료생만이 수강한 내용

을 바탕으로 출제한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합격자에 한하여 2

차 작품해설시연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 최종선발되어 다음 해에 오리엔테이

션을 받고 도슨트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가장 최근 12기의 경우, 시민미

술관은 수강인원 150명 중 15명을 도슨트로 선발하였는데 ‘도슨트양성교육’

에 더 많은 이들이 지원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10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초보도슨트는 선배들의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1년간 작은

상설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이후 점차 작은 전시를 거쳐 큰 전시에

지원하게 된다. 도슨트들은 전시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횟수에 따라 자원봉

사자로서 활동에 따른 활동경비를 받는다. 이는 시민미술관이 속한 지방정

부의 자치법규에 따라 책정된 금액, 1일 8천원으로 실제 활동에 드는 시간

과 노력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69)

「미술관 관람객 경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도슨트프로그램 전략연구」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2015. 등 국내 도슨트 제도의 현황을 다루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빠짐
없이 시민미술관의 사례를 대표적인 예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선행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 연구자의 연구 과정에서 시민미술관의 내부직원과의 면담을 통
하여 확인한바,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역시 시민미술관의
도슨트 운영에 관하여 문의하고 다른 미술관에서도 역시 문의, 견학하러 오기도 하는
등 미술관들 사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다. 또한 시민미술관은 분관이
생긴 이래 분관에서도 본관의 도슨트 제도를 따라 도슨트 제도를 도입하여 별도로 운
영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본관의 사례로 한정하여 보고자 한다.

69)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일 4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 이내, 급식비 5천원 이
내로 책정되어 있다. 시민미술관의 도슨트도 이 법규에 근거하여 자원봉사비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하루에 여러 차례 도슨트로 활동하여도 한 번의 봉사활동경비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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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미술관의 도슨트로 선발된 이들 모두가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누적 인원은 앞서 언급한 대로 150여 명에 이

르지만 그 중 전시에 참여하는 도슨트들은 대략 40여 명 좀 더 넓게 잡으면

50여 명 정도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시민미술관에 있었던 전시들도 매번

지원하는 이들이 반복해서 지원하고 일부만이 새롭게 지원하거나 장기간 쉬

었다가 지원하는 이들이었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자는 연구의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시민미술관 도슨트인 주참여자

한 명과 부참여자 일곱 명을 선정하였다. 또한 간접적인 참여자로서 도슨트

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민미술관 직원인 부 참여자 세 명을 선정하였

다. 여기에 더하여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전시에 참여한 도슨트들의 활동과

비공식적인 대화 역시 참고하였다.

백귀인은 시민미술관 도슨트로서 활동의 전형성을 잘 보여주기에 주 참여

자로 선정하였다. 백귀인은 시민미술관 도슨트 회장이자 2기 도슨트로 15년

동안 꾸준히 대부분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남아있는 1기 도슨트 2명과 2기

동기들의 공백기를 감안한다면 시민미술관에서 도슨트로서 가장 많은 경력

을 갖고 있는 도슨트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도슨트들이 ‘베테랑 도슨트’로서

인정하고 있으며 시민미술관 도슨트 역사의 산증인으로 시민미술관의 직원

들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백귀인은 도슨트로서 전시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외에도 시민미술관의

‘도슨트양성교육’ 프로그램에 도슨트실무 관련 강사와 도슨트선발 시험의 심

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한다. 또한, 초보도슨트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

고 첫 전시를 준비하는 것을 돕기 위한 선배들의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

는 ‘피어도슨트’를 이끌어왔다. 본인이 도슨트로서 참여하는 전시에서 도슨

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첫날의 도슨트로서 여타의 도슨트들이 참고하

는 전범의 역할을 하는 한편 다른 도슨트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중심이 되어왔다. 본인 자신도 전업주부로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도

슨트로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다고 할 정도로 도슨트로서의 활동

에 집중하고 있었다. 백귀인은 스프래들리(Spradley)가 말한 좋은 정보제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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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선택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문화화, 현재 참여, 생소

한 문화현장, 적합한 시간과 비분석적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참여자였

으며 이런 이유에서 본 연구자는 백귀인을 주 참여자로 선정하였다.70)

부참여자 일곱 명은 연구자가 참여관찰하는 동안 시민미술관 전시에 참여

하였거나 시민미술관 도슨트실에 가장 빈번히 방문하는 이들이었다. 즉 도

슨트 집단의 일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한 도슨트들이었다. 이들은 주참여자의

대조사례로 주목할 수 있는 이들이자 시민미술관 도슨트 집단을 이루고 있

는 유형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었기에 부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도슨트로서 활동한 경력에 따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주은은 시민미술관의 1기 도슨트로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백귀인이 맡기 전 ‘도슨트양성교육’프로그램의 강사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

으나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몇 년의 공백기가 있었다. 백귀인과 마찬가

지로 전업주부로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많은 시간

을 할애하고 있었다. 이지윤은 2기 도슨트로 처음에는 전업주부로 시민미술

관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직업적인 도슨트가 되었지만 한계를 느끼고 사무

직 직장으로 이직하였다. 그 와중에도 틈틈이 시민미술관 도슨트로서 활동

해왔으며 도슨트 활동을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로 큰 애정을 보였다. 구은영

은 4기 도슨트로 직장생활과 도슨트로서 활동 그리고 궁궐의 문화유산해설

사 자원봉사 또한 병행해 왔다. 연지희는 8기 도슨트로 미술 분야의 유관전

공자로서 도슨트로 활동을 병행했으며 이들 역시 도슨트로서의 활동이 본인

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고 느끼고 있었다. 유성훈은 현재 시민미술관에서 활

발히 활동하는 유일한 남자 도슨트이다. 유성훈이 은퇴를 하고 취미로 그림

을 그리다가 부족함을 느껴 도슨트로 활동을 시작한 경우라면 채희진은 전

업주부로 생활에 부족함을 느껴 도슨트 활동을 시작한 경우였다. 둘 다 11

기 도슨트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어 의욕적으로 전시에 참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민주는 12기 도슨트로 활동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초보도슨트지만 역시 도슨트활동을 큰 활력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유관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더해 도슨트 관련 업무

를 담당하는 시민미술관 직원 3명을 부참여자로 선정하였는데 이들 모두 도

슨트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70) Spradley, J.P., 『문화기술적 면접법The Ethnogracphic Interview』 (1979), 박종흡
역, (시그마프레스, 2003),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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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기수(경력) 성별 나이 직업 학력/전공 특성

도슨트

윤주은 1기(16년) 여 62세 전업주부
박사수료/

한국사

전‘도슨트양성교육’강사,

선발심사위원 활동,

2018년 전시 2개 참여

백귀인 2기(15년) 여 59세 전업주부
학사졸업/

불문학

도슨트 회장

현‘도슨트양성교육’ 강사,

선발심사위원 활동

가장 많은 경력

2018년 전시 4개 참여

이지윤 2기(15년) 여 51세 사무직
학사졸업/

경제학

시민미술관 외 직업

도슨트로 3년여 활동

현재 직장생활과 병행

2018년 전시 1개 참여

구은영 4기(13년) 여 51세 상담사
석사졸업/

상담

직장생활과 병행

2018년 전시 2개 참여

연지희 8기(6년) 여 46세 프리랜서
석사졸업/

패션디자인

유관전공

8기 도슨트의 기장

2018년 전시 4개 참여

유성훈 11기(2년) 남 59세
사무직

은퇴

석사졸업/

의상디자인

11기 도슨트의 기장

2018년 전시 3개 참여

채희진 11기(2년) 여 54세 전업주부
학사졸업/

심리학
2018년 전시 4개 참여

위에서 소개한 참여자들 모두 참여관찰과 면담에 개방적인 이들이었다. 또

한 도슨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도슨트와 관계된 미술관 내부 직

원이라는 점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의 문화에 대해 잘

알며 지속적으로 행하는 참여자였다. 역시 스프래들리가 말하는 훌륭한 정

보제공자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면담과정에서 나오는

가정환경이나 학력, 전공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

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에 미술관명을 비롯하여 참여자의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 가명을 사용하였다. 주참여자 1명을

비롯하여 부참여자 일곱 명 간접적 부참여자 세 명의 주요 개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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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12기(1년) 여 29세 대학원생
석사재학/

미술사

유관전공

2018년 전시 2개 참여

미술관

직원

한지현 3년(9년) 여 47세 학예사
석사졸업/

미술사

현 전시과 업무담당

이전 도슨트 업무담당

김주영 1개월(2년) 여 28세 학예사
석사졸업/

미술경영

이전 도슨트 코디네이터

현재 도슨트 업무담당

유지훈 6개월(-) 남 32세
코디네이

터

석사재학/

미술교육
현재 도슨트 업무 담당

3. 연구 과정

연구자는 도슨트로서 갖고 있던 경험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2018년 3월부

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다. 시민미술관 전시에 도슨트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연구 주 참여자로 백귀인을 선정하고 비교대조할 수 있는 이들

을 점차 부참여자로 추가하였다. 주 참여자와 부참여자들 모두에게 면담을

시작하며 연구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위에서 소개한 참여자들 외

에도 참여관찰한 전시의 도슨트들에게도 역시 연구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

를 받아 관찰하고 그들의 대화도 기록하였다.

자료수집은 크게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현지자료 조사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참여관찰은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명시적이고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

는 전시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비롯하여 미술관에서의 일어나는 도슨트들 간

의 만남, 대화, 휴식 등까지도 포괄하였다. 특히 도슨트의 활동에 대한 참여

관찰은 두 개의 전시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71) 각각 2018년 3월부터 5

월까지,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최소 1회 많게는 4회에 이르기

까지 미술관에 방문하여 매회 최소 2시간 이상 도슨트들과 함께하였다. 전

시를 준비하고 전시가 개시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관람객들을 만나고 수시로

동료 도슨트들과 모여 전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등 도슨트들의 활동을

좇아 그들과 동일한 경험을 하고자 하였다. 참여관찰한 내용은 특징적인 장

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며 참여관찰 중의 대화는 녹음기를 켜두고 녹음

하고 추후 전사하였고 녹음할 수 없을 시에는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다.

심층면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주 참여자와의 면담

71) 각각 2018년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진행된 전시와 2018년 9월 6일부터 11월 18
일까지 진행된 전시로 연구자는 두 전시 모두 도슨트로 참여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은
두 전시 모두 참여하거나 적어도 하나의 전시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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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 면담

1. 도슨트로서의 활동

(1) 도슨트로의 진입

어떻게 도슨트로 지원을 하게 되셨나요?

(도슨트를 알게 된 계기, 서울시립미술관 선택계기, 지원 과정)

당시 도슨트 양성 교육은 어땠나요?

(도슨트양성 교육과정,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

도슨트 선발시험은 어땠나요?

(선발과정, 과정에서의 개인적인 경험)

(2) 도슨트 활동과정

지금까지 도슨트활동 경험은 어땠나요?

(참여 전시, 미술관에서-관람객/미술관/도슨트와의-경험)

전시지원-도슨트교육-전시장투어-전시참여-피어도슨트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

에서 참여관찰을 하면서 드는 의문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도슨트로서의

활동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떠오르는 생각에 관하여 물어보는 방식의

비구조화된 면담이었다. 두 번째는 주 참여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부참여자

들과 도슨트 활동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어떻게 도슨

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부터 활동의 과정, 환경, 활동 중의 다양한 에피소

드, 활동에 대해 본인을 비롯한 주변의 인식, 관람객, 미술관과의 관계와 역

할 등으로 질문을 발전시켜나갔다.

두 방식의 면담 모두 미술관 전시실, 도슨트실, 카페에서 만나 일대일로 진

행되었고 사전동의 아래 녹음되었다. 새롭게 발견된 부분은 현장노트에 즉

시 메모하였고 녹음된 자료는 분석을 위하여 모두 전사하였다. 연구 초창기

에는 두 방식 중 첫 번째 방식의 면담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후반으로 갈수

록 질문의 내용이 구체화되어 두 번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 참여자와의

면담은 5회 부참여자와의 면담은 1회씩 최소 2시간에서 최대 3시간 이상 진

행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들과 동료로서 적어도 반년 이상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였기에 참여자들은 면담에 매우 적극적이었으

며 진행될수록 더욱 활발히 이야기를 쏟아놓았다. 가장 구체화된 주요질문

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면담에서 구체화된 주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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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시나요?

위의 과정에서 본인의 도슨트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적인 준비의 과정-자료조사/스크립트작성/관람객을 만나는 과정/동료와의

피드백과정-피어도슨트/도슨팅 후 대화) 활동의 각 과정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어떤 느낌인가요? 혹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자료조사를 할 때/스크립트를 쓸 때/

준비에서 본인만의 방식이 있나요?

스크립트를 쓰는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쓸 때 어떤 것을 주로 고려하시나

요?

전시의 내용을 전달할 때 미술관(큐레이터)의 의도/작가(작품)의 의도/본인의 해

석에서 어떤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해석에 의문을 느

끼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긴 적이 있나요? 있다면 도슨트를 할 때 어떻게 하시나

요?

동선을 짤 때 고려하게 되는 요소가 있나요?

전시의 작품 중 설명하는 작품을 선택하는 본인의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술관/전시장/도슨트실이라는 공간에 있을 때/

미술관 관계자들 앞에서/관람객 앞에서/도슨트들 앞에서의 느낌이 어떤가요?

관람객에게 안내방송을 할 때/전시장에서 관람객 앞에 설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은 어떤 느낌인가요?/관람객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관람객의 반응이 도슨팅에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도슨팅/피어도슨팅/동료와의 대화과정/

동료 도슨트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나요?/동료 도슨트가 나의 도슨팅에 영향을

미치나요?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타 도슨팅을 참관한다면 이유가 무

엇인가요?

본인만의 도슨트 활동과정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도슨트 활동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원봉사로서의 특성/다른 자원봉사와 구분되는 도슨트만의 고유한 특성)

도슨트 활동에 요구되는 것-갖춰져야 하는 것이 있나요?

2. 도슨트에 대한 인식

(본인이/미술관이/관람객이)도슨트 활동을 어떻게 여긴다고 느끼시나요/생각하시

나요?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주변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관람객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어떤 반응이 속상한지/뿌듯한지/인상적인 관람객이 있었다면)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미술관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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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 좋았던 것/서운했던 것/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슨트 활동을 하면서 동료 도슨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도슨트의 역할

도슨트 활동이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시나요/생각하시나요?

(도슨트가 미술관/관람객/동료도슨트에게 미치는 영향)

도슨트가 전시/미술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슨트란 어떤 모습인가요?

현재의 도슨트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만족한다면 어떤 부분?

도슨트 활동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까요?

4. 참여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도슨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자원봉사로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지만 객관적인 보상이 없는 일인데도 도슨트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전시에 지원하게 되는 이유가 무

엇인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슨트로 전시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가정주부로서/직장인으로서/은퇴자로서)

일상에서 도슨트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상을 유지하면서 도슨트활동을 병행하는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일상과 도슨트활동을 병행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비전공자/유관전공자/전공자/직업적 도슨트인 것이 도슨트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배경으로 인해서 도슨트활동에 느끼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술관 직원

면담

1. 도슨트 관련 업무

어떻게 업무를 맡게 되었나요?

실제 업무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도슨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도슨트가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업무를 맡아서 도슨트들을 담당해보니 이전에 도슨트활동에 대한 인식과 달라진

게 있나요?

실제 지켜본 도슨트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본인의 업무가 도슨트 활동에서 어떤 부분에 관여하나요?

본인의 업무가 도슨트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요?

도슨트 활동의 실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나요?

도슨트의 전시 준비과정/전시에서 관람객과의 만남의 과정에서

도슨트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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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미술관 관계자의 입장에서/관람객의 입장에서 어떠했나요?

실제로 전시관람에 도움이 된다/아니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2. 도슨트에 대한 인식

도슨트 활동이 전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라면/필요하다면 어떤 이유에

서인가요?

도슨트가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전문적인 직업이

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 없다고 생각하나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미술관 관계자로서 현재 도슨트의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술관 관계자로서 도슨트와 자신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수직적/위계적? 수평적/협력적? 상호조력/상호보완?)

미술관 관계자로서 도슨트에게 좋았던 것/서운했던 것/바라는 것이 있나요?

3. 도슨트의 역할

전시에서 도슨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슨트가 미술관/관람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있다면 무엇인가

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슨트(의 역할)란 무엇인가요?

현재의 도슨트 활동/제도에 대해서 만족하나요? 만족한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만

족하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이유는 무엇인가

요?

도슨트 활동에서 요구되는 것/갖춰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현지자료 조사는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인쇄물을 통한

방식이다. 시민미술관 ‘도슨트양성교육’ 자료, 참여하는 전시에서 받는 ‘도슨

트전시교육’자료, 전시도록을 비롯한 전시관련 소책자와 홍보물, 도슨트 근

무일지와 미술관의 공고문 등 시민미술관에서 도슨트로 활동하면서 접하게

되는 인쇄물들을 가급적 모두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슨트 활동과 관련

된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시민미술관의 홈

페이지와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인터넷커뮤니티 카페 등 전자매체를 통한 방

식이다. 연구자는 홈페이지의 도슨트 관련 정보와 자료들, 시민미술관 도슨

트들이 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과 자료, 댓글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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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들을 비롯한 도슨트들의 활동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한 소감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사진과 영상을 비롯한 마이

크, 명찰과 같은 물품 등 비언어적인 자료들로 사진으로 찍어 정리해두었다.

이들은 도슨트의 활동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었으나 연구 참여

자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기 위하여 본문에서 제시하지 않았다. 위 세 가

지 방식으로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현장과 관련하여 더욱 풍부한 자료를 수

집하고자 하였으며 참여관찰과 면담을 보완하여 도슨트의 활동을 이해하는

데에 더욱 다가서고자 하였다.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활동 양상과 그들이 처한 상황, 활동의 의미를 드러

내기 위하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 그리고 인쇄물과 전

자매체, 사진과 영상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자료

의 분석은 우선 코딩(coding)-범주화-목차화-글쓰기의 반복적인 순환작업으

로 진행되었다.72) 연구 참여자들의 문화를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참여

자들의 문화 내부에서 출발하는 에믹코딩(emic coding)과 연구자의 관심과

이론적 배경에 따라 연역적으로 분석하는 에틱코딩(etic coding)을 오가며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드러내는 데에 균형적인 자세를 견지하고자 하였다.

일종의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인 에믹코딩으로 도슨트의 활동이 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 범주화되기까지 간략히 글

쓰기와 다시 코딩작업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다. 순환 속에서 관람객과

동료 도슨트, 미술관과의 관계 등에 따라 도슨트의 활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았고 중추적 코딩(axial coding)으로 그와 같은 요인들을 분류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요인들의 기저를 읽어내고자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도슨트가 처한 소상황-대상황-매개상황으로 분석해 더욱 심층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도슨트 활동의 의미를 두드

러지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간파와 제약의 개념으로 해석해보고자 하

였다. 여기에 더해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으로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목차화한 후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주목하지 못했던 원자료들을 보완해가며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이는 스트로스(Strauss)가 제시한 개방적 코딩-범주화

-중추적 코딩-범주화-선택적 코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73)

72) 코딩(coding)은 연구하는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
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
화하는 작업으로 질적 분석의 첫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조용환, (주 8), p.53.

73) Strauss, A., “Qualitative Analysis for Social Scientists”, (New York:Cambridge



- 34 -

위의 과정에서 잠정적 분석 내용에 대한 참여자 검토를 통해 연구의 타당

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주 참여자의 면담 막바지에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

을 제시하고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에서 생긴 의문

들을 해소하고 또한 참여자의 관점도 반영하자 하였다. 이후 계속해서 참여

관찰과 부참여자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자료수집, 전사 및 코딩, 잠정적

분석과 해석, 예비적 글쓰기의 과정이 단선적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74) 연구자는 이를 통하여 처음 선정한 연구문제들을 변경하

였으며 코딩과 논문의 전체구조도 새롭게 수정되었다.

더불어 위의 과정은 글쓰기에서 기술과 분석, 해석 작업 역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도 했다. 수집된 자료의 구성은 윌코트가 제시한 기술

(description), 분석(analysis), 해석(interpretation)의 과정을 따랐으나,75) 연

구자가 아무리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하여도 그 바탕에는 연구자의 관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은 분석과 해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었으며 이는 다시 분석과 해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졌다. 결국 순환

적인 기술과 분석, 해석의 과정을 거쳐 다다르게 된 도슨트의 활동에 관한

기술과 분석, 해석은 도슨트의 활동에 관한 수많은 잠정적 해석 가운데 본

연구자가 다다른 가장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는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참여관찰하고 면담과 현지자료 수

집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슨트의 활동을 기술, 분석, 해석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연구의 방법과 범위 선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우선 본 연구의 범위는 시민미술관과 시민미술관의 도슨트 8명으로 제한되

어 있다. 시민미술관과 시민미술관 도슨트가 곧 미술관과 미술관 도슨트의

University Press, 1987) 재인용 조용환, (주 8), p.53.

74) 조용환, 『질적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2011),
p.19.

75) 윌코트는 ‘기술’이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분석’은 연구
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 하는 일이며 ‘해석’은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
해하게 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용환은 이를 인용하여 기술은 서술적으로 이
야기를 구성하는 작업이며 분석은 왜에 해당하는 부분, 해석은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작업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윌코트와 조용환의
관점을 바탕으로 도슨트의 활동을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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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들 중에서도 8명의 체험과 관점이 곧 모

든 도슨트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는 질적 연구가 흔히 지적당하는 일

반화 가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설의 증명이나 일반적 결과의 도출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포착하고 그 특성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

여자들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라포

(rapport)를 형성해왔다. 연구에 참여한 도슨트들은 다른 도슨트들에 비하여

참여도가 높은 이들로 참여관찰과 면담의 과정에서 도슨트의 활동과 그 문

화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욱 깊이 있고 치밀하게 도슨트의 활동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범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참여관찰에서 여타의 도슨트들 역시 관찰하고 그들

의 대화를 기록하였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비형식적인 면담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현장의 연구자인 동시에 현장의 내부자라는 점이다. 본 연

구자는 시민미술관 도슨트 집단의 내부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연구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수월할 수 있었으나 익숙한 현장을 낯설게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따라서 연구현장의 내부자로서 연구자가 지닌 한계로 인하여 현

상의 감환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시민미술관 도슨트를 바

라보는 시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고 도슨트들 중에서도 시민미술관 이외

의 경험을 한 이들을 연구의 부 참여자로 추가하고 여기에 더하여 도슨트와

관련된 미술관 직원들도 부 참여자로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 간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대조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민미술관이라는 현장

과 시민미술관 도슨트라는 특정한 입장에만 갇히지 않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연구의 특성상 연구자 자신이 도구이기 때문에 생기는 한

계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의 도슨트에 대한 관심과 도슨트를 바라보는

바탕이 되는 이론적 지평은 도슨트의 활동을 기술하고 분석, 해석하는 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도슨트의 활동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양상과

그 이면의 구조, 그것의 의미가 연구자의 시각과 이론적 개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거듭되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하여 도슨트의 활동의 양상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접근하고자 하였고 기존의 인식을 넘어 더 넓은 지평에서

포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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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슨트의 활동 양상: 전시해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도슨트의 활동은 언뜻 전시장에서의 전시해설의 장면이 전부인 듯 보이지

만 그것은 활동의 하이라이트이자 일부이다. 도슨트의 활동은 하나의 전시

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공연

을 준비해서 올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독특한 양상을 간략히 제시

하면, 미술관의 전시공고와 ‘도슨트모집’지원으로 활동이 시작되며 미술관의

공식적인 준비과정을 따르는 ‘도슨트교육’과 ‘전시장투어’와 더불어 도슨트들

의 비공식적인 보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어 공연의 대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쓰는 과정과 무대 위에서는 관람객을 만나는 ‘도슨팅’

은 도슨트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슨트가 권한과 책임을 갖

고 있지만 미술관과 관람객을 끊임없이 고려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반

복되는 ‘도슨팅’과 동료들의 ‘피어도슨트’로 전시가 종료될 때까지 끊임없이

수정, 보완된다. 동일한 공연이 회를 거듭하며 초연의 미숙함과 문제점을 보

완하듯 도슨트의 활동 역시 거듭하며 보완되어 하나의 전시가 종료될 때까

지, 나아가 다음 전시로 이어지는 나선형적 발전을 이룬다.

이와 같은 도슨트의 활동은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전시가 열리는 기간에

이루어지기에 그 공간과 시간의 특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미

술관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살펴보기 전에, 시민미술관의 특성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민미술관은 정동의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늘어선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있다.76)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건물 전체가 미술관이며 전시동과 사무동으

로 나뉘는데 각각의 출입구가 따로 있다. 전시동은 전시가 있는 한 모든 시

민에게 개방되지만, 사무동은 원칙적으로 미술관 직원 외에는 출입이 불가

능하다. 도슨트는 출입이 허용되지만 명찰이 없기에 매번 경비인력에게 도

슨트임을 밝혀야 한다. 도슨트들은 미술관이 쉬는 날이나 개관시간 전이나

폐관시간 후, 전시가 시작되기 전 등 전시동이 닫혀있는 경우 사무동으로

출입한다.

전시동에는 로비의 안내데스크와 1, 2, 3층의 기획전시자, 2층의 상설전시

장 두 개, 도서관, 지하의 강의실과 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무동은 미술관

76) 시민미술관의 건물은 본래 1920년대 일제가 건축한 것으로 광복 이후로도 다른 용도
로 쓰였으나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건물을 개축하고 2002년 이곳에 이전하여 재개관,
지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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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과 수장고 등을 갖추고 있다. 도슨트실은 지하 전

시동과 사무동 중간에 있으며 바로 옆에는 전시실을 지키는 스텝들 방이 있

다. 백귀인이 도슨트로 뽑혔던 2기가 활동을 시작할 때에도 ‘뽑아만 놓고 도

슨트실도 없어서’ 관람객 사물함에 짐을 보관하고 ‘한겨울에 미술관 마당’에

서 연습하며 활동을 했다. 도슨트들의 거듭된 요청으로 공간을 얻게 되었고

이후로도 도슨트들이 ‘도슨트실 꾸미고’ ‘비품비도 없어서’ ‘커피사나 뭐사나

다’ 직접 운영하다가 얼마가 지나고 미술관이 비품을 지원하기 시작해 지금

의 모습이 되었다.

