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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광교박물관 위상과 연구방향 

9 
1주제 수원광교박물관의 발전 과제 

수원의 박물관은 2008년 10월 1일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박물관, 사운이종학사료관의 이 

름으로 개관한 이래, 같은 해 12월 8일 ‘수원박물관’이란 명칭으로 1종 종합박물관이 되었다. 

2009년 3월 23일에는 수원화성박물관의 직제를 신설하고 4월 27일 수원화성박물관이 개관 되 

었으며, 7월 1일 4급을 소장으로 하는 수원시박물관사업소 직제를 신설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하 

였다. 이후 2014년 3월 7일 팀장 체제로 수원광교박물관이 개관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건립과 동시에 그 위상과 지위를 확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내 몇몇 박물관 

들의 경우, 건립 초기부터 개관 과정까지의 우여곡절은 많은 비용을 들여 추진한 박물관 건립사 

업이 당초 지향했던 방향성의 상실과 함께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전락한 사례가 눈 

에 띈다. 초기 단계의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향후 운영 전략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있을것이다. 

수원광교박물관의 경우 영토관련 자료와 일제침략시를 연구할 수 있는 이종학 선생 자료와 근 

현대 체육사, 교육사 등의 소강 민관식 자료의 성격이 명확하다. 이러한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 

로 그 성격을 확대 ·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문제는 그 성격이 독창적이어야 하고 다른 기관이나 

지역에서 엄두도 못내고 하지도 않는 희귀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테마를 먼저 선점하고 



10 

수원광교박물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그 범위를 좁혀 연구를 갚고 명확히 하여 광교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생각하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원의 박물관들의 설립 배경과 유사박물관의 현황을 알아보고 수원광교 

박물관의 부족점, 필요한 점 및 그 지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수원의 박물관 건립 배경 

수원시의 박물관건립사업은처음수원시장공약사업 -향토박물관건립-의 일환으로제기되었 

다. 이는 기존의 다Ocf한 공공기반시설 확충문제와 더불어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박물관이 

없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이에 수원시가 처음 박물관 건립을 계획한 것은 ‘수원성곽테마박물관’ 

이였다. 

1997년 화성(華城)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수원의 상징으로 거듭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화성을 특화하는 성곽테마박물관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정부는 부족한 박물관 · 미술관 확충을 

위해 매년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공립박물관 건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수원시는 

2004년도 공공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건립을 위한 국고예산에서 성곽테마박 

물관 건립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5억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성곽테마박물관의 건립부지에 대한 다%댄 의견이 개진되고 이해와 요구가 상충함에 

따라부지 확정에 난항을겪었다. 최종적으로화성 성내 매향동부지로확정되면서 부지매입을 

비롯한 현상공모 등을 통해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근당 양택동 선생이 조선 중기부터 현대까지의 대표적 서예가들의 작품 1,000 

여 점을 2003년 4월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또한 전 독도박물관장 故 이종학 선생이 수집한 유물 

20,000여 점을 2003년 9월 수원시에 기증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유구한 서예의 역사를 보여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예박물관을 건립 

하고, 사운 이종학 선생 자료를 바탕으로 일제침략사를 연구하는 사운자료관을 건립하고자 하 

였다. 

이러한 자료 기증에 따라 수원시는 2004년 3월 수원시종합박물관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종합박물관의 주요한 테마로 과거 유구한 역사와 화성축성시기 정조시대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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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수원의 옛 모습을 조명하고, 과거 문화유산을 토대로 한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IT· BT산 

업 등을주제로한첨단산업도시로서 수원의 미래를보여주는것을목표로하였다. 

이는 이의동 산 102번지 일대 1만2천평 부지에 서예역사관(800평) · 사운사료관(800평) · 어린 

이체험관(1,000평) · 전자정보관(1,500평) 등을 짓는 종합박물관 단지 구상안이었다. 즉 기증된 

유물을 바탕으로 한 박물관에 더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수원과 관련한 제반 역사문 

화와 과학을 함께 느끼면서 배우는 어린이체험관과,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 

을 전자산업 및 최첨단 디지털 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보여주는 전자정보관을 건립하여 다양 

한 체험공간과 위락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전자정보관의 설립이 삼성전자와 협의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어린이체험관보다 

우선적으로 서예박물관과사운사료관의 건립이 우선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003년 10월 서예박 

물관및 사운사료관타당성 검토용역이 발주되었다. 이 결과서예박물관의 건립의 타당성과시 

급성이 확인되었다. 즉 중국과 일본의 경우 서법(書法)박물관 및 서도(書道)박물관이 상당하게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국내 서예(書藝)박물관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나라 최고의 서예박물 

관건립이 가능하다는내용이었다. 

또한사운사료관의 경우확대된 형태의 사운역사박물관의 건립이 제기되어 사운역사박물관은 

1,200평 규모로 확대 검토되면서 수원의 중심박물관의 위상을 권고받았다. 이에 사운사료관은 

수원의 오랜 역사와 전통문회를 역사적이며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수원역사박물관으로 확장된 

형태로진행되어야한다는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원역사박물관과 수원서예박물관의 건립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기 

도 투 · 융자심사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웅과 박물관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서예박물관 

과 역사박물관의 통합을 지시 받았다. 더욱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기존의 화성성곽박물관 

건립 지원을 이유로 국 ·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역사박 

물관의 건립사업은 성격이 다른 사운 · 서예가 병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원시 예 

산만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수원시에는 서예와 사운 자료 그리고 수원역사를 보여주는 수원역사박물관이 2008년 

10월에, 화성을 테마로 하는 수원화성박물관이 2009년 4월에 개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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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광교박물관의 설립 배경 

수원광교박물관은 영통구 광 

교로 182번지에 있으며 국토해 

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 

획기준』에 따라 신도시에 존재 

하던 유물, 개발로 훼손되는 광 

교지역의 아름다운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등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만족감과 쾌 
[사진 1] 수원광교박물관 전경 

적함을 줄 수 있도록 모든 자연 

적 · 환경적 · 역사적 · 문화적 자원, 이른바 어메니티 (amenity) 자원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기 위 

해 건립되었다. 박물관 건립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했으며 2013년 10월 28일 

수원시에 기부채납되었다. 

이후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광교박물관의 성격과 전시 운영 계획은 대폭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원시에는 이미 수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수원역사박물관’과 함께 서예의 역사를 보여 

주는 ‘한국서예박물관’이, 화성을 테마로 하는 ‘수원화성박물관’이 운영 중에 있었다. 따라서 광 

교박물관의 특수성을 살리면서 수원의 지역 박물관과는 어떤 차별성을 갖출 수 있겠는가가 쟁 

점이었다. 

이에 따라 광교박물관은 광교신도시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민속 자료를 전시하는 ‘광교 역사 

문화실’을 기본으로 이미 기증 자료관을 운영 중이었던 전 독도박물관장 이종학 선생의 자료와 

민관식 장관의 기증 자료를 전시하는 ‘기증자료관’의 성격으로 귀결되었다. 이는 박물관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 요소인 유물의 내용에 따른 선택이었다. 

결론적으로 우리 수원시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일제 침략사를 연구할 수 있는 대표적 유물과 

현대의 정치사,체육사,교육사를천착할수 있는자료가확보된조건에서 선택한고육책이었다. 



4. 광교박물관 연혁과 현황 

1) 연혁 

2011.05.16 수원광교박물관공간배치계획 수립 

2012.05.31 수원광교박물관 착공 

2013.08.30 수원광교박물관 준공 

2013.10.28 수원광교박물관 시설물 인수인계 

2014.03.07 수원광교박물관 개관 

2) 규모와구성 

13 

1주제 수원광교박물관의 발전 과제 

부지면적 8,492m2’ 연면적 4,096m2(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지상 1층은 광교 역사문화실 

246.34m2, 어린이체험실 202.99m2, 지상 2층은 소강 민관식실 681.86m2, 사운 이종학실 412.09m2’ 

지하 1층은 수장고 558m2, 보존처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동에 사무실과 다목적 

실이위치하고있다. 

3) 인력 

광교박물관팀장 1명, 학예사 1명, 기능직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4명 

4) 유물현황 

사운 기증유물이 2만 여점, 소강 기증유물이 3만 여점으로 대략 5만 여점이다. 

5) 실적및관람인원 

5월부터는 박물관 교육으로 꿈나무 어린이 체험교육을 운영하여 10월말까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은다음과같다. 

口 유아대상: 3개 프로그램,총 49회, 1,129명 

-병아리 박물관탐험대 :총 30회 ,738명 

-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과 나들이 : 총 13회, 282명 

-자연과 놀아요 : 총 6회,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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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어린이 대상 : 6개 프로그램, 총 20회, 379명 

-신나는오후박물관나들이 :총 2회 ,18명 -박물관어린이 아티스트:총 3회 ,38명 

-박물관에 패밀리가 댔다! : 총 7회, 184명 -광교 김선비의 일생 : 총 4회, 66명 

-광교에서 만나는 세종의 사람들 : 총 2회, 28명 -불어라 바람아 단오부채 만들기 : 총 2회, 45명 

3월 4월 

4세∼9세 대상의 어린이체험실운영현황은다음표와같다. 

9월 헬
 

6월 7월 10월 | 합계 8월 

이용객(명) 1 1,307 1 1,711 1 2,430 1 2,258 1 2,195 1 2,893 1 1,971 1 2,121 1 16,886 

체험지 판매(부) I 481 I 1,003 I 1,576 I 1,457 I 1,384 I 1,844 I 1,527 I 1,504 I 10,776 

5. 광교박물관 자료와 전시의 특징 

1) 광교역사문호t실 

광교 역사문화실에는 광교 지역 

의 개발과정에서 조사된 신석기시 

대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청 

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발 

굴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광 

교 지역의 개발로 골짜기마다 자 

리했던 정취 있는 마을에 대한 민 

관람 실적은 3월 7일 개관 이후 10월 

31일 기준으로 57,148명으로 매일 250 

명 정도이다. 이 정도면 상당한 수준의 

관람 인원이라고볼수 있다. 

[사진 2] 수원광교박물관 어린이체험실 

[사진 3] 광교 역사문호f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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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문화, 자연생태 및 생활사 자료 등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특히 안동김씨 종중에서 기증 위탁 

한 고문헌을 비롯하여 분묘 이장작업 중 출토된 복식 등의 유물은 이곳에서 500여 년간 터를 잡 

고 살아온 유력 종중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게 한다. 

광교 지역에서 발굴조사 및 기증된 다Oef한 유물은 이 지역의 역사문화를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 

달하는의미와함께 더 나아가수원의 역사문화연구에 있어서 매우중요한사료로서 가치가있다. 

2) 소강민관식실 

[사진 4] 소강 민관식실 

경기도 개성 출신의 소강(小힘) 

민관식 (閔寬植, 1918∼2006)은 한 

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 

물이다. 그는 국회의원을 시작으 

로 대한체육회장, 문교부장관, 국 

회의장 직무대리 등을 역임하며 

격동의 역사 현장 속에서 활동하 

였다. 

민관식이 평생 수집한 정치, 사 

회,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3만 여점의 유물들은 그가 학창시절을 보낸 제2의 고향 수원시에 

2010년 기증되었다. 

소강 민관식실은 수원고등농림학교를 포함한 성장기 학교 관련 유물에서부터 국회 및 문교부 

시절의 정관계 그리고 체육계 관련의 다잉딴 유물을 전시하여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소강 민관식의 기증유물은 한 개인의 생애사를 넘어 한국 현대사를 살필 수 있 

는 생생한 사료로서 무한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 

정조대왕이 심환지에게 편지를 보내고 보는 즉시 없앨 것을 지시하였으나 그대로 보관하여 훌 

륭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듯이 , 민관식 기증 자료에도 찢어야 할 자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바로 현대사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밑받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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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운이종학실 

수원지 역 출신의 사운(史릎) 이 

종학(李鍾學, 1927∼2002)은 우리 

나라 역사문화에 관한 사료수집 

과 연구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다. 

그는 평생 동안 일제 침략사와 우 

리 영토와 관련한 사료를 발굴하 

였다. 뿐만아니라수집한사료를 

현충사 · 독립기념관 · 독도박물관 

등에 기증하여 우리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진 5] 사운 이종학실 

이종학의 이러한뭇을기려 유가족은 2004년 수원시에 2만여점의 유물을 기증하였다. 사운이 

종학실은 충무공 이순신과 독도를 포함한 영토 관련, 그리고 일제 침략사에 관한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여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관한 다양한 유물과 수원에 대한 유물들을 통해 이종학이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료를 수집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열정과 의지가 우리나라 역사 인식의 올 

바른 초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소장 내용은 지도류, 전적류, 문서류, 신문류, 사진류, 기타 문건류로 구분할 수 있다. 

6. 유사박물관개관 

우리나라 근대역사관과 평화 또는 전쟁관련 기념관과 박물관은 그리 흔치 않다. 대부분이 그 

지역의 근대와식민지 시기 수탈을중심으로당시 생활사를전시하는박물관들이 대부분이다. 

특수 테마를 주제로 하는 박물관도 근자에 개관이 되었다. ‘위안부’, ‘4 - 3항쟁’, ‘감옥’ 등을 테 

마로 하는 박물관과 기념관들이다. 

‘영토’를 주제로 하는 독도박물관이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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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특히 ‘체육재를주제로히는박물관이나기념관은전무하다고해도지나치지 않다. 

한국과는달리 일본에는 엄청나게 많은기념관이 있다. 중요한것은그러한기념관들이 과연 어떤 

목적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일 것이다. 

동시에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초점은 각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 따라 디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 내의 어떤 세력이 어떤 방향으로 역사적 기억의 방호끝을 이끌고 가고 히는 

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진다. 

일본의 기념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전쟁기념관과 평화기념관이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전쟁 경험의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인식하는가에 따라 갈라진다. 

두 기념관의 전시 내용은 모두 제국주의 일본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 청일전쟁 이후 15년 전 

쟁이라 부르는 만주사변부터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한 1945년까지의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의 방향과 내용은 크게 다르다. 

전쟁기념관은 전쟁에 참전해 죽어간 일본군을 추모하면서, 일본군의 위대성을 찬양하고 천황 

을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의 부활을 노래한다. 

반면 평화기념관은 전쟁기념관과는 달리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면서, 전쟁 속에서 겪은 민중의 

고통과 아픔을 널리 되새기게 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 졌다. 지금 일본 곳곳에는 군(軍)의 논리 

에 따라 세워진 전쟁기념관과 민(民)의 논리에 따라 세워진, 그래서 전쟁의 참극을 다시는 되풀 

이하지 말자고 평회를 외치는 평화기념관이 서로 다른 논리를 지닌 채 세워져 방문객을 맞이하 

고있다. 

이것은 전쟁의 기억을 바탕으로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교훈을 얻어, 어떻게 다음 세 

대로 계승시키는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의 관점 · 군의 논리」(군사 · 군비에 의한 안전 

보장)와 「민중의 관점 · 民의 논리」(비군사적인 평화 · 민중의 안전 보장)가 지속적으로 대립하 

고 있음을말해주고 있는것이다. 

유사박물관을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에 있다. 일제의 강압적 통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치열한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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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던 군산 사람들의 모습을 재현한 공간이다. 

근대생활관은 ‘도시의 역사’, ‘수탈의 현장’, ‘서민들의 삶’, ‘저항과 삶’, ‘근대건축물’, ‘탁본체험’ 

으로구성되어 있으며,각연출공간에는 1930년대 군산의 모습을재현하여 관람객의 이해를돕 

고있다. 

2) 대구스포츠기념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에 있다. 2,692m2로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2005년 

3월 4일 개관했다. 2002 월드컵, 2003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2011 대구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등의 기념비적인 국제행시를 치러낸 대구스타디움을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 

고자 대구스포츠기념관이 설립되었다. 주로 슈퍼그래핀과상징조형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3) 독도박물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90-17번지에 있다. 독도박물관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 

아 울릉군이 대지를 제공하고, 삼성문화재단이 건축한 건물에 고(故) 이종학 초대관장이 30여년 

동안 국내외에서 수집 · 기증한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고(故) 홍순칠대장의 유품 및 독도의용수 

비대 동지회와 푸른울릉 독도 가꾸기모임 등의 자료를 첨가하여 1997년 8월 8일 국내유일의 영 

토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4) 부산근대역사관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04에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9년 지어진 이 건물은 최초에는 식민 

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인 1949년부터는 미국 해 

외공보처 부산문화원이 되었다. 이후 부산시민들의 끊임없는 반환요구로 미문회원이 철수하고, 

1999년 대한민국정부로 반환된 것을 그 해 6월 부산시가 인수하였다. 

이 건물이 침략의 상징이었던 만큼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교 

육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근대역사관으로 조성하였다. 전시내용은 외세의 침략과 수탈로 

형성된 부산의 근현대역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개항기 부산, 일제의 부산수탈, 근대도시 부산, 

동양척식주식회사, 근현대 한미관계, 부산의 근대거리 등으로 구성하였다. 



5) 서대문형무소역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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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에 있다.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적 의의를 밝히고 독립과 민주 

의 현장으로서 대국민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1996년부터 서대문구의 주도로 대대적인 성역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에 옥사 원형 전시와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의 각종 

자료 및 유물 등 전시공간을 구성하여 1998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재탄생되었다. 