<그림 1> 도슨트실 평면도

도슨트실 출입문에는 ‘도슨트 외에는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적혀있으며 도

슨트 담당 교육홍보과의 학예사나 코디네이터가 전달사항을 위해 오는 것

외에는 도슨트들만 출입하는 도슨트들만을 위한 공간이다. 도슨트실은 5평

남짓한 크기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중앙에 큰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둘러싸

고 있다. 도슨트들이 관람객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근무일지를 쓰는 등 도슨트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로 이 테이블

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문의 좌측 벽면에는 게시판과 거울이 걸려있는데 게시판은 현재 진행 중인

전시와 전시에 참여하는 도슨트의 요일별, 시간별 스케줄이 적혀있다. 사물

함은 도슨트들이 자신의 해설시간이나 다른 도슨트의 해설을 들으러 가는

등 도슨트실을 비울 때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거울은 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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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들이 해설을 하러 올라가기 전 복장을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한다.

문쪽의 벽 위에는 시계가 걸려있고 그 아래 기다란 테이블에는 도슨트들이

전시장에서 사용하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오른쪽 물품함에는 도슨트들이 전

시장에서 착용하는 가나다순으로 분류된 도슨트들의 명찰이 있다. 도슨트들

은 전시해설을 하러 나서기 직전 늘 충전기에 꽂혀있는 마이크와 충전기를

챙기고 명찰을 달고 도슨트실을 나서게 된다.

<자료 1> 커뮤니티 사이트

시민미술관 홈페이지와 도슨트 커뮤니티 게시판 역시 도슨트들이 이용하는

가상의 시민미술관 공간이다. 홈페이지는 미술관의 행사나 전시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얻는 공간이라면 커뮤니티 게시판은 가상의 도슨트실과도

같은 공간으로 시민미술관의 도슨트 담당 학예사가 관리자로 도슨트들이 회

원으로 활동한다. 미술관 공지가 올라오고 댓글로 미술관과 소통이 이뤄지

며 전시해설을 준비하기 위한 작품이나 작가와 관련된 정보, 대체자를 구하

거나 개인적 감상을 올리는 등 도슨트들 간의 소통 역시 이뤄진다.

요컨대, 도슨트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전시지원을 하고 미술관의 강의

실에서 ‘도슨트교육’에, 전시장에서 ‘전시장투어’에 참여한다. 도슨트실에서

동료도슨트들과 협력, 보완이 이뤄지고 안내데스크를 거쳐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전시장에서 전시해설을 하게 된다. 도슨트들의 활동은 커뮤니티 게시

판을 비롯해 미술관 곳곳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슨트들의 독특

한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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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관에 따르는 공식적인 준비

도슨트의 활동은 전시공지로 시작된다. 도슨트들은 전시마다 지원해 참여

하는 도슨트들만 활동하기에 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 단위로 활동

이 이루어진다. 이는 미술관 측에 따르는 공식적인 전시해설 준비로 (1) 전

시공고와 ‘도슨트모집’ 지원, (2) ‘도슨트교육’과 ‘전시장투어’로 나눌 수 있

다.

(1) 전시공고와 ‘도슨트 모집’ 지원

미술관 내부에서 새로운 전시일정이 확정되면 도슨트 담당 학예사가 도슨

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슨트 모집’ 공고를 올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도슨

트들에게도 공지문자를 보낸다. ‘도슨트 모집’ 공고에는 전시의 일정과 내용,

‘도슨트교육’ 일정, 도슨트 운영 예정기간과 요일, 횟수 등이 간략히 소개된

다.

도슨트들은 문자와 게시판를 확인하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전시와 요일,

해설시간을 정해 댓글을 단다. 모집 기간이 끝나고 겹치거나 비는 자리들은

도슨트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도슨트 운영 스케줄을 확정하게 된다.

아래는 도슨트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도슨트모집’ 공고와 문자 그리고

도슨트들의 지원 댓글이다

<자료 2> 모집 안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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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3> 문자

<자료4> 게시판 댓글

도슨트 운영 기간과 시간, 횟수는 미술관에서 편성하고 통보한다. 보통 미술

관이 휴관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시부터 16시

사이 정시에 시작되고 전시마다 1회나 2회차로 운영된다. 연구자가 참여관

찰한 <신소장품전>의 경우는 16시, 1회차로 운영되었는데 이와 함께 두 개

의 상설전 도슨트가 13시, 14시, 1층에서 열린 또 다른 기획전 도슨트가 15

시에 운영되고 있었다.

도슨트들은 전시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지원한 요일의 한 회차를 책임지게

된다. 작은 전시의 경우는 30분부터 대규모의 전시는 1시간이 넘는 시간동

안 관람객들을 이끌고 전시해설을 하게 된다. 그러나 미술관이 정한 도슨트

시간이 매 정시에 시작되므로 가급적이면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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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암묵적인 룰이다.

백귀인: 아 전시계획을 보면, 여기서 내가 뭐를 참여해야 되지 뭐 그런 거를

맞춰서 내가 혹시 집안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이거는 못하겠네,

연구자: 스케줄 생각하시고

백귀인: 빼는 거죠. 빼는 거나 이제 그게 좀 일상화되니까 그게 생활하고 밀착

된 관계가 되는 거죠. [...] 이제 근데 살짝 좀 생활을 약간 뭐라고 그러지 매

는 건 있어. 이게 좀 우선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백귀인의 말대로 도슨트는 전시 도슨트 기간과 시간, 횟수에 자신의 스케

줄을 맞춰야 한다. 매번 새 전시공고가 나고서야 그 기간, 시간, 횟수가 확

정되고 전시기간 내내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야하므로 유동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원도 참여도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한정된 횟수로 인하여 도슨트들 중에 지원하지 못하는 이들이 생기거나 한

자리를 둘이서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잦다. 따라서 도슨트들은 전시지원

이 끝나고 나서도 이후 ‘도슨트교육’이나 ‘전시장투어’와 같은 만남의 자리에

서, 개인적인 연락으로 횟수를 다시 나누거나 대체자를 구하기도 한다. 본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신소장품전>에서도 어느 도슨트가 지원자가 많으므

로 도슨트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늘릴 수 없느냐고 요청을 했으나 도슨

트 담당 학예사는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1회밖에 운영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사실상 도슨트의 기간, 시간, 횟수는 미술관에 의해 결정

되고 통보되며 도슨트들은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2) ‘도슨트교육’과 ‘전시장투어’

‘도슨트교육’은 전시기획 학예사가 전시해설을 맡은 도슨트들에게 전시를

‘교육’하는 자리이다. 도슨트 담당 학예사가 전시기획 학예사와 협의로 날짜

를 정해 전시공고와 함께 통보하며 대략 전시가 시작되기 2, 3주 전 미술관

강의실에서 강의형식으로 이뤄진다. 보통의 전시는 두 시간 정도 소요되며

대규모 전시는 그 이상 진행되기도 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신소장품

전>은 두 시간 반, <비엔날레전>은 두 번에 걸쳐 세 시간 이상 진행되었

다.

교육당일 도슨트 담당 학예사와 코디네이터가 강의실 컴퓨터를 세팅하고

진행을 담당하며 사전에 준비해 둔 ‘도슨트교육자료’를 나누어준다.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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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는 전시관련 기본정보와 인쇄예정인 도록이나 리플렛의 내용인 경

우가 대부분이다. 아래는 <신소장품전>의 ‘도슨트교육자료집’의 목차이다.

<자료 5> 도슨트 자료집 목차

<신소장품전>의 경우도 출품예정작품의 제목, 작가, 제작연도, 기법과 크

기 등 전시 예정작품의 기본정보가 담긴 리스트와 작품배치예정 위치가 적

힌 전시장 도면, 전시장 벽에 적히게 될 전시서문과 리플렛에 담길 작품설

명, 학예사가 참고한 논문들이 교육자료집의 내용이었다. 김주영 도슨트 담

당 학예사는 ‘도슨트교육자료집’을 조금 더 신경써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전

시과에서는 전시준비하는데 너무 급해” “솔직히 도슨트한테 신경을 쓸 겨를

이 없”으며 “네”라고 하긴 했지만 보내준 자료는 “리플렛과 진짜 똑같았다”

라며 “도슨트교육자료가 부실하다”고 하였다.

‘도슨트교육’은 전시기획 학예사가 마이크를 잡고 프로젝터를 보며 설명한

후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된다. 대개 미술관 내부 직원들에게 발표용

으로 만든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부연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래

는 <신소장품전> 기획 학예사의 ‘도슨트교육’ 장면이다.

학예사: 이 전시 서문이라고 할까요, [...] 여기서 제가 솔직한 설명을 했는데

요, 이것은 기획전시가 아니다, 기획전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제를 내걸고 그

작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면 이건 정반대인, 작품을 보고 주제를 찾아가는 여

정이 될 텐데, 그거의 접근방식은 다르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그걸 솔직히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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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게 이제 저는 오히려 더 이 전시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고

생각했고, 그럼에도 부주제라고 할까요, 하늘, 땅,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붙인

이유는, [...] 삼라만상을 얘기하면서 그중에 속한 예술가의 얼굴과 자세와 태

도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광범위하게 소장품의 성격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의를 하다가 작품의 제목을 차용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런 주제전의 소장품전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목 하에 전시를 구성하려고 노력

을 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작품의 수는 한 67점에서 70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지점이 설치를 하면서 한두

점 정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할 것 같고 그렇지만 작가수는 55명

이상은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겠

습니다. [...]

양OO 작가의 작품인데요, [...] 많은 분들이 매우 모호해서 알 수 없는 작품이

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웃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작가 선생님이 큰 의미

를 담지 않으세요, (웃음) 뭘 여쭤봐도, (말끝을 흐리며) [...] 제일 모호한 작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민망한 듯한 웃음) 연구를 하면 할수

록 어려운 작가가 양OO 작가인 것 같고, 어쨌든 본인이 기억의 작동방식에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전시기획 큐레이터가 전시기획

의도와 전시내용, 참여작가, 작품들, 전시장의 작품설치 평면도 등을 소개하

고 설명하는 정보전달에 가깝다. 학예사는 작가와 작품들을 선택하게 된 이

유나 맥락, 결정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지점들, 에피소드 등을 구체적인 정보

부터 학예사와 미술관의 관점까지 포괄하여 전달한다. 그러나 전시설치가

확정되기까지 작가나 작품 수, 배치가 변동되는 경우도 많으며 <신소장품

전>도 55명을 넘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 참여작가 수는 65명이었다. 또

한 양OO작가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을 선정한 학예사 역시 작품을 충

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두 시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시간적 여건상 질의응답을 하기 어려우며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세 번의 ‘교육’에서도 역시 한두 개의 간단한 질문으로 끝났다.

백귀인은 ‘도슨트교육’이 “일단은 모르는 작가들이 많으니까 작가들에 대해

서 정보를 얻는” 것이고 하였다. “전시컨셉에 대해서 알아야지 맞춰서 설명

할 수 있으니까” 참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윤주은은 더 나아

가 “참석 안 하면” “너무너무 께름칙해”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면 “지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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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포기”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연구자가 지켜본 대부분의 도

슨트들 역시 가급적 빠지지 않으려 했다.

‘도슨트교육’내용은 전시해설을 하기 위한 일차적 자료이자 공통의 기준이

된다. 또한 도슨트들은 학예사가 전시 직전까지 바쁘다는 것도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진지하

게 임할 뿐만 아니라 설명을 매우 집중해서 듣는다. 학예사가 설명하는 내

용을 충실하게 기록하려 녹음을 하는 경우도 많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도슨트들도 동료들에게 부탁해서 녹음을 공유하곤 한다.

‘도슨트교육’이 ‘1차 교육’이라면 ‘전시장투어’는 ‘2차 교육’으로 분류된다. ‘1

차 교육’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지만 ‘전시장 투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 전시장에 배치된 작품의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역시 도슨트

담당 학예사가 전시기획 학예사와 날짜를 정하여 도슨트에게 알리고 당일

진행을 맡는다. 전시기획 학예사가 마이크를 들고 전시장을 돌면서 배치된

작품들을 보며 전시기획과 작품들, 작가들에 대해 설명하고 한두 시간에 걸

쳐 진행된다.

그러나 ‘전시장투어’는 전시기획 학예사의 촉박한 스케줄로 ‘전시오픈’이 얼

마 남지 않았을 때 하게 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신소장품전>도 전시

오픈 3일 전, <비엔날레전>도 전시오픈 전날 전시장 투어가 진행되었다. 전

시장은 ‘전시장투어’ 당일에도 작품이 완전히 배치되지 않았거나 배치를 진

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신소장품전>과 <비엔날레전>도 마찬가지여서

설치 인부들의 작품이동, 공사소음 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전시

장투어’가 진행되었다. <신소장품전>의 경우는 그 후에도 작품 위치가 변경

되고 작품들이 추가되었고 학예사는 ‘전시장투어’ 과정에도 수시로 연락을

받고 자리를 떠나 상황을 체크하고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어야 해서 설명

이 중단되곤 했다.

‘전시장투어’ 역시 전시해설의 일차적 자료이자 공통의 기준이 되기에 대부

분의 도슨트가 참석하고자 한다. 보통 ‘도슨트교육자료집’과 필기도구를 들

고 전시장을 둘러본다. 학예사의 설명을 필기하고 녹음하며 전시장과 작품

사진을 찍고 작품에 대해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들을 추가로 묻기도 한

다. 또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과 작품이나 작품에 관련된 뒷이야기, 기획에

관련된 에피소드 등 아주 작은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도슨트들 역시 ‘도슨트교육’과 ‘전시장투어’가 부실하고 그것만으로는 전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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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준비에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구은영: 처음에는, 약간 교육이 너-무 허접했어. 큐레이터가 항상 보면 큐레이

터가 바쁘잖아. 끝 무렵에 가야지 걔네도 뭔가가 나니까. 교육이 계속 안 되고

있다가 꼭 끝 무렵에 그것도 굉장히 정신없고 막 그런데 그런 상태의 큐레이

터가 뭐 한 시간 정도 훅 훑고 나머지는 자료도 제대로 안 주고 나머지는 니

들이 알아서 해라. 요즘은 많이 좋아진 거지.

정민주: 저는 △△△ 전시할 때 어우, 큐레이터하고 그 전시교육할 때 사실 너

무 충격을 받아서,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개선되야 될 것 같아요.

[...] 그분께서 그 작품을 걸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왜, 작품

을 되게 설명이 필요한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 혹시 어떤 뜻인가요, 그 작품이

사람들이 어떤 퍼포먼서가 건물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런 그림 그래서 어

떤 거냐고 물었는데 저도 몰라요, 그냥 걸었는데 나중에 작가 만나실 일 있으

면 작가한테 물어보시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4기 도슨트 구은영은 처음과 비교하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거”라고 했

지만 12기 도슨트 정민주가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이나 2018년의 <신소

장품전>의 ‘전시장투어’의 급박한 상황에서 보듯 이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도슨트교육’은 미술관의 전시일정과 학예사의

사정에 따라서 급박하게 진행되며 전시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전달만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마저도 부실한 때도 있다.

2. 도슨트의 자율적인 비공식적인 보완

도슨트들은 미술관에 따르는 전시해설 준비에 그들만의 자율적인 보완을

해나간다. 이는 미술관의 공식적인 과정과 대비되는 도슨트들의 비공식적

보완과정으로 (1) 개별적인 자료조사를 통한 보완과 (2) 동료도슨트와의 협

력을 통한 보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개별적인 자료조사를 통한 보완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모두 일차적으로는 인터넷검색으로 전시에 참여하

는 작가와 작품에 관련한 정보를 보완하고 있었다. 또한 여력이 되는 이들

은 추가로 다양한 방식으로 문헌자료를 보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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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귀인: 그러니까 그냥 (인터넷) 검색이 되는 대로 다른 표현을 하면 좀 무식

하게 찾아요.(웃음)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찾아요. [...] 저는 일단 자료검

색을 하면 이제 쓸만한 자료, 쓸 만 한 자료를 작가별로 한글에다가 이제 작

가별로 그니까 작가 이름별로 해서 자료를 이제 모아요, [...] 다 찾아서 일단

은 다 모아, 하나에 다 모으고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이제 검색

을 막 빠르게 찾았을 때 읽어보다가 대충 설명에서 혹시 좀 쓰일만한 하다 싶

은 부분은 좀 밑줄 치거나 체크를 약간 표시나게 해두는 거지 왜냐면 또다시

열댓 장을 작가별로 이렇게 읽기는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해놓고, 어 이제 작가

를 다시 볼 때는 고 부분하고 약간 집중적으로 고부분을 보는 편이죠. 그니까

작가에 대한 자료를 모을 때 전시된 작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부분을 체크 해

놨다가 그 부분을 이제 나중에 뽑아서 보는 편이에요.

백귀인은 프랑스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장점을

활용하여 영어구글, 프랑스구글에 접속해서 자료를 찾기도 했다. 백귀인은

본인의 검색을 “무식하게” 찾는다고 표현했지만, 이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찾고자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에 대한 자

료를 최대한 찾고 작가와 작품의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

으로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지희 역시 해외작가는 구글, 국내작

가는 네이버에서 찾고 있었다. “큐레이터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사전지식

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로 “관련된 작가설명이 나온 책”이나 “연결된 정보”

들, 다시 전시되는 작품들은 이전의 “전시평론” 등 관련된 정보들을 키워드

로 검색한다고 하였다. 다른 도슨트들도 키워드검색을 통하여 작품과 작가

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모아 전시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정민주: 일단 거기서 주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데 그냥 그거가 안 되겠다

는 생각이 들면 일차적으로는 논문 찾아보는 거 같고 이차적으로는 매거진이

나 인터뷰나 이런 거를 보고 따와서 가급적 전시에서 해설을 할 때 물론 제

주관적 의견이 안 들어갈 순 없겠지만 작가의 말에 따르면 작가의 의견이나

저는 이런 거 인용을 계속하거든요,

구은영: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인 허락, 여유가 허락이 되면 책을 이제 책을

많이 봐.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책이랑 인터넷에서 나온 자료랑은 또 다른 거

니까. 책을 보면 훨씬 더 내용이 깊어지고 내가 이해가 좀 더. [...] 예를 들면,

북유럽전은 우리한테 정말 아무런 소스가 없이 왔었잖아. 그랬을 경우, 그랬을

때 북유럽의 교육이랑 건축이랑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 북유럽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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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특히나 복지국가에 관련된, 그런. 북유럽이 왜 복지국가인지, 그니까 이 사

람들이 교육을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건지.

정민주는 “논문”, “매거진”, “인터뷰” 등 이차적인 문헌들을, 구은영 같은

경우는 관련된 “책”들을 참고하였다. 이들은 ’도슨트교육‘자료들만으로는 부

족하며 인터넷검색을 비롯한 개별적인 준비를 통해서 “훨씬 더 내용이 깊어

지고”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전시기간 참여관

찰하며 만났던 다른 도슨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모두 개별적인 자료

조사를 꼭 필요한 과정이라 말하였다.

연지희: 생각보다 음, 내가 가서 다른 사람들 설명을 들을 때는 이게 (도슨트

가 되고) 나중에 생각한 거지만 일정한 시간 내에 어느 정도의 작품 수를 설

명을 하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조금 덜 한 그걸 구분을 일반 관람객은

잘 못 하잖아요. [...] 그런데. 어쨌든 그중에서도 핵심을 뽑아서 하려면 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 정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명을 위해서는 쉽고 간

단한 설명을 위해서는 내가 공부할 양은 점점점점 많아지는 거잖아요. [...] 다

른 데서 활동하시는 도슨트 분들에 대해서 되게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 (웃음)

아니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었구나. 내가 쉽게 아 저거밖에 못 하나 그

렇게 할 게 아니었던 거죠.

연지희는 처음 도슨트를 시작할 때에는 쉬울 거라 생각했으나 활동을 하면

서 “쉽고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자료조사를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연구자에게 설명했다. 요컨대 도

슨트들은 더 나은 전시해설을 위하여 개별적인 자료조사로 보완을 하고 있

었다.

또한, 도슨트들은 전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살펴보고 다양한 전시 관련 행

사에 참여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먼저 관람객들을 만나기 전에 개별

적으로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전시장투어’에서 작

품을 볼 수 있긴 하지만 학예사를 따라 전시장을 돌면 작품을 제대로 볼 시

간이 부족하고 작품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작품은 끝까지 보지 않으면 작품 내용을 아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 설명을 위해 미리 영상을 감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작품을 설치하고 있는 학예사나 작가들을 만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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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종 있으며 도슨트들은 이를 작품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듣거나 궁금한

것들을 묻는 기회로 활용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신소장품전>의 경우

에도 백귀인은 전시 전날 오후 “자료보완을 위해” 전시된 작품을 “감상”하

러 나왔다. 스텝에게 부탁해 학예사를 만나 뒤늦게 추가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품제목, 작가, 작품에 대한 해제가 담긴 프린트물을 받았다.

또한 학예사에게 “3층 영상방에 가운데 있는 작품이 가장 눈에 띄는데 그

작품을 중심으로 설명해야하는 것인지”, “새롭게 추가된 작품들이 연작이라

하던데 연작으로 소개하는 게 맞는지” 물으며 관람객을 만나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전시장을 돌면서 작품

들과 캡션을 ‘전시교육자료집’과 비교하며 기초적인 정보들을 검토하고 실물

을 감상하며 알게 된 것들이나 인상, 발견하게 된 세부적인 것들을 메모하

며 계속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작품을 소개할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다.

도슨트들은 전시오픈과 함께 이뤄지는 ‘기자간담회’나 ‘오프닝세레모니’와

같은 행사에 참여하기도 한다. ‘기자간담회’나 ‘오프닝세레모니’에서도 역시

학예사와 작가들을 만나서 전시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듣고 궁금한

것들을 묻는 기회이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비엔날레전>에서도 전시참여

도슨트 몇몇이 ‘기자간담회’와 ‘오프닝세레모니’에 참여하였다. 기획자를 만

나 전시의 기획의도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묻고 또 작가와 만나 작품에

대해 묻고 이를 메모하거나 녹음하기도 하며 전시준비를 보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동료도슨트들과의 협력을 통한 보완

도슨트들은 동료 도슨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의

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며 미술관에 따르는 공식적인 도슨트활동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다. 이는 ‘도슨트모집’지원부터 전시가 시작되고 관람객을

만나는 과정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도슨트들이 활동하는 데에 필수적

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는 특히 참여관찰 및 면담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드

러난 양상을 토대로 스케줄 조율과 대화와 토론을 통한 전시해설준비의 보

완, ‘피어도슨트’를 통한 전시해설의 보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도슨트들은 전시에 지원한 이들 간에 스케줄을 조정하여 미술관의

‘도슨트모집’을 보완하고 있었다. <신소장품전>의 경우는 1일 1회로 모집하

여 6명으로 인원이 차는 상황이었지만 두 배의 인원이 신청하였다.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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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게시판의 댓글로, ‘도슨트교육’과 ‘전시장투어’에서 모여서 스케줄을 조

정해 전시 기간 전체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지원자 모두에게 배분했

다. 각자의 스케줄을 공유하고 참여를 포기하거나 추가 지원한 사람이 있는

지, 불가능한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고 횟수를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어 지원

한 이들이 골고루 참여하였다. <비엔날레전>의 경우도 역시 지원한 도슨트

들 간에 스케줄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두

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전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요컨대 도슨트들은 매 전

시마다 스케줄 조정으로 최대한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도

슨트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전시해설을 준비하는 과정도 동료도슨트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보

완한다. 자신이 찾은 전시관련 자료들을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도슨트교육’이나 ‘전시장투어’를 비롯하여 전시장에 들

르거나 ‘기자간담회’, ‘오프닝세레모니’와 같은 행사에 참여해 학예사나 작가

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동료 도슨트들과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도슨트실에 모여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는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신소장품전>의 ‘전시장투어’가

끝나고 도슨트들이 도슨트실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백귀인: 사실 전 예전에 신소장품전 할 때는 그냥 아 이게 요즘 미술이다라는

생각으로

이지현: 아, 요즘에 어떤 걸 소장품으로 하냐

백귀인: 예, 그 관점에서 내가 작품을 보고 거기다 도슨트할 때에도 내 감상을

약간씩 섞어서 이렇게 관람객들한테 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보는

재미도 있고 음, 네,

이지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백귀인: 이번에는 굉장히, 예전에 신소장품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될 것 같구

나.

유성훈: 하늘땅사람하면 모든 걸 삼라만상 (웃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

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제일 정하기 쉬운 제목 중의 하나, 근데 그냥 느낌으

로는 너무 좀 새롭다, 신소장품 하며는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좀 번쩍

이는 게 있었으면 하는데 [...] 근데 저는 신소장품 전 자체를 어떤 주제어로

묶어서 하는 것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신소장품의

자유로움으로 하나하나 개성있는 작품들을 차라리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

는 게 오히려 더 신 소장품다운 전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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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귀인: 근데 또 생각해보면, 신소장품을 2, 3층에 뭐가 없이 확 푸는 거는 쪼

끔 너무 뭐지 방대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럼 이제 최소한의 뭔가 분류

가 있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무거운 감이 있어 약간. [...]

유성훈: 뽑아 놓은 걸 기준으로 해야될지 내 마음에 드는 걸 기준으로 해야할

지 (웃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은데.

백귀인: 일단 큐레이터가 찍은 것들, 강조하는 것들을 일단 해봐야 되는데. 아

까 하OO 끝내고 가라고 했던 거 같은데 저쪽에서. 하OO까지.

이정현: 하OO이 아니라 곽OO하면서 이쪽으로 연결해서 가라고 했지. 고OO

연결해서 가라고 했지. 곽OO. 고OO 아니라. (웃음) 이름도 아직 다 못 외웠

어. 작품이랑 이름도.

도슨트들은 전시에 대한 이해를 주고받으며 ‘전시장투어’에서 보았던 전시

장의 동선과 전시기획 학예사의 의도를 체크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본적인

정보부터 전시 전체의 해석까지 동료들과 공유하는 과정이자 이를 바탕으로

전시해설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화와 토론은 전시

의 기획의도, 작품, 작가를 비롯해 관람객들의 반응이나 전시장의 상황과 같

이 도슨트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모든 주제를 다루며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

뿐 아니라 전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어진다.