6) 서울올림픽기념관 

서울송파구방이동 88번지에 있다. 서울올림픽의 영광과성과를재조명하고올림픽정신을계 

승 발전시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교육과 오락 등 복합형태의 테마형 기념 

관으로 1990년 9월 18일 개관하였다. 

서울올림픽의 생생한 모습을 담아 다%멘 전시연출로 사이버 기념관의 활성화 및 스포츠 문화 

등 각종 유익한 정보 제공, 올림픽 공원 및 스포츠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올림픽기념사업 

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복합형 태마공간이다. 

7)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원당리 65번지에 있다. 세계 최초의 성노예 테마박물관으로서 잊어져가 

는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 

고자 1998년 8월 14일 개관하였다. 

지상 2층, 지하 1층 총 104평 규모로 (주)대통주택의 건물 기증과 한국, 일본 시민들의 자발적 

성원에 힘입어 순수민간차원으로설립되었다. 

8)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서울마포구월드컵북로 11길 20에 있다. 일본군‘위안부’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또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전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하며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 

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행동하는 박물관이다. 

1990년 정대협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1994년 사료관 건립준비위원회의 발족으로 전쟁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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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박물관 건립을 위한 디팀돌을 놓은 후, 1999년 서대문의 작은 공간에 일본군‘위안부’ 역사 

를 얄리는 교육관을 만들면서 시작됐다. 

2004년, 정대협은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위원회’를 정식 발족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들의 명예회복과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인권과 평회를 위한 박물관 건립을 위해 노력하여 마침 

내 2012년 5월 5일 문을 열었다. 

9) 저l주4 - 3평호f공원 내 제주4 · 3평화기념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430어1 있다. ‘제주 4· 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독선거와 단독정부 반대를 기 

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명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 

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1999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제주 방문 시 위령 공원 조성 사업비 지원을 약속한 이래, 2000년 

1월 ‘제주4 -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평화 공원 조성 

사업이이루어졌다. 

2001년 6월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고 2002년 부지 매입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한 뒤 2003년 4월 3 

일기공식을가졌다. 

이 공원은 39만 6,743m3(12만평)의 넓이에 조성되었는데,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령제단 · 추념광장 · 위령탑 · 상징조형물 등이 조성되어 있는 위령 · 추념공간과 4· 3사료관 

이 조성되고 있는 역사 재현 공간, 그리고 4· 3문화관 등이 있다. 

주요 시설은 위령제단 및 위령탑, 추념광장, 위패봉안실로, 매년 4월 3일 추념광장에서 위령제 

를 지내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에는 진입로, 연못, 관리실, 조경,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 

었다. 

제주4 - 3평화기념관은 2005년 12월어l 4. 3사료관 건립에 착수하여 연면적 11,455m3의 지하 2 

층 지상 3층의 규모로 4·3 발발 60주년인 2008년 3월 개관하였다. 내부 시설은 1관 역사의 동 

굴, 2관 흔들리는 섬 , 3관 바람타는 섬 , 4관 불타는 섬 , 5관 흐르는 섬 , 6관 새로운 시작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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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해마다 20만명 이상이 관람하는 다크투어의 명소이자 한국현대사의 대표적인 기념관 

으로꼽힌다. 

10) 한국체육박물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태릉국제스케이트장 2층에 있다. 744.42m2 규모로 제1전시관은 역사 

관, 제2전시관은올림픽관, 제3전시관은 전국체전관, 제4전시관은 경기단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여 년간 이어온 한국스포츠의 귀중한 사료들이 그 동안 개인들의 소장에 그쳐 일반에 공개 

되지 못하고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태릉선수촌 올림픽회관에 보관되어 오다가 2005년 10월 13 

일에 한국체육박물관을 이전 재개관한 것이다. 

11) 야스쿠니신사 

일본의 전쟁기념관은 흔히 볼 수 있는 박물관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다. 일본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전쟁기념관은 전쟁 중에 천황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가 싸운 이들을 위령하는 장소 

인야스쿠니신사이다. 

야스쿠니신사는 죽은 자의 넋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인 장소이지만, 유골을 모신 것이 

아니라 레이지보라고 부르는 각종 전쟁에서 숨진 사람 2백46만여 명의 명부가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경내에는 전쟁 때 사용하던 대포를 비롯한 각종 무기가 널려있고, 군견(軍大) 위령탑과 

가미카제 돌격대원의 동상도 있다. 그리고 유슈칸이라는 전쟁박물관을 갖추고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 곳에는 진주만 공격의 성공을 알린 암호 전보와 포탄 속에 지-살 특공대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발사됐던 인간어뢰 ‘가이텐’도 전시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야스쿠니신사 

는 일본 국군주의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일본 보수 세력의 근거지로서, 국군주의의 부활 

을꿈꾸는이들의메카이기도하다. 

12) 오사차평화박물관 

한편 일본 내에는 침략전쟁을 반성하고, 민중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다시는 전쟁을 되풀이하지 

말자는캠페인의 일환으로설립된평화기념관이 다른한축을이루고있다. 

일본에서 전쟁자료관이나 평화박물관 건설운동은 전쟁 과정에서 가장 커다란 피해를 경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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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 기념공원과 자료관 건설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히로시마 평화기념관과 원폭돔은 현장성을 기초로 한 대표 

적인 반핵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건물이다. 

그리고 다OJ한 세력들이 평화기념관 건설운동을 추진한 결과 오사카부와 오사카시가 공동으 

로 오사카평화센타(Peace Osaka)를 만들게 되 었다. 

이처럼 평회운동으로부터 출발해서 평화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으로 가와사키 평화관, 사 

이타마현 평화자료관, 그리고 리츠메이칸대학 국제평화뮤지엄 등이 그것들이다. 

1991년, 오사카성 공원 일각에 오픈한 오사카 국제 평화 센터 「피스 오사카」, 관내에는 「오사카 

공습과 사람들의 생활」, 「15년 전쟁」, 「평화의 희구」를 테마로 한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다. 

50회 이상에 달했던 오사카 공습의 실태 및 전시 하에서의 생활, 만주 사변에서 저12차 세계대 

전 종결까지의 15년에 걸친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전쟁, 그에 더하여 히로시 

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피해나 아우슈비츠에서 드러난 전쟁의 비인간성을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현재에도 또 다른 분쟁이나 전쟁의 불씨가 일어나고 있으며 기아, 빈 

곤, 지구 환경의 악화 등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도서실과 영상 

코너도마련되어 있으며,전쟁이나세계 평화에관한서적을비롯하여 평화학습을위한패널이 

나 그림 연극, 비디오 등의 대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에서는 애 

니메이션이나 영화,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강연회나 콘서트도 개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스타일도 예전의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던 전시물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천황을 위해 용감히 싸우다 옥쇄한 일본군 이야기로 덧칠되었다. 

13) 오키나와 평화기념공원과자료관 

이 곳은 1975년에 문을 연 이래 오키나와에서 가장 중요한 평화교육의 센터로 자리 잡았을 뿐 

만 아니라, 일본 전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참배의 장소가 되고 있다. 

일본군이 오키나와 사람들을 어떻게 무참히 죽였는지 만행을 드러내는 동시에 동굴 속에서 죽 

어간 어린 학생들과 노인, 부녀자들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이 크게 바뀌어 일본 군인들의 위령제를 치르는 「평화의 언덕」이라는 제 

단이 새로조성되었으며,유지틀과기업체들로 이루어진 단체인유구협회가중앙정부의 돈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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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 일본군을위령하는불상을안치한평화기념당이 건설되었다. 

즉 일본군의 만행을 보여주던 성격에서 일본군의 영혼을 위로하는 평화기념관으로 변질된 것 

이다. 

7. 수원광교박물관의 발전 과제 

1) 부족한점 

수원광교박물관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이용하는 데서 박물관 시설의 쾌적성, 시설 이용의 편의 

성 및 전시 ·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을 확보하여 관람객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 

한서비스를제공받는관람객에게 박물관이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해야한다. 

상설전시관은 물론 특별전시실의 확대와 대관전시실의 구비는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 

할수 있고 박물관 기능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어린이체험실(202.99m2)과 다목적실 등이 있지만 교육시설과 영상교육실은 전무하여 각종 박 

물관 대학, 시민강좌 등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편의시설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이러한 부족점을 보완할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필요한점 

시민들의 문화수준을높이기 위해서는박물관의 수준을높여야한다. 그리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광교산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교산을 특 

화하여 환경, 식물, 동물과 관련한 프로그램, 광교산 답사 등을 통하여 옛길, 눈보라, 여름 답사 

등이 요구된다. 이를 보완하는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는 영화상영, 음악회 등의 문화행사 

를 적극 개최하여 일반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편안한 휴식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 

해야한다. 

이러한 활동에서 더 나아가 광교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광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없어진 ‘이의동 줄다리기’ 행사를 시현하는 작업도 시도해 봄 직하다. 

근현대사 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술 채록, 집단적 행사, 국제교류 및 연대행사, 그리 

고 관련 유적지(제암리, 의병투쟁, 동학, 이순신 유적) 답사 등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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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과 시민에 대한 교육과 나눔행사등이 필요하다. 

한편 매향리에 평화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과 상호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될수있을것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성격을 달리하는 두 가지 기증자료를 보완하는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이다. 

3) 지향점 

수원광교박물관은 기증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므로 이제는 그 성격을 구현하고 지역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방향에서 박물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념관들이 과연 어떤 목적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일반 대중들에게 어 

떤 영향을미치는가하는점을고려하면서 문제를풀고자한다. 

동시에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초점은 각 박물관 또는 기념관 자료의 성격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그리하여 어떤 방향으로 역사적 기억의 방향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가에 따라서 

도크게달라진다. 

이종학 선생 자료 활용방안으로는 지도 자료를 이용한 일제의 침략사속에서 국경문제, 독도문 

제 그리고 민족말살정책 엽서와관련한 민속과도시변천의 문제 등이 될 것이다. 

먼저 독도문제와관련하여 저간의 형편을알아보면 일본은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빼앗으려고 갖은 범죄적 행동을 다해왔으며, 오늘에 와서 독도 강탈야망을 더욱 

노골적으로드러내 놓고 있다. 

최근 연간만해도 일본은저들의 국토지리원의 주관밑에 축적 2만 5천분의 1의 정밀한독도지 

도를 제작배포하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었는가 하면, 《신학습지도요령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버젓이 명기하고 소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들에서 《독도영유권》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독도강탈의식, 조선에 대한 재침사상을 주입시키려 

하고있다. 

일본당국은 《방위백서》라는 데서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본격화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극히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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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본래부터 우리 나라 영토의 멜 수 없는 구성부분으로서 우리 민족의 관할 밑에 존재하 

여 왔다. 이것은 옛 문헌을 비롯한 역사자료들이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우리 나라의 가장오랜 역사책으로서 고려시기인 1145년에 편찬된 

《삼국사기》를 보면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오랜 옛날부터 우리 나라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을 잘 

알수있다. 

이와 유사한 기록은 같은 책인 「《삼국사기》권 44, 열전 이사부조fl} 고려때 일연이 13세기 말엽 

에 지은 「《삼국유사》권 1, 기이 2 지증왕조」에서도찾이볼수 있는데, 여기서 밀하는우산국은울 

릉도를중심으로 하는소왕국으로서 울릉도와함께 독도를 비롯한그 주변섬들을포함하고 있다. 

이러한사실들을밝혀내고 연구하는중앙단위의 기관이나기념관하나 없는실정에서,특히 기 

존의 독도박물관이 이종학 선생 자료를 기증받은 이후 괄목할 만한 활동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광교박물관이 그 역할을 의욕적으로 벌여 그 중심센터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일제의 만행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밝혀내고 연구하고 알려야 한다. 이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전제조건이다. 그리하여 침략 · 참회 · 화해 · 용서 · 평화 · 대동사회까지를 아우 

르는 대안이 형성될 것이다. 일본인이 저지른 한국과 중국 그리고 통남아에서의 만행은 독일의 

유대인 학살보다 더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 내용으로는 일제침략의 잔학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과 대항, 일제의 침략을 원조로 하는 

분단의 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단으로 인한독재 이를극복하는 민주화운동이나통일까지도 

전망하는 박물관이 될 것이다. 

소강 민관식 자료의 특성 중에서도 스포츠 관련 자료는 단연 돋보인다. 따라서 스포츠 도시로 

서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수원은 축구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의 열기가 높은 도시로 손 

꼽히며 2002년 FIFA 월드컵의 개최지 중 하나였다. 피스컵, 2008년 FIFA U-17 월드컵 등 많은 

국제 경기를 치렀고 수원시에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를 주기적 

으로개최하고있다. 

이는 수원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도시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며 ‘제4회 스포츠, 례저 

브랜드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스포츠 메카로서 국내 스포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질주해 온 수원시가 스포츠 메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야구의 본고장으로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프로야구 10구단 ‘kt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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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가 선보일 계획이다. 

따라서 소강 민관식 자료는 풍부한 스포츠시를 중심으로 기타 정치사 · 교육시를 연구하고, 이 

를 위해 체육 관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스포츠 메카로서의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는 작 

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교산 자락의 장점과 신도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내실을 살리면서 지역사회와 

보다 밀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려면 광교박물관 주변을 이용한 노천박물관, 유원지화, 문화휴양지를 지향해야 한다. 이 

는 주변의 심온선생 묘, 혜령군 묘와 사당 등과 함께 어우러지는 여러가지 구상이 필요할 것이 

다. 기존의 혜령군 사당은 동양고전을 교육하고 강의하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다잉F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수원을 ‘인문학의 도시’, 그 중에 

서도 동양고전의 교육 연구 중점 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결론으로 수원광교박물관은 독도와 간도 지방 등을 포함하는 영토수호와 일제의 침략상을 조 

명하고 한국의 근 · 현대 정치사, 체육사, 교육사 등을 연구 · 전시 · 교육하는 넓은 의미의 근 · 

현대사 기증자료관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광교지역 역사와 교육을 위한 문화 

공간의 센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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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1) 건립 배경 

• 2013년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역사 · 문화 자료들을 수집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건축 

하여수원시에기부체납 

• 2014년 소강 민관식과 사운 이종학 기증유물 이관 전시 

• 「광교 역사문화실」 . 「소강 민관식실」 · 「사운 이종학실」 3개 상설 전시실로 개관 

* 결과적으로 박물관 테마 설정에 어려움 봉착 

2) 시설 

• 박물관의 비전문성 기관이 건립하게 됨으로써 그운영을 염두에 두지 못한시설로 고착되어짐 

* 예컨대 「기획전시실」 . 「교육실」이나「야외공연장」등의 부대시설 미비 

3) 운영방향 

• 당초 운영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시로 보여만 주는 박제된 박물관으로써 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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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 

• 팀장(1) 학예연구사(1) 기능직 (1) 

계약직 (4) - 보존처리 1, 역사 3 

연구원(3) - 2년 근무 ( 역사 2. 유아교육 1) 

*자체적인운영체계가어려움(행정분야) - 유기적이고원활한운영 미흡 

5)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부족 

• 혜령군 재실이나 주변 서원 등과의 연계 방안 미비 

2. 단기적 발전방안 

1) 박물관운영의 컨셉 설정 

• 「문화와 힐링」이 공존하는 박물관 

.「참평화」박물관 

• 「유아와 가족」 중심의 박물관 

2) 시설물의재구성 

• 상설전시실을축소하여 기획전시실 마련 

* 광교 역사실과 수원역사박물관과의 변별성 미약 - 최소 전시로 공간 축소 

* 「소강 민관식실」 . 「사운 이종학실」의 전시물을 가능한 주요 유물만 전시하고 

기타유물은 기획전시에 포함하는 전시 방안 강구 

* 잉여 공간은기획전시실로재구성 

• 야외 공연장마련 (우천에 대비한시설) 

• 공연 및 야외 체험 학습 고려 

• 역사공원을활용할수있는보조시설마련 

예)운동종목별상징성 벤치나조명 시설등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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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ft-wear의 개발 

〈기본에 충실한 박물관〉 

(1) 전시 

• 년 2회 정도 기획 · 특별전 개최 ( 언제나새로운볼거리 제공) 

* 3년간의 전시 주제 설정 (사전 홍보) 전시기간 3개월 

·특히 「소강민관식실」 · 「사운이종학실」 기증유물전시를주제별로구분하여 기획 · 

특별전으로순회전시함 

• 타 박물관이나 유관기관과 연계된 기획전 

(2) 연구 

• 「사운 이종학실」 기증유물에 대한 자료집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년 1책씩 지속적 발간 

(기획전시의 기틀 마련) 

• 유아 및 가족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연구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3) 유물관리 

·유물의안정화작업 

예) 근대 유물은 전근대 유물보다 더 빠른 훼손이 됨 (지류, 사진자료 등) 

• 관련 유물의 전산화 작업 (일반인 공개) 

(4) 교육 

• 기존프로그램 

φ유아대상 

• 병아리 박물관탐험대 : 년 42회 

• 엄마와 함께 하는 박물관 나들이 : 년 14회 

• 자연과놀아요 : 년 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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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상 

• 신나는 오후 박물관 나들이 : 년 6회 

• 박물관에 패밀리가 댔다 : 년 9회 

·광교김선비의 일생 : 년 4회 

• 박물관 어린이 아티스트 : 년 5회 

• 광교에서 만나는 세종의 사람들 : 년 2회 

• 불어라바람아단오부채 만들기 : 년 2회 

• 개선안 : 유아와 가족 중심의 교육 부각 

@ 「문화와 힐링」 프로그램 

• 소풍과 옛 자취 (가족) 

• 자전거 타기와 옛 놀이 체험 (가족) 

·작은운동회 (유아) 

• 우리 집 옛 물건 소개하기 - 유물해설 (가족) 

*야외 역사공원활용및지역문화재활용 

@「참평화」프로그램 

•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유아) 

• 우리 것 찾기, 예) 이의동줄다리기 - 다문화가정 참여 

• 사랑 나눔터 (가족) : 예절 및 다문화 역할 놀이 

• 옛 글 배워요 (유아) : 한자와 서당 체험 , 예) 혜령군 사당 활용 

@유아프로그램 

• 고사리 난타대 (유아) : 전통악기 체험 

• 전래동요 부르기 (가족) : 강강술래 

• 전통놀이 해봐요 (유아) : 사방치기 , 고무놀이 , 승경도 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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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회나 세미나는 분야별 주제로 선정하되 가능한 기획전과 연계하여 개회 - 년 4회 

• 초 · 중등 및 성인교육 프로그램 필요시 박물관 컨셉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제작 운영 

4) 협업활동 

• 대학 (유아교육과 또는 이동보육과 등) 동아리와 연계 

• 대학 (연극학과, 무용학과 등) 동아리나 사회 연극 단체 등과 연계 

.서예단체등과연계 

• 대학 (체육학과) 동아리나 생활 체육 단체와 연계 

·자연환경단체와연계 

* 상설 자원봉사자 또는 도슨트 활용 

5) 문화상품개발 

• 박물관 소장유물 중 희귀자료를 복제하거나 모조품 제작 

• 박물관 발전 기여자나 교육 우수자에게 무료 상품으로 증정 

*필요시판매도가능 

3. 장기적발전과제 

1) 시설확충 

• 기획 전시실과 교육시설을 아우르는 별도 시설물 건축 

• 역사 공원 내 야외 공연과 축제 마당을 위해 부대시설 확충 

*광교신도시와어우러진 첨단상징 시설 필요 

2) 인력확보 

• 연구직 증원 (역사 연구 및 유물관리 등) 

• 에듀케이터 신설 (박물관 성격과 운영에 맞추어 3명 정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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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과 시설을 분리 담당하는 시스템 도입 

·인턴시스템적극활용 

3) 유치원과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과운영 지원 

• 초등생 이상의 경우는 교과 과목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4) 박물관과 지역문화 밀착형 프로그램 개발 

.“엄마도스튼”운영 

• 지 역 상인들의 “재능 나눔이” 활용 : 제과, 떡 , 반찬, 각종 공예 등의 기술 

5) 유아중심의 뮤지엄 삽운영 : 유O뉴타운의 메카조성 

• 이론을 위한 토론보다는 결과를 실행하는 것이 발전임 ! 



〔효쿼 I콰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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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 과거와의 접촉지대 . 
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1) 

황 보 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전시운영과장) 

1. 박물관과 현대사의 불편한 만남, 그 시작 

2. 불편한 만남의 전개 양상 

3. 전시 큐레이팅 상의 고려사항들 ; 전시 프로젝트 모델에 따라 

4. 대중을 위한 열린 박물관을 위하여 

1) 이 글은 미완성의 원고이므로 인용이나 참고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추후 최종 원고를 실은 

r수원역사문화연구」가 발간한 이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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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물관과 현대사의 불편한 만남, 그 시작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4일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을 언급하였고, 8월 15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건국 60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현대사박물관 건립 

의 필요성을 공표하였다.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은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발전의 역사’였습니 

다.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 저는 이 역사가 기록되고 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사박물관’을 짓겠 

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숭례문까지 거리를 ‘국가의 얼굴’로 가꾸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를 여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중에서, 2008.8.15.) 

현대사박물관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 곧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 

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새롭게 이어가는 “현대사박물관”을 짓는 한편, 광화문 거리의 “국가의 

얼굴”로 가꾸겠다고 밝히면서 건국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통령의 경축사를 시작으로, 2009년 2월 11일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이 제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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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면서 현대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위원회를 4월 16일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2)로 출 

범시켰다. 건립위원회 위원들은 대통령이 모두 위촉하였는데, 민간위원 19명과 당연직 정부 기 

관위원 10명으로구성되었다. 

건립위원과는 별도로, 5월 4일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추진단’이 출범하였다.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추진단’은 2009년 10월 19일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건립추진단’으로 변경하였다. ‘건립추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법률적 설치근거 

는 건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저110조에 근거하며, 설치 

관련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저l>에서 다루었다. 3) 

당초 박물관 명칭이 ‘국립대한민국관’이었으나, 2009년 10월 19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위원회’에서 ‘국립현대사박물관’, ‘국립대한민국관’, ‘대한민국역사미래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양한 명칭 후보(안) 중에서 건립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국립박물관으로서의 품격 

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공식 확정하였다. 

건립추진단4)은 다음 해인 2010년 3월 박물관 건립 마스터플랜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 

본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25일 건립공사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여 2012년 5월 23일 건립공사가 준공되 었고, 2012년 12월 26일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2012년 12월 26일 개관한 이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4년 10월 26일 오후 100만 번째 관람 

객을맞이하면서 지금까지 200만명이 다녀간대표적인근현대사박물관으로자리잡아가고 있다. 

2) 건립위원회는 건립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 실시설계에 관 
한 사항,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에 관한 사항,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홍보에 관 
한 사향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였다. 

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10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민 
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한다)을 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3조(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및 정원) 

@ 문화체육관광부에 한시조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을 둔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의 소관업무에 관하여는.제1차관이 장관을 보조한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건립추진단은 2012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으로 전환되었으며, 대한민국역사박 
물관은 추진단의 업무와 조직을 승계하여 2012년 9월 7일 관장 아래에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과, 교육홍보협력 
과, 조사연구과 5개의 과로 확대 설치되어 총 45명 정원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2014년 2월 17일 교육과가 신설되면서 
기획운영과, 전시운영과, 자료관리과, 문화교류홍보과, 조사연구과 등 6개 과 총 52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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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외형적인 전개와 함께, 박물관을 문제 제기적(problematic)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5) 박 

물관 설립이 공포되면서부터 여러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를 받았으며, 건립 추진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개관 이후에도 논란의 와중에 있다. 현대사를 다루는 박물관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 

자 실험의 차원이 아닌 매우 논쟁적인 문제가 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 

후의 현대사를 “성공, 발전, 기적의 역사”로 보려는 인식을 담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다. 물론, 국민의 자긍심 고양과 국민 통힘R으로 국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박 

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정반대 

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 채택 및 국정교과서 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논 

란과 갈등이 근현대사를 다루는 박물관에서도 재연되고 있어 예외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 

다. 한 사회 내에서 특정 시기의 역사를 보는 관점과 인식이 디를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사회갈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분석적(nomothetic)이기 보다는 기술적(idiographic)이다. 먼저, 이 글은 현대사에 대 

한 첨예한 인식론적 논쟁에 개입하기 보다는, 현대사와 박물관이 만난 지점에서 나타난 전시의 

한계와 논쟁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데 국한하는 한편, 이를 통해 ‘좋은 전시’를 위한 큐레이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가이드로서의 전시 큐레이팅 실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박물관에서 현대사를 다룰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논쟁들이 박물관이 

라는 지점에서 상이하게 촉발되는 실제적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접촉지대”라는 용어를 차용하 

였다. 접촉지대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적 실재를 재현하는 현대사박물관에서 두드러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이 용어는 메리 루이즈 프랫(Mary Louise Pratt)이 자신의 저 

서 『제국의 눈』에서 처음으로사용하였다. ‘접촉지대 (contact zone)’를“지리적, 역사적으로분리 

되어 있던 민족들 또는 주체들이 서로 접촉하게 되면서 생겨난 식민적 만남의 공간, 즉 대개 강 

압적 조건,극심한불평등,풀기 어려운갈등을포함하는지속적 관계를형성하는공간적 공존상 

태”로 정의하였다. 문화인류학자 제임스 클라포드0-ames Cl표ford)는 이 용어를 “접촉지대로서 

5) 이동기, 「현대사박물관, 어떻게 만들 것인7b, 『역사비평』 96호, 2011;이동기, 홍석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사업 비판과 정 

책 대안」, 『역사비평』 99호, 2012;김성보, 「성찰이 결여된 ‘역사인식 보수대연합’의 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사비평』 

103호, 2013;이기훈, 「굴절된 시각과 부족한 준비」, 『역사비평』 103호, 2013;양정심, 「반쪽의 역사 보여주기(1945∼1960)J, 『역 

사비평』 103호, 2013;김아람, 「성장신화에 갇힌 박물관」, 『역사비평』 104호, 2013;목수현, 짜람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 『역 

사비평』 109호, 201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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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박물관”을 파악하려는 목적에서 개념적 도구로 차용하였다. 6) 

둘째, 이 글은 또한 큐레토리얼(curatorial)보다는 큐레이팅 (curating)에 강조점을 두고 설명 

을 하고자 한다. 큐레이팅이라는 용어가 실제적인 전시 실행과 관련된 큐레이터 (curator)의 

활동이나실천을함의한다면,큐레토리얼은전시 현장에서 벌어지는‘큐레이터의 일’혹은‘큐 

레이터가 하는 일’ 이라는 사전적 의미 외에도 전시기획의 바탕이 되는 이론과 원리 , 사유, 성 

찰이 내재된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큐레토리얼’은 사유와 실천이 결합된 큐레이터의 일 혹은 큐레이팅7)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전시’를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큐레이팅의 전시과정 및 실행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 과정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지침이라 하기 보다는, 전시를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필자가 90년대 초반 큐레이터로 

서의 일을 첫 시작했을 때는 전시(displaying)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행위예술로 비쳐질 만큼, 

신비스러움과 황홀함 그 자체였다. 달리 말하면, 경험을 통해서만 전시하는 행위를 제득할 수 

있었다는 것의 또다른 표현이다. 

2. 불편한 만남의 전개 양상 

박물관은 인간 문화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문화를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만 

들어진 이래, 박물관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특히 1946년 국제박물관협회(ICOM)7} 설립된 이후, 

박물관은 박물관 기능과 활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세계 도처에서 역사박물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박 

물관이 새롭게 건립되는 동시에, 역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양적으로 증대되었고 사회적 관심 

또한확산되었다. 8) 

6) Mary Louise Pratt, 1992, Imperial Eyes: Travel wγiting aηd 깐aηscultur,αtioη, (London, Routledge, 1992), pp. 6-7;James 

Clifford, 1977, “Museums as Contact Zone”, Routes: 잠'ClVel aηd Traηslation in the lαte Tweηtieth Ceηtury(Harvard Univ. 

Press, 1977), p.193;제임스 클리포드, 「접촉지대로서의 박물관」, 윤난지 엮음, 『전시의 담론』(서울, 눈빛, 2002), 256쪽에서 

재인용. 

7) 폴 오닐(변현주 역), 『큐레이팅이란 무엇인가』(서울, 현실문화, 2013), 350-351쪽. 

8) 이동기, 위의 글, 2012,2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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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우리에게 현대사는 무엇인가? 비단 이 질문은 우리에게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유럽과북미지역을 시작으로 호주, 남미,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현 

상이다. 이는 새롭게 세계질서를 재편하는 가운데서 민족과 민족주의가 국가 단위를 넘어서 통 

합의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박물관 성격을 둘러싼 논쟁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여기에서는 ‘박 

물관을 어떻게 보는지’를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장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는 기 

대와 반응이 어떻게 범주화되어 나타나는지에 한정한다. 이를 위한 자료 선택의 범위는, 하나는 

지식인 집단에 의해 제기된 논쟁들이고, 다른 하나는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블로그에 올린 

박물관관람기들이다. 

1) 지식인계층의기대와반응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 대중의 인식과 기대가 전세계적인 추세로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는 박물관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설립이 공포된 직후부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개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우려는 대개 정체성, 전시규 

모, 소통의 측면9)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박물관의 정체성은 박물관의 비전과 미션, 범위와 대상, 그리고 

소장품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호명(naming) 역시 정체성 규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그 호명이 적절한 명칭인가 하는 적절성의 문제10)와 함 

께 ‘국립대한민국관’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 변경의 문제이다. ‘국립대한민국관’, 

‘국립현대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미래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다%받 명칭 후보(안) 중에 

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명칭이 호명됨으로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948년 대한민국 정 

부 수립 이후의 역시를 다루는 박물관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건국절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그 

것은 전시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한편, 명칭 변경에 대해 어떤 측면에서 ‘대한민국역사 

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구성 검토 결과 보고서」, 2013 참조. 

10) 손호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한 비판적 평7b,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구성 검토 

결과 보고서』(2013),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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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 건립의 취지와목적에 더 부합하는지에 대한구체적인설명이 없다11)는지적이다. 

둘째, 전시내용을 담는 규모에 관한 것이다. 개항과 일제, 그리고 해방과 분단,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쳐 현재에 이르는 한국 현대시를 총괄하는 박물관으로서는 전시공간이 매우 좁다12)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역박물관과 비교할 수 있는 준거틀이 될 수 있는 것은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이다. 독립기념관 

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다루고 있는중주제 12개 중 하나(‘대한민국임시정부와독립운동’)만을 다루고 

있다. 전쟁기념관 역시 ‘6 ·25전쟁과 전후 복구’만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비교할 때, 독립 

기념관과전쟁기념관은 12분으| 1 밖에 되지 않는주제를 다루먼서도 먼적은오히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의 6.2배∼7.2배에 달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13) 

특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한국 현대사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박물관이라는 의미를 

고려하면 더욱그러하다. 이러한공간성의 제약은전시대용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게 된다. 

좁은 공간 내에서 개향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긴 세월을 다루다 보니 너무도 생략되고 있는 것들이 많고 

설명이 부실해 한국현대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은 사람이 아니라면 전시를 보고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특히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을 외국인들의 경우사정은 더욱 심각하다_14) 

셋째, 박물관 건립과정 상의 소통에 관한 것이다. 소통의 부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졸 

속성’과 ‘일방성(또는 편향성)’으로 수렴된다. 졸속성의 경우는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이 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공표로부터 2012년 12월 26일 개관에 이르기까지 만 4년 남짓 

한기간동안에 몇차례 개관일이 바뀌면서 서둘러 진행되었다는것과관련이 있다. 

11) 윤해동,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논쟁 중-탈식민주의, 탈냉전 박물관을 위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시구성 검토 결과 보고서』(2013), 56쪽. 

12) 손호철, 위의 글, 6-7쪽. 

13) 손호철, 위의 글, 6쪽. 

14) 손호철, 위의 글,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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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앤 개관 시기를 2014년이라고 밝혔으나 건립 계획 단계인 2009년엔 2013년 2월로 당겨 잡 

았고, 지난해 12월에는개관을올해 12월로고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올해 11월 22일로개관일을…15) 

이에 반해, 독일 현대사박물관의 경우는 1982년 헬무트 콜(Helmut Josef Michael Kohl, 1930∼) 

총리가 현대사 박물관 건립을 처음 제안한 이후, 1989년 연방의회에서 건립을 결의하였고, 12년 

이 되는 1994년본에 마침내 ‘역사의 집’이 건립되었다. 이처럼 실제독일 현대사박물관건립에 시 

일이 걸린 이유로는 건립 과정 중에 통일이 되면서 동독을 포함할 것인지, 건립 주제를 둘러싸고 

연방정부와주정부 간의 역할논란(문화행정은 지방정부의 고유 업무이다)에 기인하기도 한다. 

한편, 편향성(또는 일방성)의 경우는우리 사회가이념적으로볼때 진보,자유주의,보수등최 

소 세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들 간에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고 

려할 때, ‘초정권적, 초정파적인’ 다Ocf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어둡고 부정적 

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에 더 많은 비중을 부여하였다는 것16) 과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세계로의 도약’ 부분에는 사상 최고의 양극화 노동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비 

정규직, 정년실업과스팩 전쟁 등 매일 매일 우리가부딪치고 있는 현실들은 다증발하고 대한민국을무결 

점의 이상사회로 그려져 있다. 즉 출산율, 정년실업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언급한 것 이외에 부정적인 먼 

에 대한서술을 거의 찾아볼수 없다. 17) 

씨줄과 날줄이 만나 직물이 직조되듯이, 역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한국 현대사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총체적인 역사 서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사회현상을 복합적 관계로 보 

는 현미경적이고 망원경적 관점 모두를 필요로 한다. 

15) 한겨례, 「‘박정희 미화’ 박물관 3번 앞당겨 조기 개관…대선 지원용?J, 2012년 10월 23일. 

16) 손호철, 위의 글, 1-2쪽 및 15쪽. 