연구자가 <비엔날레전>에서 참여관찰한 대부분의 대화에 참여하였던 연지

희는 도슨트들 역시 “마이크 잡고 서기 전까지는 관람객”이니 이처럼 “자연

스럽게 얘기가 되는 거”는 “관람객들을 만나기 전에 약간 리허설”같다고 말

했다. 이런 자리들을 통하여 “다양한 얘기를 하고” “정보만 공유하는 게 아

니”라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관람객의 반응”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며 “관람객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게 되므로 “굉

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슨트들은 동료들 간의 ‘피어도슨트’를 통하여 전시해설을 보

완한다. ‘피어도슨트’는 보통 줄여서 ‘피어’라 부른는데 이는 시립미술관 도

슨트들이 동료 도슨트들의 전시해설에 관람객으로 참관하고 피드백해주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는 시민미술관 도슨트들만의 독특함이 반영된 전시

해설 보완과정이다.77) 시민미술관의 1기 도슨트인 윤주은과 2기인 백귀인의

말에 따르면 초창기 적은 수의 도슨트들이 활동을 하면서 “서로를 봐주는

77) 연구자가 도슨트 담당 학예사들과 다른 미술관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도슨트들에게 확
인한 바에 의하면 ‘피어’는 다른 미술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시민미술관
만의 문화라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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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후로 “후배들이 들어오고 나서도” “하나의

문화”가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지금도 시민미술관 도슨트들은 매 전시

에 참여한 도슨트들이 중심이 되어 ‘피어’를 한다. 또한, 새로운 기수의 도슨

트들이 들어오면 첫 전시해설을 하기 전 선배들이 ‘피어’를 해주는 공식적인

자리를 도슨트 담당 학예사가 마련한다. 미술관에서도 역시 ‘피어’를 시민미

술관 도슨트들의 활동에 필요한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피어’는 도슨트가 전시해설을 시작하는 첫 주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신소장품전>과 <비엔날레전> 역시 첫 주간에 매일

세 명 이상의 도슨트들이 ‘피어’에 참여했다. 전시가 시작되면 당일 도슨트

의 전시해설에 다른 도슨트들이 관람객이 되어 참관하고 도슨트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시에 참여하진 않아도 관심 있는 이

들 역시 참여하기도 한다. 다음은 백귀인이 <신소장품전>의 첫 도슨트 활

동을 마치고 동료들과 ‘피어’를 하는 장면이다.

이지현: 오늘 시간 56분이니까. 50분 정도는 어차피 할애를 해야 하잖아.

백귀인: 오늘 처음이라서 약간 좀 버벅댔어. 50분에 끝날 것 같아요. [...]

백귀인: 더 안 빼도 될까?

이지현: 응, 더 안 빼도 돼.

백귀인: 그 동선은요? 영상도 괜찮,

이지현: 거기가 좀. 조금. 영상방이 좀 되게 어려워.

백귀인: 염OO 거를, 사실 좀 재미가 없더라고. 염OO 거 막 이빨 이런 게 있

어서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

이지현: 근데 선생님 염OO 거 전 재미있던데, 지하철 막 달려가는 거도 볼만

하던데?

백귀인: 근데 그게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연기만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지현: 어, 그래그래, (아까) 그래 가지고 재미없더라. [...]

백귀인: 근데 뭔가 조금 딴 때랑. 딴 때보다 더 짧게 끊고 작가를 많이 건드리

니까 준비하는 사람은 살짝 더 힘들면서 이게 말을 하면서 이게 뭔가를 더 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연구자: 좀 짧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이지현: 근데 저는 그냥 한 작품을 짧게 짧게 하면서 작품 수를 많이 하는 전

략으로 나름 가볼까 하고, 왜냐면 깊이 있게 얘기할 뭐가, 또 말을 붙이면 한

이 없겠지만. [...]

연구자: 근데 진짜 영상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선생님이

하신 게 최선인 것 같은데요. 왜냐면 (학예사가) 염OO도 해달라는 듯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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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계속.

백귀인: 그니까. 염OO 해달라고 했지.

이지현: 근데 그럴려면 양OO 먼저 찍고 가지 않으면 너무 이상해요. 동선이.

나는 양아치가 안 재밌어. 솔직히 양OO 작가 작품이 재미있다고 못 하겠어.

전수연: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한 대요.

이지현: 아 그래요? 저는 어려워. 선생님

전수연: 근데 되게 궁금해해. 선생님. 양OO 작가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놨

는지.

백귀인은 자신을 참관한 도슨트와 묻고 답하며 관람객들을 이끈 시간과 동

선을 확인했다. 또한 설명한 작품 중에 관람객으로서 보기에 재미가 덜했던

작품을 확인하고 작품의 내용 전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며 자신의 활동

을 점검하였다. 동료 도슨트들도 함께 동선을 체크하고 작품의 개수와 이야

기의 분량, 고민이 되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각자 앞으로의

관람객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후 백귀인 역시 자신을 ‘피어’해준 동

료 도슨트들의 첫 주 ‘도슨팅’을 ‘피어’해주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피어가 “필요하고” 도슨트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백귀인: 음 들어드리는 게 제가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뭐 서로 [...] 그니까 상

호작용이에요.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님들한테 가르쳐주는 이게 아니고요. 사실

저도 후배 선생님 거 들으면 분명히 모르는 게 몇 군데서는 제가 못 봤던 면

이 보이거든요. 그 그러면 아 저거는 아 저거는 내가 생각을 못했네 하는 부

분이 분명히 생기고 그니까 설명을 매끈하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배울 점이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어, 그 뭐 후배 선생님들이 제 거를 들으

러 온다 그거를 가정을 하고 저는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중간은 가야지 하는 생각은 있거든요. 그니까 제가 열

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구요. 아마 후배 선생님들도 제가 들으러 올지

도 모른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더 실제로 못 들으러 가더라도 긴장을 하실

거에요, 아마.

구은영: 일단은 잘못된 지식을 얘기를 한다던가 그럴 때 고쳐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습관 같은 게 있었었어, (마

이크, 잡는 동작 보여주며) 응, 습관이 있는데 자기는 몰라, 그럴 때 그거를

해주며는 그거를 아무래도 의식하게 되고 그게 이제 나쁜 습관이면 고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 자기가 볼 수 없는 부분을 타인을 통해서 보고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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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으면 훨씬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느낌이라든

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는 것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 어쨌든 내가 얘기를

그 사람 거를 들음으로써 듣는 거도 도움이 돼. 왜냐하면 아 저 사람은 또 저

렇게 하네 저건 되게 좋다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니까 상호작용인 거야. 이거는. (웃음) 피어라는 게 꼭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 상호작용이야. 그 사람의 좋은 점과 고쳐야 될 점을 서로가 나누는 거지.

그래서 나는 피어는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해. [...] 물론 첫 설명에서는 (웃음)

실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떨리고 그런데, 나는 백귀인 선생님이 항상 고마웠

던 게 정말, (웃음) 까먹을 수 있잖아. 그럼 물어봐, (웃음) 선생님 뭐죠, 그러

면 관람객이 올 때, 먼저 와있을 때. 그러면 나는 오히려 든든하더라고. 누군

가가 이렇게 같이 다닌다는 게 (웃음) 좀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부담보

다는.

백귀인과 구은영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모두가 피어가 필요

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동료 도슨트를 ‘피어’해주며 자신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실수나 잘못한 것, 부족한 점들을 확인하고 보완하게 된다는 것이

다.

도슨트 담당 학예사 김주영 역시 ‘피어’를 “하는 게 맞다”며 시민미술관 도

슨트 제도의 운영에서 피어를 중요한 보완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자신이

“아무리 전공자이고” “공부를 했다고 해도” “막상 관람객들에게 어떻게 전

달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처음 오신 분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하시던 분”과 달라 “피드백을 받는 게 당연히 맞다”고 하였다. 코디

네이터 유지훈은 시민미술관 도슨트들의 ‘피어’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

었”고 하였다. 처음에는 “국립현대미술관같은 체계화되고 프로세스를 갖춰

야”한다고 여겼지만 “이것도 자체가 자유로운 도슨트 문화”이며 “시민미술

관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것으로 “좋은 사례”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백귀인은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하는 중 시민미술관의 분관으로 옮

겨간 이전 도슨트 담당 학예사로부터 분관 도슨트들의 ‘피어’를 봐달라는 요

청을 받았다. 백귀인은 분관에 가보니 “각자 따로따로 안 보고 막 하니까”

“완전히 엉망”이라고 전하며 ‘피어’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고 다시 한번 ‘피어’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었다. 요컨대 ‘피어’는 시민미술관

도슨트들이 전시해설의 보완을 위해 만들어온 독특한 협력 문화로 시민미술

관 내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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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슨트의 권한과 책임(1): ‘스크립트’ 작성

‘스크립트’란 시민미술관 도슨트들 사이에서 전시해설을 위해 작성한 대본

을 일컫는 말이다. 도슨트들은 ‘스크립트’에 기대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만

나며 전시해설의 준비과정은 결국 스크립트의 작성으로 귀결된다. ‘도슨트교

육’과 ‘전시장투어’에서 학예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개별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전시장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학예사와 작가들을 만

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도, 동료 도슨트들과 대화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녹아있는 하나의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한 것이

다.

도슨트들은 개별적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이는 ‘스크립트’ 작성이 도

슨트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으로 도슨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의

미한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을 바탕으로 (1) 작품과 작가의 선정, (2)

‘스크립트’ 작성방식에 주목하여 ‘스크립트’ 작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작품과 작가의 선정

도슨트들은 ‘스크립트’ 작성에서 우선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작가와 작품을

선정한다. 도슨트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전시해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시

의 모든 작품을 소개하기란 불가능하다. 도슨트들은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

으며 당연히 도슨트에 따라 소개하는 작품도 작가도, 즉 스크립트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가 만난 시민미술관 도슨트들은 공통으로 작품과 작가 선정에 다음

과 같은 전제를 갖고 있었다.

·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도슨트의 기본적인 책임이라 여기고 있

었다.

· 그럼에도 기획 의도에 안 맞는 작품이나 작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것을 도슨트가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위와 같은 전제에서 작품과 작가를 선정할 때,

·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의 기획의도가 최우선이 되었다.

· 학예사가 강조하거나 언급한 작품들이 우선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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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작가이거나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작품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 학문적으로 혹은 비평적으로 중요한 작품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위에서 제시한 기준들은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한 것

을 간추린 것이다. 도슨트들은 조금씩 표현의 방식이 달랐지만, 모두가 위에

서 제시한 내용을 이야기해주었다. 이는 연구자가 주참여자였던 백귀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다른 도슨트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

인하게 된 것들이었다. 요컨대, 도슨트들은 학예사의 기획 의도에 맞는 작품

들, 특히 학예사가 중요하게 꼽거나 언급한 작품들을 최우선시하고 있었다.

이는 도슨트들이 학예사의 기획의도로 대표되는 미술관에 따르는 것을 책임

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 전시장에서의 동선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중요한 작품이지만 동선에 벗어나

는 위치에 있으면 제외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작품이지만 동선 중에 있으면 추가하기

도 하였다.

· 관람객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관람객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혹은 재미있어할

것 같은 작품들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 동료 도슨트들이 선정한 작품들이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다. ‘피어’를 하며 다른 도

슨트들이 소개하는 작품들을 확인하고 본인 역시 그것을 기준으로 작품을 추가하거나

제외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도슨트가 동선 역시 작품과 작가선정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됨을

이야기해주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골고루 전

시장을 둘러보고 관람객들이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예사가 언급한 작품이어도 동선이 나쁘면 관람객들

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선을 고려하지 않는 학예사들을 답답해하기도 하였

다. 또한 관람객의 반응과 동료 도슨트들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었으며 이

역시 관람객을 이끌어온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었다. 도슨트들은 위의 기

준들을 우선으로 작품과 작가를 선정하고 난 다음 추가로 선정할 때에 자신

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는데 각자가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구은영: 이 작품은 정말 나한테 느낌이 오는 작품이야, 고른 작품 중에서, 거

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지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할애를 하지.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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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설명할 때는. 그런 작품들이 몇 개가 있는 거지.

연구자: 느낌?

구은영: 응, 느낌. 왠지 이 작품은 느낌이 좋아라는 작품이 있어. 왠지 이 작품

은 끌려. 왠지 여기는 뭔가 더 있는 거 같애, 아니면은 전혀 몰랐다가 어떤 사

실을 알게 되면서, 사실을 알게 되고 어머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러면서 좋아지

는 작품도 있고. 그니까 단지 시각적으로 눈으로 느낌이 오는 작품도 있고 알

면서 좋아지는 그런.

연지희: 이거는 남들이 얘기 안 해도 (웃음) 꼭 쟤를 한번 봐줬으면 하는 작품

들이 간혹 있으니까. [...] 자꾸 음 돌아보게 만드는 작업들이 있어요. 처음에

뭔지 몰라도 그 작업이 의도라든가 이런 거 잘 몰라도요, 호기심이 생긴다거

나 궁금해지거나 얼핏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작업. 처음에 모

르는 것 같았지만 집에 누워있는데 아 그게 그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궁금

해지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게 저는 그니까 현대미술작가들이 너무 많고 진짜

너무 다양한 걸 하는데 그중에서 걸음을 멈추게 하는 작업이 나는 좋은 작업

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응, 형태가 어떻든. 그거 아니고. 그

수많은 개념적인 작품들에서 그니까 궁금도 안한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응

그니까 적어도 이렇게 가다가 어, 쟤는 뭐였지, 그러면 나는 적어도 80은 성공

했다고, [...]

윤주은: 제가 좋아하는 게 우선순위고 그다음에는 자료가 많은 작가. 왜냐면

풍부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한다기보단 재미

있게 느껴지는 흥미로운 작가. 그런 거.

구은영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우선 선택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연지희

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을 또 하나

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였다. 윤주은은 자신의 선호뿐 아니라 관람객들과의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것을 또 다른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도슨

트들 역시 표현이 조금씩 다를 뿐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작품을 선택하

게 됨을 털어놓았다.

이지윤: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설명을 안 하는 게 있고.

연구자: 선생님도 그런 게 있으시네요.

이지윤: 응, 이해 안 되면 괜히 설명했다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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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은: 이 전시는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번 전시도 누구야 뭐 그 **설명하시

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왜 들어왔지 [...] 그런 건 뭐 별로 그분이 중요한

작가도 아니고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버리면 되니까. [...] 이런

건 특히 배제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작품 수가 많기 때문에 빼는 게 당연히,

당연하기 때문에.

이지윤의 경우는 “너무 이해가 안 되면” 작품을 제외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윤주은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그냥 스킵해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두 전시에서 도슨트들 대다수가 보여준 선택의 기준이

기도 하였다.

도슨트들은 위와 같은 공통된 기준들과 각자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소개할 작품과 작가들을 선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취사선택이 아니라 도

슨트의 선택에 따라 같은 전시에서도 소개하는 작가와 작품이 달라질 수 있

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규모의 전시는 작품 수가 많으므로 도슨트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들을 소개하게 되기도 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두 전시도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했는데 <신소장품전>은 2, 3층을 아우르는 전시로

65명의 작가의 7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비엔날레전>은 1, 2, 3층과 정원

까지도 포함하여 68명의 작가의 100여 점이 넘는 작품들과 퍼포먼스가 포함

되었다. 도슨트들은 1시간 남짓한 제한된 시간으로 아무리 많은 작품을 소

개하려 해도 30점 전후로 소개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를 소개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공통된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해도

방대한 양으로 인해 도슨트에 따라 소개하는 작품과 작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도슨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술관의 의도”를 따라야 하는 “책

임”을 우선시하면서도 다음으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작품을 선택하는 것

을 “권한”으로 여기고 있었다.

(2) 스크립트 작성방식

도슨트들은 작품과 작가를 선정한 다음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전시장 입

구에서 관람객을 만나는 도입부터 동선에 따라 관람객에게 소개할 작품과

내용, 전시장을 다 돌고 나서 관람객들에게 할 마무리 인사까지 전시해설

전체 과정을 담게 된다. 연구자가 만난 시민미술관 도슨트들은 각자 자신만

의 ‘스크립트’ 작성방식을 설명해주었는데 대체로 유사하지만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를 경력이 짧은 도슨트부터 차례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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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정민주: 저는 키워드죠. 왜냐면 문장으로 그때 제가 기준스크립트 썼었다고 했

잖아요, 그렇게 기준스크립트로 쓰니까 저는 오히려 눈에 무슨 말을 해야 되

는지 눈에 바로바로 안 들어와서 저는 대충 핵심워딩을 써 놓고 입으로 해보

는 편이에요.

연구자: 그럼 입으로도 연습을 하세요? 스크립트를 이제 키워드를 써본 다음

에?

정민주: 네, 그거 보고 써놓고 어떻게 구성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게 입으로

나오면 다르잖아요. 생각했던 거랑 그래서 입으로 해보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워딩을 바꾸든지 워딩 안보고 일단 얘기를 하면서 까먹은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정민주는 1년차 초보도슨트로 “키워드”의 형태로 “핵심워딩”을 쓰고 입으

로 소리 내 말해보며 고치는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연지희: 먼저 교육받은 자료를 그냥 좍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워드친 거는 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는 손으로 써요. [...] 전반적인 내용을 작가별로

나 이렇게 작품별로 해 가지고 손으로 써머리하듯이 다 써요. [...] 거기서 이

제 키워드나 중요한 핵심내용들을 해서 다시 2차 정리를 해요. 그러면 2차 정

리가 저는 스크립트 [...] 그냥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노트필기 하듯이? 그런 느

낌으로. 근데 그 내용은 알고 있어도 설명할 때 조리 있는 문장으로 안 나오

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디테일하게 쓰는 편인데 [...] 전시가

어려워지고 뭔가 조금 체계적인 설명이 필요하니까 키워드가 더 많아지면서

이게 문장화되어야 하는 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전보다 디테일

해지게 되더라고. (음) 손에 못 박힌 거. (연필 잡은 손바닥 보여주며) 전시 하

나 하면 못 박히고. (웃음)

연지희는 7년 차 도슨트로 “키워드”와 “핵심내용”들을 중심으로 ‘스크립트’

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조리있는 문장”으로 나오기 어려운 것들은 “문장화”

된 형태로 쓴다고 하였다. 또한 전시가 어려워질수록 ‘스크립트’는 점차 더

욱 구체적으로 쓰게 됨을 알려주었다.

구은영: 어느 순간부터 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했어. 어느 순간부터.

연구자: 왜 쓰기 시작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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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영: 어 (생각하며) 전시내용이 점점점점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거 같아.

예전의 전시보다도 전시가 규모도 커지고 내가 또 햇수를 넘어가면서 대형전

시 비엔날레 전시를 다 하다보니까 이게 스크립트를 쓰는게 훨씬 더 체계적이

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스크립트를 쓰면 그다음에 내가 덧붙여야 될 내용을

그 이후에도 덧붙일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유용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은 스크립트를- 쓰지.

연구자: 스크립트를 그 토씨까지 다 쓰세요, 아니면 주요 단어들만 쓰시는,

구은영: 아니야, 지금은 문장으로 쓰는 거 같아. 처음에는 키워드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문장으로 다 써. 그거도 진짜 일이야. (웃음)

구은영은 13년 차 도슨트로 처음에는 ‘스크립트’를 쓰지 않았지만 “체계적”

으로 정리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문장으로 ‘스크립트’를 쓰게 되었다고

하였다.

백귀인: 도슨트 설명은 그냥 학교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설명하고는 약간 다

른 느낌이에요.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남편이 뭘 그걸 연습

을 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웃음) 아니 이걸 다 써서 외운단 말이야, 이렇게

놀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니까 아나운서 멘

트랑 학교 선생님의 설명이 약간 섞인 느낌. 아나운서 쪽에 약간 더 가까운

거 같아요. 도슨트 설명은. 그니까, 이렇게, (좀 더 설명하듯) 아무렇게나 쓸

순 없잖아요, 어, 조금 말을 가다듬고, 버버버 하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연구자: 그쵸. 되게 제한된 시간에.

백귀인: 그니까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아무리 이게 10년 넘었

어도. 몇 번은 연습을 해야지 이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하는 데 품이 드

는 거예요. 물론 옛날보다는 훨씬 쉽게 되죠. 하지만 (단호하게) 그래도, 그렇

죠. [...] 원고를 한번 쓰면은, 제가 이제 첫날인데 정말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할 수 없이 그냥 서툰 대로 하는데 그래도 보통 때는 고치는 편이에요. 말로

하는 걸 소리를 내보고 어 이거 너무 말이 웃기네 하면서 고치는 편이고요,

백귀인은 15년 차 도슨트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으로 ‘스크립트’를 쓰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소리를 내보고” 수정·보완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요컨

대 경력이 많은 도슨트일수록 ‘스크립트’를 더욱 정교하게 쓰고 있었으며 이

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또 한 명

의 15년 차 도슨트 이지윤은 자신이 스크립트를 쓴 적이 없다며 자신의 방

식을 설명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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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음 나는 일단은 내 자료, 큐레이터가 나눠준 자료나 어, 우리도록 복

사한 프린트물 이런 내 자료는 온갖 펜으로 다 메모가 되어있어요. 그거를 이

렇게 보면 리마인드가 되는 거지 스크립트라는 건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시작

해서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쓰는 거잖아, 나는 이걸 쓰는 시간이, 물론 이

걸 쓰면 정리는 되죠,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매끄럽게 진행이 되더라

고요. 굉장히 고급진 단어로. 내가 우리 후배 선생님 한 명 하는 걸 보고 너무

우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너무 매끄럽게 흐름이 돼지, 어, 근

데 나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동선은, 우리 이 도면을 항상 요구하는 게, 물론

나눠주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내 동선을 다 체크 해놓는 게 우리 2, 3층 좁으

니까 외우고 자시고도 없었지.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도슨트들과 같이 하나의 텍스트로 정리하는 것은 아

니지만 도면의 동선을 따라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연구자가 참여관찰하

였던 두 전시에 참여한 다른 도슨트들 역시 하나의 텍스트로 정리하고 있었

기에 이지윤처럼 도면에 키워드로 정리하는 것은 드문 경우였다. 그러나 이

역시 아주 간략한 형태이긴 하지만 결국 키워드와 동선을 기록한 텍스트라

는 점에서 ‘스크립트’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람객을 만나기 위한 대본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있었다. 아래의 사진

은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이 작성한 <신소장품전>의 ‘스크립트’로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만나는 도입부분이다.

<자료 6> 신소장품전 스크립트 사진

또한 도슨트들은 ‘스크립트’ 작성 과정을 설명하며 은연중에 또 하나의 중

요한 기준을 드러냈는데 이는 바로 관람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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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귀인: 도슨트 설명도 너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좀 설명이 좀 더 힘들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처음 할 때는 제가

공부한 거를 정말로 잘 정리를 해서 한 문장에 이 단어를 꼭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이거를 넣고 넣고 이래서 짜 맞추는 문장으로 해서 나는 이 얘기를 꼭

할 거야 했던 적이 한 일이 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좀- 지

나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제 고렇게 생각하다가 후배 선생님들

(피어) 봐 드리고 하면서 너무 어렵게 쓰는 건 아니네, 이제 이런 쪽으로 굳혀

진 것 같아요. 이렇게 쓸 때 이 말을, 막 원고를 쓰다가, 이 말을 빼버리지, 그

냥 이렇게 해서 쳐내는 경우가 자주 생기더라고.

연구자: 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연유? 계기? 아니면 이유가 있으세

요?

백귀인: 왜냐면, 관람객 입장에서 어 이거를 몽땅 다 어려운 내용을 다 얘기해

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 네, 그니까 그거를 자꾸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 공부를 막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지금은 이

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원고 쓰는 게. 오히려. 그니까 그렇게 막 어려운 말

은 아, 내가 모르면 빼면 되지 그냥 이렇게. [...] 예를 들어서, 제 친구나 아니

면 뭐 예를 들어서 친척 누구가 왔는데, 이 말을 알아듣나 모르시지 그러고

이제 그냥 저기하는 거죠.

백귀인은 “관람객 입장에서” “다 얘기해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관람객이 편안하게 듣는 것이 ‘스크립트’ 작성의 중요한 기준으

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윤주은: 음 저는 이제 쉬운 말로. 그니까 그 평론가들이라든가 주로 전시 서문

같은 거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멋있게는 썼는데 뭐냐 그런

걸 다 관람객에 맞춰서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문어체 절대 안

쓰려고 노력하고 말하듯이 대화하듯이. 저는 거의 스크립트도 크크 이런 것도

넣어요. 제가 농담하고 질문하는 것도, 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애

드립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이 상상해서 관람객이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이렇게.

윤주은은 역시 관람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관람

객의 대화와 반응까지도 고려하며 관람객들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었

다. 다른 도슨트들 역시 듣기에 어색하지 않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잠정적으로 관람객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람객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도슨트들은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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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를 작성하게 된다. 자신이 고른 단어나 문장으로 전시에 대해 소

개하고 자신이 취사선택한 작품과 작가를 안내하고 마무리 인사하는 것까지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아무리 작품에 대한 정보전달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도슨트의 선택과

판단에 따른 해석과 의미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즉, 도슨트

에 따라 개개의 작품, 작가뿐만 아니라 전시 전체에 대한 인상이나 이해, 감

상도 달라질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4. 도슨트의 권한과 책임(2): ‘도슨팅’

‘도슨팅’은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을 만나 전시해설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도슨팅’은 전적으로 도슨트에게 달려있다는 점에서 ‘스크립트’작성에 이어

도슨트의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이며 도슨트에 따라 달라진다.

백귀인: 약간 그 도슨트가 도슨팅을 하는 게 살짝 일종의 공연 같잖아요, [...]

그니까 처음 딱 시작해서 이거는 (웃음) 끝까지 딱 마무리를 해야지 아 이게

한편의 공연처럼 짠하고 끝나는 거야.