17) 손호철, 위의 글,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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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관람객들의 기대와 반응 

박물관을 개관한 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14년 10월 26일 100만번째 관람객 행사와 함께 200 

백만 명을 넘었다. 좋은 박물관과 나쁜 박물관이 관람객 수에 달려 있지는 않지만, 박물관이 일정 

부분 대중 속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제 박물관은 교육과 엔터테인먼트가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박물관은 사람들에게 삶에서 잃어버리는 여유, 곧 짱과 틈을 삶으로 되돌려주는 

문화공간 역할을 할 수 있다. 박물관에서 보내는 짱과 틈은 여행 또는 관광의 의미와도 같은 것 

이다. 시간이 있고 돈의 여유가 있어 여행이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벼린 여유를 되찾 

기 위해참과틈을원용하는것이다. 어느정치인이 정치현장에서 행한“저녁이 있는삶”은그것 

이 정치적 수사라할지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공명을불러일으켰다. 삶의 표현 양식의 하나인 여 

행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현장이고, 사람이 자연을 만나는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박물관 현장으로 환치한다면, 현재의 인간과 과거의 인간이 유물을 매개로 만나는 현장이 

고, 사람이 역사(또는 문화)를 만나는 현장이다. 박물관 현장은 호혜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변한다. 상호학습이 가능한현장의 연출에 의하여, 에너지의 재충전 기회가만들어지는 여행지 

로서의 박물관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의 기대와 반응은 결 

국 체험의 형태로 구체화되는데, 박물관 체험인 공간의 체험, 전시와 전시품의 체험, 소통의 체 

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먼저, 경관과 여행지로서의 공간 체험이다. 공간 체험은 여행을 통해서 호혜적 관계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선결요건에 해당한다. 박물관 체험은 박물관이라는 특정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로부 

터 시작되는데, 유럽의 경우는 박물관이 옛 핑궁, 성, 조선소 등의 유적지인 경우가 많아 자체 예 

술품으로 인식되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렌조 피아노(Renzo Piano)와 리차드 로저스(Richard 

Rogers)가 건축한 풍피두 센터 (Centre Georges Pompidou)는 전시품만큼 건축물로서도 세계적 

이목을꿀었다. 

[사례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하이라이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하이라이트!!! 바로 8층옥상정원이다. 경복궁과북촌 그리고 서촌∼. 광화문 일대가 한눈 

에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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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들어가려고 하는 의지와 목적을 갖고 있는 방문객은 특정의 목적 

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박물관을 찾는 방문객은 여행을 하려는 여행객과 같이 ‘변회를 경험 

하려는목적에서 집에서 떨어진장소를찾아일시적으로여기를즐기는사람’들이다. 여행은방 

문객의 입장에서 볼 때/정상적인 생계활동이나 일상생활로부터 벗어나는 이탈이며, 정신적 · 문 

화적 욕구들을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다른 종류의 상태로 방문객들을 몰입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사례 2. 서울 데이트코스 추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고스란히 보존해 놀은 서울 데이트코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박물관 관람이 목적이 아닌 다 

른목적으로 방문하게 되었지만, 짧은시간굉장히 유익한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 커플이나자녀들둔부 

모님들이 같이 온다먼 참좋은 데이트나 나들이 코스가될 거 같다는생각을 했습니다. 

[사례 3. 서울 가볼 만한곳,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볼거리가풍성, 꼭 가봐야 될 것] 

서울에 오시먼 꼭 가봐야 할곳 중에 하나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에 포스팅입니다. 제 블로그 중에 

서 가장사진이 많은 포스팅인데요. 그만큼 정말 정말볼곳이 많은곳이라서 이렇게 포스팅을 했습니다. 너무 획 

획 보人|지 마시고좋은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과 해변 그리고 파도와 섹스(sun, sand, surf, sex)'로 집약되는 휴양과 쾌락 중심의 경향이 

강한 여행 추세와는 달리, 박물관으로의 여행은 오락보다는 교육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하다. 박 

물관으로의 여행은 현대적 의례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한 여행에서 벗어나 비일상적인 장소에 

서 “역사의식”이라는 ‘색다른 차원의 성스러운 여행’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이다. 

[사례 4.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와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관람하는데 한 시간 조금 더 걸렸던 것 같다. 어릴 적 생각도 나고 학창시절 열심히 맘기한 후 한동안 잊고 있었 

던 사건들도 다시 떠오르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나온 흔적들…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 

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수 있는 시간이었다.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아직도 생명력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나는 역사가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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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박물관은 재미있고 알찬 위락으로서의 공간이다. 놀이의 구조와 그 도덕적 본질을 최초 

로 분석했고, 오늘날까지도 놀이와 문화에 관한 연구로 최고의 업적을 남긴 호이징하는 자신의 

저서 『호모루덴스』에서 놀이가 인간에게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가져 준다고 하였다. 18) 

일상의 구조화된 짜여진 삶에서 흥미와 재미, 그리고 놀이로 채워져 몰입과 열중의 감정상태로 

고양된 비일상의 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이 박물관에서도 찾아지는 색다른 경혐의 내용이다. 

[사례 5. 재미난구경거리가 가득한곳] 

저는 서울에 국립중앙박물관 이외에 이런 역사박물관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다니! 부끄럽습니다. 이런 

전시회를 돌아다니다보면…외국에서는 그렇게 박물관! 하면 다 들어가 보면서 막상 한국에서는 많이 안다녔다 

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앤 엄마랑 싹∼ 둘러보고 왔는데 등증등 예상보다 너무너무 재있고 알찬 박물관이었답 

니다!!!대만족! 

[사례 6.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무엇보다도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역사자료들을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배치한 것에 박물관을 도는 동안에 시간 

가는줄몰랐다. 박물관자료들에 대한설명이 결코부족하지는않지만, 대한민국역사에 대해조금공부했으면 

더욱유익했을것같다. 

셋째, 교육으로서의 박물관이다. 박물관 교육은 박물관의 다른 기능과 함께 박물관의 정체성 

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방문객에게 전시와 전시물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교육과 위 

락 활동을 통한 전시의 이해와 문화적 감성을 늘릴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방문객들은 전시와 전 

시물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인간의 생활 모습을 보고,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 

성을 깨달아 가며, 다%받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생각하게 된다. 

[사례 7. 아이와 함께 다녀올 만한곳] 

이름그대로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곳이었습니다. 단, 근현대사박물관이다보니 근대사즉 

18) 요한 하위징아(김윤수 역), 『호모 루덴스』(서울, 까치글방, 1978). 



51 

2주제 박물관과과거와의 접촉지대 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개항기부터의 역사를한눈에 볼수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형태의 전시물 때문인지 지루해하지 않고끝까지 

보곤 다음에 또오자고 했습니다. 관람하는데 3시간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점탄정보기술과문화기술을활용 

한전시공간.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분야를 한눈에 볼수 있는관련 유물 1,500점 전시. 그 외에도 다 

양한전시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알차게 볼수 있는 박물관이었습니다. 

[사례 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를 배워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를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에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최근 역사인지라 꽤 많은 것을 알아 듣습니다. 일제시대, 6·25전쟁 같은 거 말이 

죠. 그리고 짧은 기간 참 많은 발전을 이룩해낸 멋진 대한민국의 힘을 이야기 나누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초 

등학생 정도만 되도 훨씬 좋은 배움의 공간이라 생각됩니다. 

박물관은 전시와 방문객의 소통을 도와 전시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것이 목적일 것이 

다. 많은 박물관에서는 방문객의 이해와 감상을 돕기 위해 박물관 안내책자, 브로슈어, 도슨트, 

자원봉사자, 오디오 가이드, 활동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소통 

의 방법이 방문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별 전시물에 대한 지식만을 얻는 데 그치 

게 될 것이다. 전시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역사 속의 이야기가 전해질 때, 박물관 전시장에서 얻 

을 수 있는 최대의 교육이고 소통이다. 

[사례 9. 방문해 볼 것을 권유!! 아니 강요!!!] 

2층∼4층에 걸쳐 대한민국 전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관들이 있고, 그 어떤 역사박물관보다 짜임새 있고 유익 

하게 되어 있으나, 시간도 없거니와군부대에서 단체관람을 와서--어린이 전시관도 별도로 있어 어린 아이들은 

수준별 학습 가능. 안내데스크에서는 태블릿 빌려주어 보다 깊이 있게 관람 가능. 초등학생 둔 집은 꼭꼭!! 방문 

해 줄 것을 권유!! 아니 강요!!! 잭보다는 직접 보는 것이 학습효과오백만 배!!! 그리고 여기 가먼 꼭 8층 옥상전 

맘대 가볼 것!! 경복궁이 한눈에, 탄성이 절로 나와요∼∼!! 

[사례 10. 박물관은국가의 얼굴이기도하니까] 

박물관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점을 찾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가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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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의 명칭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인데도 가보니까전시내용이 근현대에 한정되어 있어서 상상했던 것 

과 달랐던 점 등 ·방문자의 관점에서 봤을 대 개선점은 많은 것 같았다. 전시된 자료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 

이 많았다. 그러나 사료들에 붙여진 설명들이 그리 객관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웠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깨끗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사료들은 굉장히 흥미로웠다. 

방문객은 이처럼, 전시의 주제와개념을통해 전시물의 의미와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는소통을 

통한 공유를 박물관 전시장에서 찾는다. 따라서 방문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전시 및 전 

시물에 몰입하도록 하는 한편, 전시의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박물관 경험을 모 

색해야한다. 

3. 전시 큐레이팅 상의 고려사항들 : 전시 프로젝트 모텔에 따라 

개념 단계 기 개발단계 || 기능단계 
(아이디어수집) (기획및전개) II ( 운영및관리) 

[그림 1] 전시 프로젝트 모델 

전시 기획과 목적은 큐레이터에게 달려 있다. 전시기획자는 위대한 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가?라는 질문을 끊임 없이 자신에게 제기한다. 

전시 기획은 6하 원칙에 따라 계획해야 한다. 6하 원칙은 전시개요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한 

다. 즉, 누가(전시 기획자), 무엇을(전시 주제와 내용), 언제(전시 일시 및 기간), 어디서(전시 장 

소), 왜(전시목적), 어떻게(전시방법)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전시의 착상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 

까지 전시의 성격을 일관되게 유지해 주는 지침이 된다. 이중에서도 전시의 기획목적과 방법은 

핵심이라할수있다. 

전시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노력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어떤 프로젝트 

든지 기획과 실행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소들은 프로젝트의 목적에 관계없이 공통된 특정을 갖 

고 있다. 베르하르와메터Qan Verhaar and Han Meeter)는자신들의 저서 『전시 프로젝트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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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이ect Model Exhibition(1989)』에서 ‘전시는 어 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전시프로젝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9) 이는 전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 펼요한 연속적 인 단계들과 

그에 따른 활동들을 그리고 있어 전시과정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표-1)은 필자의 전시 

실무경험에서 나온 ‘전시회 진행 점검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전시를 진행한다면, ‘좋은 

전시’를 위한 지침으로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시 프로젝트 모텔은 다음과 같다. 

1) 개념단겨| : 아이디어 수집 

개념단계는 전시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는 전시 

계획(안) 수립을 위해 기존 전시를 검토하거나 새 

로운 전시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조사하는 

아이디어 수집 단계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전시 개발에 펼요한 아이디어를 분류하고, 전시 

口아이디어수집 

· 스토리라인 구상을 위한 다항한 자료 
조사및수집 

• 전시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분류하 
고 무엇을 진행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림 2) 개념단계의 여러 활동들 

품에 대한 자료조사가 함께 이루어진다. 수집된 자료들은 전시의 목적 및 효괴를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한다. 조사과정을 거쳐 전시제목, 전시목적, 전시내용, 기대효과, 소요예 

산 등이 일정 부분 만들어지면, 이를 구체화시키기 위해 몇 차례의 공식 또는 비공식 회의를 통 

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브레인 스토밍 (brain storming)' 작업을 한다. 

이러한과정에서 관람객의 요구와박물관의 설립 취지,목표,실천과제가조화를이루는지,기 

획하고자 하는 전시의 본질을 관람객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하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전시계획(안)을 확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개념단계에서는 기존 전시와의 타별성과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조 

사 및 수집이라는 연구기능이 동반된다. 아이디어 구상단계에서 큐레이터는 전시를 어떻게 이 

끌어갈 것인지 막연하게나마 전시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며 출발을 한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는 것이 바로 전시이므로, 아이디어 개발의 중심에는 기본적으로 전시품이 전제되어 있 

다. 아이디어와 전시내용이 전시품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성을 띠므로, 잠정적인 전시품 목록을 

19) 데이비드 딘(전승보 역),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서울, 학고재, 1998) 참조. 이하 전시 프로젝트 모댈은 이 책을 

참고하는 한편, 필자의 전시실무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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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아이디어수집 

전시계획 

전시품 

터~λE 

대여및인수 

홍보물자료 

전시 

홍보 

개막 

전시실운영 · 관리 

철수 ·반환 

최종결과 

[도표 - 1] 전시회 진행 점검표 

전시회진행점검표 

세부점검사항 

· 스토리라인 구상 및 설정 · 브레인스토밍 회의 
· 브레인스토밍 회의 

· 전시기획(안)수립 

· 전시물(유물, 사진, 영상) 목록화 

· 전시품사진촬영 

· 패널 설명문(개요, 부별) 

· 전시품 라벨(대 , 중, 소) 

· 타이포그라피작성 

· 도록원고섭외 

· 전시품대여 교섭 및문서 발송 

· 전시품인수 

· 포스터 

· 초청장 

· 브로슈어 

· 현수막 

· 배너 

· 도록(편집 · 발간) 

· 전시물배치 

· 전시물 보조자료(자석 , 크리스탈핀 등) 

· 전시시공(전시받침대, 인테리어 등) 

· 가전시및전시 

· 보도자료작성 및배포 

· 보도자료스크랩 

· 개막식 업무분담 

· 개막식 일정 및확정 

· 주요참석인사섭외 

· 개막식 시나리오 

· 축사및환영사 

· 사회자 

· 주요참석인사영접 

바o 며 o로-「 

· 테이프컷팅 인사 

· 전시안내 및해설 

· 건배사 

· 관람객만족도 조사 

· 전시실관리요원채용 

· 철거 및유물반환 

· 결과보고서작성 

결정 
준비기간 

여| 아니오 

口 口 ∼ 

口 口 ∼ 

口 口

∼ 
口 口

口 口

口 口

∼ 
口 口

口 口

口 口

∼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 
口 口

口 디 

口 口

∼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口

∼ 

口 口

디 口 ∼ 

口 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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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조사와 함께 병행해 나가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단계는 아이디 

어 수집단계이며 ,6하원칙이 채워지는단계이기도하다. 

많은 박물관에서는 연구를 담당할 인력 , 연구에 소요되는 시간 등 세부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전 

시를 기획하곤 한다. 전시는 반드시 철저한 연구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해야 한다. 

2) 개발단겨| : 기획 및 전개 

개발단계는 개념단계에서 전시기획(안)을 다듬고 확 

정하여 이를 문서화한 단계이다. 특히 개발단계에서는 

6하 원칙-곧, 왜(전시 개최 목적이나 배경), 무엇을(전 

시 세부내용이나 특성), 어디서(전시장소), 언제(전시기 

간), 누구를(목표 관람객), 얼마나(예정소요예산)-과 함 

께 기대효과가 명확히 드러나 있어야 한다. 기대효과는 

口전시계획 

v 왜? - 전시목적 
ν 무엇을? - 전시특성 
ν 어디에?- 전시장 위치 
v 언제? - 전시일정 
ν 누구를? - 목표 관람객 
v 얼마나? - 예정소요예산 

[그림 3 1] 개발단계(기획)의 여러 활동들 

평가단계에서 전시회의 성공여부와관련하여 중요한판단기준이 되므로또한구체적이어야한 

다. 그럼, 개발단계의 여러 활동들을 간략히 살펴보자. 

口 전시품 口 대여 및 인수 口 텐--人.§. 口 홍보물자료 

· 전시물목록화 · 대여교섭 • 매빌 설명문(개요, 부별) · 포스터및브로슈어 

• 전시예정자료 소장처 확인 · 대여협조문서발송 · 전시품라벨 . 」흐i」처C그~ 

· 전시품사진촬영 · 대여인수출장 · 타이포그라피작성 · 현수막및 배너 

· 인수 · 도록원고정탁 · 도록 

口 전시 口홍보 口 개막식준비 

· 전시물 배치 · 제작설치 ·보도자료 · 주요참석인사섭외 · 공연자섭외 

· 진열장 배치 · 가전시및본전시 작성및배포 · 개막식시나리오작성 · 인사말(축사환영사등)준비 

· 전시시공 · 진열장내외부정소 · 다과준비 · 테이프컷팅인사등행사준비 

• 전시받침대, 전시보조물 

[그림 3- 2] 개발단겨|(전개)의 여러 활동들 

(1) 전시기획안 : 작성에서 완성까지 

새로운 전시를 기획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기획안 최종 결정까지 이르게 되는가?는 모든 

큐레이터에게 중요한관심사이다. 여기에는전시 목표,주제 선정,목표관람객 설정, 어떤유형의 

전시를 기획할 것인지 전시세부내용 구성, 홍보계획, 개막식, 홍보물 제작 등의 작업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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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안에는 전시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들어 있어야 한다. 어떤 계층의 관람객을 목표 

관람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전시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들의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표 관람객이 정해지면, 실현 가능한 전시 주제와 전시명 

이 결정되는데, 전시주제는 박물관의 미션과 비전, 목표 관람객, 소장품, 예산, 지식 등의 요인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현 가능한 주제를 잡아야 한다. 전시주제와 전시목적, 

전시명만 보더라도 관람객들은 전시기획 의도, 전시물의 내용, 전시 관심 여부, 그리고 전시회를 

통해 얻을수 있는내용이 무엇인지를알수 있다. 