유성훈: 연극배우들이 이렇게 관객들 맨 처음에 설 때 매번 할 때마다 다른

호흡으로 하는 거처럼 도슨트도 할 때마다 새로운 관객들이 오니까 매번 새롭

게 하게 되잖아요,

백귀인과 유성훈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역시 ‘도슨팅’을 공연

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자도 참여관찰을 통하여 지켜보며 이들의 말이 ‘도

슨팅’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는 ‘도슨팅’ 과정을 살

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도슨트는 30분 정도 전에 도슨트실에 와서 준비

한다. 10여 분 전 거울을 보며 복장을 가다듬고 명찰을 달고 스피커와 마이

크를 챙겨 1층 로비로 올라간다. 로비의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방송을 한 후

전시장 입구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시간이 되면 관람객들과 인사를 나

누며 ‘도슨팅’을 시작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 관람객들이 박수를 치며 화답

한다. 도슨트는 마이크를 끄고 다시 도슨트실로 내려와 ‘도슨트근무일지’에

관람객 수를 적고 사인하는 것으로 ‘도슨팅’을 공식적으로 보고하며 마무리

한다.



- 63 -

연구자는 참여관찰하고 면담을 거듭하면서 ‘도슨팅’에서 두드러지는 특성으

로 (1) 작품과 작가 선정의 조정, (2) ‘도슨팅’의 초점 설정에 주목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작품과 작가 선정의 조정

‘도슨팅’은 전시장 입구에서 전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관람객을

이끌고 자신이 준비한 스크립트대로 작품을 소개하며 전시장을 도는데 관람

객의 반응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동선을 바꾸거나 소개하는 작품

과 작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음은 백귀인이 <신소장품전>의 ‘도슨팅’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백귀인: (2층 전시장 입구에 서서 관람객을 맞을 준비. 연구자 외 전시에 참여

하는 다른 도슨트도 ‘피어’을 하러 왔지만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약간의

긴장이 느껴지는 분위기의 침묵 속에서 전시장 입구의 전시해제가 붙은 벽 쪽

에서 서서 마이크를 켜서 소리가 제대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손목시

계로 시간을 확인하였다.)

관람객: (백귀인의 마이크와 명찰을 보며) 도슨트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백귀인: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점차 모여드는 관람객들)

백귀인: (4시 정각에 시계를 확인하고 관람객들을 마주 보며) 굉장히 화창한

날씨인데요, 미술관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관람객들의 박수)

저와 함께 오늘 2층과 3층에서 관람하실 전시는 <신소장품전>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수집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시민미술관에서는 관람객

들에게 그해 수집한 소장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의 소장품은 미술관

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동시대미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미술관의 소장품은 4700여점이고요, 작년 118점을 수집했습니

다. 이번의 전시제목 하늘, 땅, 사람들은 3층에 전시된 오OO 작가의 작품제목

에서 빌려왔는데요, 우주 삼라만상을 나타내는 천지인이라는 말처럼 소장품들

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살펴본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았습니다. 올해

소장품전은 여느 해와 다르게 하늘, 땅, 사람들이라는 세 개의 주제에 따라 구

성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70여 명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시도록 하

겠습니다. (관람객들에게 눈짓을 하고 선두에 서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백

OO작가의 작품 앞에 멈춰섰다. 관람객들을 지켜보며 모두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작품의 설명을 시작하였다.)

도슨트는 사면이 트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간에 서서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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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맞이하고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매번 새로운 이들

을 맞아 그들이 지루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지 않도록 나아가 듣기를

포기하고 떠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도슨트들은 전시장이라는

공간에서 관람객의 반응을 끊임없이 고려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품과 작가

선정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모두가 중요하게 여

기는 것이었다.

백귀인: 제가 아 요 설명이 관람객들한테 먹힐까 살짝 우려하면서 그냥 집어

넣었어요, 근데 고때는 딱 관람객들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살피면,

연구자: 표정 같은 거요?

백귀인: 예, 예, 살피면 어 그냥 괜찮게 받아들이시는 거 같으네. 그냥 막연하

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갸우뚱하거나 이렇게 어려운 설명할 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뭔가, 어 아닌데 이렇게 표정에 나타나는 분들이

계시면 아 요게 좀 어렵구나. 이 말을 좀 쉽게 해야 되나 빼버려야 되나 그렇

게 거꾸로 받아들일 때는 있어요.

연지희: 표정 많이 봐요. 표정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얼굴들은 좀 보

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제일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는 반응 (고개 끄덕끄덕)

그래도 내가 뭐가 조금 전달이 됐거나 그러면 이런 반응이잖아, 그런데 이해

가 안 되면 계속 듣고 있다가 고개가 이렇게 돼요. (갸우뚱하는) 이런 표정이

돼요. 아 이거는 거기서 근데 넘어가야돼 솔직히 얘기하면. [...] 그게 되게 그

분위기가 정말 말로 설명 안 되는 되게 미묘한 건데 관람객하고 설명하는 사

람은 느끼는 그런 공기가 있죠. 응,

정민주: (영향을) 미치는 거 같아요. 특히 속도감에서. 그 좋은 반응을 해줬을

때는 일단 좀 사사로운 멘트가 더 들어가는 (웃음) 어떠세요, 좋으세요, 이런

거랄지 아니면 아 색감이 너무, 이렇게 유도 멘트도 하고 반응이 오니까. 네,

분위기도 더 되게 좋게 되는 거 같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추가적인

멘트를 하는 데서 별로 딱히 구애받지 않는 거 같아요. 더 하게 되고. 근데 만

약 반응이 안 좋거나 이거에 대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나 하는, 느낌이 좀

쎄한 날은 (웃음) 유독 쎄한 날이 있어요, 유독 쎄한 날이 있고 [...] 굉장히 빨

리빨리 좀 중요한 내용만 딱딱 짚어서 설명 드리고 가려고 하는 거 같은 느낌

도 있는 거 같아요. 속도가 빨라지는.

백귀인과 연지희는 관람객들의 “표정”을 주의깊게 살피며 내용의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길이를 조절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정민주는 관람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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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따라서 내용뿐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도슨팅’의 내용의 깊이나 분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하여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서 내용만이 아니

라 동선과 그에 따른 작품 선택 역시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소장

품전>과 <비엔날레전>에서 도슨트들은 종종 관람객이 따라오는 속도나 반

응에 따라 동선을 바꿔 소개하지 않았던 작품을 소개하거나 이전에 소개했

던 작품을 건너뛰기도 하였다. 도슨트들은 면담을 통해서 ‘도슨팅’ 과정에서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동선과 작품을 변경하게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백귀인: 이제 통과를 해야지 하면서 설명을 하는 작품인데 (어이없는 표정) 통

과를 못 하게 해놨더라고, 이거를 이렇게 오면 이렇게 세워놔야지 되는데 이

걸 옆으로 해놓은 거예요. 연구자: 왜 그런 거죠, 설치문제 때문에?

백귀인: 이렇-게, 이제 돌아서 딴 작품을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는 동선이 안 좋아요, 왜냐면 작품 설명 꼭 해야 하는 작품들이 있더라고, 그

러니까 (다른 도슨트) 선생님들이 제가 맨 처음에 요거 하나 설명했는데 그거

(관람객 동선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꿨어요.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

그니까 살짝 위치만 바꿔도 되는 거를 그런 경우.

채희진: 음, 동선고려도 하죠. 선생님. 작품이 이번 (비엔날레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뺐어요. 준비했던 작품에서. 왜냐면 동선에서. (웃음) 네 동선이 제

가 지금 한 대여섯 작품 뺐어요. 동선이 도저히 안 나와요. 선생님.

백귀인은 관람객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동선을 바꿀 뿐 아니라 작품

도 배제하게 됨을 알려주었다. 채희진 역시 ‘도슨팅’ 과정에서 작품과 작가

의 선정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컨대 도슨트들은 ‘도슨팅’의 과정

에서 관람객의 반응을 기준으로 동선을 바꾸고 작품을 추가하거나 건너뛰기

도 하는 등 자신이 준비한 ‘스크립트’의 내용을 조정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관람객들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결국 작품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슨트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도슨트들이 관람객의 반응을 살피고 관람객과 호흡을 맞추

는 과정에서 동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느 작품을 빼고 추가할 것인지,

어느 정도로 해설내용의 길이나 깊이를 조정할 것인지는 도슨트들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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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귀인: 그게 관람객들이 이제 딱 찝어서 표현을 하기는 나도 좀 그런데 아

이분들이 자알 들었다 하고 생각이,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연구자: 어떨 때에요, 선생님?

백귀인: 그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집중하는, 예 예, 그니까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 약간. [...] 그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터득하는 게 선생님들

이. 이 얘기를 해야지 더 빨리 작품에 다가가겠다. 그걸 이제 감으로 익히는

거 같아요.

백귀인의 “감으로 익히는 것 같”다는 표현은 관람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도슨팅’을 조정하는 건 ‘도슨팅’을 통

해서 익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험을 통하여 익히는 것 또한 전적으

로 도슨트에게 달려있다.

(2) ‘도슨팅’의 초점 설정: ‘교육’, ‘감상’, ‘해석’

도슨트들은 초점을 설정하여 ‘도슨팅’을 한다. 연구자는 거듭하여 ‘도슨팅’

을 참여관찰하면서 ‘도슨팅’의 초점이 유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

다. 도슨트들은 면담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주었으며 이를

토대로 ‘도슨팅’의 초점을 ‘교육’, ‘감상’, ‘해석’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물론

도슨트들은 말투나 표정, 몸짓을 비롯하여 태도나 성격도 제각기 다른 자신

만의 개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도슨팅’도 영향을 받지만 그들이 강조

하는 것에 따라 구분을 시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슨트 자신이 ‘도슨팅’

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도슨팅’이, 즉 관람객을 바라보고 관람객

을 대하는 태도, 관람객과의 관계, 나아가 관람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도슨팅’을 ‘교육’으로 도슨트 역시 ‘교

육자’로 표현하고 있었다.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중에서 백귀인, 윤주은,

정민주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

백귀인: (도슨트는) 미술관의 역할을, 미술관에서 해야 될 교육의, 그니까 전시

에 대한 교육 역할을 대신해주는 거죠. 일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니까 아무래

도 그거를 전시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죠. [...] 수준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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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좀 낮게 해서 완전히 낮춰서 관람객 비위를 더 맞출 수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너무 그렇게 낮춰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연구자: 이게 교육적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세

요, 선생님. 전시나 작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교육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귀인: 음. 그니까 관람객들이 여러 계층이 여러 부류 층이 있을 텐데요. (생

각) 그니까 전시를 정보 면에서 생각할 때 정보를 좀 전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관람객층이 여러 층이 있어서 굳이 정보를 막 습득할

준비가 안 되어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우리는 관람객, 불특정 다수잖아요.

그니까 그중에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관람객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연구자: 그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라는 건 어떤,

백귀인: 그니까 정보가 작가에 대한 뭐 작가에 대한 작품에 대한 내용이죠.

윤주은: 저는 (도슨팅이) 교육의 파트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우리가 도슨트가

생기게 된 이유가 도슨트도 가르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니까 그 원래 생기게

된 연유는 박물관이 가지는 교육적인 목표를 위해서 생겼다고 저는 생각해요.

연구자: 그럼 선생님은 일종의 교육자로 스스로를 생각하시는 거죠.

윤주은; 그렇죠. 물론 그렇게 막 권위는 없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그

런, 그게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야 뭐 친절하게 캡션

도 많이 들어간 전시도 있지만 어떤 전시에 가면 정말 작가, 제목 이렇게만

있는 작품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슨트한테 한마디만 들어도 그 작품이 새

로운 의미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정민주: 저도 처음에 미술에 되게 문외한이고 관심도 없다가 와서 그 공간에

서 이 사람이 이런 거를 풀어주고 이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전체적인 구

성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한

테는 되게, [...] 누군가에게 이걸 처음 미술에 대한 맛을 터줄 수 있는 역할이

라고도 생각을 해요. [...] 갔으면 아 내가 이런 문화생활을 했고 거기서 뭔가

를 배웠거나 알고 그게 대해 조금 더 문화생활을 딥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 의

의를 두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이 봐서. 그런 분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역할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들 모두 관람객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교육자’로서 관람객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관람객보다 우위에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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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무엇인가 묻는 말에 대해서는 또한 모두가 “정보”의 “전달”로 대답을

하였다. 이들은 ‘도슨팅’에서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관람객과의 관계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이야기하

였는데 백귀인은 “관람객들도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결론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윤주은은 관람객을 “도미네이

팅”하는 게 되는 건 “아니라고”, 정민주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역할”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들은 도슨트가 관람객보다 우위에서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답을 주는 것은 아니며 관람객들이 무언가를 얻

어가도록 이끌어줘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두 번째로 ‘감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도슨팅’을 나의 ‘감상’을 다른 이

들과 나누고 ‘공감’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중에는 이지윤, 구은영, 연지희가 여기에 해당했다.

이지윤: 앎의 기쁨이지, 앎의 기쁨. 내가 다른 인터뷰할 때도 얘기했었어요. 도

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앎의 기쁨이었고, 또 뭐 있었지. 나의 앎의

기쁨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가 먼저 안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에서.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았는데 근데 나는 미리 본 거여서 미리 알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을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온 것을 내

가 미리 알려줬더니 저 사람도 재미있어하는, 나의 앎의 기쁨과 그걸 알려줘

서 나누는 기쁨. 도슨트는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응, 내가 잘나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안 것을 여러 명과 나누는 거지. 내가 교수가

아닌 이상. 그런 기쁨이 도슨트의 기쁨이자, 그런 거죠. 응, 내 얘기를 듣고 끄

덕끄덕하잖아. 사람들이, 그럼 거기서 제일 희열을 느끼잖아. [...]

연구자: 그럼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지윤: 아니요. 나는 항상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구자: 아, 감동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지윤: 그 감동이, 너무 좋아 뭐 이런 거뿐만 아니고 어떤 의미로든.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설명 듣고 가는 게 아니라 (감동한 표정이나 제

스쳐를 흉내 내며) 하아, 이런 거, 그런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구은영: 내가 되게 감동스러운 작품이 있어. 작품이 다 다르잖아. 나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럼 내가 감동스러운 작품에 내가 어떤 그런 내 마

음을 담아서 설명을 했을 때 그 관람객들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해주면, 굉

장히 좋아. 아 나랑 저 사람이랑 통했다, 이 작품에 있어서 서로 같은 걸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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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 [...] 관람객들이 미술을 좋아할 수 있게. 응, 그니까, 어, 내가 관심이

있어서 왔지만 그냥 한번 훅 보고 갔으면 내가 미술에 대한 애정도 안 생기고

그다음에 또 올지 이런 게 미지수였는데 도슨트 설명을 들으니까 어, 정말 미

술작품이 너무 좋구나. 나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런 느낌,

연지희: 좋은 설명, 보면은 좋은이라는 게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지만 저 개인

적으로는 공감대가 느껴지는 그 관객들의, [...]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런 배경

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지식이나 뭐 그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거는 그런 거 같아. 약간 진심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 도슨트가

이 작품을 이해하려고 했고 이런 부분을 이제 관람객이랑 같이 좀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진심으로 이 설명을 준비했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듣는 사람은 안

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자: 연결, 공감대, 연결의 역할?

연지희: 공감대. 그게 가장 크죠.

이들은 모두 ‘도슨팅’에서 정보전달보다는 관람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

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이는 ‘감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지윤은 도슨트와 관람객은 “완전히 수평적”인 관계이며

먼저 공부했을 뿐 “감상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구은영 역시 “공부를

했을 뿐” “똑같은 관람객”이라고, 연지희 또한 “같이 얘기가 될 수 있게 하

는”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였다. 요컨대 이들 모두 도슨트가 관람객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감상을 나누고 관람객들이 더욱 감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세 번째로 ‘해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도슨팅’을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

고 관람객들도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중에는 유성훈과 채희진이 여기에 해당했다.

유성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평론가들도 그 작품에 대한 한가지 의견이고

도슨트도 그걸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한가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관객들한

테 작품 보는 경험들을 제시해주는 것이라서 제가 보는 방향들을 설명해드리

는 것이라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인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런.

[...] 내 의견도 여러 의견 중의 하나라라는 생각을 꼭 가져야 하고 관객들한테

도 그걸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직접적으로. 그니까 뭐 이게 작품을 보는

것이 사실 진짜 미술작품은 정답이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다

가 아니거든요. 근데 잘못 전달이 되면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해해야 되요 이



- 70 -

렇게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열린 설명이 꼭 필요한 게. [...]

그게 안 되면, 진짜 잘못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

연구자: 선생님 근데 거꾸로 된 질문도 가능하거든요. 정답이 없다고 치면, 굳

이 뭘 가르쳐줄 필요가 있을까.

유성훈: 근데 이제 가이드는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실마리 같은 거

죠. 그니까 가이드라는 게 뭐냐면 가는 길을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실 뭉텅이

있으면 실 한끝 잡아당길 수 있는, 실 한끝 잡을 수 있는. 그니까 고 정도만

나는 터치를 해주면 되지 않나. 다 시시콜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보는 방법이

라고 그럴까. 이 작품에서는 요걸 한 번 보세요.

채희진: 그 도슨트라는 일에 대해서 저는 작품의 마지막 이 액자에 풀을 붙이

는 과정이고 저는 작품의 마지막 과정이라고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만

하게도.

연구자: 오만이라니, 아니요.

채희진: 왜냐면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를 하고 감상을 하고 그 감상의

중간의 매개체로서 또 어떤 자유로운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연구자: 그쵸. 실제로 작가가 해석을 훨씬 더 권장하는 경우도 많고.

채희진: 네 또 하나의 창작과정이라고 보통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지점이 아마 도슨트 하시는 선생님들이 느끼는 기쁨이 아닐까. 저는 혼자 생

각에. (웃음) [...] 전에 어떤 관객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림이 미술

을 너무 좋아해서 시립 가까이 산데요. 그래서 자주 와서 보는데 이 도슨팅을

듣는 건 도슨트의 감상을 듣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방해되고 자신이 직

접 보는 게 더 나은 게 아니냐 자기가 고민이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말씀이 맞다 그 선생님 오롯이 선생님 혼자 느끼는

그 방법도 맞고, 단지 이 저희가 하는 일은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 아 나는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작품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소개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현대미술이라는 게 사실 보는 미

술을 떠나서 읽는 미술이라는 표현까지도 있는데 그래도 보기 전에 여러 정보

를 갖고 계시면 조금 더 많이 보이시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은 둘 다 ‘도슨팅’을 자신의 해석을 전하는 것으로, 관람객에게 여러

의견 중 하나의 의견으로서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관람객과

의 관계를 의견을 주고받는 수평적인 관계로 여기며 관람객이 자유롭게 해

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결국 ‘도슨팅’의 초점에 따라 ‘도슨팅’의 지향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교육’

은 정보를 잘 전달하고 관람객이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에, ‘감상’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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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을 나누고 관람객의 감상을 돕는 것에, ‘해석’은 자신의 해석을 제시하

고 관람객의 해석을 돕는 것에 지향을 두는 것이다. 이는 도슨트들이 자신

들이 ‘교육’, ‘감상’, ‘해석’에 도움을 준다고 여기고 있음을, 즉 도슨트의 역

할을 ‘교육’, ‘감상’, ‘해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5. ‘스크립트’와 ‘도슨팅’의 나선형적 발전

도슨트들은 첫 ‘도슨팅’ 이후 매주 전시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맡은 회차의

‘도슨팅’을 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매주 새로운 관람객들 앞에서 공연하

며 초연의 미숙함을 다듬어나가는 셈이다.

구은영: 첫날에는 되게 부담스럽지.

연구자: 뭐가 제일 부담스러우세요.

구은영: 그니까 내가 지금 공부한 거를 스크립트 쓴 거를 제대로, 제대로 (웃

음) 얘기할 수 있을까, [...] 그니까 이제 내가 진짜 외우고 연습한 것을 제대

로 안 까먹고 (웃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의문인 거야. 너무 많으니

까. 이게. 근데 이상하게 딱 시작이 되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

야. 그게. 나오더라고. 그게 첫날은 작품을 제대로 느끼면서 이야기 전달을 전

혀 못 해. 그냥 그 작품 앞에 가면 마치 그냥 마치 자동으로 로봇처럼 내가

외웠던 것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관람객들의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

로 체크 못하고 내가 외운 걸 그냥 이야기를 그래도 안 빼먹고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동선대로 잘 했다, 그다음부터 이제 슬슬 하나씩 하나씩 느껴지고 보

여지고 사람들의 그런 피드백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연구자: 그니까 두 번째부터는 관람객들도 보이고

구은영: 두 번째-, 응 첫 번째만 지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연구자: 어떤 게 보이세요.

구은영: 일단은 내가 작품에 대한 느낌이 이제 첫날이 지나가면 첫날은 어떻

게 보면은 이제 기계적인 암기나 그 작품에 이제 제대로 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두 번째 날은 아, 이 작품이

이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구나, 관람객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나랑 비슷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전혀 다르게 느끼는지, 이런 것도 이제

점점 가면서 캐치가 되는 거지.

이지윤: 계속 내가 첫날 해보면 알잖아요.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걸 스스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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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하는 거 있고 우리 스터디할 때 다른 선생님들

보고 응, 그러고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짜맞추면 되겠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미처 찾지 못했는데 새롭게 들었던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공유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넣는 것도 있고 내가 찾은 거 다

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내가 항상 내 설명 들으러 오겠다는 지인들한테 어,

한 달 지나고 와 (웃음)

연구자: 음, 좀 있다가,

이지윤: 응, 그래야 무르익어.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길 했어요.

구은영은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 할수록” “관람객들도 보이고” “피드백

도” 보인다며 ‘도슨팅’이 나아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지윤은

“첫날 해보면” “부족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체크”하고 추가하게 된

다고 하였다. 요컨대 도슨트들은 첫 ‘도슨팅’을 마치고 나면 ‘피어’와 추가적

인 자료조사 등을 바탕으로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이는 다음 ‘도슨팅’으로

이어진다. 즉, ‘스크립트’가 ‘도슨팅’으로, ‘도슨팅’이 다시 ‘스크립트’로 나선형

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스크립트‘와 ’도슨팅’의 나선형적 발전

이와 같은 나선형적 발전이 전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

시가 종료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어 다음 전시에도 반영된다.

2년 차 도슨트 채희진은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었

다.

채희진: 이제 시작이니까. 스스로 위안을 해요. 이제 시작이야. 길게 보자. 자

꾸 경험을 쌓아가면 뭔가 나만의 노하우도 쌓이고 또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

는 희망으로. (웃음)

연구자: 그럼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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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진: 조금은 나아짐을 느끼죠. 왜냐면 동선 같은 것도 그다음에 관람객이

또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좀 빨리 넘길 수

있고 뭐 이런 지점들, 네,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생각도 조금 더 정리할 수 있

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채희진은 도슨트가 되고 시민미술관의 도슨트 운영 규정에 따라 1년간 소

규모의 상설전과 분관의 소규모 기획전에 참여하였고 점차 큰 전시를 경험

하였다. 본관의 1층 전시와 2, 3층을 아우르는 전시, 1, 2, 3층을 아우르는

<비엔날레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채희진뿐

만 아니라 다른 도슨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들은 매 전

시 ‘스크립트’와 ‘도슨팅’의 나선형적 발전 속에서 점차 경험을 쌓아나간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누적된 경험은 도슨트로 활동하는 데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일종의 전문성이 된다.

연지희: 왜 일반적으로 아나운서들도 화법 트레이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우리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는 너-무 구어체여도 그렇고 너무

딱딱한 뉴스처럼 해도 그렇고 그 중간 어드메에서 살짝 줄을 타야되는 거죠.

이거를 어디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기는 힘들고 하면서 계속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 그래서 가끔 보면 어, 다른데 도슨트 갔을 때 들리는 건 아

저분이 아직 조금 연습이 필요하구나 그런 게 뭐냐면 “하.였.습.니.다.” 그런

거. (또박또박 책 읽듯 끊어읽는 것을 흉내내며) “되.었.습.니.다.” 말은 그냥

되게 술술 하는데 이거는 “기획하였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기획했습니다”는

“하였습니다”와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미묘한 포인트인데 자꾸 우리

가 도슨트를 하니까 그게 보이나 봐. (웃음) 다른 관람객들은 잘 모를 수도 있

지만 좀 그런 것들.

백귀인: 그니까 저희도 몇 년 그래도 하시고 나면 들으면 아 이 부분이 걸리

는구나 하고 귀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

쵸. 한두 해 처음에 한두 해 때에는 무조건 선배들 설명 들으면 아 무조건 잘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구은영: 물론 뭐 다 미술사학과를 나오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 글쎄 직업

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미술사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한해서 뽑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직업조건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

어내서 전달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전문성은 경험이야. 근데 물론 그 경

험이 누구나 세월이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잘 한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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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 경험이 뭐라고 그럴까 내재되어 있는 내공은 큰 거 같아. 큰 거 같고.

연지희는 자신의 귀에는 들리는 것을 예로 들어 다른 도슨트의 부족함을

가늠하는 것도 관람객을 대하는 화법을 개선하는 것도 경험을 통해 가능함

을 확인하게 했다. 백귀인 역시 경험이 쌓여야 선배들의 부족한 부분을 가

늠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경험의 누적이야말로 구은영이 말

하는 도슨트로서 “내재되어 있는 내공”이자 “전문성”이라 할 수 있다. 시민

미술관의 도슨트 담당 직원들 또한 도슨트들의 경력을 전문적인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곁에서 도슨트들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기도 했다.

유지훈: 근데 사실 저는 전시기획 쪽은 전공도 아니고 작품을 공부를 저도 도

슨트교육 때 듣거든요, 선생님들 설명하시는 거 듣고 피드백하고 그러면 오히

려 저보다 많이 알아요. [...]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돼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나도 게임을 하고 이 사람도 게임을 하는 사람인

데, 도슨트가 게임을 더 잘해, 그럼 봐야겠다 보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게임

을 맞상대하면 지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아 잘해, 그러면 어, 한 판 하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잘 하니까. (웃음) 이런 예를 들면, 전시작품에 대해서

도 더 방대한 지식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주영: 그냥 단순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많이 공부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슨트라는 것도, 그 중간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받

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

요.