전시세부내용은 전시의 주요 뼈대인 프롤로그(prologue), 구획별 제목(sectional title, 

subtitle, parts), 에필로그(epilogue)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구획별 제목에는 전시에서 보여 

주고자하는전시물일체와구획별강조하고자하는메시지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 전시 전체 

에 통일성을 주는 균형추의 역할을 한다. 전시세부내용은 순환적 관계(feed back)를 형성하면 

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데, 각 섹션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통일성을 지향한다면 ‘좋은 전시’ 

가될수있는요건을가졌다고할수있다. 

전시기획안은, 큐레이터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할지를 설명해 주는 전시프로세스 

로써 전시에서 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 큐레이터는개념단계에서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개발할수록구체적인 전시기획안을띠게 되어 좋은전시를만들수 있다. 

(2) 텍스트작성 

텍스트는 전시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제시된 문자 정보이다. 전시회에서 텍스트라고 하면, 대개 

표제, 부제, 개요 텍스트, 그룹 텍스트, 전시품 라벨, 홍보물 자료 등을 말한다. 표제(title)는 전시 

회의 전체 성격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시회의 각 섹션을 나타내고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개요 텍스트와 그룹 텍스트는 전시회에 중요하고 상세한 교육 자료의 역할을 하며 전시회 

의 중요한 측면을 설명, 풀이, 탐구한다. 라벨은 전시품 혹은 강조하고자 하는 전시품들을 명확 

하게 규정하고 가리킬 수 있다. 소책자, 땀플렛,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 자료는 복잡한 정보를 표 

현하는수단들이다. 

텍스트 작성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읽는 사람(목표 관람객)을 염두에 두고 작 

성되어야 한다.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급진적인 주장을 담기 보다는 학문계통에서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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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논의들을 소개하는 데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깊이 있는 학문적 논의나 주장을 배제 

하자는 것이 아니다. 각 전시회의 특성에 따라 텍스트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결정 

을해야한다. 

@ 표제(title) 

표제는 전시명 또는 전시제목이라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전시회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통상 표제는 간결성과 압축성, 그리고 추상성을 특정으로 하므로 

보통 10단어 이내 또는 한두 단어 정도의 길이로 정해진다. 표제는 초청장, 카탈로그(도록), 포 

스터 , 브로슈어, 현수막 등 다양하게 이용된다. 

표제는 전시회의 주제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관람객들에게 주제의 방헝=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상상력을 자극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보만큼이나 디자인 요소 또 

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투적이거나 진부한 어구를 쓰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재치 있고 재미있는 그러면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우아한 문구, 친숙한 인용구나 부분적인 인용 

구, 그리고 그 밖의 언어적 요소들이 표제에 사용된다. 

@ 부제 (subtitle) 

부제는 표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큐레이터가 의도적으로 구획한 섹션별 전시구분에 

따른 부별 제목에 해당한다. 통상 표제보다는 단어 수가 많다(20단어까지). 부제는, 고대실, 중 

세실 등 각 전시실 또는 전시회에서 몇 개의 부로 구성된 부별 제목을 말해줌으로써 관람객들에 

게 관심을 좁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어떻게 보면, 표제와 부제만 보더라도, 그 전시회의 주제 

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한눈에 보기에 명확해야 한다. 

부제는 관람객들로 하여금 전시회 각 섹션의 정보를 받이들이도록 사전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 

을 하므로 익숙한 어구를 사용하여 관람객의 상상력을 이끌어내는 낱말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 

다. 내용에 집중하고 정보 전달 기능을강화하는화제 지향적이라할수 있다. 

@개요텍스트 

개요 텍스트는 도입부 패널이라고도 하는데, 전시회에서 서문격의 역할을 하므로 관람객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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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회에서 가장 먼저 부딪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보통 개요 텍스트는 전시회가 시작되는 곳 

가까이에 배치되어 전시회의 원리를 제시하는 설명적이고 통합적인 서술이다. 관람객은 서문격 

텍스트를 통해서 전시회의 주요 개념을 빨리 인식할 수 있다. 

개요 텍스트의 분량은 75단어 이내가 적절한 데, 일반 관람객들은 그 이상의 것은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요 텍스트를 읽었는가의 여부는 텍스트가 얼마나 명료하고 간결하게 쓰여 졌 

는지, 그리고 얼마나 명료하게 보이는가에 달려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큼 본문이 짧고 명확한 단락으로 되어 있다면 200단어 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75단어 규칙 

은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진 단락 길이에도 적용되면 좋을 것이다. 시각적으로 어수선한 느낌을 

주지 않아가독성을배가시킬수있다. 

@그룹텍스트 

개요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그룹 텍스트도 전시회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룹 텍스트는 우리의 전시상황에 비추어보면 섹션별 설명문 또는 구획 패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75단어 규칙이 적용되지만, 단락을 구분하고 텍스트의 크기와 양식을 읽기 쉽게 

구성한다면 150단어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는 것은 아니 

다. 전시내용에 따라 600단어까지도사용할수도 있다. 

그룹 텍스트의 목적은 그룹을 이루고 있는 특별한 전시품들이나 자료를 개념적으로 통일하여 

전시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룹 텍스트에는 또한 부제를 붙여 흥미를 자극하는 제목을 붙이 

기도 한다. 부제는 전시회의 각 섹션을 규정하고 명시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시회 전반 

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는 한편, 전시회의 개별 섹션들을 드러나게 하여 섹션들을 짜임새 있게 

만들어준다. 관람객들은 그룹 텍스트를 통해 섹션별 전시내용을 이해하는 동시에, 전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룹 텍스트는 관람객의 관심을 계속 

끌어가기 위해 신중히 작성되어야 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전시품라벨 

전시품 라벨은 관람객들에게 특정한 전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라벨 

은 ‘그것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다. 라벨은 기본적으로 설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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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과 인식표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설명문은 특정한 전시품에 대한 정보는 주는 작은 텍스트이다. 이것은 주로 전시품에 대한 상 

세한정보와충분한주해를제공한다. 일반적으로 75단어가효과적이며,활자양식은 읽기에 명 

료하도록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라벨이 시각적으로 전시품과 경쟁하지 

않으면서도 명료함을 주는 것이다. 

인식표나 ID라벨은 전시품에 대한 일련의 설명자료이다. 이것은 전시품의 명칭이나 제목, 제 

작자나 출처, 구성재료, 수집번호나 카탈로그 번호, 그리고 그 밖의 관련 자료들과 같은 기본적 

인 사실들만을 제공한다. ID라벨은 아마도 가장 익숙하고 간단한 형태의 텍스트 재료일 것이다. 

전시품 라벨은 전시회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시장의 다른 

텍스트들만큼이나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전문적이고 일반화된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진 라벨은 그 전시회의 신뢰성과 완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홍보물자료 

홍보물 자료는 도록(또는 소책자), 포스터, 브로슈어, 람플렛, 초청장, 현수막, 배너 등과 같은 

다잉댄 홍보용 간행물을 말한다. 이들 배포자료들은 박물관에 의해서 전시회 주제에 관해 더 많 

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시회에 의해 생겨난 학습 욕구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시회 관람 ‘기 

념품’을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제작을 한다. 한편, 관람객들은 이들 

배포자료를통해서 전시회에 대해 지적인 호기심을충족시킬 수 있는 예비 정보를 얻을수 있으 

며, 전시회 주제의 특정한 측면을 탐구할 수 있다. 시각적 이미지와 좋은 디자인과 함께 충분한 

정보또한담고 있어야한다. 

배포자료들은 길이와 모양에서 각양각책이다. 이것들은 전시장 안에 배포될 유인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종이 한 장이나 접는 팝플렛 형태로 제작되었다. 특히, 이들을 제작할 때 고려할 점 

은손에 들고 다니거나주머니에 넣기 쉽도록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 배포자료들은 전시회에 관심 있는 관람객을 목표로 하므로 시각적 디자인보다는 전 

문적인정보를담고있어야하며,휴대하거나주머니에넣기쉽도록용이하게제작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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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품목록과대여 및 인수 

전시품 목록은 큐레이터가 전시계획(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최적의 전시 

주제를 담고 있는 전시품을 조사하여 수합한 예비 목록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합된 전시품 

목록은 아무렇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전시의 스토리라인 전반에 맞추어 장시간 동안 조사한 결 

과라 할 수 있다. 이 목록을 통해 전시공간과 전시품의 배치가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디자인이 

조직되는 등 전시회의 완벽한 상을 제공해 준다. 전시계획을 다듬고 구성화하는 과정에서 전시 

품예비 목록을작성하게 되는데,전시회에는처음에 만들어진목록보다적은수의 전시품을포 

함할 것이다. 소장 및 대여 여부에 따라 전시품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4) 전시 : 전시보조물 제작에서 전시까지 

큐레이터는 ‘무엇을 말할 것인가(목표)’와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목표 관람객)’를 정한 다음 

에는 ‘어떠한 기법을 사용할 것인가(전달방법)’를 결정해야 한다. 전시기법은 매우 다양하며 계 

속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시 보조자료(패널, 진열장, 인테리어, 전시받침대, 전시보조물 

등), 가전시 및 본전시 , 진시장 청소 등이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다. 

이들 작업들은 전시기획안이 확정된 다음 실시설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부내용들이 확정 

된결괴물들이다. 

(5) 홍보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박물관 행사나 전시회 등 박물관의 여러 활동을 널리 얄리고자 할 때는 박물관이 관람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최소의 시간 비용으로 최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박물관은 새 

로운 관람객을 계속 유치할 수 있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붙잡을 수 있다. 박물관을 홍보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인가? 박물관을 홍보하는 매체는 신문, 잡지, 텔레비전 방송, 라디오 방송, SNS, 

포탈사이트, 옥외광고, 기차, 버스, 지하철,상가(술집, 음식점, 카페,삽등2이), 사무실, 아파트단 

20) 필자가 90년대 후반에 인사동의 한 카페에 들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국립박물관 전시회 포스터가 붙여 있었다. 현재 국 

립경주박물관 이영훈 관장이 박물관을 알리기 위해 포스터를 주고 갔다는 카페 주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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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공원 등 모든 장소가 홍보 대상일 만큼 다양하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은 박물관에서 적용하기 

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박물관에서 

흔히 사용하는 홍보 수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이다. 보도자료는 박물관 스스로가 내용을 선별 

하고 편집해서 내보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므로 정확성과 함께 신중하게 작성되 

어야 한다. 어떠한 홍보방법을 사용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 잠재 이용자에게 양질의 홍 

보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개막식 : 주요 참석인사 교섭에서 다과회까지 

개막식은 큐레이터에게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는 의식으로 주요 참석인사, 개막식 행사, 사회 

자, 환영사, 축사, 공연 성외, 다과, 테이프 컷팅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주요인사는 전시주제에 

맞게 누구를 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선정하면 좋을 것이다. 기관에 따라 주요 인사가 달라질 수 

있고, 전시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요인사 명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갖고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 주요인사들에게는 초청장을 발송한 이후, 반드시 유무선 

으로 접촉하여 개막식에 참석하도록 요청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인사는 또한 개막식날 

박물관측에서 접견에도 신경을 써서 맞이해야 한다. 대개 주요인사가 테이프 컷팅을 하지만, 주 

요인사가적을경우에는기타참석인사들중에서 신속히 섭외하여 테이프컷팅 인사를결정하 

는조치도있어야한다. 

큐레이터는 개막식 시나리오, 환영사, 축사 등을 사전에 작성하여 개막식에 임해야 한다. 그리 

고 사회자를 누구를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큐레이터가 대개 하지만, 동료 직원이 하거나 사 

회자를 초빙하여 할 수도 있다. 개막식 식순에 따라 개막식이 진행되지만, 개막식을 기념한 축 

하공연이 있을 수도 있다. 축하 공연은 가능한 전시주제에 맞는 이벤트를 선정하여 하는 것이 

어울린다. 이외에도 다과 음식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다과 진행 때에도 건배사를 누가 할 

것인지를 사전에 섭외하여 두는 것이 좋다. 

개막식에는 여러 인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개막식 행 

사 이후에라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감사를 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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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능단겨| : 전시개최 및 운영 · 관리 

전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시는 일반에게 공개가 된다. 

기능단계는 주로 전시개최에 특히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는 운영단계와 종료단계로 나누어진다. 

기능단계는 관람객에게 전시가 공개되는 단계이며, 교 

육프로그램과 학술세미나 등의 특별행사가 제공된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활동은 전시기간 동안 전시운영과 관련 

하여 전시실 보안, 유지관리, 점검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 

口운영 단계 

·전시실유지관리 

· 교육프로그램운영 

. 관람객만족도조사 

口종료 단계 

· 전시물절거 

. 전시품반납 

[그림 4] 기능단계의 여러 활동들 

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리하지 못한 여러 예산 청구 및 지출 행위 즉, 영상물 제작비, 홍보물 

(포스터 · 초청장 · 도록 · 배너 · 현수막등) 제작비,우편요금, 보험료, 임차료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기능단계에서는 관람객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진다.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관찰 

추적조사를 통해 전시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시장 유지관리를 

위해 전시실 보조인력을 채용하는데, 전시보조인력은 전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현 

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한편, 전시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아 관람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있도록한다. 

전시기간 동안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진행, 학술세미나나 특별공연 개최, 자 

원봉사자 교육을 통한 전시 해설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행위들 역시 전시의 성 

공을 보장해주는 주요 요인들이다. 이 외에도 전시품 중에서 미쳐 전시를 하지 못한 소장품이나 

대여품을 점검하여 전시종료와 함께 반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를 하여 둔다. 

4) 평가단겨| : 전시 평가와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박물관 전시회의 평가는 박물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모두에게 중요한박물관활동들중의 하나이다. 특히 전 

시회를 평가한다는 것은 큐레이터가 전시회를 통해 의도 

한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측정하고 판단하여 그로 

부터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다. 평가는 또한 미래의 전시 

口 평가 단계 

• 전시 및 전시제작 과정 평가 

· 결과보고서작성 

[그림 5] 평가단계의 여러 활동들 

회 방법과 기술, 전략, 그리고 목표 설정 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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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은이러한전시 평가를통해,관람객의 재방문을유도할수있으며,박물관에 대한선호도또 

한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박물관은 전시회 결과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근 

거 자료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평가 작업을 등한시 하는 이유는 

평가작업에 따르는조사의 어려움과함께 효율적인 조사방법을통한신뢰할만한질문지 개발 

의 어려움에 기인하기도한다. 

박물관 문턱을 낮추어 관람객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스스로 대 

중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점차 명확해 지고 있다. 다른 여가활동과의 증가하 

는 경쟁은 박물관이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는 마케팅 전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박물관 전시 평가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전시에 대한 평가 

이고, 다른 하나는 정확한 전시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추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시 

평가는 큐레이터가 의도한 전시목적이 달성되었는지와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의 전시 만족도를 

상호 비교하여 새로운 전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 

요한 가치를 지닌다. 전시에 대한 평가는 선제평가(front-end evaluation), 형성평가(formative 

evalua더on), 종합평 가(surnmative evaluation)리-는 세 가지 유형 이 있다. 21) 

선제평가는 전시가 기획되기 전이나 전시 디자인이 기획되기 전에 실시하는데, 전시의 제약 조 

건이나 아이디어를 점검하고 잠재 관람객 계층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형성평가는 전시가 

제작중인단계에서 전시의 아이디어와효율성을조정하고,전시에 대한취약점을재발견하여 점 

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다. 종합평가는 전시가 개최된 후에 관람객의 전시회에 대한 의견 

을조사하는 것이다. 종합평가에는추적조사방법, 인터뷰방법, 전문가 대상 평가방법이 있다. 

전시평가는 평가의 목적에 따라 기관별 달리 평가방법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합평 

가가 많이 실시되고 있다. 전시기획자는 종합평가와 함께 전시기획단계에서부터 선제평가와 형 

성평가를 통해 전시기획안을 확정하여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평가 외에도,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평가단계까지 전시의 모든 과정에 대한 

21) B. Serrell, Exhibit Labels: Aη inteψretive approach(Walnut Creek, Altamira Press, 1996), p.133;이보아, 『박물관학 개론』(서 

울, 김영샤 2002), 21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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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특정 전시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고, 또한 향후 전시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보다 나은 전시를 만들어가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수있다. 

4. 대중을 위한 열린 박물관을 위하여 

이 글은 박물관에서 현대시를 상설전시 또는 기획전시를 전시하고자 할 때 제기되는 논쟁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사례’를 들어 전시를 기획할 때 방법론적으로 신중하고 철저해야 함을 

보여주고자한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이를위해 실무적 내용으로부터 큐레토리얼의 실천적 쟁 

점을 시론적으로 시도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현대사와 박물관의 접촉지대에서 일어난 분열과 치유를 위한 큐레토리얼 실천 

(curatorial practice)의 쟁점들을 논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감하고 싶다. 