또한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면담을 진행하는 중에 도슨트 담당 학예사 중

가장 오랫동안 시민미술관 도슨트 운영을 담당했던 학예사 한지현은 백귀인

에게 분관 도슨트들의 ‘피어’를 맡겼다.

백귀인: 한지현 선생님이 그때 요번 거(피어도슨트)를 맡기면서 [...] 다른 담당

선생님이 처음에 일부러 강의식 피피티가 필요할 거 같다고 그러니까 한지현

선생님이 이제 딱 잘라서 아 선생님 그런 거 필요 없는 거 같다고 실제로 이

거 할 때는 피드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같다고 만약에 그런 거

부탁할 거면 딴 선생님 불렀다고 이러시더라고. (웃음) 뭐 다른 데서 외부 교

수님들 초청할 수 있다고 근데 그거 아닌 거 같다고. [...] 어 아무래도 도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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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전시를 함께 공부하는 입장, 해야지 피어를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 그니까 직원들이 물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거는. 근데 전시 공부

를 도슨트 스크립트를 직접 써보지 않고 이제 하는 거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니까 못 보는 부분이 생기실 거에요.

학예사 역시 도스트가 경력을 통해서만 숙련되는 전문성이 있음을 인정하

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도슨트의 활동은 경험을

통하여 점차 숙련되고 발전해나가는 일종의 나선형적인 발전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 도슨트의 나선형적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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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상황적 구조: 도슨트가 처한 양면적 상황

이 장에서는 도슨트의 활동을 보다 다층적으로 접근하고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도슨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소상황-

(매개상황)-대상황의 분석틀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도슨트의 소상황이 도슨트로서 활동하며 겪는 일상적, 체험적 상황이라면

대상황은 도슨트가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 매개상황은 도슨트로서의 활동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상황을 모두 고려

한 분석은 도슨트의 활동을 보다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데에 유용한 이해의

틀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도슨트의 상황에 대한 분석은 도슨트 제도

나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논의로 각각 분리된 영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슨트가 처한 상황을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도슨트가 처

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슨트의 활동도 제대로 파악

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도슨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도슨트 활동의 의미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도슨트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활동을 전개해나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소상황: 자원봉사자 도슨트로서의 일상

여기서는 도슨트 활동을 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도슨트가 겪는 가장 구체적

이고도 직접적인 상황, 그들에게 인접해 있는 맥락인 소상황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자가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봤을 때, 도슨트들이

활동하는 소상황적 맥락으로는 (1)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상황, (2) 활동을 지속케 하는 도슨트로서의 상황, (3) 자원봉사자 도슨트로

서 처한 양면적 상황을 추출할 수 있었다.

(1)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자원봉사자로서의 상황

도슨트 활동은 자원봉사로 충분한 시간과 여유가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우

선 도슨트가 되기 위해서는 ‘도슨트양성교육’프로그램을 6개월 가까이 수강

해야 하기 때문에 평일 낮에 2시간 이상 시간을 내야 한다. 도슨트로서 활

동하기 위해서는 전시 기간 평일이든 주말이든 매주 오전이나 오후에 적어

도 두어 시간 이상을 규칙적으로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시 전후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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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고 ‘피어’를 하는 데에도 역시 최소 1, 2주간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간을 낼 수 있는 이들은 전업주부 그중에서도 아이

들이 어느 정도 키워놓은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

다. 실제로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8명 중에서 3명이, 참여관찰한 전시에

참여한 도슨트들 중에 삼 분의 이 이상이 전업주부로 자식들이 이미 대학을

진학했거나 졸업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었다. 채희

진은 ‘도슨트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시간과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시간이

”전업주부“인 ”아줌마들에겐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표현하며 이를 한

번 더 확인해주었다.

백귀인: 그게. 식구들이 아무래도 이게 매일 나가면 집안일이 그만큼 줄어들잖

아요. 하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재밌다고 막 강조하는 거 외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웃음) 나가야 되면 몇 주 전부터 막 입력을 시키는 거예

요.

연구자: 그때, 나 전시 있어 막 이렇게요?

백귀인: 이제 다음 주에는 나 바쁠 거야. 계속 나가야 해. 이거를 (집안일을)

어떻게 해결하지. 물어보고 이제 뭐를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어떤 식

으로 할까 조금 상의하는 식으로 미리 입력을 계속 시켜서 좀 이제 요즘에 당

연하게 받아들이게.

백귀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업주부라 해도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전적으로 자유롭게 쓰기는 어렵지만, 가족들에게 전시기간을

알리고 ”상의하는 식“으로 시간을 내서 전시 전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

고 있었다. 이는 윤주은과 채희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연지희의 경우는 “프리랜서”로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유성훈도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직장에서 은퇴해 “시간을 조절해서”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기에 도슨트로서의 활동이 가능하였다.

또한 정민주는 ‘도슨트양성교육’을 들을 때에는 “취준생”이었고 도슨트로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백수”였으며 연구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대학원생”으로 역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민주: 일주일에 두 번을 와야 되니까 사실 좀 부담은 있었는데

연구자: 그래도 시간이 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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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그때는 취준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연구자: 그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정민주: 네, 에. [...] 저희 기수에도 두 명이 취준때 이걸 했는데 드랍을 이제

취업이 돼버리니까 중간에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네.

정민주 역시 이전에는 직장을 다녔기에 “직장을 그만두고”서야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며 같이 ‘양성교육’을 들었던 두 명은 “취업이 돼버리니까” “중간

에” “드랍”을 해야 했다며 직장을 다니는 이들은 사실상 도슨트로서 활동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알려주었다. 여기에 더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지윤과 구은영의 사례는 직장을 다니는 이가 ‘양성교육’을 통과했다고 해

도 도슨트로서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지윤: 우리는, 결혼한 선생님들은 육아와 집안일과 도슨트와 난 회사까지 있

으니까 시간이 너무 물리적으로 없는 거야, 그래서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가서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하

고 주말에도 카페로 가, 집에서 공부가 안돼서. 그래서 그만큼 살림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는데도.

구은영: (도스트양성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오전, 두 신가에 시작해가지고 아

이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겠구나, 평일 날 두 시에,

직장생활을 했는데, 나는 그때 이제 일반직장이 아니라 학원 강사를 했기 때

문에 그게 쪼끔 유도리가 있었어. 어, 그래서 할 수 있었어. 지금같이 뭐 이렇

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이잖아?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요일날 뭐 교육이 있다, 월요일 오전에 교육이 있다, 그러면 교육을 못 들으

면 작품에 대한 이해도 힘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직장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좀 애로를 많이 줬어. 그니까 자원봉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는 아

니라는 거지.

이지윤은 처음 도슨트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전업주부였다. 현재에는

직장인으로 도슨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

고 말했다. 구은영 역시 ‘양성교육’을 들을 당시 직장인이긴 했지만 “일반직

장이 아니”었으며 지금같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직장”은 “제약이 많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둘은 직장생활로 인해 전시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

워졌음을 토로하였고 참여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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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고백하였다. 요컨대, 도슨트는 자원봉사로 활동하기에 시간과 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도슨트로서 활동은 둘째치고 ‘양성교육’을 받기도 어

렵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직장인들 특히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생활환

경에 놓인 이들에게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활동을 지속케 하는 도슨트로서의 상황

도슨트들이 도슨트로서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데에는 도슨트로서 겪는 상

황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참여관찰과 면담에서 이를 미적

체험이 주는 희열, 활동이 주는 성취감, 동료집단이 주는 자극, 사회적 기여

에서 오는 자부심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도슨트로서

활동을 강화하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활동 자체가 도슨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도슨트로서 활동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은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을 “중독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백귀인: 약간, 다른 선생님들도 저랑 비슷한 말을 가끔 하시는데, 살짝 중독

같은 게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 그니까 이거를 쉬면은 예를 들어서 몇 달을

쉬면 뭔가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미술관에 완전히 이렇게 발

을 끊게 되는 게 아닐까. 내가. 좀 그런 걱정이 드신대요. 여기가 뭐 이제 강

제로 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웃기웃하시게 되는 거 같아요.

연구자: 음. 중독성, (웃음)

백귀인: (웃음) 좀 하다가 막 안 하니까, 좀-, 심심한 느낌, 어, 이제 뭐하지,

그러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백귀인은 “중독성”을 “몇 달을 쉬면 뭔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설명

하며 도슨트로서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상황을 묘사해주었다. 이는 백귀인

을 비롯하여 연구자가 만난 이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중

독성을 갖는 도슨트로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미적 체험이 주는 희열

도슨트들은 활동과정에서 작품을 직접 감상하면서 얻는 미적 체험에 매우

큰 희열을 느끼고 있었다. 앞서 도슨트의 활동 양상에서 살펴보았듯 도슨트

로서 활동하는 과정 자체가 작품감상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채희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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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이와 같은 특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채희진: 준비하는 과정에선 알아가는 그런 눈이 뜨이는 재미가 있다면 또 도

슨팅을 직접 할 때에는 그 확인하고 몰입감이 더 있어요. 그니까 제가 좀 이

상한진 몰라도 그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좀 확실히 더 안다는 느낌. 더 보이

는 느낌.

연구자: 그럼 몰입감은 어떤 걸까요.

채희진: 그니까 작품을 저만의 방식으로 감상을 해내는 느낌. 제가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같긴 해요. (웃음) 투박해도 알아서 이해를. 그 준비할

때는 책보고 리서치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근데 실제로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할 때는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느낌이 그대로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

요. [...] 그러니까 그 루틴화된 삶에서 다른 광경을 보고 있는 그 기분. 네, 그

기쁨이 커요.

채희진은 “준비하는 과정”과 “도슨팅” 과정, 두 가지가 주는 희열을 구분하

여 이야기해주었다. 전자는 작품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작품의 맥락을 이

해하는 과정이라면 후자는 그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직접 작품을 보면서

감상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도슨트로서의

활동과정이 관람객들의 감상을 돕는 것 이전에 도슨트 본인의 감상을 “해내

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

고 작품을 직접 접하는 것에 더해 그것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녹여내는 ‘스

크립트’ 작성, 이를 다시 ‘도슨팅’하며 관람객과 나누는 과정까지, 도슨트들

은 작품을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윤주은: 저는 **전 하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행복했어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행복한 마음을 그대로 전하니까 그게 다 전염이 돼서 더 좋

아하셨던 거 같애.

연구자: 그러니까 선생님 도슨트를 계속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는 미술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있으셨던 거예요.

윤주은: 네, 그럼요. 저는 그 홍 이름도 잊어버렸어, 벽화 이름도 잊어버렸어.

벽화 그분이 해직교사 학생 끌어안고 있는 그 그림 앞에 서면 정말 가슴이 먹

먹한 거예요. 막 슬퍼지고 눈물 날 것 같고. [...] 그런 감동을 많이 받아요.

윤주은의 경우에서 보듯 도슨트들은 계속해서 전시에 참여하며 다양한 작

품들을 만나고 그만큼 작품을 감상하는 상황에 놓인다. 연구자가 참여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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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면담하며 확인한 바, 도슨트들이 전시를 준비하는 학예사나 도슨트

담당 학예사와 같은 미술관의 직원들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전시에 참여하

고 더 자주 전시장에 서고 있었다. 도슨트들이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더 많

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성훈: 어떤 작품은 또 굉장히 몰입해서 보게 되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부러 하

지 않으면 못 봤을 작품들인데 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의무감이라

도 와서 미디어 작품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 본다

는 것, 내가 누군가의 그 생각을 같이한다는 것, 뭐 이런 그런 것들에서 어떤

그런 경험치를 나눈다고 그럴까. [...] 그렇게 좀 경험치를 늘려준다고 그럴까

내가 일상에서 내 그냥 혼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들을 이제 굉장히

그 이상이죠. 쪼끄만 이상이 아니라 상당히 큰, 그 더 이상의 세계. 그런 것들

을 나누게 되니까. [...] 일상에서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어요. 충격이 될 만한.

유성훈은 “굉장히 몰입해서 보게 되는 작품”이 있으며 “혼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상당히 큰, 그 더 이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며 작품

을 통한 미적 체험이 일상을 벗어나는 “충격이 될 만한” 무엇이라고 표현하

였다. 이와 같은 미적 체험의 희열을 맛볼 수 있는 상황이야말로 도슨트로

서의 활동을 지속케 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활동이 주는 성취감

도슨트로서의 활동은 도슨트들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성취감을 주는 상

황이기도 하다. 도슨트들은 전시지원부터 첫 ‘도슨팅’과 ‘피어’까지 1, 2주간

의 집중적으로 미술관의 공식적인 ‘교육’을 받고 자료조사와 ‘스크립트’ 작성

에 더해 관람객들 앞에 서서 ‘도슨팅’을 해야 한다. 도슨트들은 이와 같은

활동과정이 주는 부담감만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구은영은 첫 ‘도슨팅’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를 왜 설명한다

고 했나” “후회하다가” 하고 나면 “내가 그래도 해냈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낀다며 이를 “첫설명 신드롬”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구은영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들, 참여관찰하며 지켜본 도슨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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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은: 윤OO전이 참 좋았거든요. [...] 저보고 너무 멋있다고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고 또 한 번은 천OO 1주기 때는 거의

매번 인사를 너무 많이 들었었고. 다 하고 나면. 너무 힘든 줄 알았지만 제가

너무 즐거웠다고 그게 우리의 답인 거 같아요. 너무 공부하는 거 힘들고 어떨

땐 내가 이 긴장을 왜 해야 되나 저도 막 첫 전시 전에는 그 십분 간 그 앞에

기다릴 때 막 두근두근하고 입이 막 마르고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생각 안 나

면 그런데 이걸 왜 하나 그런데 기쁨이 그 느끼는 기쁨 그런 게 [...] 그 기쁨

이 큰 거 같아요. 얻는 게 더 많고.

윤주은은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을 “기쁨”으로 표현하였

다. 이는 관람객의 “칭찬”과 “인사”에서 얻는 것으로 도슨트로서의 활동이

개인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정민주는 한 걸음 더 나

아가 도슨트로서의 활동이 갖는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적인 특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정민주: 지금은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되게 다른데 [...] 그때 백수 시

절이 길었으니까 백수 시절에 생각했던 걸 보면, 되게 활력소가 됐던 거 같아

요. 그 당시에 진짜 활력소가 되게 됐었고 내가 이걸 해서 이 사람들이 내 얘

기를 들어주고 남 앞에서 내가 이 작가나 이 전시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거

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이거를 말을 해서 이 사람들하고 뭔가를 한 시간을 잘

꾸려나갔다고 했을 때 그 성취감이 크고 그게 되게 어 엄청 되게 활력이 됐었

어요.

정민주는 ‘스크립트’ 작성에서 작가나 전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도 ‘도

슨팅’에서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다. 요컨대

도슨트로서의 활동은 혼자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과 나

누고 공감을 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도슨트 개개인이 자신을 개별

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와 같은 연장선

상에서 채희진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하다.

채희진: 솔직히 말하면, 일 순위는 자아실현이죠. (웃음) [...] 자기발견. 네네,

그러니까 봉사라는 미명하에 봉사라는 탈을 쓰고 (웃음) [...] 집에서 가족들도

제가 이제 그 가족들보다 제 일에 몰두하는 모습은 아마 처음 볼 거에요. 그

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놀라는 표정으로) 보긴 해요. [...] 제가 이제 뭐 무슨

얘기 끝에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엄마, 당신의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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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 근데 남편도 되게

저의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은가봐요. 제 세계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

채희진은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

세계를 만들어가는“ 방편으로 도슨트로서의 활동에 ”몰두“하고 있었다. 정

민주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 확인하

는 동시에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자신의 ”일“로 두고 있었다. 이는 도슨트

활동이 주는 ”성취감“이 앎의 성취, 교감의 성취를 넘어 자아실현의 성취까

지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동료집단이 주는 자극

도슨트들은 도슨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있었다. 도슨트들이 활동에서 부족한 부분을 동료들과의 협력으로 보

완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떠올려본다면 동료들과의 관계가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만난 도슨트

들이 빈번하게 이야기한 것들은 활동에 ”자극“을 얻고 ”도움을“ 받으며 ”함

께하는 것“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채희진: 이 커뮤니티가 우리 도슨트 커뮤니티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또 너무 좋은 점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 모임들 그

엄마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 그 주제가 뻔합니다. 뭐 남편 얘기.

애들 얘기, 시집 얘기, 뭐뭐뭐 재산 얘기 등등등.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림 얘기하기도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서. (웃음) 새로운 전시 준비

하느라 또 바쁘고. 그게 너무 신선한 거예요. 그리고 연령대가 다양함에도 불

구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지. [...] 여기 와서 정말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신

선한 충격도 받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요.

채희진의 말처럼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도슨트들 간의 대화도 역시 미술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흥미로운 지점은 대화가 종종 미술 분야의 폭

넓은 주제와 소소한 일상적인 소재를 넘나들곤 했지만,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는 주제들 또한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학벌이나 출신배경, 가정형편, 남

편이나 아이들의 공부나 집안의 사정과 같은 사적으로 민감한 주제이거나

정치나 종교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었다. 이를 금기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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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희진의 표현을 빌면 ”서로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백귀인: 선생님들이 아마 미술관에 나오시는 게 음, 이제, 성격이 맞는 것도

있지만, 뭔가가 그래도 꼭 살짝 미술에서만 아니라도 뭔가 조금 그래도 이런

분은 이렇게 살아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순간순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런 게 조금 자극이 되는 느낌. 그게 아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아,

그니까 선생님들끼리 또 서로 좋은 영향을 줬던 거 같아요. [...] 그리고 나이

차이가 또 많이 나면 또 서로 그게 또 서로 또 보고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

니까,

백귀인은 채희진과 더불어 도슨트로서 활동하면서 동료들 간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

화와 토론, ‘피어’를 통한 피드백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느끼게

되는 삶의 태도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었다.

구은영: 아무래도 우리가 자원봉사 단체이다 보니 그 회사의 그 회사 사람들

이랑은 다르잖아. 그리고 친구랑도 또 다르고. 그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공동

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의 같은 목적. [...]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그런 뭐 뭐라고 그러지 그런 게 없잖아, 그런 게 없잖아, 그지? 그런 사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사심 없는 만남. 그리고 어떤 공동의 선한 목표. 선한 목적

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대화. 응. 그게 이 사회의 어느 단체에

있을까. 굉장히 소중한 단체라고 난 생각해.

앞서 채희진과 백귀인의 이야기에서 확인한 시민미술관 도슨트 집단의 특

징은 구은영의 표현을 빌자면 ”사심 없는 만남“이 가능한 ”선한 목적을 가

진“ 사람들의 ”자유스러운 대화“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

컨대 도슨트들은 미술을 매개로 모인 자원봉사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으

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동료가 되고 있었다.

도슨트 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상황 자체가 서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자

극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 사회적 기여에서 오는 자부심

도슨트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에 대해 자부심

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를 ”보람“, 뿌듯함”, “기쁨”, “즐거움” 등으로 표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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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연지희의 이야기는 “보람”을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을 잘 보여준다.

연지희: 나도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 뭔가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

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이거를 하나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직접 해봤을 때 그냥 관람객들 물론 듣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관람객들이 있지만 뭐 30명의 관람객들 중에서 한명의 아줌마가 오셔서, 아유

설명을, (손으로 쓰다듬는 제스쳐를 취하며) 잘 들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 이

거 설명 안 들었음 이게 뭔지 알겠어, 그래도 재밌게 봤네, 그러면 그거 되게

큰 보람인 거 같아요. 내가 뭘 크게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래도 누군가에게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도움이 되었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되게 커요.

연지희의 사례에서 보듯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상황은 “사회의 일원으로 뭔

가 보탬이 되는 일”로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사회에 환원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도슨트도 한 몫으로 있는 거 같다”는 유성훈의 말 또

한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여는 최소한의 실비만 받음에도 기꺼이 도슨트로서의 활동한

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기도 했다. 구은영은 자원봉사 도슨트로서 활동하

는 것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을 비교하며 도슨트들이 사회적 기여에 기

쁨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구은영: 내가 딱 느낀 게 뭐였냐면, 직업은 음, 내가 싫든 좋든 물론 직업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직장생활하다보며는

여러 가지 좋아서 일을 했지만 뭐 거기에서의 인간의 갈등이라든가 상사와의

불화 이런 거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못해 다닐 수도

있잖아, 사실은 직업이라는 게 함부로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생계잖아, 그렇

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이 도슨트라는 직업이,

이 자원봉사가 엄청난 소중한, 더 부각이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돈을 받지 않

고, 그니까 8천원은 돈도 아니잖아, 내가 직장생활을 할 때 돈 때문에 한단 말

이야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하는 비참함이 있어. 어떤 (웃음) 더럽고 치사해

도 돈 때문에 하는 비참함이 있는데, 그걸 상쇄시켜줘. 이 도슨트가. 뭐냐면

내가 똑같은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일도 하고 있고 자원봉사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난 돈을 받지 않고도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자부심이야.

요컨대, “돈을 받지 않고도”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서” 도슨트로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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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은 돈과는 관계없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며 그 자체가 자부심이 되는 것이다.

(3) 자원봉사자 도슨트로서 겪는 양면적 상황

도슨트들은 공통으로 도슨트로서 활동하며 양면적인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참여관찰하면서 또한 도슨트들과 대화를 하면서 종종 목격한

상황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미술관은 단체관람 문의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

서 도슨트들에게 시간 외에도 ‘도슨팅’을 요청했지만, 도슨트들이 미술관에

서 정한 시간 외에 ‘도슨팅’을 요청하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단적으로

도슨트가 처한 양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은영: (처음에는) 오프닝도 오프닝과 동시에 도슨트 설명이 들어가고 근데

오프닝 때 작품이 걸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오프닝 다음날

부터 도슨트를 하라고 그러면 첫날에 하는 사람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정? 그래서 그걸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일주일 후

에 하든가, 전시가 제대로 안 되어있으니까. 그걸 봐야지 설명을 할 거 아니

야.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해야 된대, 시민들

과의 약속인데. (웃음) 시민들과의 약속이래도 일주일 후에 약속하면 되는 거

지, 그렇게 약속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 상황에서. 그래서 늘 큐레이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그러면 그거를 조율해야 하는 사람이 그 행정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다음 날 해야 된다는

거고. (웃음) 그 무슨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연구자: 선생님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거는

구은영: 그건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이제 그 큐레이터가, 우리 담당하는 사람

이 바뀌면서 이해의 폭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바꾼 거지.

구은경은 도슨트활동 초기에는 전시오프닝과 동시에 ‘도슨팅’을 해야 했는

데 이것이 “행정을 하는 사람”이 ‘도슨팅’을 진행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

음을 이야기해주었다. 도슨트들이 작품을 보고 준비를 제대로 한 이후에 시

작해야 하므로 1주일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은 도

슨트 담당 학예사가 도슨트의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이 있는 사람”이어서

바뀌었다는 것이다. 요컨대 도슨트들은 미술관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도슨트들도 역시 자신들의

상황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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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귀인: 도슨트 위치가요. 어. 저는. (생각 2.3초 정도 침묵) 직원들보다는 조금

낮게 인식이 되는 건 사실인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자 도슨트

연구자: 미술관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백귀인: 네. 근데 이제 자원봉사 도슨트를 다른 미술관은 모르겠고 지금 시민

미술관은 완전히 하대하는 그런 수직관계는 아니고 완전한 수평관계는 아닌

거 같아요. 그건 아니죠. 지금.

연지희: 이게 기획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슨트의 중요성 같은 것들이 정말 확

실하게 인식이 됐다면 그런 스케줄 상에서 조금 더 배려해서 잘 조절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별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그래도 조금씩

은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지만 큰 개선은 없다는 거 (웃음) 그

러면 앞으로도 글쎄요. 뭐 많이 기대할 게 없지 않을까. 방식은. [...] 어떻게

보면 미술관이 아직도 문턱이.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 안에 예술하는

사람들을 뭔가 남들이 안 하는 특권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 기획했는데 너희가 와서 설명하는 거 물론 애는 쓰는데 그냥 니네는 설명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지.

백귀인과 연지희 모두 도슨트들이 미술관의 직원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

했지만, 백귀인은 그럼에도 “완전히 하대를 하는 그런 수직적인 관계”는 아

니고 “완전한 수평관계도 아니”라고 하였다. 연지희는 “도슨트의 중요성 같

은 것이 정말 확실히 인식이 됐다면” “스케줄 상에서 조금 더 배려”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시기획 학예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스케줄로

도슨트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연구자도 쉽게 목격할 수 있

었다. 앞서 도슨트의 활동양상에서 살펴보았듯 <신소장품전>의 전시작품과

배치 역시 계속해서 바뀌고 도슨트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던 것도 한 예라

할 수 있다. 도슨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중적”이라거나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끼인” 등의 단어로 표현하거나 “미술관 전반에서” 도슨트를 “별

로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않는 거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백귀인과

유주은의 이야기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백귀인: 미술관에서는 확실히 옛날부터 아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 우리를 자

기네 경계 안으로 끌어들여서 내부인으로 생각을 했다가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반인으로 생각했다가 약간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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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간주를 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구요, 저 스스로 느끼기에 그냥, (잠시 멈

췄다가 또렷한 목소리로) 확실히 뭔가 직원도 아니고 일반인은 분명히 아니

고, 하여튼 그 경계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윤주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연구자: 동전의 양면

윤주은: 네 그니까 저희는 막 잘난체하고 말하고 싶으면 전시회 성공을 좌우

하는 정말 키 뭐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큐레이터나 담

당자가 들으면 아마 잘난 척하고 있네 (웃음) 그럴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만족도를 표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백귀인은 자신들이 “직원도 아니고” “일반인은 분명히 아니고” “하여튼 그

경계에서” “일을 한다”고 표현했다. 윤주은은 도슨트가 “성공을 좌우하는

키”라고 여기고 싶지만 사실은 “잘난 척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 대한

은유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미

술관 직원 같기도 하고 관람객 같기도 한 양면적 상황을 겪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대상황: 도슨트가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

도슨트가 놓인 대상황은 도슨트가 일상적으로 겪는 소상황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슨트가 활동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맥락인 셈이

다. 구체적으로 시민미술관의 도슨트가 한국사회와 문화라는 공적인 맥락에

놓여있음을 상기하고 연구자가 참여관찰하고 면담한 내용을 분석해봤을 때,

도슨트 활동의 기저에 있는 대상황은 (1) 한국사회의 고용구조, (2) 미술을

문화자본으로 여기는 문화적 맥락, (3) 제도로서의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로 나눠볼 수 있다.