첫째, 큐레이터의 권위와 탈권위에 관한 것이다. 21세기에 들어 박물관은 양적 팽창과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와 반대로, 박물관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 

과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운영 모텔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수렴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박물관학계에서 여전히 이견의 많은 설정이다. 이와 별도로, 박물관에 대한 인식 또한 

달라지고 있다. 박물관의 전시 주제가 누가 기획하며, 누구를 위해 기획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박물관의 정치성으로 수렴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큐레이터는 큐레이팅 과정에서 매순간 ‘전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전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박물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람으로, 수많은 유 

물(artefact) 중에서 기획 주제에 맞는 전시품을 골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주요 업무 

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눈여겨볼개념은큐레이터에 의한‘고르다’라는선택적 행위인동시에 

정치적 행위이다. 전시는 이제 ‘무엇을 만드느냐’ 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강조점이 옮겨 간 

다. 큐레이터의 권위가 발생하는 지점이자 전시회가 권위를 부여받는 효과를 낳는다. 전시회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큐레이터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전시 정전으로 관람객에게 다가 

간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큐레이터의 권위를 해체하고 전시회와 관련된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공동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탈권위적 방법을 도입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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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큐레이터는 현대사와 박물관 전시에서 전시되지 않는 비전시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어 전시를 시작하는 것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시도에서 존재를 거부당한 그 

리고 망각을 강요당한 시스템을 기억의 시스템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중립적인,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전시를 하는 공간으로 생각을 

한다. 곧, 가치중립적인 박물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치중립(또는 가치자유)은 가치관련 또는 

가치판단과 대조되는 용어로서 가치중립성을 뭇한다. 원래 이 말은 막스 베버(Max Weber)가 

자신의 저서인 『막스 버1버 사회과학방법론 선집』에서 인간행위와 사회구조를 탐구하는 사회과 

학적 방법론으로서 연구대상의 선택은 ‘가치관련적’이며, 연구대상의 연구는 ‘가치중립적’이라 

고 언급하면서 널리 사용되었다. 전시행위 자체가 ‘고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상, 큐 

레이터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 전시에의 가치판단 개입은 중립적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현대사와 전시는 가치관련성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전 

시에 신중한 자세가 더욱 요청된다. 큐레이터의 지식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하나의 권력 

으로작동할수 있다는데 기인한다. 위험한줄타기를즐기는큐레이터를상상한다. 

마지막으로, 신복룡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는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를 바라보먼서 이 문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본 

질은 학자의 양식과 학구적 자세의 문제이지 사관이나 이넘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진실성 

(t「uthfulness)과 비진실성(unt 「uthfulness)으| 문제이지 이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대사를 

바로 보는 문제는 설익은 이념 논쟁보다는 학자나 교육자로서의 양식을 찾는 일이 더 시급합니다.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기술”(desc 「iption of what 「eally happened)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 

다. “역사학자가 정확을 기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역사가가 정확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2) 

22) 신복룡, 「한국 현대사에서의 분열과 치유-어떻게 풀어야 하나깐」, 대한민국역박물관 편, 『세계 각국의 역사 논쟁:갈등과 
조정』(서울, 2013),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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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과과거와의 접촉지대 : 

전시, 어떻게만들것인가?』에 대한 

토론문 

김 시 덕 (대한민국역사박물관교육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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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는 박물관이면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박물관 

의 전시와관련하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사례를중심으로실증적으로고민한점이 돋보인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일련의 현대사 관련 지식인들의 비판과, 블로 

그의 글을 통해 일반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 

는 단순히 상이한 대상을 통해 현대사박물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전시에 대한 평가라기보 

다는 전시를 실제적으로 관람하는 관람객과 현대사를 전공하는 지식인의 입장에서 전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름을 실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박물관의 엔터테인먼 

트와 교육기능을 잘 정리해 주었고, 박물관 관람을 개인의 여가로서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한 여 

정처럼 정리해준점은귀담아들어야할부분이다. 

그러나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려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지식인들의 비판적 지적을 박물관의 큐레 

이팅과 연계하여 본다면 그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면도 있다. 

이동기 교수가 독일역사의 집 건립과정을 소개하면서 “민감하고 논쟁적 요소가 많은 현대사 

박물관을 건립위원회를 구성한 지 3년 8개월 만에 뚝딱 개관한 것은 독일이 12년간 토론을 거듭 

한 끝에 현대사박물관을 연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은 독일역사의 집 건립과정을 세밀하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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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지않은결과이다. 

독일역사의 집은 1982년 헬무트 콜 총리가 독일 현대사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후, 무 

려 7년이나 지난 1989년에 가서야 연방의회에서 건립을 결의하였다. 그 후 준비를 거쳐 1994년 

본에 ‘역사의 집’ 개관하여 약 12년이 소요되었다. 여기서 독일 현대사박물관 건립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첫째, 건립을 발의한 콜 총리가 소속된 기민당이 보수당이었기에 야당과 학계에서 

는 콜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독일의 어두운 현대사를 부정하고, 성공사관만을 강조하는 등 우 

경화 경향을 우려한다고 비하였다. 그러나 당시 콜 수상은 성공사관만을 주장하지 않았고, 부정 

적인 내용도 전시해야 하며,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 한다. 둘째, 건립 과정에서 1989년 독일 통일이 되면서 전시 주제 중에서 동독의 역시를 어떻 

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간을 끌었다. 그 결과 전시 컨셉을 동서독 냉전사로 잡았던 것이 

다. 셋째, 당시 모델로 삼을 현대사박물관의 건립 선례가 거의 없어서 새로 모든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다. 넷째, 건립주체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역할 논란으로 

시간을 소비하였다. 독일의 문화정책과 행정은 주로 지방정부의 고유분야였으나 독일 연방정부 

에서 독일역사의 집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부처 간 소통 해결에 시간 

이소요되었던것이다. 

다시 말하면독일역사의 집이 건립되는시간이 오래된 것은독일 현대사에 대한충분한학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본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빌미로 한 논란이 길어졌고, 독 

일의 통일이라는 초유의 일이 생겼고,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분관인 ‘라이프찌히 역사의 집’은 1997년 처음 건 

립 구상후 비공개로추진하여 2년 6개월만인 1999년 장벽붕괴 10주년 기념으로 개관한다. 이러 

한 사례를 볼 때 독일역사의 집 본관이 오래 걸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시 보수당에서 성공사관을 중심으로 전시한다는 정치적 의 

도 등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건립위원회 규정이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 이 부분은 

해결된 셈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업무처리 방식의 특성에 따라 건립이 속도를 내었고, 돌발 

적 상황이 나타난 사실도 없으며, 수행 주제가 누구냐를 두고 부처 간의 대립도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분한 토론과 학술적인 합의를 이룬 다음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면 그 

보다 이상적인 것은 없겠으나 현재 현대사의 논쟁은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 같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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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프랑스 역사의 집이다. 2008년 기본계획까지 만들고, 2011년 9월 첫 

전시회까지 열었으나 사회당의 올랑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공식적인 개관도 하지 못한 채 

2012년 12월 26일 전면 백지화 된 것이다. 

소통부재에 대한 논란 역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건립추진단에서는 이미 2009년 당시 40 

여 명의 근현대사학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행했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건립기본 

계획과 전시 주제선정을 진행했던 것이다. 이때 의견 제출을 거부한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건 

립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던 것이다. 특히 최초로 비판하였던 이동기 교수는 독일역 

사박물관의 건립과정을 정확히 분석하지 않고, 전체 기간이 12년이 걸렸다고 주장함으로서 다 

른 학자들이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인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짧 

은 기간에 졸속으로 진행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박물관은 참고서나 교과서 같은 텍스트 중심의 표현매체가 아니다. 참고서나 교과서 같이 텍스 

트를 표현방법으로 현대사를 서술하는 연구자(지식인)들과 시각회를 표현방법으로 하는 박물관 

의 현대사 서술은 동일시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박물관은 텍스트가 갖는 시각적 이해의 한계 

를 극복하게 하는 수단이자 보조 자료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교과서나 참고서처럼 모든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하나의 공간에 나열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자기 중심의 비판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대사를 전공하는 지식인 역시 교과서와 박물관 전시라는 표현 

방법의 차이를분명히 인식한후에 비판을해야할것이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현대사 전시는 지식인들의 사관이나 이념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그래 

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는기를 두고 큐레이터의 권위문제로까지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는 큐레이터의 권위보다는 큐레이터 혹은 박물관의 독단과 주관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현대사박물관은 이러한 지식인, 연구자들의 사관이나 이념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가 시각화 하 

지 못해 이해의 한계를 가져왔던 ‘실제로 있었던 일을 시각화하여 기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객관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현대사박물관의 의무이고, 이것이 대중을 위한 박물관의 역할이라 한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전시를 Displaying, 유물을 artefact로 간주하는 이유를 들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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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큐레이팅 상의 고려사항들-전시 프로젝트 모텔에 따라’를 통해 박물관의 전시가 어떻 

게,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이것이 현대사박물관의 전시와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진행 

되었으면한다. 

현대사박물관의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사박물관이 구성된 정체성 혹은 해당 사회의 

정체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장을 제공하고, 국가 정제성의 발전이 현대사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의 영향을 받는 지속적인 과제임을 강조하고, 내재하는 갈등을 악화시커지 않으면서도 

사회 안에 존재하는 긴장을 인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큐레이터의 역할을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변에서 이 글은 큐레이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 

쳐주는발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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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민관식의 까、푸흐 

- 체육 활동어l 대한 고찰 

허 진 석 (순천향대학교 객원교수) 

1. 머리말 

2. 민관식의 스포츠-체육 정책사적 업적과 의의 

3. 민관식활동의 내용 

4. 민관식 패러다임의 한계와 극복의 필요성 



1. 머리말 

본고는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 

책과 관련하여 소강 민관식 (閔寬植,

1918.5.3. ∼2006.1.16)의 역할에 주목한 

다. 민관식은 정치가, 관료, 교육가, 언 

론인, 체육인, 약사 등 다채로운 삶을 

살다 간 인물로서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발군의 업적을 남겼다. 

그가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재직한 시기 

는박정희(朴표熙)가 통치하던 제3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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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제 대한체육회장 민관식의 스포츠- 체육활동에 대한 고잘 

[사진 1] 박정희와 민관식(왼쪽), 소강재단 소장. 

국 시대였다. 제3공회국은 각 분야에 권력의 대리인을 배치하거나 전문가 집단을 전면에 배치 

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봉건적 지배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 같은 시스템은 정치 지배 

그룹과 경제인 그룹, 스포츠-체육 분야에 걸쳐 동질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특별히 스포츠-체육 

분야를 맡아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인물이 민관식이다. 이 시대의 스포츠-체육정책은 세계 냉 

전체제 속에서 서구 주변에 국가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자 남북한의 체제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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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과 동원체제의 결속을 위해서 동구권의 국가 아마 

추어리즘(State Amateurism)을 차용한 엘리트 스포츠-체육 지원엘리트 스포츠-체육 지원육성책 

을 그 특정으로 삼았다. 그 결과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은 근대국가의 차원에서 절대 권 

력의 국가 경영 이념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고가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과 관련하여 민관식이라는 체육지도자의 역할에 주목하 

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지닌 정책의 입안과 시행 과정에서 획득한 기반 조성 및 사회문화 

적인 함의 때문이다. 그는 스포츠-체육 분야에서 막강한 권력집약적인 체육행정을 주관하는 핵 

심적인 인물이었으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통하여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에 머물렀던 한국 스 

포츠-체육의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빛나는 주춧돌을 놓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 

가 기능한 인물이었다. 민관식이 스포츠-체육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정책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의 과정에서 보여준 스포츠-체육 인프라 구축의 수많은 사례는 열거해 보기만 해도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그가 체육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룩한 대표적인 스포츠 인프라 구축의 가시적 

인 성과로는 태릉선수촌 설립, 빙상장, 체육회관 건립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스포츠의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과학화를 가동하는 토대였다는 점에서 그 의 

의는매우크다. 

더구나 민관식은 스포츠-체육 인프라의 물적 · 인적 기반을 구축하는 수준과 범위를 넘어 체육 

단체 조직화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올림핀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였고, 체육지 

도자의 선발 및 재교육, 전국체육대회의 적극적인 운영, 외국인 지도자 초빙을 통한 스포츠-체육 

선진 기술의 수용, 그리고 스포츠-체육의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스포츠 시스템의 정립과 노 

하우 확보, 스포츠-체육 경기력의 질적 향상에 이르는 스포츠 운영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마련에도 전력을 다했다. 1) 본고는 대한민국 스포츠체육의 개발과 발전 방향이 권력으로부터 

현장으로 권위적으로 전달되는 하향식이었으며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수행 형태를 보였다고 판 

단하며, 민관식이 주축을 이루어 행한 이 정책 수행 이념과 방식을 ‘민관식 패러다임’으로 명명 

코자한다. 

1) 허진석, 『스포츠공화국의 탄생』,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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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스포츠-체육 분야에 대한 주요 인물의 중심적인 역할을 재조명하여 정책사적인 주요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노력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엽이다. 스포츠-체육 정책 실현과 미래의 

초석을 구축한 대표적인 체육지도자를 사례로 삼아 국가 및 사회체육에 이르기까지 제도와 기 

구의 정착과정을 살피는 한편, 그 역사적 의의와 한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은 매우 중요 

한 의의가 있다.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사에서 핵심적인 지도자로서의 삶과 그의 체육 

관, 스포츠-체육 정책 안에 작동하는 패러다임(paradigm)을 세밀하게 논의해 봄으로써 지금의 

한국 스포츠-체육 정책의 기원과 방향을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사에 관한 논의는, 단편적인 수준에서는 성과 

가 적지 않지만 전반적인 논의 수준에서는 대단히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조차 매우 

부실한 형편이다. 스포츠-체육 정책 및 그 현상에 접근하는 연구자의 시야는 학교체육이라는 특 

정의 작은 부분에 머물러 있거나, 남북 체육교류라는 정치적 프레임, 또는 각개 종목의 활동이라 

는 한정된 논의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박정희와제3공화국의 스포츠 정책에 대한 연관성에 주목한 이욱렬의 경우처럼 ,2) 많은논의가 

여타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의의를 간과한 채 건성으로 넘어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 

다. 황수연3) 의 논의는 한국 체육행정의 변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만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행정을 개관한 경우이다. 예비적 고찰이나 부분적인 개관에서 벗어나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경우로는 김종희4) 가 있다. 그의 연구는, 1960∼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시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내셔널리즘을 내세워 국민체육시대 

를 열고 체육행정과 재정 분야의 정비 및 제도화를 통해서 국민생활체육의 기틀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종희의 논지는, 인물사적 맥락에서 독일과 한국의 국가주의 체육사상 및 정책 

의 형성을 연구한 주동진5)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현철6)은 ‘남북한의 스포츠 

교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검토하면서 각 시대별 남북한의 스포츠정책을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이다. 박정희 시대의 체육교육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7)는 스포츠정책 전반을 부분적으로만 

2) 이욱렬, 「전두환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체육정책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2. 

3) 황수연, 「한국 체육행정의 변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03. 

4) 김종학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스포츠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9. 
5) 주동진, 「인물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과 독일의 국가주의 체육사상 및 정책의 형성」, 영남대학교 박사논문, 2003. 
6) 조현철, 「남북스포츠교류의 전개에 관한 사적 연구:J,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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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거나 아니면, 체육 정책 전반을 뭉풍그려 다루고 있다. 8) 이들 경우는 한결 같이 제3공화국 

의 스포츠-체육정책을 학교체육이라는 틀 안에서만 다루었을 뿐 엘리트 체육 부문에 대한 논의 

로 확장시키지는 못한 경우이다.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들이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이 가진 국내외 

적인 정치 환경과 그것의 피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스포츠-체 

육 정책의 연원을 막연하게 이 시기로 고정시켜 놓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제3공화국의 스포 

츠-체육 정책의 성과와 의의, 한계를 민관식이라는 스포츠-체육 지도자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위해서 제3공화국이 지향한스포츠-체육정책에 대한성격과특정을살피는한편,그 

세부 내용으로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였던 대표적인 체육 담당자의 

한 사람인 소강 민관식을 사례로 삼아 제3공화국 시대에 그가 수립하고 시행한 스포츠-체육 정 

책과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구축에 대한 성과와 의의, 한계 등을 짚어보 

고자 한다. 여기에는 제3공회국의 스포츠-체육과 관련된 국내외적 정세, 스포츠-체육 정책의 특 

성과 내용, 민관식이라는 스포츠-체육 지도자의 역할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이다. 

본고가 지니는 한계도 있다. 민관식 생전에 채록된 구술과 그의 활동과 관련한 보도, 그가 생전 

에 여러 매체와 출판물에 기고한 문서자료를 다채롭게 활용하였다. 하지만 민관식의 초기 저술 

과 만년의 후기 및 신문 인터뷰, 수기 등에 나타난 사실 사이에는 다소간 내용의 차이가 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가족과 체육계 인사 등 주위 인사들의 증언을 통해 검증할수 있으나 확실성을 

담보하기란 매우 어렵다.9) 언뭇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기초 자료간의 상이한 내용상의 차이는 

추후민관식 개인에 대한연구뿐아니라그를둘러싼주변 인사들과그의 시대에 이루어진스포 

츠쩨육 정책을 포함한 정치, 사회적 검토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 

7) 김종희,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스포츠정책에 관한 연구J,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9. 
이욱렬, 「전두환정부와 김대중정부의 체육정책 비교연구J,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2002. 

이종원, 「제5공화국의 스포츠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2. 

김대광, 「한국체육정책의 변천과정과 방향설정」, 한국체육대학교 박사논문, 2003. 

박혜란, 「김영삼 정권의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J,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5. 

최흥희, 「국민체육진흥정책 전개양상의 단계별 특정에 관한 연구:J,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5. 

8) 예컨대 김병권、 임영무, 「제3공화국의 체육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그 (『학교보건체육연구소논문집』 저]10권 1호, 한국교원대학 

교 학교보건체육연구소, 2003)가 여기에 해당한다. 

9) 예를 들어, 선수촌 건립 후보지로 태릉을 꿈에 점지 받았다는 것과 같은 민관식의 주장은 주변인들에 의해 부정되고 있으 
나 민관식은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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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그 기조에 결정적이면서도 보편적 평가 

가 가능한 변화를 보여주는 집권시기별 단층을 구체적으로 발견, 추출해 내는 작업은 그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까닭에 기초 자료를 검토할 때 모호한 부분이 

적잖은 난점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은 근대 독일과 이돌프 히틀러(Adolf Hitler)의 저13제국, 메 

이지 시대 이후 근대 일본 및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스포츠-체육 정책과 유사한 요소가 다수 발 

견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메커니즘에 의해 주로 어느 지역의 스포츠-체육 정책이 

민관식이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근본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의 사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민관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교육을 받고 일본의 

교토제국대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일본 근대 체육의 세례를 받았으며, 더구나 도쿄올림핀 

을 앞두고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뒤 도쿄 지역을 실사하면서 받은 강력한 인상이 이후 그의 스 

포츠-체육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결 ----、

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 

가 평생에 걸쳐 보관하고 수집해온 유 

품과 스포츠-체육 관련 자료들이 온전 

한 형태로 수원광교박물관에 보관되어 

향후 연구의 가능성을 풍부하게 열어 

놓았다는사실이다. 
[사진 2] 수원광교박물관 내 소강 민관식실 

2. 민관식의 스포츠-체육 정책사적 업적과 의의 

근대국가가 국민을 통제, 규율하는 미시권력, 생체권력을 작동하는 단면을 논의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론적 근거로서 미셀 푸코(Michel Foucault)를 활용할 수 있다. 푸코의 개념에 입각해 보 

면 ‘체육’은 권력이 신체의 규율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장(Field)에 해당한다. 10) 우리 역사에서 

10) 미셀 푸코, 오생근 역, r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3, 특히 3부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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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차원에 걸쳐 스포츠-체육 정책을 추진했던 제3공회국과 제5공화국 시기는, 절대적인 권 

력의 힘을 바탕으로 역대 정권 가운데 스포츠-체육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낸 인물들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제5공화국의 스포츠폐육 정책이 한국 스포츠-체육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공헌했다면, 그 바탕에는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 정책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목표와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입안된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압축 성장을 성취하 

기 위한 효과적인 국민 내적 통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정치적 수단으로 스포츠-체육 정책만 

큼 효과적인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스포츠-체육이 대내외적으로 국가 역량을 과시하는 일은 

사회경제적 효과와 국가 내부에 시행되는 다른 정책과 유기적으로 조합될 수 있다. 이는 스포 

츠-체육 정책 또한 그 나라의 역사 · 정치 경제 · 문화 · 사회적인 형성과정의 배경에 따라 다양 

한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을 뭇한다. 11) 국가가 스포츠-체육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국가가 스포츠-체육 정책을 수립하고 이 

를 관리해온 것은 이처럼 정치적 헤게모니와 결합된 상승효과에서 연유한다. 스포츠-체육이 지 

닌 비정치적 속성은 이런 상승효과로 인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역설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경 

우에 따라서는 비정치단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결과적으로 국제정치의 역학을 반영하는 경우 

도 있을수 있다. 12) 

식민 체제하의 민족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있었던 ‘체육’의 개념은 제3공회국에 들어와 철저하 

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국가주의와 결합되었고 이것이 다시 민족주의적 이념과 습합되면 

서 강력한 동원-선동체제를 갖춘 정책의 동력으로 작동, 발전했다. 제3공화국이 지향한 민족주 

의는 후진국-개발도상국 국민이 세계를 향해 갖는 열등감과 ‘하면 된다’는 식의 군사적 가치관과 

결합되어 압축된 강력한 성취동기를 창출해내는 정치 이데올로기였다. ‘체육’은 바로 이 같은 국 

력 생산의 전초기지 가운데 하나였으며, 제3공화국의 ‘스포츠-처1육 정책’은 세계 스포츠라는 무 

한 경쟁의 무대 한복판에 파견할 한국의 전사들을 배출하는 음화(陰畵)로서 국력을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국민을 훈련시키고 학습시키는 전방위적인 시스템을 지향했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 

11) 김종희,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스포츠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1999. 

12) 모창배, 뜨포츠의 정치적 이용에 관한 연구J, 『체육과학연구』 제4권, 청주대교육문제연구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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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는 전국 규모의 종합대회로서 대규모 동원을 과시하며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강하게 드 

러내는 대단위의 이벤트로 장식된,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 

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배합된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이 제국주의 일본의 전체주의적 

스포츠-체육 정책과 여러 모로 흡사한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이다. 13) 

민관식은 이러한 문제적 시기에 대한민국 스포츠-체육의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중추 

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그는 1964년 1월부터 1971년 7-월까지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체육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태릉선수촌 건립, 체육회관 건립, 체육회 조직정비, 스포츠 과학화, 코 

칭 강습회 개최 등을 제도함으로써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다. 한국 스포츠의 인프라, 조직, 

제도,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다. 실로 전인적인 활약으 

로서 향후한국스포츠발전의 초석을다지는실질적인 업적이었다. 민관식 이후한국스포츠 

는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사진 3] 제18회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민관식은 도쿄 올림픽을 일곱 달 앞둔 

1964년 1월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했다. 

민관식이 도쿄 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대 

한체육회장 자리에 오른 일은 한국 스포 

츠의 발전이라는측면에서 볼때는분명 

히 행운이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제전을 앞둔 일본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지켜보았고 한국 스포츠가 인프라와 시 

스템 등 모든 면에서 낙후된 현실을 절감 

하였다. 하지만, 그는 세계 스포츠의 엄청난 수준과 그 발전의 속도에 압도되는 경힘을 한국 스 

포츠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정치적 현실을 잘 활용했다. 민관식의 뛰어난 인물됨은 압도 

적인 선진 스포츠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한국 스포츠를 국제무대에서 경쟁 불가능한 분야로 성 

급하게 단정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민관식은 국내외 현실 속에서, 그리고 박정희 

권력의 테두리 안에서 한국 체육사에서는 전대미문이라고 해야 할 자신만의 업적을 쌓아 나갔 

13) 허진석, r스포츠공화국의 탄생」,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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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자신의 임기를 도쿄 방문에서 받은 충격과 도전의식에 바탕을 둔 ‘스포츠 과학화’라는,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들로 채웠다. 

스포츠 전문기자 조동표는 민관식을 ‘한국 스포츠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규정하였다. 14) 이러한 

표현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민관식 이전과 이후의 한국 스포츠-체육이 본질적으로 그 체 

질과수준을달리 한다는점에서 그표현은타당하다. 민관식 이후한국스포츠-체육은본격적 

으로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그 결실로서 1976년 몬트리올올림핀에서 양정 

모의 레슬링 부문 금메달을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민관식 재직 시에 확보한 스포츠 인프라 

와 훈련 시스템, 범국가적 지원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민관식의 업적은 여러 측 

면에서 독일의 체육행정가인 칼 담(Carl Diem)과 비교될 수 있을 정도이다. 민관식이 체육회장 

재임 시절 팀의 존재를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에서 그는, 칼 담에 대 

해 짧게 언급한 바가 있기는 하다. 그는 여기에서 “국가적인 스포츠 진흥 정책의 표본이자 모범 

은 독일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년 만인 1920년 독일 스포츠국 간사 

칼 팀은 1인당 3m2의 운동장을 건설하는 ‘국가운동장법’을 제정한다.”고 썼다. 그러나 이 진술 이 

전에는 어떤 저서나 신문 인터뷰 등에서도, 민관식은 칼 덤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었다. 아마도 

자신의 업적을 팀과 비교하는 언급들을 자주 접하면서 나중에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 

성이 큰것으로추측된다. 

팀은 피에르 쿠베르탱(Pierre baron de Coubertin)의 협력자로서 올림핀 운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물이지만 히틀러의 나치에 협력했다는 낙인을 죽을 때까지 지우지 못했다. 그러나 민 

관식은 “나는 박대통령을 한마디로 ‘새 역사를 창조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 

조했으며,지금우리가살고 있는기름진토양을마련하고떠났다. 나는단언한다. 박정희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다고”15) 라고 밝힌 데서 보듯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도 당당한 편이 

었다. 민관식이 활약한 기간은 조병옥의 영향을 받은 정치입문기의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 

분 박정희의 재임기간과 겁친다. 1962년 장충동 외무장관 공관에서 처음으로 박정희를 만난 뒤 

민주공화당후보로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민관식은박정희가살해되고신군부가집권한 1980 

14) 조동표, 「한국 스포츠 근대화의 아버지」, 『한글한자문화』, 44권. 2003, 52∼53쪽. 
15) 민관식,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2005.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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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0월, 국회의장 직무대리로서 10대 

국회의 마지막 개원연설을 한 뒤 정계 

에서은퇴하였다. 

민관식이 박정희를만날당시,박정희 

의 인력풀이나 정국 운영방식을 고려하 

면 민관식은 다소 주류에서 비켜나 있 

는 인물이었다. 박정희가운영한 인력 

풀의 주류는 ‘만주친일파’와 ‘군부추종 

자’ 그룹이었다. ‘만주친일파’는 비판적 

시각으로 박정희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이론적 기반을 둔 개념이다. 그런데 민관식 

은 박정희 인력풀의 두 주류에서 벗어난 구 정치인이었다. 박정희의 시각에서는 민관식이 5.16 

군사 쿠데타 이전에 보인 정치권의 구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교토제국대학을 졸업한 민관식 

의 일본 정치계-경제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통해 새 정부에서의 활용가치를 발견했을 개연성이 

높다. 민관식의 정치적 색깔과 행보는 쿠데타 이후 미흡한 정권의 정치적 인력풀에 포착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이자 여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민관식과 그의 주변 인시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주공화당 당내 권력 디-툼에서 밀려난 그의 처지를 고려해서 박정희가 체육회장직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관식은 특별한 스포츠관이나 체육교육이념을 갖고 체육회장직을 맡은 

것 같지 않다. 그가 스포츠와 맺은 인연이라면, 경기고와 교토제대 시절 탁구와 테니스를 매우 

잘했다는 사실 정도다. 남다른 운동감각과 운동 경험은 그가 스포츠 친화적인 인물이었음을 짐 

작하게 해준다. 박정희는 집권 기간 동안 보여준 대로 스포츠와 체육에 대한 안목과 정책의 마 

인드를 소유한 인물이었다. 중요한 점은 권력의 자장 속에 던져진 민관식이 시대의 숙명을 젊어 

진 채 창의와 도전으로 충만한 보기 드문 삶으로 시종했다는 사실이다. 

김광희는 한국의 체육행정을 거론하면서, 1961년의 군사쿠데타에서부터 1979년에 이르는 

19년 동안 6명의 체육회장 중에서 민관식과 김택수의 활약을 발군으로 꼽는다. 16) 김광희에 따 

르면, 민관식은 한국 스포츠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 인물이었으며, 김택수는 한국 스포츠의 숙 

16) 김굉-희, r힌- 알의 빌알」 , 국민체육진흥공단, 1998,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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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었던 올림픽 금메달 획득과 함께 남북한의 스포츠 대결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인물로 평 

가된다. 17) 민관식과 김택수 두 사람은 모두 제3공화국 시대에 활약한 인물들로 역사에 남을 

엽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민관식은 제3공화국의 신임을 활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법의 테두 

리마저 넘어서 목표를달성하는저돌적인모습을보였다. 

민관식은 도쿄 올림픽이 끝난 뒤 한국 선수단이 거둔 결과를 검토하면서 한국 스포츠-체육의 

낙후 요인을 네 가지로 진단하고 정리해냈다. 첫째, 지도자들의 지식 부족과 지도방식의 비합리 

성. 둘째, 국제정보의 부재. 셋째, 선수들의 게으름과 해이한 정신자세. 넷째, 체육과학과 시설 

의 낙후성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네 가지 결론은 한국 스포츠-체육 현실의 전방위적인 현주소 

이기도했다. 또한이 같은현주소에 대한통찰은한국스포츠-체육이 그만큼낙후한현실과스 

포츠-체육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마저 확보하고 있지 못한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냉철한 직 

시로 이어졌다. 그의 현실적 판단은, 이런 상태로는 “올림핀 금메달은 커녕 무서운 속도로 발전 

하는 국제 스포츠-체육의 흐름조차 따라잡기 어렵다”는 깨달음과 문제의식을 기동시켰다. 18) 이 

런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민관식은 철저히 근본 기초에서부터 쇄신된 출발이 없는 한 기대나 희 

망 또한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으로 추론된다. 왜냐하면 도쿄 올림핀 이후 민관식은 시설 

확보와 제도의 보완, 시스템의 개혁 등의 기반 조성 작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3. 민관식 활동의 내용 

1) 체육회장으로서 추진한 정책 

(1) 선수촌건립 

태릉선수촌 건립은 체육회장 재직 중에 민관식이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이었다. 이 업적은 한국 

스포츠 역사 속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으며, 1960년대에 한국 스포츠가 보여준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가시적인 행보이기도 했다. 태릉선수촌은 1966년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그 기 

17) 위의 책, 27쪽. 

18) 민관식,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 2005.1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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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온전히 보전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걸친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으로 활용 

되어왔다. 

태릉선수촌은 엄청난 예산을 조달하 

는 문제 뿐 아니라 문화사적지 주변에 

건설된 스포츠 시설로서 관계 법령을 

일정 부분 초월해 조성되었다. 문화재 

관리국과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는 왕 

릉이 산재한 곳에 선수촌을 세우겠다는 

민관식의 계획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 조직 내 관계자 

들조차 선수촌 건립에 소극적이었을 정 

".:..>11~" "9'\;:-~ 

[사진 5] 태릉국제스케이트장 개장식, 1971 년 

도였다. 결국 민관식은 1965년 8월 10일 청와대로 달려가 박정희를 독대했다. 그 결과, 박정희 

는 태릉선수촌 건립 계획을 최종적으로 허락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자금까지 직접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선수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박정희는 태 

릉선수촌 건설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받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저질러 놓고 

보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민관식은 박정희의 언급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데 십분 활용했고 

공사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건립된 태릉선수촌에 대해서 민관식은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훈련 내용에 갚은 

관심을 표명했고, 때로는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위문품을 사들고 태릉선수촌을 방문해서 선수 

들을 격려하는가 하면 며칠씩 묵으며 태릉선수촌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2) 체육회관건립 

민관식은 2005년 중앙일보에 연재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의 게재를 위한 사전 인터뷰에서,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하면서 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다. 하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합숙훈련 

장을 건립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체육회관을 짓는 일이었다”라고 말할 만큼 체육회관 건립에 갚 

은 애정을 표했다. 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스케치를 그려 두었다는 민관식의 회고는 그가 체육회 

장 재임 기간 내내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와 용의주도한 진행, 그리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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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체육회관 건립이 갖는 의미와 기대 효과도 그 

가충분히 계산해두었을것이라는추론을가능하게 해준다. 

민관식의 공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긴 재원을 조달하여 

체육회관의 건립을 실현함으로써 스포츠 행정의 선진회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때문이 

다. 체육회관의 건립은 한국 스포츠 행정을 체계화하고 집약하는 놀라운 효괴를 발휘했다. 31개 

경기단체가모두한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스포츠행정은획기적으로능률화되었다. 또한각종 

목에 걸쳐 체육인들의 대화와 교류가 촉진되었으며 당연히 정보 교환도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 

게 되었다. 체육회관 건립을 통하여 전국의 스포츠 활동을 지휘하는 포스트가 마련됨으로써 여 

러 종목에 걸친 국제 교류의 결과도 쉽고 빠르게 수집되었고, 그 결과 인접 종목을 위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절차를 수렴할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체육회관은 태릉선수촌과 함께 한국 스포츠의 아이콘이 되어 세계를 향한 꿈을 상 

징하게 되었다. 체육회관 개관일에 박정희를 비롯한 초청인사들 앞에서 민관식이 한 연설은 그 

의 꿈과 체육회관 건립이 가지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손기정과 장창 

선의 사진이 걸린 넓은 벽을 가리커며 “빈 벽이 금메달리스트의 모습으로 전부 채워지도록 모든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라고 연설하였다. 

(3) 스포츠의과학화 

민관식은 이전 체육회장은 물론 어떤 스포츠 관계자도 생각해 본 일 없는 대표선수 전원에 대 

한 건강진단을 처음으로 실시한 인물이었다. 선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훈련과 경기 계획을 

세우는 일은 스포츠 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인 스포츠 의학의 작업이다. 

민관식이 도쿄올림핀을 전후로 강한 자극을 받고 스포츠 과학의 도입과 적용에 혼신을 기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올림핀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했다 

는점은당시로서는획기적인조치의하나였다고평가할수있다. 

스포츠 과학에 대한 민관식의 이러한 인식은 시대를 앞서간 면이 없지 않고 그런 면에서 선구 

자적 깨우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관식의 장점은 그러한 인식의 예민함 뿐 아니라 행동력 

도 갖췄다는 데 있었다. 그는 스포츠 과학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국내외 과학지들을 동원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포츠 과학의 연구를 위해서 동원된 국내 의학자의 수는 연인원 7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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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달했다. 1966년 3월 7일에는 스포츠과학위원회가 설립됐고, 1967년에는 태릉선수촌 안에 

72평 규모의 태스트 룸이 설치되었다. 야심차게 시작된 ‘스포츠 과학화 프로그램’에는 1971년까 

지 연인원 2만여 명이 참가하는전례 없는호응이 뒤따랐다. 