(1) 한국사회의 고용구조

도슨트로서 활동의 바탕이 되는 거시적 맥락으로 우선, 한국사회의 고용구

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도슨트의

주요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주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만드는 남

성 중심의 고용과 가부장제의 결합이다. 둘째는 고학력 비정규직, 혹은 고용

에서 제외된 이들을 만드는 고용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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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도슨트 제도와 맞물려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과 고학력의 비정규

직 혹은 고용에서 제외된 이들을 도슨트로 유입하는 맥락이 되고 있었다.

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만드는 남성 중심의 고용과 가부장제의 결합

연구자가 만난 시민미술관 도슨트들 8명 중 3명이 전업주부였다. 이들은

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이지만 결혼과 동시에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살아왔으며 자식을 어느 정도 키우고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야

도슨트로서 지원할 수 있었다.

채지희: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 와중에 미술관 교육받

다가 이런 걸 모집한다더라 그래요, 한 번 해볼까 하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게 됐는데 하면서는 제가 너무 잘했다, 기쁨도 느끼고 즐겁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젊은 시절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를

조금 더 할 걸, 더 충실할 걸 그럼 제 자신이 조금 더 깊고 넓어졌을 텐데 또

는 사회적으로도 주부라는 거 말고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할려고 노력을

했어야하지 않을까 이런 후회가 많이 돼요.

백귀인: 그러니까 제가 도슨트 활동을 하는, 그 말하자면, 계속 유지하는 이유

-는, 일단은 이거를 하면 이제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

요. 그니까 그 플러스가 되는 면이 각자가 느끼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

마다. 이제 저는 공부를 좀 못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 같아요. 내가

옛날에 결혼을 일찍 안 했더라면, 별로 이렇게 시댁 눈치 안 보고 아무래도

좀 뭔가를 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뭔가가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

를 못 하고 계-속 집안일을 해와서 이런 거 통해서 약간의 만족-감을 얻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거지.

윤주은: 사실은, 어 한국사 박사과정까지 했었어요. 근데 애 둘이 되니까 공부

를 못해서 그만뒀거든요. 항상 뭔가 매우, 수료는 했어요.

연구자: 그래도 수료까지 하셨으면

윤주은: 어, 그래서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쉬었는데, 그거를 학위논문을 써보

려고 갔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한국사는 거의 삼사백 페이지를 한 권의 책을

써야 돼서 제가 이제 미술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써보려고 그렇게 학교로 돌

아갔더니 어 교수님께서 괜찮은 주제라고 해보라고 그래서 했는데 어, 못 따

라가겠는 거예요, 그 공백이 너무 길어가지고 [...] 저는 사실은 지금 3급 정학

예사 자격증도 있어요.

연구자: 사실 그러면 큐레이터 하셔도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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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은: 근데 제가 그래서 좀 한 십 년 전 그거 따고 나서 금방은 몇 군데 내

봤어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우리은행 금융사박물관 이런 데도 내봤

고 가까우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몇 번 내봤는데 어, 소식 없더라고요.

이들은 고학력이었지만 결혼과 함께 경력이 단절되었고 이후 남편과 아이

들을 수발하느라 경력을 이어가지 못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나자 차선책

으로 도슨트로 지원을 하게 된 것이었다. 덧붙여 백귀인과 윤주은은 도슨트

로 활동하면서 관련 전문인력 자격증까지 취득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했다.

결국, 이들이 도슨트로서 활동을 지속하게 된 것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으

로서 취업하거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달리 선택지가 없

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미술관의 도슨트들이 3분의 2 이상이 이들과 같은 전

업주부이자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으로 결혼과 함께 혹은 아이를 키우며

경력이 단절된 이들이었다. 경력단절에 관한 최근의 통계를 보여주는 기사

는 이와 같은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78) 기혼여성

의 48.6%는 경력단절을 경험, 여전히 2명 중 1명은 ‘경력단절 여성’이 되고

있었고 경력단절 사유는 결혼, 육아, 임신과 출산, 가족 돌봄, 자녀 양육 순

이었다. 또한, 경력단절은 재취업을 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고용의 형태도 악

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남성 중심의 고용과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의 경

력단절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미술관 도슨트로 활동하는 이들

대부분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것은 도슨트로서의 활동이 한국사회

의 남성 중심의 고용과 가부장제라는 상황에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차선이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뒤집어 말하면 도슨트 제도는 남성 중심의

고용과 가부장제가 결합하여 양산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로 인하여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나. 고학력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고용 불안정

연구자가 만난 시민미술관 도슨트들 8명 중 3명이 프리랜서, 은퇴자, 대학

원생이었으며 이들 역시 대졸 이상 고학력이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거나

78) 김지현, 「기혼여성 절반이 경력단절… 복귀에 8.4년」, 『한국일보』, 2017.2.21.http://

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2211643081865. 201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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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 제외된 이들로 사실상 한국사회의 고용불안정성이 이들이 도슨트

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면담을 한 이들뿐만 아니라

시민미술관 도슨트들 역시 가정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프리랜서, 은퇴

자, 대학원생에 해당했다. 즉 비정규직이거나 고용에서 제외된 이들만이 자

원봉사자 도슨트로서 활동이 가능한 셈이었다.

연지희: 음, 도슨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애정은 계속 있어요. 근데 그 애정

과 먹고 사는 일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냥 내가 이거를 이

거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좋은 마음으로 계속하는 거는 약속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 나는

내가 내 밥벌이도 못 하고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하는 게 이거는 나의 그냥 어

떤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건데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 그래서 그거는 저의 경우는 먹고 사는 일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

어서 지금은 그냥 지금까지 하는 동안은 어떻게 어떻게 그냥 이걸 생활의 일

부로 하면서 되게 나름 자부심도 갖고 이렇게 왔는데 이후는 어떻게 될런지는

지금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마음과 현실이 달라서.

연지희는 프리랜서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었기에 도슨트로 활

동했지만 프리랜서로 “밥벌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다며 현실적으로 생계유지와 도슨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어려울 것

을 내비쳤다. 유성훈은 직장을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경우로 역

시 비교적 자유롭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 도슨트 활동을 시작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활동이 어려워졌다. 정민주의 경우는 취업준비생인 상태로

도슨트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대학원으로 진학해 점차 바빠지는 상황이었다.

이들 셋 모두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도슨트 활동이 가능했으나 동시

에 유동적인 상황 탓에 안정적으로 활동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도슨트로의 진입을 가능하게 했지만 아이러니하게

도 그와 같은 상황이 심화될수록 도슨트로서의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었다. 결국 도슨트로서 활동은 남성 중심의 고용과 가부장제의 결합 그리

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한국사회의 고용구조가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2) 미술을 문화자본으로 여기는 문화적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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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대화를 나눈 도슨트들 모두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지적 허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였다. 이는 도슨트로서의 활동에 미술 특

히 순수미술을 문화자본으로 여기는 문화적 맥락이 바탕이 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백귀인: 일상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에요. 뭔가, 이제, 아, 나는 시

간을 그래도 조금 유용하게 쓴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유용

하게 쓰고 있어 생각을 하면서 약간 옆에를 의식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

요, 일종의 허영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웃음) 아, 나는 일반 동

네 아줌마는 아니야, 뭐, 이렇게 찜질방 가서 수다 떠는 이런 식의 일은 별로

안 하고 싶어 라든가, 선생님들하고 뭐 어디 전시를 보러 가자고 하거나 이런

그런 거를 선호하는 편인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주변의 선생님들도 취향들

이 거의 비슷하신 거 같아요.

연지희: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게 약간의 그니까 예전에 왜 우리 모임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뭐 고급취미 딱 그 시선이 처음에는 거의 다 맞는

거 같아요. 그냥 취미 생활인데 어디 가서 쬐끔 만들고 등산하고 이런 거보다

는 있어 보이는 거야 솔직히. 그것도 미술관 관람이 취미가 아니라 미술관에

서 설명을 (웃음) 한다 그러면 아 그래도 뭐 아는 애가 설명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이니까.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은 거 같죠.

채희진: 저는 그런 차원이 또 있어요. 그 다른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도슨트

의 그 하고 싶은 욕망 중에 자기의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

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연구자: 선생님도 그럼 그 지적 허영이라는 말 동의하세요?

채희진: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니까 준비를 하면서 아무래도 내가 관객한테

얘기를 하려면 일은 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다 보면 알게 되

고 또 집에서 괜히 식구들은 모르니까 잘난 척하며 아이 이건 그런 거 아니야

뭐 한마디 하게 되고,

윤주은: 그 미술이라는 정말 수준 높은 매개체를 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만난

다는 게 참 큰 매력이고. 그리고 지적 허영도 만족이 돼요. 솔직히. 다른 거

하는 거보다는.

정민주: 어쨌든 미술이라는 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하나의 뭔가 그거를 잘 아

는 게 가치 있는 소양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회다 보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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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들은 미술 특히 순수미술을 수준 높은 매개체로 여기고 있었다.

“찜질방 가서 수다 떠는” 대신 “전시를 보러” 가는 것을 선호하고 “등산하

고 이런 거보다는 있어 보이는” “고급취미”, “괜히” “잘난 척하며” “한 마디

하게 되는”, “가치 있는 소양” 모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지적 허영”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도슨트들의 “지적 허영”이 도슨트로서 활동을

유인하고 지속하게 하는 맥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르디외(Bourdieu)가 제시한 문화자본의 획득이라고 할 수 있다.79)

부르디외는 미술이 경제적·사회적 자본처럼 문화자본이며 미술관을 찾는 것

자체가 문화자본의 획득이자 그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구별짓기라 설명하였

는데 “일반 동네 아줌마”와 자신을 구별짓는 백귀인이나 “관람객보다 하나

라도 더 알고자” 하는 채지희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도슨트들 역시

미술 특히 순수미술을 고급한 지식이자 문화자본으로 여기는 동시에 그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것은 미술에 대한

애정과 지적인 욕구뿐만이 아니라 문화자본으로서 미술을, 미술관을 비롯한

미술 제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문화적 맥락에 바탕을 둔 것이다.

도슨트들이 학예사의 기획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학예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나, 관람객을 교육받는 이로 여기거나 관람객과 만남에서 성

취를 느끼는 것 역시 미술을 문화자본으로 여기는 문화적 맥락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은 도슨트뿐만 아니라 도슨트들이 속한 한국문

화 전반의 것으로 학예사와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지현: 그리고 그냥 선생님들이 항상 공부를 하면 이게 너무 사실, 고급 공부

잖아요. 저희도 맨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험한 꼴 안 보고 맨날 고차원적인

대화만 나누잖아요. 누가 일상에서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니까 분관에서는 그

동네 사시는 주부들이 많아서 자기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선생님 소리를 듣겠냐

고 맨날 누구 엄마 이런 것만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보람을 많이 찾으

79) 부르디외가 문화적 자본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미술은 문화적 자본의 대표적인 예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부르디외는 문화자본이 경제적·사회적 자본처럼 스스로 증가
가 가능하고 장점과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교환과 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특히 아래의 저서에서 미술관의 방문을 중산층의 문화적 자본 획득의 가장 전형
적인 예로 들며 미술이 문화적 자본임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 Bourdieu, P., The
love of Art,- European art Museums and their publics (L'amour de l'art : les
musées d'art européens et leur public. 1969), trans. Beattie & Merriman,
(Cambridge: Polit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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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그래서 어, 나는 그때 그 했던 장면, 그 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그

때 그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만 바라보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위에 있는 입장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하는 거잖아

요, 그들은 또 되게 존중해서 듣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위계는 아니지만 어쨌

든 대접을 받으시잖아요.

한지현 학예사는 전시를 준비하는 것이 “고급공부”에 “고차원적인 대화”라

표현하며 미술 특히 순수미술이 고급한 지식임을, 사실상 도슨트가 관람객

보다 “되게 위에 있는 입장”임을 말하고 있다. 미술을 문화자본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구별짓기를 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도슨트들뿐만 아니라 학예사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3) 제도로서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

앞서 소상황에서 살펴보았듯, 도슨트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면서 겪는

양면적 상황은 제도로서 미술관의 수직적인 위계와 학력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었다. 제도로서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미 미술계에서 많은 비판과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도로서의 미술관에서도 직무구조에서 순수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에 대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유성훈: 제가 날짜만 잘못 말씀드려도 교육기회가 없기 때문에 (웃음) 아주 지

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사실 그거는 사실 지금 전 전달받아서

통보만 하는 입장이에요.

연구자: 그럼 도슨트와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유성훈: 그냥 직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개인 변호이긴

한데 직무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봤을 때, 코디네이터

는 이래야 된다고 느끼는 거는, 그냥 조력, 서포터 서포터인 거죠. 어시스트.

김주영: 제가 이분들 어쨌든 시민미술관 안에 도슨트가 있는 건데 제가 이분

들을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어쨌든 시민미

술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벗어

나지 않도록 조금씩만 관리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조금 관리

수직, 어떻게 보면 수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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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슨트 담당 코디네이터 유성훈은 “직무적으로” 상하관계이고 실제로는

“조력”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도슨트 담당 학예사 김주영은 “방향을 제시

한다던가” “조금씩만 관리”한다고 하긴 했지만 결국은 “상하관계”로 여기고

있었다. 요컨대 도슨트들이 자원봉사자임에도 도슨트를 담당하는 미술관 직

원들은 도슨트들이 “직무적으로” 그들의 아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이는 미술관의 직무구조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교육홍보과의 교육 담당

학예사와 코디네이터 아래 즉, 교육홍보과 직무의 최말단에 도슨트가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계구조는 교육홍보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미술관 전체로 이어지는 것이었다.

한지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부에서 학예사들도요, 그게 전시과냐 교육홍보

과냐 자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뭐 누구나 다, 그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국공립미술관 큐레이터지만 내부적으로 자기 강제가 되게 많아요, 네, 그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내가 여기 소속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이라는 게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좋은 업무가 주어지고 아닌 게 분명히 있

거든요, 되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뭐, 그래서, 그니까 저만 해도 되게, 구체

적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메인은 전시, 어쨌든 본관의 전시에요, 도슨

튼 선생님들도 분관에 있는 분들도 나도 본관가서 도슨트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 거랑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한지현 학예사의 이야기는 결국 “메인은 본관의 전시”이며 사실상 미술관

“본관의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인 위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시 말하면 미술관 전체가 전시과를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인 위계를 갖춘 관

료적 체계이며 관료적 체계의 특성상 직무를 수직적으로 하달하는 권위주의

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도슨트를 담당하는 학예사가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와 도슨트 사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한지현: 큐레이터랑 도슨트 선생님들이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또 어

떤 사람들이랑. 되게 그게 상대방이 그러지 않아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

해서 오해가 생겨서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이제 전시과에서 친절하지 않

은 큐레이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도슨트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율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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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현 학예사는 “전시과의 친절하지 않은 큐레이터들”이 있다며 “도슨트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율했다”고 하였지만 실상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에서

전시과가 우선함을 전제하는 것이다. 또한, 미술관의 수직적인 위계는 전공

자 중심의 학력주의와 긴밀하게 묶여있었는데 이는 가장 말단에 있는 도슨

트들에게도 역시 적용되는 것이었다.

백귀인: 어떤 부분, 우리나라가 너무 학벌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니까 학벌 떠나서는 뭐가 안되는 사회잖아요. 도슨트를 일단 들어오는 거까지

도 대졸이어야 되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고등

학교 친구가 있는데 서울여상을 옛날에 집이 어려워서 반장하던 앤데 서강대

뭐 이런 데 듣고 하더라고요. 늦은 나이에도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어요. 여기

는 대졸 아니면 못하더라 이런 말 지나가면서 하더라고요.

백귀인이 전한 일화는 시민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서 ‘도슨트양성교육’을

모든 시민에게 개방하지만 ”대졸 아니면 못하“는 학력주의로 걸러지는 것임

을 알려준다. 또한 학력주의는 다시 미술분야 전공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강

화된다. 즉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 가장 말단에 있는 도슨트의 모집요건도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말단의

내부라고 할 수 있는 도슨트 집단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백귀인: 여기에 있다가 (분관에) 갔더니 아, 이게 (도슨트가) 저절로 굴러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해서 저를 이제 처음에 그 (예전 도슨트 담당) 선생님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 만들라고 했더니 너무 어렵더래요. 공

무원 집단에서. 이게 외부 강사를 불러오기는 쉬운데 도슨트한테 프로그램을

하나 맡길려고 했더니 이게 이제 힘들고 분관 도슨트 선생님들조차도 백귀인

선생님은 그냥 도슨트만 했고 대졸인데 대학원도 안 나오시고 학벌도 없으시

고 이쪽에 뭐가 없는데 저희가 왜 그런 사람한테 듣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

이 계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연구자: 진짜요? 근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경력이잖아요.

백귀인: 근데 그분들 생각에는 적어도 우리한테 강의를 할려면 이게 박사학위

나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연구자: 선생님 학벌사회 맞네요.

백귀인: 그 얘기 듣고선 엄청 기분이 안 좋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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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관 도슨트들이 ”대학원도 안 나오시고 학벌도 없으시고“ ”이쪽에 뭐가

없는“ 비전공자인데 ”왜 그런 사람한테 듣냐“는 항의를 한 것 역시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도슨트들도 도슨트로서 경력보다

는 전공자 중심 학력주의를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야

말로 도슨트가 처한 상황이 미술관의 전시과 중심의 수직적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매개상황: 도슨트 활동의 촉진과 제한

여기에서는 도슨트의 일상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황과 그 바탕이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황, 양자를 매개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도슨트로서 활동을 촉진하는 혹은 억제하는 상황들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1)

도슨트 제도, (2) 미술관 외부의 상황, (3) 미술관 내부의 상황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도슨트 제도

도슨트 제도는 도슨트 활동을 좌우하는 매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

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슨트양성교육과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는 도

슨트 제도가 전제조건이 됨을 의미한다. 도슨트 제도는 그 자체로 도슨트로

서의 일상과 도슨트가 처한 맥락을 매개하는 매개상황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민미술관의 도슨트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도슨트양성교육’

을 통해서 도슨트로서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슨트제도

는 자원봉사로 운영되어 ‘도슨트양성교육’을 마친 이들이 도슨트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동시에 자원봉사제도로 운영되기에 충분한 보상

을 받지 못하고 전문성 역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슨트로서 활동의

발전을 막는 한계로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도슨트 제도는 도슨

트가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매개이자 도슨트의 활동이 발전하는 것

을 제약하기도 하는 매개이다.

이를 도슨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주영 학예사와의 면담을 바탕으로 구

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슨트로서 활동에 영향 미치는 도슨트



- 98 -

제도의 특성은 우선 선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양성교육’을 마치

고 필기시험과 시연을 거쳐서 선발되는 과정은 김주영 학예사에 따르면 “필

기시험이 제일 중요하고” “전달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지 태도”를 본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뒤집어 보면 도슨트로서 활동에서

요구되는 일종의 자격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발인원 역시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해마다 커

트라인”을 두고 “그 안에 많이 들오면” “많이 뽑기도 하고” “동점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같이 합격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너무 많아

져서 “올해는 뽑지 않고” “내년에 뽑기로” 했다며 미술관에서 전적으로 인

원을 조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발인원은 도슨트들이 전시모집

지원이나 전시별로 활동을 하는 인원, 도슨트 집단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기

에 역시 도슨트로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도슨트예산 또한 도슨트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 년 예산이 나오면”

“연간 전시에 도슨트편성을 하는 것”으로 배정에 따라 전시마다 회차와 시

간이 정해진다. “본청”에서 “미술관에 배정하는 돈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

으며 “미술관에서는 전시를 최대한 쉬는 날 없이 많이 하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본청과 미술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도슨트로서의 활동

은 그와 같은 예산 편성에 의해 전시별로 정해진 회차로 결정된다 할 수 있

다.

이들을 종합해 보건대, 도슨트의 활동은 자원봉사자 도슨트 제도의 특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장이

기도 하지만 특히 선발기준과 인원, 예산과 같은 것들은 도슨트로서 활동을

해나가는데 일종의 기준조건으로 작용함으로써 도슨트로서 활동을 촉진하기

도 하지만 제약하기도 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미술관 외부의 매개상황: 주변인, 관람객과의 만남

도슨트로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상황과 대상황을

매개하는 매개상황이며 만나는 사람들은 매개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도슨트 활동을 접하는 주변인과 관람객들과의 만남은 미술관

외부의 매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주변인의 경우, 일상에서 가까이

지내긴 하지만 도슨트로서의 활동을 미술관 밖에서 바라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이들이 도슨트로서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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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백귀인: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팔천원 받는다는 거를 아시고는

너는 거길 왜 다니냐, (웃음) 멀쩡한 학벌 있는 애가 그거 받고 왜- 거길 나

가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다니면 나중에 쓸모가 있겠

죠. 이러고 말았거든요. (남편은) 아, 뭐 하는 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 하고까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얘기하다가 제가 아는 걸 남편이 모르는 게 가-

끔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파고들잖아요. 음 그러고 나니까 남편이 살-짝

뭔가 생각이 바뀐 거 같더라고요. 아, 이 여자가 여기에 나가니까 나름대로 뭔

-가 하는 방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윤주은: 굉장히 식구들도 좋아했고 우리 딸도 저 도슨트하는 걸 굉장히 좋아

하고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때 그래서 티비 촬영할 때도 아들은 놀러가

고 안 나왔어. 딸하고 남편은 다 나왔는데. 아들은 싫어해요. 하찮은 거라고.

걔는 약간 실리적인 애여가지고 엄마 정도 돼서 왜 훌륭한 인물이 안 되고 자

원봉사자 이걸로 약간 그런 조금 성에 안 차나 봐요. 우리 딸은 어디 가도 우

리 엄마 도슨트라고 회사면접 볼 때도 우리 엄마 도슨트라고 그런 얘기를 꼭

해요(웃음) 그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데 아들은.

연지희: 이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는 (웃음) 결정적인 게 있지 않으면 취미 생활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

을 하죠. 그래서 제 주위에서는 음, 그 8 천원은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지

만 그걸 모르면 (모르면 웃음) 응, 어어, 좋아보여, 그리고 혹시라도 지가 왔을

때 설명해줄 수도 있고 (웃음) 관련 정보를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시

정보를 지가 찾아봐도 되는데 언니가 추천한 전시 볼게 그렇게 한단 말이야.

백귀인은 시아버지의 부정적 반응과 남편의 긍정적 반응을 이야기해주었

다. 윤주은의 경우는 딸과 아들의 상반된 반응을 이야기하였다. 연지희 역시

친구들이 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도슨트로서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는 긍정적으로 반응함을 알려주었다. 이들 모두 도슨트로서의 활동의 경제

적 값어치가 8천원이라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

슨트로서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반응들은 도슨

트 활동을 제한하는 동시에 촉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람객들 역시 미술관 밖에서 도슨트를 바라보는 이들이다. 특히

도슨트들 활동의 목적이 관람객의 감상을 돕는 데에 있기에 활동 중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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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람객들은 도슨트 활동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에게 관람객의 반응에 좌우되는 측면을 특히 강조하였던 두 명의 사

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니까 내가 그만큼 새로워진다고 그

럴까 리프레시된다고 그럴까 그런 기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 근데 잘못하

면 좀 디프레스 되기도 하지만. (웃음)

윤주은: 제일 큰 매력이 관람객과의 만남인 거 같아요. [...] 다양한 관람객과

만날 수 있는 것도 물론 뭐 높낮이가 있지만 어떤 날은 너무나 만족하고 어떤

날은 아 나 너무 못했어 관람객들이 나 너무 싫어했어 너무 패배감, 전 그리

고 패배감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거 느낄 때도 많아요. 그니까 그런데,

기쁨이 훨씬 더 많고 [...]

유성훈은 “새로운 사람을 새롭게 만나” “리프레시”되는 것을 큰 매력으로

꼽았지만 “잘못하면 디프레스”된다고 하였으며 윤주은 역시 “제일 큰 매력”

이 “관람객과의 만남”이며 “관람객이” 자신을 “싫어”하면 “패배감”까지 느낀

다고 표현하였다. 이들은 관람객의 반응으로 인하여 도슨트로서의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관람객들의 반응이 도슨트의 활동을

촉진하고 한편으로는 제한하기도 하는 것이다. 즉 관람객들은 도슨트로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자이며 관람객들과의 만남은 매개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관람객 외

의 시선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윤주은: 저희가 처음에 1기 들어올 때 시민미술관이 이렇게 훌륭한 공적 기관

인지 몰랐어요. 근데 갈수록 여기 사람들이 시민미술관 그러면 오, 굉장히 어,

아는 사람들은 그 굉장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

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와서 직접 들어보면 굉장히 이거를 어 이

런 공립미술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또 그런 자부심도 많이 주는

거 같아요.

윤주은의 말에 따르면 미술관에 대한 인정은 도슨트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부의 시선은 “자부심도 많이” 준다는

윤주은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슨트들의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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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자원봉사’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역시 존재했다.

연지희: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자원봉사로 이런 거를 이렇게 해 하고 되게

그걸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선입견을 갖는 분들도 꽤 있

잖아요. 전문성을 의심하고. 그래서 자원봉사라는 거는 이상하게 우리는 되게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선입견을 줄 수도 있고 해서 저는 한번도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니까 뭔가 와서 그래 애쓰네 그런 정도지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웃음) 그래 수고했네 이 정도지.

연지희의 말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대해 “선입견을 갖”거나 “전문성을 의심

하는” 이들도 있으며 자원봉사의 값어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들도 존재했다. 이들 역시 매개자이자 매개상황으로서 도슨트 활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슨트의 활동을 더

욱 넓은 지평으로 매개하고 촉진하는 것 또한 관람객이었다.

연지희: 관람객 반응 중에,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고마운 반응이죠.

음, 그게 사진, 사진 전시를 안 해봤었고 프랑스에서 사진이 온다니까 그냥 덜

컥했는데 그 전시가 지금까지 했었던 전시 중에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

영어자료를 보면 조금 빠른데 그 자료를 찾아서 한 작가를 이해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겨우 자료는 어떻게 했는데 도대체 자료는

너무 어렵고 컨셉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첫날 설명을 했는데, [...] 어느 한 분

이 포스 쪄는 여자분이 연세 좀 있으시고 딱 오셔 가지고 아, 설명 너무 잘

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프랑스

에서 20년을 살았고 사진으로 박사까지를 하셨대요, [...] 그래서 아 그러셨냐

고 아 제가 전문가 앞에서 너무 설명의 깊이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랬

더니 되게 반색을 하면서 어머, 아니라고 자기가 사진으로 박사까지 했는데

정말 모르는, [...] 처음에 잘 들었다고 하면서 여기 직원이시냐고 그런 거 물

어보더라고. 그래서 직원은 아니고 설명하는 자원봉사 도슨트라고 그랬더니

봉사에 되게 놀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는 다 자원봉사냐고 다 자원

봉사라고 (웃음) 거기서 팔천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놀래시

는 거에요. [...] 여기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이 다 자기가 설명도 너무 감동

적으로 들었고 너무 좋았다고 [...] 뭘 기대한 건 아닌데 어쨌거나 나의 설명이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도 큰 무리 없이 설명되고 그래도 그냥 봤을 때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거였다는 거는 좀 되게 약간 고맙더라고요. 내가 되게

잘해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와서 약간 격려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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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죠.

결국 도슨트의 활동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상황은, 도슨트 활동 중

관람객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3) 미술관 내부의 매개상황: 미술관 내부인력과의 만남

도슨트로서 활동하면서 도슨트들이 미술관에서 만나는 이들은 미술관 내부

의 매개자이며 이들과의 만남 역시 매개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도슨트

들이 만나는 내부의 매개자들은 도슨트 운영을 맡고 있는 도슨트 담당 직원

들, 전시담당 학예사, 전시를 통해서 만나는 작가 등이다.

우선 미술관 직원 중에서도 도슨트들이 가장 많이 만나는 도슨트 담당 학

예사와 코디네이터는 미술관과 도슨트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자라고 할 수

있다. 담당 학예사는 도슨트의 선발,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 큐레이터와

일정, 도슨트운영시간 스케줄과 운영 상시체크, 도슨트 민원 처리 등을, 코

디네이터는 이를 보조하며 실질적으로 도슨트 제도를 운영해나간다. 이들과

의 만남은 도슨트에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매개상황이

라 할 수 있다.

도슨트 운영 담당자들은 공통으로 자신들을 도슨트와 미술관을 매개하는

조력자라고 이야기했다. 김정아와 유지훈은 업무적으로 도슨트 위에 있다고

하였지만 한지현은 “특수성을 아니까” “중재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였다. 그

러나 이들 역시 제도로서의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 내에 있으며 김정아의 표

현을 빌자면 “어느 정도 수직적”으로 도슨트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도슨트 활동의 “자율”을

보장하고 “조력”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지켜

보면서 그 필요성과 전문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주영: 실제로 도슨트 업무를 해보니까, 듣고 이해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 그니까 예를 들어 문의가 자주 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제 소

감문을 잠깐 했었잖아요. 거기에 도슨트를 듣고 너무 좋았다라는 말들도 되게

많았고 해서 뭐,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원하시는 분들도 많구나 실감을 하고

있어요. [...] 이게 그냥 말하는 거는 요만큼일 수도 있는데 보이는 것보다 중

요한 게 훨씬 많고 그래서. [...] 특히나 생각보다 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관에

캡션도 작고 정보도 작고 관람객은 시각적으로 매체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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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데 그거를 일반 관람객 특히나 우리나라 관람객들은 거부감을 되게 많

이 느끼잖아요, 특히나 도슨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공공기

관이라는 특성도 있어서. [...] 어쨌든 시민들이나 민원을 가장 우선시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작품 시민이 와서 나는 이 작품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못 보겠

다 하는 것도 민원이거든요. 도슨트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걸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나쁘게 받아

들일 수도 있고.

한지현: 일단 전시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네, 텍스트나 글이 줄 수 없는

그런 생생한 현장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

게 보면 가장 고급스러운 방법이죠.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수

공, 뭐, 일종의 수공의 미학.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감정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 일방적이죠. 되게. 오디오가이드는, 네, 질문도

받을 수 있고. 고급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

르겠지만. 음. [...] 제가 알기로 또 고정적으로 팬이 있어서 또 그분 설명만 들

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 사실 저는 다른 기관에서 국립현대나 이런 데는 안 가봐

서 모르지만 거기도 문제가 많고 예전에 나한테 여기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내가 하는 건 없고 그냥 그들이 스스로 알아

서 잘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개입

은 항상 최소화하고 불편한 점만 해결해드린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맞다고 생

각해요. 예, 여기는 자율, 공동체,

그럼에도 이들은 도슨트의 활동이 자원봉사이며 도슨트들도 그들 자신도

역시 미술관의 수직적인 위계 속에 있음을 강조하곤 하였다.

한지현: 시민미술관은 시산하니까요. 시 산하니까 시의 제도를 따라가야 돼요.

네, 그니까 자원봉사는 도슨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그 기준에 따라

가는 거지. 여기만 특별한 법을 제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 그냥 도슨트

는, 이런 정도가 저는, [...]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많은 돈을 받고 일하

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계는 정말 자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게 훨씬 많잖

아요. [...] 어쨌든 존중은 받고있는 상황이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네, 제일 중

요한 건 사실 관람객과의 유대지 내부 직원과의 유대보다는, 관람객과의 유대

인 거 같아요. 네, 어떤 보람이나 자기 위치를 짓는 것은. 그리고 그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잘 듣고 한 시간을 유용하게 가져간다는 거, 그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마치 그런 보람에서 만족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 같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 104 -

유지훈: 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어,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나, 그런 게 있어요. [...] 표현이 좀 그렇게 말

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활동을 안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도 직원들은 싫

어해요. 너무 제멋대로 행동을 해도 싫어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해도 싫어해요.

[...]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는 거에요. 제가, 너무, 허, 피곤하다고 막, 왜

그렇게 나대냐고,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애매하잖

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 그냥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죠.

결국 수직적 위계에 따른 직무로서 도슨트 활동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자원봉사자로서 “내부 직원과의 유대보다는” “관람객을” 볼 것을 요구하

는 양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면적인 태도는 도슨트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동시에 제약하는 상황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슨트들이 자주 만나는 미술관의 내부직원은 전시 담당 학예사

들이었다. 앞서 도슨트의 활동양상에서 살펴보았듯 전시준비는 오픈당일까

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고 모든 일정이 전시기획 학예사에 의해 좌우되며

도슨트의 활동 또한 여기에 좌우된다.

전시기획 학예사들은 연구자가 참여관찰한 바에 의하면 전시 자체에 신경

을 쓰느라 도슨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도슨트들 역

시 자신들이 마지막 고려대상이 됨을 알고 있었다. 전시기획 학예사와 도슨

트들을 매개하는 도슨트 담당 학예사들은 “전시과의 친절하지 않은” 학예사

들을 “중재”한다며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김주영 학예사는 “큐

레이터선생님들은 도슨트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다른 미술관 큐레이터들도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도

“전시에 따라 다르고” “공간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차라리 도슨

팅 활동으로 인해서 이 공간 자체의 어떤 효과나 이런 걸 깨지 않으면 좋겠

다”는 이들도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도슨트들의 활동에서

전시기획 학예사와의 만남은 도슨트로서 활동을 촉진할 수도 혹은 제약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매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관에서 만나는 작가들과의 관계 역시 매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미술관 직원은 아니지만 이들과의 만남은 도슨트로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들은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을 전

시장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오프닝세레모니에서 종종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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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귀인: 그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고 무명작가들이 사실 뭐 줄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 음, [...] 그 이머징인가 하여튼 신진작가들 쭉 설명할

때 그 한 작가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막 줄줄이 기다리는 거야. 막 그때 선생

님들이 우리 이런 경우 처음이지 않았어, 하면서 엄청 만족해하시고 그랬거든

요.

작가들과의 만남에서 도슨트들은 자료조사 차원에서 질문하거나 대화를 나

누며 작가들은 도슨트에게 자신의 작품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명작

가들과 같이 도슨트들을 “줄줄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자의 참여관

찰에 따르면 도슨트들의 질문을 귀찮아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도슨트들

의 이야기에 따르면 도슨트들의 설명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작

품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요컨대 작가들은 도슨

트를 협력자로 여기는 이들부터 도슨트를 무시하는 이들까지 다양하며 이들

역시 도슨트의 활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또는 제한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의 구조 속에서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전시에 대한 권한의 정도에 따라 본다면, 미술관 전시과 중

심의 전문인력〉도슨트〉관람객 순의 암묵적 위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도슨트는 미술관의 전문인력에게는 관람객과 가까운 자원봉사자이지만

관람객에게는 전문인력과 같은 전문가로 또 한편으로는 전문가가 아닌 자원

봉사자로 여겨지는 양면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도슨트가 처한 상황적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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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한국의 미술문화 상황 속에 도슨트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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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해석 및 논의: 경계인으로서 도슨트

지금까지 도슨트 활동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도슨트가 처한 상황적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앞서 기술한 양상과 상황적 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도슨트의 활동이 어떻게 해석되고 논의될 수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폴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의 개념을 전유하여 도슨트가 양면적 상황 속에서

겪는 역할 갈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간파와 제약 속 실천으로서

도슨트의 전략적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하여 도슨

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검토해보고 도슨트가 미술관과 관람객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미술경영의 지평으로 확장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1. 간파와 제약에 따른 도슨트의 역할갈등

앞서 소상황-(매개상황)-대상황의 개념틀로 도슨트의 활동을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분석해보았다면 이제 폴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의 개념을 전

유하여 도슨트 활동의 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연구

자는 도슨트의 활동을 문화 속 개인의 행위로 전체와 부분, 상징과 맥락으

로 이해하고자 한다.

도슨트들은 집단을 이루고 그 문화의 고유한 맥락과 그 문화 속 개인의 실

천 속에서 활동을 발전, 변형시켜 왔으며 따라서 활동의 다양한 양상을 간

파와 제약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도슨트는 미술관의 전시라는

특수하고 한정된 시공간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므로 간파와 제약의 개

념 역시 그것에 맞게 한정하여 전유하고자 한다. 윌리스가 간파와 제약의

개념을 노동계급의 반학교문화를 통하여 사회적 구조 속 노동계급과 문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면 본 연구는 도슨트가 노

동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라는 특성상 미술관 속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문화

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또한 한국미술문화라는

특정문화 속 문화적 행위로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가 면담한 시민미술관 도슨트들은 가정주부이거나 프리랜서, 은퇴자,

대학원생이었으며 나머지 시민미술관 도슨트들도 마찬가지였다. 자원봉사자

도슨트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슨트양성교육’과 전시참여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전공자를 우대한

다는 모집조건으로 인해 유관전공자들이거나 적어도 고학력이어야 한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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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도슨트 제도는 공공미술관으로서 시민미술관의 교육홍보과 업무의 중요

한 부분을 차지하며 도슨트는 직무상으로 담당 학예사와 코디네이터 아래에

위치한다. 이는 도슨트가 미술관의 관람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자원봉사임에도 사실상 미술관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

다. 그럼에도 ‘도슨트양성교육’ 모집에는 매번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하며 도

슨트로 뽑히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률을 넘어야 한다. 도슨트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도슨트양성교육’에 지원하고 도슨트로서 활동하고자 한다.

유성훈: 그게 지금 보면은 어, (도슨트가) 직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고급인력

이 들어온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직업화가 돼서 적은 보수의 직업군이

된다면 나레이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웃음) [...] 오히려 무급으로 이렇게 하

는 것이 더 질이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안 그러면 진짜 나레이터 모델 같은

사람들이 와서 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거 직업 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 스크립트 연습시켜서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고 웃으

면서 (웃음) 그렇게 하면 백화점같이 되겠죠. 미술관이. 근데 미술관은 백화점

같은 게 아니잖아요.

“직업화가 안 됐기 때문에 고급인력이 들어온 거”라는 유성훈의 말은 도슨

트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성훈만이 아

니라 연구자가 만난 다른 도슨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경력단절, 취

업준비와 같은 자신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위치와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라는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나름의 차선으로 자원봉

사 도슨트가 되고자 한 것이다. “대학원에 가서 전공하는 것 아니고는” “미

술관에 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지윤의 말은 이들이 달리 선

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음을 보여준다.

요컨대, 도슨트는 미술관이 전시과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적인 구조로 이

루어져 있으며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로 인해 자신이 도슨트로서 진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가까

운 양성과정과 시험을 통한 치열한 선발, 교통비 수준의 활동비에도 불구하

고 기꺼이 자원봉사자로서 미술관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관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시과 중심 수직적 위계 가장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보다 어리거나 경

험이 적더라도 전문가로서 인정받는 학예사의 전시기획에 따르게 되는 것이

다. 결국 도슨트는 위계적 구조와 학력주의를 간파하고 있음에도 그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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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도슨트의 활동과정에서 도슨트모집, ‘도슨트교육’, ‘전시장투어’

등 도슨트 담당 학예사나 전시기획 학예사와 만나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드

러난다. 도슨트는 통보되는 미술관의 선택과 결정을 받아들이고 전시의 기

획의도, 미술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전시해설할 것을 요구받는다. 이와 같은

요구는 미술관의 권위에 바탕을 둔 것으로 푸코(Foucault)가 시선의 권력을

지적한 아래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한 바 있다. 미술관은 작품을 비롯하여

문화, 역사 등을 명백하게 전달하며 이는 노골적으로 또한 함축적으로 권위,

권력 그리고 지배문화의 가치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한다.80) 그린힐

(Greenhill)은 이에 대해 미술관 또한 사회문화적인 기관으로 숨겨진 이데올

로기적인 메시지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81) 도슨트들은 전시기획 학예사

의 의도라는 기준을 통해서 바로 그와 같은 미술관의 권위, 권력 그리고 지

배문화의 가치를 전달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도슨트는 활동과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경험한다. 미술관의 전시과 중심

수직적 위계라는 제약 속에서 미술관이 공공기관으로서 관람객을 위해 존재

한다는 미션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전문가로 인정받는 학예사가 중

심이 되어 전시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간파한다. 전시를 기획하는 데

에 관람객이 중심이 되거나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되지 않으며 관람객의 만

족도 역시 결과적으로 전시에 다녀간 최종인원과 같은 동원 숫자로 제시될

뿐임을 알게 된다. 또한 도슨트 제도가 관람객을 위한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관람객을 만나는 과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도슨트들은 미술관이 전시기획 의도를 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관람객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이 만족하게

해야 하는 것은 자신들임을 간파하게 되는 것이다.

이지윤: 사람들이 내가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큐레이터냐고 물어보잖아요, 그

럼 내가 그래요, 너 미술관에 가서 큐레이터 만나지도 못해, 니가 만나는 사람

은 도슨트야. 큐레이터는 전시기획만 한다, 너희들이, 아니 나 아르코에서도

80) Falk, J. & Dierking, L.,『박물관교육의 기본Learning from Museums: visitors
experiences and the making of meaning』, (2000), 노용 외 3명 역(미진사, 2007)
p.243. 또한 이는 Falk와 Dierking이 밝힌 바, 기관으로서의 미술관의 시선의 문제를
다룬 연구자들, 푸코(Foucault), 카프와 레빈(Karp and Levine), 베넷(Bennett)의 지적
이기도 하다.

81) Hooper-Greenhill, E., Museums and their visitors, (London: Routledge. 1994),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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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OO 작가가 대표 작가전 했는데 그 작가도 너무 현대 작가니까 그 작품들을

대중은 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전시설명을 들어야 설득을 당할 뿐이

지. 어, 나도 설득당하고. 아니 저걸 어떻게 일반인들이 아냐고. 도슨트가 없으

면 큐레이터는 대중과 예술의 가교가 될 수가 없어요. 도슨트가 있어야만. 물

론 있겠지. 작가들 전공자들, 평론가들은 도슨트 설명 무시하고 필요 없어 이

런 사람들은 잘 이해하겠지, 사실은 나는 잘 이해할까 의심스럽고. 개인적으로

공부했나 모르겠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슨트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자원봉사자임에도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의 직무구조 가장 말단에서 미술관

의 의도에 맞게 전시해설할 것을 요구받는 한편 관람객의 만족을 고려할 것

을 요구받는다. 도슨트들은 미술관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활동을 독려받으

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강사와 다르게 대우

받거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에 대한 요

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자원봉사자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미술관의 내부직원들과의 만남에서도 주변인들과 관람객들과의 만남에서도

양면적인 상황을 경험한다. 이와 같은 도슨트들이 처한 양면적인 상황들은

도슨트에 대한 양면적인 역할기대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들은 양면적 역할기대에 스스로를 ‘경계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도

슨트 자신을 일반 관람객도 아니고 미술관의 전문인력도 아닌 존재로, 즉

경계인으로 표현하며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도슨트들이 양면적 역할

기대에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혼란을 느끼는, 즉 역할갈등을 겪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간파와 제약 속의 실천: 도슨트의 활동 전략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미술관 도슨트들은 비공식적인 집단으로서 그들만

의 독특한 방식으로 활동을 보완해왔다.82) 도슨트들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상대적으로 유보하고 모집지원을 공평하게 나누었으며 개별적인 자료조사를

공유하고 서로의 ‘도슨팅’을 ‘피어’해주며 ‘도슨팅’에서 관람객들을 더욱 잘

82) 윌리스는 문화적 간파의 토대로 작용하는 가장 작으면서도 뚜렷이 구별되는 단위로
비공식 집단을 꼽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집단은 개별 부분들의 합 이상의 무엇으로 일
반적 이슈나 선입견, 편견, 그 사회적 위치 등에서 비교적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 역
동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시민미술관 도슨트 역시 역동
성을 지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Willis, P., (주 60) 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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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것은 도슨트들이 간파와 제약 속에서 그들에

게 주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들 나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그들 안의 고유한 맥락 속에서 발전, 변형되어 왔으며 그들의 활동을 특

정한 방식으로 이끌어왔다.

도슨트의 활동에서 무엇보다도 창의적으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인 ‘스크립트’ 작성과 ‘도슨팅’이다. 두 과정 모두 열린 해

석을 전제로 도슨트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이는 도슨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끊임없이 역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슨

트는 미술관이 전한 자료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찾은 비평, 논문, 작품설치과

정에서 만나는 작가와의 인터뷰, 다른 도슨트와의 대화와 토론까지도 자료

로 자신만의 ‘스크립트’를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도슨팅’으로 관람객을 만

난다. 도슨트들은 미술관이 제시한 작품과 전시에 대하여 미술관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관람객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는 롤랑 바르트(Barthes)가 ‘저자의 죽음’을 이

야기한 이래,83) 미술관의 주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미술사와 미학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전제이기도 하다.

도슨트들은 학예사의 기획의도와 관람객이 중요한 기준이 됨을 밝혔지만,

이 역시 그들 나름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다양한 방식

으로 고려되었다. 특히 도슨트들은 경험을 통하여 언어나 동선의 고려와 같

이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학예사의 의

도나 관람객의 만족, 둘 중 하나를 우선시한다기보단 이 둘을 동시에 고려

하는 도슨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들은 자신들의 활동 속에서

미술관이나 관람객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선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경험을 통하여 발전시켜 그들 나름의 전문적인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도슨트들이 활동 속에서 갖게 된 그들만

의 주관적인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제도로서의 미술관의 해석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해석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푸코를 비롯한 학자들이 제시한 미술관의 권위, 권력 그리고 지배문화의 가

치를, 그린힐이 말한 숨겨진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간파하고 그것을 넘어

83) Barthes, R.,『텍스트의 즐거움Le Plaisir du Texte』(1973), 김희영 역, (동문선, 1997),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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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자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도슨트들이 자신들이 처

한 제약을 간파하고 그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일종의 문화적 실천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도슨트의 간파는 부분적 간파로 그들이 놓인 제약을 완전

히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간파는 복합적인 방식으

로 구조를 꿰뚫어 보고 폭로하기 때문에 구조에서 독립된 듯 보이지만 내

적, 외적 제약들로 인해 독립성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결국 그 구조에 다시

얽매이게 된다.84) 도슨트들 역시 자원봉사자로서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의

가장 말단이라는 자신들의 위치를 넘어설 수 없다. 또한,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는 자원봉사자임에도 기꺼이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의 말단에 스스로를 위

치지웠다는 것은 그들 역시 한국미술문화에 속한 개인으로서 미술 특히 순

수미술을 문화자본으로 여기는 문화적 맥락과 전공과 학교를 중시하는 학력

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슨트들은 ‘스크립트’작성과 ‘도슨팅’이라는 자신들만의

권한을 찾고 활동 속에서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었다. 도슨

트들의 활동이 거시적으로는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 가장 말단에서 그 위계

적 질서에 순응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관람객과의 만

남에서 끊임없이 미시적인 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문화가 고정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슨트들은 ‘스크립트’ 작성 과정에서 작품과 작가 선정

에 학예사의 의도를 따르기도 하지만 그것을 축소하거나 건너뛰기도 하고

자신의 해석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또한 ‘도슨팅’ 과정에서 교육이나 감상,

혹은 해석을 초점으로 전시해설을 진행한다. 이는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 가

장 말단에 위치한 자원봉사자라는 제약 속에서도 ‘스크립트’와 ‘도슨팅’을 통

해서 그것을 넘어서는 문화적 실천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슨트들의 활동은 작품과 작가 선정 기준과 ‘도슨팅’

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는 도슨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문화적 실천의 주체로서 택하는 활

동전략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도슨트들의 활동전략을 두드러지는 유형

에 따라 (1)미술관의 수호, (2)상대주의적 감상, (3)저항적 재해석으로 나누

84) Willis, P., (주 60)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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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각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미술관의 수호

첫 번째 유형은 미술관을 수호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학예사

의 의도를 우선으로 작품과 작가를 선정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교육’으로 여

기는 이들이다.

백귀인: 도슨트의 의무라고 할까 역할은, 전시를 빛내주는 거거든. 그니까 쪼

끔 수준이 낮은 전시라도 이렇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전시처럼, 이렇게 설명

을 해주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어려운 전시는 좀 이제 약간

더 쉽고 친화력 있게 관람객들한테 조금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그 정도 역

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슨트의 역할이 전시를 “있어 보이는” 전시처럼 관람객에게 전달하여 “전

시를 빛내주는 거”라는 백귀인의 말은 전시를 기획의도에 맞게 전달하는 것

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들은 ‘스크립트’의 작성에서 학예

사의 기획의도에 따라 작품들을 선정하고 ‘도슨팅’에서 관람객들에게 충실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다른 도슨트들도 역시 이와

같은 기준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특히 다른 이들보다도 이를 강조하

고 ‘교육’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들에게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것은 학예사의 의도를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하여” 관

람객들이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관람객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관람객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위계적으로는

위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즉 미술관의 ‘교육’의 역할을 위임받아 관람객

들을 이끄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위계적으로 학예사 다음

에 자신들을 다음에 관람객들을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태도

는 학예사의 의도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들이 “전문가”이므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쌍을 이루는 태도로 학예사-도슨트-관람

객 순의 위계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슨트들 역시 그들이 “지적 허영”이라고 표현하던 미술을 선망하는

문화적 맥락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와

의 관계가 수직적임을 인정하고 미술관의 위계를 받아들이고 관람객들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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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하며 교육하는 이로써 성취감을 느끼고 이를 통해 다시 활동의 가치를 확

인하는 등의 모습은 미술을 고급문화로 선망하고 이로 구별짓기하는 문화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즉, 관람객과 수직적 위계를 두는 도슨

트의 활동은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학력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제약 속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 위계를 유지하는 데에 일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교육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며 따라서 관

람객과 만남에서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학력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작품과 내용의 선정에 학예사의 기획의도를 가장

우선으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전달하는 ‘스크립트’의 작성과 ‘도슨팅’에 있어

서는 관람객들을 우선의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스크립트’를 관람객들

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바꾸는 것, 관람객들이 조금 더 빨리 “작

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전달방식을 고려하는 것, 관람객이 “편하도록” 동

선을 고려하는 것 등, 이들이 관람객을 우선으로 하고자 하는 노력은 분명

학예사와는 다른 도슨트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2) 상대주의적 감상

두 번째 유형은 상대주의적 감상을 중시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은 ‘자신의 선호’를 중시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감상’의 나눔으로 여긴다.

구은영: 솔직히 뭐 몰라도 되잖아. (웃음) 관심 없으면 몰라도 돼. 굳이 알려주

지 않아도 되고. 근데 알고 싶으니까 온 거잖아. (웃음) 그리고 나도 알고 싶

으니까 도슨트활동을 하는 거고. [...] 팜플렛을 봐도 모르겠고. 그런데 누군가

가 아주 쉽게 그거를 그것도 중요한 작품들을 딱딱 골라가면서 느낌을 또 전

달하고 아는 걸 전달을 한단 말이야 그럼 나는 시간도 벌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받는 감상이 있잖아. 도슨트를 통해서 받는 감상이 있거든. [...] 나는, 정답

을 주는 게 아니고 내 느낌을 얘기해줘. 그니까 나는 이렇게 느꼈다, 나는 이

작품 너무 좋다. 그냥 관람객들 입장에서는 아 저 도슨트는 저걸 좋아하는구

나, 응, [...] 물론 선택은 관람객의 선택이지만, 나는, 그것에서 오는 뭔가 느

낌이 있어.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 저 사람 저 작품 저렇게 느꼈구나. 아 그렇

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네. 이렇게.

이들은 ‘스크립트’ 작성에서 작품과 작가 선정에 자신의 취향이나 느낌과

같은 개인적인 선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도슨팅’에서는 관람객과

감상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특히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관람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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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상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요컨대 이들은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것이 자신의 “감상”을 관람객들과 “나누고” 관람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이들은 관람객들과 완전히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단지 먼저 작품을 보고

시간을 투자해서 미리 공부한 것뿐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이들도 역시 학예

사의 의도를 중시하긴 했지만, 관람객에게 학예사의 의도를 설명하는 것보

다는 감상을 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있었다. 또한, 관람객과의 관계를

동등한 것으로 여기며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스크립트’ 작성에서 학예사의 기획의도를 우선시하지만 ‘스크립

트’의 전달과 ‘도슨팅’에서는 관람객을 우선의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또

한, 자신의 권한 안에서 감상을 중시하여 작품과 내용을 선정하고 여기에

더하여 “정답”이 아닌 “느낌”을 이야기함으로써 관람객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느꼈구나”라고 참고하고 각자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었다.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주의적 감상을 유도하는 그와 같은 태도는 전시를 기

획한 학예사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는 즉 일종의 “정답”으로 하는 해석에 반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전달보다는 감상을, 해석보다는 감상을

우선함으로써 은연중에 학예사의 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를 거부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3) 저항적 재해석

마지막 유형은, 기존의 해석을 저항적으로 재해석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관람객’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중시하고 자신들의 활동

을 창조적인 작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유성훈: 도슨팅은 어떻게 보면 있는 거를 새롭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

니까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거죠. 작품을 하나 만드는 건 작가의 몫이지만 그

작품을 해석하는 건 또 다른 창조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이

제 어떻게 보면 큐레이팅하는 분들은 그걸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까 생각하

는 거고 도슨팅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관객들한테 제대로 내

가 생각하는 이 작품의 설명을 최적화된 설명을 할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자기가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만들 때의 경험치하고 도슨팅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느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작업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달받은 관객은 또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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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자기 경험치에 따라서 다르게 그 작품을 해석하게 되는 데 그 안에

서 내가 새롭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적인 호기심이라

면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다른 창조작업, 메이커의 역할이 아닌가 하

고 생각을.

이들이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것은 작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관람객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창조적 과정”이었

다. 이들은 자신들이 관람객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다만 관람객들에게 하

나의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미술관을 수호하는 이들

이 학예사의 의도를 가장 중시하고 그 수직적인 위계를 인정한다면 다음으

로 상대주의적 감상을 중시하는 이들, 마지막으로 이들 순이라고 할 수 있

으며 결국 이들이 미술관의 의도에 가장 저항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들 역시 ‘스크립트’ 전달과 ‘도슨팅’에서 관람객을 우선의 고려대상으로

삼지만 상대주의적 감상을 중시하는 이들처럼 학예사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반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해석을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학예사나 비평가, 학자와 같은 이들의 해석과 비평만이 권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미술작품의 감상이

라는 것이 본질에서 개별적 주체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와 같은 위계가 근

본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슨트들의 세 가지 활동전략은 모두 그들 나름의 방식으

로 제약을 넘어서고자 하는 실천으로서, 문화 속에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적 실천에 주목하는 수용자 연구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스튜어트

홀(Hall)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의미를 둘러싼

투쟁이라고 주장한 이래 문화이론에서도 수용자들의 능동성에 주목하기 시

작하였고,85) 존 피스크(Fiske)는 의미를 해석하는 것에 더해 다른 이들과 나

누며 의미를 생산해내는 실천적인 행위들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86)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슨트 역시 전시를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로 해석하고 이를

관람객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의미를 둘러싼 투쟁을 벌이고 의미를 생산해내

85) 홀(Hall)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의 능동적 해석에 대한 그의 주장을 제시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Hall, S., “Encoding/Decoding”, In S. Hall, et al., Culture, Media Langu

age, (London: Hutchinson. 1980), pp.128-138.

86) 김수정, 「수용자 연구의 해독모델과 존 피스크에 대한 재평가-수용자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열린 논쟁을 위하여」, 『언론과 사회』, 1(2010),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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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천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헨리 젠킨스(Jenkins)가 말한 “자기 이해에 맞도록 전유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복잡한 참여적 문화로 변형시키는” 능동적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87) 도슨트들은 전시해설을 통하여 감상과 해석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뿐만 아니라 동료들, 관람객들 역시 감상과 해석에 동참하게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전시 관람을 참여적 문화로 만든다는 점에서 도슨트의

활동 자체가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문화적 실천인 것이다.

3. 미술향유의 폭을 넓히는 제3의 역할

앞서 살펴보았듯, 도슨트들은 자신들이 처한 양면적 상황 속에서 역할갈등

을 겪으면서도 전략적 활동을 통해서 이를 넘어서고자 한다. 즉, 도슨트들은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에서 그들 나름의 고유한 영역을 구축해왔으며 관람객

과의 만남 속에서 이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관람객을 고려한 스크립트 작성

이나 말투와 어법과 같은 전달 방식, 동선과 같은 것들이 바로 도슨트들이

경험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도슨트 외에는 고려할 수

없는 것들이며 따라서 여타 미술관 전문인력과 구분되는 그들 나름의 고유

영역을 확인하게 해주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관람객에게 전시를

전달하는 데에 도슨트들만의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다수 미

술관과 박물관에서 도슨트를 초기 전시개발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고 밝힌

포크와 디어킹(Falk& Dierking)의 언급은 뒷받침하는 근거로 주목할 만하

다.88) 이들은 도슨트는 전시와 관람객 간에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함으

로써 관람객에게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며 관람객의 해석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려면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기획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며 도

슨트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맥코이(Mccoy)는 도슨트의 발

전은 경험에 토대를 두는 것이며 도슨트의 발전을 각자에게 맡길 수도 있지

만 작은 그룹훈련으로 피어도슨트를 격려하고 개발해야하며 몇 년간은 지속

되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다.89) 이 또한 도슨트의 활동이 다른

87) Jenkins, H., 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and participatory culture, (London:
Routledge 1992), p.23.

88) Falk, J. & Dierking, L., 『관람객과 박물관The Museum Experience』(1992), 이보아
역 (북코리아, 2008) p.235.

89) Mccoy, S., “Docents in Art Museum education”, in Museum Educatio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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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영역이 있으며 경험과 동료들의 보완을 통하

여 발전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만약 도슨트들이 미술관과 학예사의 의도와 해석을 전달받은 자료 그대로

기계적으로 외워서 전달한다면 학예사와의 위계적인 관계를 관람객과의 관

계에서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람객의 감상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며 결

국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도슨트들은 전시의

기획부터 오픈까지 사실상 배제되어 있던 관람객들을 우선적인 고려대상으

로 삼아 관람객들을 전시장의 가운데로 이끌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도슨트들은 자신의 역할을 교육하는 이로 혹은 감상을 나누는 이로 혹은 해

석을 돕는 이로 제각기 다르게 규정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오가고 또 병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슨트들은 관람객의 입장을

고려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감상을 나누고 해석을 제시하며 관람객들이 정보

를 얻고 감상을 하고 해석하기를 독려한다. 요컨대, 도슨트는 미술관과 관람

객 사이에서 향유의 폭을 넓히는 제3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관람객의 관점에서 보면, 도슨트들은 전시장에서 관람객을 리드하며

전시의 기획의도로 상징되는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작

품과 작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위계를 넘나들고 관람객들 역시 그 위계

를 넘도록 돕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술관의 수직적인 위계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그 위계에 균열을 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미술문화 전체로

보았을 때 지극히 단편적인 순간이지만 관람객들 개개인에게는 감동을 할

수 있는, 작품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나아가 미술에 대한 흥

미가 생길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관람객들이 난해하다고 여기는 현대미술 전시일수록 도슨트들은 더

욱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소위 ‘블록버스터 전시’에서는 유명 도슨

트의 해설을 듣기 위해 일부러 해설시간을 기다리는 관람객들로 제대로 된

관람이 어려울 정도로 전시장이 꽉 차기도 한다.90) 심지어 관람객들은 도슨

트에 호응하는 것을 넘어 도슨트를 선망한다. 도슨트가 되고자 도슨트양성

Theory, and Practice, (Reston, The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1989)
p.144.-145.

90) 최현규, 「자코메티는 뭔가 지워나간 후 핵심만을 전달했죠: ‘특별전 숨은 주역’ 김찬
용 전시해설사」, 『국민일보』, 2018.2.7.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

0923897945, 2018.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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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모집에 지원하고 컴퓨터 추첨까지 따르는 치열한 경쟁까지 치르는 것

은 관람객들이 미술향유에서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91)

그러나 미술관의 관점에서 도슨트는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의 가장 말단에

위치한 자원봉사자이다. 미술관은 도슨트에게 미술관의 의도와 전시의 내용

을 전달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학예사들 중 도슨트의 활동을 경험한 이들이

도슨트가 자신들과 구분되는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활동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원봉사자로 한계짓는 것은 역시 도슨트의 활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미술관의 전시가 여전

히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한 전문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관람객은

부차적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술관이 비영리기관으로써

일반대중(관람객)에게 공익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설립취지를

통해 선언하고 있음에도 관람객의 중요성과 그들이 미술관의 존재 당위성이

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92)

그럼에도 작품과 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감상에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전시는 관람객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고 작품은 감상하는 이

가 없다면 작품으로 존재할 수 없다. 미술관·박물관 연구자들은 지난 50년

간 관람객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93) 소장품의 수집과 보

존이라는 단순한 추구에서 관람객과 관람경험의 중요성에 초점이 옮겨왔으

며 핵심은 박물관이 좀 더 관람객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반적으

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미술관을 ‘제의로서의 미술관

(The Art Museum of rituals)’으로 미학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작품들

을 위한 성소로 여겼지만,94) 이제는 작품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살아있는 미술관(Living Museum)’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 등장한 지 오래이다.95) 나아가 관람객이 수동적 소비자가 되는 것을 막

91) 공식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슨트양성교육’프로그램의 신청 인원과 최종 도
슨트선발인원을 비교하면 경쟁률은 20대1에서 30대1에 이른다. 이는 연구자가 본 연구
의 과정에서 참여관찰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이었으며 도슨트뿐만 아니라
도슨트를 담당하는 학예사와 코디네이터를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하였다.

92) 이보아, 『박물관 현상학』, (북코리아, 2012), p.121.

93) Lang, C., ed., 『뮤지엄매니지먼트, 관람객에게 응답하는 박물관 경영전략The
Responsive Museum, Ashgate』(2006), 임연철·주명진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6.

94) Duncan. C., Civilizing Rituals-Inside Public Art Museums, (London: Routledge,
1998), p.484

95) Karp, I., “Other Cultures in Museum Perspective” in Karp, I, eds. In Exhibitiong
Cultures: The Poetic and Politics of Museum Display, (Washinton: Smithson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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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에 선 제3의 역할

고 문화적 참여자로 활발히 관여하는 ‘참여적 박물관(The Participatory

Museum)’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되고 있다.96)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슨트들은 미술관 전시에서 유일하게 관람객을 우선

의 고려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그 존재가 더욱 부각된다. 도슨트는 관람

객과 만남에서 끊임없는 역동을 만들며 관람객들의 감상을 촉진함으로써 미

술관의 존재당위성을 충족시키는 존재인 것이다. 이는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에서 향유의 폭을 넓히는 제3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도슨트들의 기여는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들

은 전시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자료를 찾고 수시로 전

시장에서 직접 작품을 감상하고 매주 전시장에서 작품을 마주하며 전시를

기획한 학예사보다 더 오랜 시간을 작품과 함께 보낸다. 또한 전시를 자신

만의 관점과 목소리로 관람객과 나누며 끊임없이 감상과 해석을 수정·보완

한다. 결국 도슨트들의 활동은 미술을 가장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이라고

Institution Press, 1991), p.279.

96) Simon, N.,『참여적 박물관 The Participatory Museum』(2010), 이홍관·안대웅 역,
(연암서가, 2015),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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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도슨트들이 중독적이라고 표현하며 끊임없이 활동에 천착하는

까닭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활동 자체가 향유의 폭을 넓히고 미술문

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지만 도슨트들의 활동은

경험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연구자의 경험을 고백하자면,

아주 어린 시절 알 수 없는 이끌림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가 그것이 백자

인지도 모르고 홀린 듯 빠져들었던 강렬한 순간이 출발이었다. 이후 십여

년이 흘러 러시아의 어느 박물관, 길고 긴 줄 끝에서 한나절을 기다려 마주

한 렘프란트의 <돌아온 탕자>에 눈물을 흘리며 또 한 번 그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매혹을 잊지 못하고 다른 전시들을 찾고 그것을 나누고자

도슨트가 되어 다른 관람객들을 이끌게 되었다. 연구자의 그와 같은 경험은

이진경의 말을 빌면, 작품의 알 수 없는 매혹에 끌려가는 것이며 낯선 것들

과의 만남을 통해서 연대의 쾌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자

신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97)

다시 말하자면, 도슨트가 되어 지속적으로 전시에서 작품과 만나고 나아가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더 많은 이들이 자신과 같은 감동을 갖도록 돕

고자 하는 이들은 관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작품에 대한 감동을 얻고

자 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을 통한 연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예

술의 향유에 내재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이자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슨트로서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예술을 향유하는 가장 이상적

인 모습일 것이다. 듀이는 또한 이와 같은 경험을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고 고립시키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9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도슨트는 작품을 매개로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슨트는 작품과 관람객 사이를 끊임없이 가

늠하며 관람객이 이해와 감상, 궁극적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나아가 관람객과 연대하고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는 더 깊고 넓은 이해로 나

아가는 존재론적인 지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97) 이진경, 『불온한 것들의 존재론』, (휴머니스트, 2011), p.296.

98) Dewey, J., Art as Experience, (New York: Capricorn, 1934),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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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술관 도슨트에 관한 문화기술지 연구로 도슨트들의 활동 양상

을 밝히고 그들이 처한 상황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간파와 제약의 개

념으로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나아가 도슨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가 다룬 내용과 결과를 요

약해 제시하고 그것이 갖는 함의와 시사하는 바를 논한 다음 향후 연구에서

다룰 수 있는 바를 제언하고자 한다.

1. 요약

본 연구는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문화기술

지의 질적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연구의 현장은 현재 미술관 도슨트의 전범

으로 꼽히곤 하는 시민미술관이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자와 이미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시민미술관의 도슨트들로 1명의 주참여자와 경력과 배경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7명의 부참여자, 시민미술관의 도슨트 담당 직원들 3

명의 관련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5월, 8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 전시 기간의 참여

관찰과 면담,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시민미술관 도슨트의 사례

속에서 도슨트 활동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

정하였다. 첫째, 미술관 도슨트의 활동 양상은 어떠한가? 둘째, 미술관 도슨

트가 처한 상황적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는 무

엇인가? 본 연구 결과의 내용을 연구문제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슨트 활동은 매 전시를 기준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미술관의

공식적인 준비과정과 도슨트들의 비공식적인 보완과정, ‘스크립트’작성과 ‘도

슨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구자는 각 활동의 주요한 특성을 중심으로

그 과정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도슨트들은 ‘도슨트모집’에 지원하고 ‘도슨트교육’과 ‘전시장투어’에 참여하

며 미술관의 공식적인 준비에 따랐다. 이는 전시기획 학예사의 기획의도를

충실히 따르는 과정이었으나 이것만으로 전시해설을 하기에는 도슨트들도

도슨트담당 학예사도 부족하게 여기고 있었다. 도슨트들은 그들 나름의 비

공식적인 과정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었는데 개별적인 인터넷검색과 전시장

체크, 작가와의 비공식적인 인터뷰 등을 통한 보충과 동료도슨트들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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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유, 대화와 토론, 서로의 ‘도슨팅’을 모니터링하는 ‘피어도슨트’가 이에

해당하였다.

도슨트들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종의 대본인 ‘스

크립트’를 작성하고 ‘도슨팅’으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었다. ‘스크립트’ 작성

과 ‘도슨팅’은 전적으로 도슨트에게 달린 것으로 도슨트의 권한이자 책임이

라고 할 수 있었다. 도슨트들은 첫 ‘도슨팅’ 이후 매주 이를 보완해나갔으며

이와 같은 누적되는 경험은 이후 전시로도 이어져 도슨트의 활동을 나선형

적인 발전으로 이끌고 있었다.

둘째, 도슨트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슨트들의 활동을 소상황-

(매개상황)-대상황의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도슨트들은 전업주부이거나 프

리랜서, 은퇴자, 대학원생으로 시간과 여유가 있는 생활이 도슨트 활동의 바

탕이 되고 있었다. 더불어 미적 체험의 희열과 성취감, 동료집단의 자극, 사

회적 기여에서 오는 자부심과 같은 도슨트 활동에서 겪는 상황을 통하여 활

동에 더욱 몰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활동에서 겪는 양면적 상황에

경계인으로서의 회의 역시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학력 경력단절을 여성을 만드는 남성중심 고용과 가부장제의 결합,

고학력 비정규직 혹은 고용예외 인원을 만드는 고용불안정과 같은 한국사회

의 고용구조, 미술을 문화자본으로 선망하는 문화적 맥락, 자원봉사가 아니

면 진입하기 어려운 미술관의 수직적인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라는

대상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슨트들의 활동은

도슨트 제도로 보장되는 동시에 제한받고 있었다. 주변인들이나 관람객들의

인정과 무시와 같은 양면적인 반응에, 미술관의 담당 직원과 전시기획 학예

사, 작가들 역시 양면적인 태도에, 활동을 촉진받는 동시에 제약받는 양면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폴 윌리스의 간파와 제약의 개념을 통해 도슨트들이 처한 상황적 구

조 속에서 도슨트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도슨트는 미술

에 대한 문화자본으로서 선망, 자신들의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과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전공자 중심의 학력주의라는 제약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간파하고 있었다. 도슨트들은 그와 같은 제약의 차선책으로 미술관의 수직

적 위계 가장 말단에 스스로를 위치시켜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하여 양

면적 상황 속에서 역할갈등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도슨트들은 하나의 집

단을 이뤄 자율적인 ‘스크립트’작성과 ‘도슨팅’ 그리고 동료의 ‘도슨팅’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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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완하는 ‘피어’와 같은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제약을 벗어나고자 하는

문화적 실천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학예사와 구분되는 도슨트의 고유한 영

역이자 전문성이라 할 수 있었다. 도슨트들의 실천은 활동 전략에 따라 그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학예사의 의도를 우선으로 하고 자신

들의 활동을 교육으로 여기는 미술관의 수호, 자신의 선호를 우선으로 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감상으로 여기는 상대주의적 감상, 관람객을 우선하고 자

신들의 활동을 새로운 해석으로 여기는 저항적 재해석이었다. 세 유형 모두

관람객과의 만남을 통하여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와 학력주의를 넘는 이해와

감상, 해석이라는 끊임없는 역동을 만들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 속에서

도슨트들은 관람객과 미술관 사이에서 미술향유의 폭을 넓히는 제3의 역할

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결론

(1) 의의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 자체에 주목하였다. 도슨트들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관점과 목소리를 담아 전시에서 관람객들을 만나며 미술관의

수직적 위계를 넘는 이해와 감상, 해석을 제시하고 권유하며 문화 속의 주

체적 개인으로 끊임없는 실천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지금까지 도슨트에 대

한 연구에서는 도슨트 제도의 운영이나 도슨트로 인한 교육적 효과에만 주

목해왔으며 도슨트 자체를 다루는 연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도슨트의 활동

양상을 밝히는 본 연구는 지금까지는 다른 접근으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을 따라가면서

살펴봄으로써 도슨트의 활동이 관람객과의 단편적인 만남이 전부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 아직 도슨트제

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통계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슨트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술관 도슨트의 실상을 구체

적으로 드러내는데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도슨

트의 활동을 관람객과 만나는 장면에만 단편적으로 주목하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더욱 총체적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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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는 도슨트가 처한 상황과 그 안에서 도슨트의 활동이 이루어

지는 과정을 통해서 도슨트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도슨트 제도에 관한 연구들이 경영의 관점에

서 통계적인 측면에 주로 주목하였으며 도슨트 제도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

추고 있었다면 본 연구는 도슨트 제도가 도슨트의 활동을 촉진하고 제약하

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도슨트는 문화 분야 하나의 일자리로 떠오르고 있다

고 주목받고,99) 정부기관이 펴낸 보고서에서는 도슨트가 교육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제시하고,100) 나아가 도슨트가 미술관 전문인

력으로써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101)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미술관에서

는 지금도 도슨트 제도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도슨트가 실

제로 전문인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본 연구가 밝힌 상황적 구조와 역할 갈등이 앞으로 도슨트 제도의 운영

이나 개선방향에 대한 도슨트 제도의 연구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넷째, 본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도슨트가 관람객을

어떻게 고려하고 또 관람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

다. 특히 본 연구가 밝힌 도슨트의 ‘스크립트’ 작성과 ‘도슨팅’ 과정의 기준

들은 관람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슨트의 활동을 교육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에서는 이와 같

은 요인들이 주는 교육적 효과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가 도슨트의 교육적 효과의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본 연구는 도슨트의 활동을 통하여 열성적인 관람객으로서 도슨트

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바, 도슨트들은 일방적 수용

을 넘어 적극적 생산을 하는 문화적 행위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미술관

관람객을 문화소비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열성적인 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이들의 특성은 문화소비자로서 미술관 관람

객 연구에서 관람객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데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99) 신응철, (주 15), p.225.

10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물관·미술관·미술관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
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5), p.68.

10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박물관·미술관·미술관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방
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p.67.



- 126 -

기대된다.

(2)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민미술관 도슨트라는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술관

도슨트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시민미술관 도슨트 집단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로 인하여 다른 미술관의 도슨트들 역시 동일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른 미술관의 도슨트들의 활동 양상에 관한 후

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단일 사례를 넘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함으

로써 도슨트 활동의 공통된 과정을 확인하고 도슨트 양성과정의 규범화와

도슨트 제도운영의 규범화를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슨트의 입장에서 도슨트의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도슨트의 활동에서 관람객과 만남 역시 도슨트의 입장과 도슨트의 시선에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관람객이 도슨트의 활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람객의 입장에서 사례연구를

통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슨트의 입장에서 밝힌 도슨트 활동의 의미가

실제 관람객에게는 어떠한지 또한 도슨트와 관람객 사이의 간극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도슨트 활동을 재검토한다면 도슨트 양성과정과

도슨트 제도 운영의 규범화와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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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cents as the Third Being : 
A Case Study about the Role Conflict 

of Museum Docents

Kim Moonsung

Art Management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 ethnographical case study about the role conflict of

museum docents. With field research on museum doc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museum docents’ activities are performed, identify

the contradictory situation they find themselves in, and reveal what role

their activities play.

The term docent refers to those who help the audience to appreciate

artworks with their commentary for an exhibition. The docent system

first began in Boston, the United States in 1907, and it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 in the Gwangju Biennale in 1996. Currently, most

public art museums in Korea implement the docent system, and it is

now regarded as one of the most recognizable policies for the museum

audience. Nevertheles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ly on docents’

educational effect or the docent system’s operation without examining the

actual condition of museum docents. It reflects the current trend that

requires museums to play a social role as a public institution, and do its

business more efficiently. It also means that docents are required both to

help the audience and to appreciate artworks with their commentary

about an exhibition.

However, both views only highlight how to improve docents’ effect or

the system without examining how docents’ activities are actually carr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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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and what their activities mean. It is considered to not reveal but

conceal the actual condition of docents.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docents’ activities themselves and adopts the method of

ethnography, one of the qualitative methods that observe and describe

the docent group’s own way of thinking and living, to move away from

traditional views and reveal their actual activities more vividly. By

selecting a museum where docents actively work as the field research

site, this author conducted participant observation in two exhibitions,

interviewed docents and curators in charge of docent jobs, and attempted

to gather more data with a field survey.

The results about docents’ activities from the above showed that

docents prepared their exhibition commentary as part of a process for

each exhibition. To begin with, they applied for an exhibition as per the

museum’s official preparation process and followed the museum’s

exhibition planning intention while carrying out data research individually

and complementing it proactivel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ir

colleagues. Based on such preparation, they drew up a ‘script’ to meet

the audience and provided ‘docenting,’ which served as a meeting with

the audience, was entirely up to docents, and could be seen as docent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Docents had continued to update their

‘docenting’ from the first one to the end of an exhibition, and made

spiral progression with accumulated experience in the next exhibition.

Since docents were volunteers but dedicated enough time, most of them

were stay-at-home mom, freelancers, retirees, and graduate students

with time at their disposal. In addition, they devoted themselves further

to their docent activities with a sense of joy and achievement in

aesthetic experience, stimulation from colleagues, and a sense of pride

from social contributions. In the meantime, however, they experienced

confusion as a marginal person who was a volunteer docent, neither the

museum’s employee nor an ordinary audience. Docents’ situation came

from the combination of male-oriented employment and patriarchy

producing highly educated career break women and Korea’s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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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ecurity and employment structure creating highly educated

non-regular workers or those excluded for regular employment like

freelancers or retirees. Moreover, it was also based on the museum’s

hierarchy and credentialism for art majors, which made it difficult to

access were it not for the cultural context admiring art as cultural

capital and volunteering. On top of it, docents’ activities were guaranteed

and limited at the same time under the volunteering docent system, and

they were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for recognition or disregard by

those around them, the audience, and the museum’s employees.

Docents experienced a role conflict in which they considered themselves

marginal persons and were confused in their contradictory situation.

They fully understood their unstable social situation, the cultural context

admiring art, the museum’s hierarchy and credentialism for art majors,

but they could not free themselves from those restraints. Nonetheless,

docents formed a group and tried cultural practices to overcome the

restraints without being lopsided to either the museum or audience.

Depending on docents’ activity strategies in their meeting with the

audience, it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guardian of the

museum that prioritized each museum’s intention, regraded their activities

as education considering the audience; relativist appreciation that

prioritized their own preference and shared their appreciation, and;

resistance re-interpretation that put the audience first, presented new

interpretations and encouraged each individual to interpret artworks in

his or her own way. All of these three categories tried to create

constant dynamics of understanding, appreciation and interpretation

instead of delivering the museum’s intention unilaterally in their meeting

with the audience. Docents themselves were those who appreciated art

most proactively, and their activities expanded art culture’s underlying

base. In short, docents are the third being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museum to expand the range of art appreciation.

This study is considered to demonstrate docents’ activities more

comprehensively, which previous studies have failed to reveal, give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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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resented their activities not as some fragmented parts but as a

continued process.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it revealed docents

established their own area between the museum and docents themselves

considering both of them,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to related studies on docents’ professionalism, effect or

system operation.

Keywords: Museum docent, Ethnography, Role conflict, Marginal person,

Art appreciation, Third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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