민관식이 도입한스포츠과학화작업은한국의 일선 스포츠 인들에게 잠재적인 가능성을심어 

주었다. 일선 지도자들의 심리에는 스포츠 과학에 대한 갈증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체계화된 

과학적 방식에 걸맞은 선수 지도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을 갖도록 만들었다. 

(4) 전국체육대회의 활성화 

전국체육대회의 개최 이념은 한국 근대사의 질곡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험난한 역사의 시련 

을 거치면서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구비하기에 이른다. 1971년 10월 서울 동대 

문운동장에서 열린 제52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박정희의 치사는 대회가 지닌 색채를 

하
 

F 빽
 

잘
 

“스포츠 정신의 생활화를 통해 자신의 안일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앞세우며 나라를 위하여는 언제든지 사리 

를 희생할 줄 아는 진정한 민주시민의 생활윤리를 더욱 성실히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중략) 이 대회는 실로 민족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제전이며, 내일의 번영을 기약하는 축전인 것입니다.”19) 

전국체전의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낸 슬로건은 1970년 제51회 대회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이었다. 이 슬로건에는 스포츠를통한국력 집결이리는목표가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다. 박정희의 통치이념을 철두철미하게 반영한 민관식의 전국체육대회 

운영 스타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대회는 1969년 제50회 전국체육대회였다. 그는 이 대회 

를 계기로 전국체육대회의 형식과 이미지 양면에 걸쳐 변혁을 꾀했다. 민관식이 전국체육대회의 

이미지를바꾸기 위해 시도한것은성화봉송과카드섹션 및 매스게임 같은화려한개막행사였다. 

전국체육대회는 민관식의 체육회장 재임기간에 전국종합체육대회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 

였다. 전국체육대회의 근대화와 지방순회 개최는 국내 스포츠 경기력의 향상은 물론 지방의 스 

19) 박정희, 「제52회 전국체육대회 치사」, 1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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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국종합체육대회의 전통을 기반으로 삼아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1988년올림픽 ,2002년월드컵을개최할경험과능력을함양할수있었다고평 

가할수있다. 

(5) 체육회의 조직 정비 

대한체육회(KSC)는 1920년에 창설된 체육 단체로서, 말 그대로 한국 스포츠의 중앙집권 기관 

이다. 반면, KOC는 roe의 올림픽정신을 국내에 보급, 발전시키고 한국의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을 국제무대로 확산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국익의 증진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아마추어 정 

신의 극대회를 통하여 인류평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1964년 9월 8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체로 정식으로 출범하여 대한체육회와완전히 분리되었으나, 1966 

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의 선수파견 문제로 대한체육회와갈등이 심화되면서 1968년 3월 1일 대 

한체육회와 다시 통합되었고 위원장에 민관식이 취임했다. 

1968년 스포츠 기구 통합 전까지 한국 스포츠계는 대한체육회 - 대한올림픽위원회 -대한학 

교체육회로 나뉘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66년 대한체육회(당시 

KAAA)와 올림픽위원회(KOC) 2원체제로 참가한 제5회 아시아시아경기대회(방콕)에서 나온 불 

협화음이었다. 당시 한국 체육행정은통합기구였던 대한체육회에서 KOC, 대한학교체육회가분 

리되어 3개 단체로나누어져 있었는데 각단체가자신의 위상을내세우며 각축하는바람에 내분 

이 심했다. 손기정 선수단 단장은 이에 대한 항의와 비판의 뭇으로 삭발을 한 채 귀국했다. 국민 

적 영웅의 삭발은 사회적으로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박정희의 지시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 1968년 체육단체가 대한체육회로 일원화되었던 것이다. 

통합은곧 일원화이며, 일원회를통해 얻을수 있는효과는중앙집권적 행정으로서, 정부의 직 

접적인 관리 하에 놓인 대한체육회로의 통합은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또한 집약적으로 스 

포츠행정을수행해 나갈수 있게 되었다는의미를지닌다. 

(6) 유망 선수 발굴과 코치 강습회 개최 등 

민관식은 1964년 11월 16일 충청남도 홍성의 구항국민학교(초등학교) 6학년 학급의 담임으로 

일하고 있었던 교사 모영기의 편지 한 통을 받는다. 모영기는 편지에서 육상 단거리 종목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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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있는최영신을추천하면서 신인발굴의 일환으로테스트받을기회를줄것을간곡히 부탁 

했다. 민관식은 비서실장인 천정균에게 테스트에 응하라는 내용의 전보를 모영기에게 보내도록 

한 다음, 중요 일간신문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취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영신은 같은 해 11 

월 23일 오후 네 시에 지금은 헐리고 없는 동대문운동장(당시는 서울운동장) 트랙에서 테스트를 

받게 되었다. 최영선은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크게 활약하지는 못했지만, 민관식이 기대 

했던 대로 신인 발굴의 붐을 이루는 촉매와도 같은 인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민관식은 최영신 

을자신의 집에서 먹이고입히고재워가면서 후원했다. 

최영신의 사례는 언론의 화제를 모았고, 

이를 계기로 체육회의 신인발굴 사업은 활 

기를 띠게 되었다. 각급 학교에서는 제2, 제 

3의 최영선을 찾기 위한 노력이 활발해졌 

다. 1965년 5월에는 춘천 · 인천 · 청주 · 대 

전·전주 · 부산·제주등지에서 일제히 신 

인발굴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1970년 11 

월까지 한 해 두 번씩 열렸으며 국민학교에 

서 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총 응모인원수 1만4762명이나 되었다. 이 가운데 모두 35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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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조오련(1952∼2009) 선수의 각종 메달 

신인유망선수가발탁되었다. 이때 발굴된 선수가운데는수영의 조오련,육상투포환의 백옥자 

등이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대성한 대표적인 선수들이다. 

한편, 민관식은 최초로 코치아카데미를 개설해 지도자 재교육에 나섰다. 도쿄 올림픽에서 돌아 

온 민관식은 세계 스포츠가 경험이 아닌 과학의 산물로 진화했으며, 한국 스포츠가 과학화와 더 

불어 새로운 지도자 발굴과 일선 지도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절 

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코치 강습회를 기획했는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 

일선의 많은 지도자가 반발했다. 그러나 민관식은 이에 개의치 않고 밀어붙여 1965년 12월 20일 

국제대학 강의실에서 저] 1회 코치 강습회를 열었고 이듬해 1월 24일 육상의 최윤칠 등 157B 종목 

에서 모두 4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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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교부 장관 재임 시절 추진한 체육 정책 

(1) 스포츠-체육 정책의 제도화 

민관식은 그의 나이 53세이던 1971년 6월 3일 문교부 장관으로 입각하띤서 만 7년 반에 걸쳐 

재임했던 체육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민관식은 문교부 장관으로서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고 비약 

의 터전을 구축하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했다. 그는 국력이 국민 각 개인의 능력의 총화이고, 그 

러므로 그 국민은 신체적 정신적 · 사회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러므로 학교체육을 진흥 

해야 한다는 신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스포츠가 원만한 인품과 협조와 단결력을 조장하며 

체육과 스포츠는 인간을 쓸모있게 하는 정화과정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숙련을 통하 

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며 비능률적인 것을 능률화한다고 생각했다. 민관식의 이러한 생 

각을 드러내는 사례가 바로 ‘스포츠 소년단’의 출범이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민관식이 주로 엘리트 스포츠를 관장하는 대학체육회장직을 떠나 

문교부 장관에 입각한 뒤 학생들에 대한 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취한 

일련의 제도적 조치들은 적잖은 문제점을 노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위 향상과 체력 

증진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의 교육이 입시 위주로 치우치 

면서 성장기에 처한 학생들의 체력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력장 제 

도가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제력 향상을 위해서 제반 환경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영호t을 미쳤다 

는 점과 학교체육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체력장 제도의 도입 

민관식은 생전에 체력장 제도의 도입을 문 

교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자신이 이 

룩한 주요한 업적으로 내세웠다. ‘학생체 

력검사제도’라고도 불리는 체력장 제도는 

1969년에 시안이 마련되었다. 시안은 체력 

검 사표준위 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of Physical Fitness Test: 

[사진 7] 체력장 급수별 인식표,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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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PFf)에서 정한 기준과 종목을 초 · 중 · 고등학교 99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측정 결괴를토대로마련되었고,1971년부터 10세(초등학교 5학년)에서 17세(고등학교 3학년)까 

지의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1972년 5월 1일 문교부령 저1294호에 따라 학교 

신체겸시규정이 개정 · 발표되어 고등학교 입시 성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1973년부터는 대학 

입학 예비고사령 제12조에 의거하여 대학 입시에도 체력장제가 적용되었다. 

저13공화국 정부의 학교체육 행정은 강력한 권위주의적 국가 운영 기조의 영향 때문에 구체적 

이고 강도 높은 반대 여론에 부딪친 적이 없다. 그러나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 

출하면서 시련을 겪기도 했다. 체력검사 만점 취득 학생이 90% 이상에 달해 이 제도가 지나치 

게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게 되자 1994년부터 시행된 대입 제도 개선 이후에는 아예 폐지되기 

에 이른다. 체력장 제도의 폐지와 함께 내신 성적에 의해서만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서 체육교과 

의 입지는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체력 유지 및 향상에 부정적인 결괴를 빚 

게되었다. 

(3) 학교 체육 교육의 정상화 정책 

민관식은 체육지도자와 학교 책임자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수차례 주재한 다음, ‘학원 체육 

의 중흥을 위한 학교 체육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1972년 10월 7일 각 시 · 도 교육위원회의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 이 방안의 기본 방향은 1교 171, 1인 1기제의 의무화에 있었으며 , 지도자 

양성과 시설의 확충, 운영의 합리화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국민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은 교육 과정 중 체육 실기를 이 

수 학점으로 강화하였고, 육상 · 체조 · 수영 등 기본 종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였다. 또한 

12흐L급 이상의 전국 국민학교에 체육 담당교사제를 두어 3,489명을 전국에 배치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체육시간도 제도적으로 규정했다. 1973년부터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는 

모든 학교는 육상 30%, 제조 30%, 기타 30%의 비율로 체육 시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중학교 이 

상 학교 체육시간에는 사격 종목을 필수 종목으로 포함시켰다.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에 한 곳 뿐이었던 중등 체육학교를 각 시도에도 설치한 것으로, 1973년 

부산·충남· 전남· 전북· 경북등에 5개교가, 이듬해 경기 ·강원·충북· 경남-제주등에 5 

개교가각각개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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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소년단 창설 

1972년 6월 16일 제1회 스포츠 소년 대회의 개회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스포츠 소년단은 대한체 

육회장 민관식이 멕시코 올림핀 직후인 1968년에 구상하여 4년 만에 실현시킨 회심의 작품이다. 

스포츠소년단창단의 목적은@그동안여러 차례의 국제스포츠대회와국내경기를통해 뼈저 

리게 느껴온 기초체력의 향상과 기본경기력의 충실을 기해야 하겠다는 교훈을 살리고, @ 제52 

회 전국체육대회까지 포괄적으로 운영해 오던 중학 스포츠를 분리하여 초등학교 상급반과 함께 

종합 스포츠 대회를 신설함으로써 소년 스포츠 활동을 조직화하며, @ 각종 경기를 통한 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와 경기수준의 향상, 나아가서는 국민체위의 향상을 기하여 국가저력의 배양에 

힘쓰고, @ 기록이나 기능위주의 단순한 경기 자세에서 진일보하여 스포츠 종목 외에도 스포츠 

의 생활회를 돕는 동산훈련과 캠프 생활을 추가하여 명랑한 생활 속에서 협동정신과 단결력을 

기르고, @ 그 속에서 규칙과 질서를 배워 사회봉사 활동의 정신을 익히고, 나라와 겨례에 이바 

지하는 새로운 어린이 상을 마련하는 등을 표방하고 있었다. 요컨대 성인 스포츠의 그늘에 가려 

등한시 되어온 소년 스포츠를 양지로 끌어내고 이를 활성화하여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 

도였던것이다. 

4. 민관식 패러다임의 한계와극복의 필요성 

저13공화국 시대를 배경으로 한 민관식의 역할은 그가 스포츠-체육의 공간에서 절대 권력자 박 

정희의 대리인으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을 배제하고는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민관식 

은단지 대리인으로서 권력의 지시에 따르고의존하는데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스포츠에 대한 

민감한 정서와본능적인 감각, 비전을 지니고 있었고 탁구와 테니스 등의 종목에서 선수로 활약 

했던 성장기의 스포츠 경험을 살려 독특한 개성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있었다. 그는 이 같은 시스템과 스포츠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서 박정희의 정치권력을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제3공화국에서 집행된 중앙집권적 스포츠-체육행정은 경기단체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민주적 

절차를 간과하는 경향이 강했다. 태릉선수촌 건립 과정에서도 나타나듯 민관식은 정치적 지원 

하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훈련 시설과 훈련 관련 건물을 짓는 초법적 행정력을 구사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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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체육 행정의 우선 순위는 해당 분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보다는 지도자의 의지와 때로 

는 즉흥적 추세에 따라 결정된 면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민관식은 한국 스포츠-체육이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적 숙명을 극복한 인물은 아니었을지라도 단순히 권력의 

집행자라는부정적인 면모로 가둘수 없는독특한 캐릭터를가지고 있었다. 

민관식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이념적 경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비판적 논의가 가능하나 그가 

한국 스포츠-체육 정책을 수행하는 핵심적 축을 이끌었으며, 학교체육과 사회적 스포츠 인프라 

및 시스템의 구축에 있어 헌신한 공로는 부정할 수 없다. 민관식의 공헌을 통하여 구축된 한국 

스포츠-체육 기반의 상당한 부분이 2014년 현재까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는 데서 대한체육회 

장 재임 당시 그가 수행한 역할의 결과에서 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한국 스포츠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게 된 데는 그가 중심이 되어 건설한 태릉선수촌이 아직도 국가 

대표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무교동의 체육회관이 1980년대까지 해도 한국 스포츠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하나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정치적 인물로서의 입지를 활용한 그의 활동은 교량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권력과의 종적 관계 

맺음이라는 교직 속에서 일정 부분 독자성과 창의를 추구했다. 그는 그럼으로써 전례를 찾기 어 

려운형태의 역할수행 사례를수립했다. 저13공화국의 스포츠-체육정책이 엘리트중심주의였다 

면, 대한체육회장 민관식의 한국 스포츠에 대한 인식 역시 엘리트 중심주의였음을 부인하기 어 

I 렵다. 또한 이후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의 영향권 안에서 한국 스포츠와 생활스포츠, 학교 

체육이 왜곡된 길을노정해 왔다면, 이러한현실에 대한책임 역시 상당부분민관식이 젊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역사적 평가는 물론, 민관식의 스포츠관이 단지 엘리트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민통합, 냉전시대의 체제우월성 경쟁, 스포츠에 있어서의 성과주의 기제 등으로 

만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20) 

민관식의 역할과 공헌, 그 한계는 1966년 체육회관 개관 당시의 결의를 통해 이미 예정되어 있 

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당시 민관식은 무교동 체육회관 10층 강당의 벽을 가리키며 그 

벽을 금메달리스트의 얼굴로 채울 것을 다짐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 그 벽에는 손기정과 장 

창선의 사진만이 걸려 있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무수한 금메달리스트의 초상으로 채울 

2이 허진석, 뜨포츠공화국의 탄생』,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230∼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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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도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장창선(레슬링 52kg급) 

수 있게 되었다. 단지 금메달리스트의 

양산만이 체육회장 민관식의 임무였다 

면, 그 임무는 긴 시간에 걸쳐 성공적으 

로 수행됐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 현실과 역사의 

정의(正義),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과 참 

여 스포츠의 발달, 국민체육의 진흥이 

라는 이상적 기대를 염두에 둔다면, 엘 

라트우선주의라는평가를면키 어려운 

민관식의 재직 기간 스포츠-체육 행정은 한계가 분명하고 비판의 여지도 적지 않다. 제3공화국 

의 스포츠-체육 정책은 오늘날 참여스포츠[‘하는 스포츠’]의 발전을 가로막고 엘리트 스포츠[‘보 

는 스포츠꺼1 치중하여 국민 체육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 

다. 그러나이 같은주장들이 갖는정당성을저울질하기에 앞서, 이 같은지적들은 2000년대 스 

포츠학계의 인식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관식이 제3공화국의 스포츠관이 단지 엘리트주의에 머물러 있었는지, 아니면 전체주의 내지 

군국주의적 경호띨 띠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체주 

의 스포츠-체육 정책에 있어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체조의 보급에 열을 올린 점도 고려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시험의 하나로서 체력 측정 제도(체력장)를 도 

입했다거나, 군대체육을 강조하여 태권도를 집중 지원하고 이 태권도의 보급 대상을 단지 군인 

뿐 아니라 국민 전체로 확대했다는 점과 함께, 이를 스포츠-체육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한 점 등 

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스포츠-체육 정책 내지 행정은 단지 엘리트 스포츠 일 

방주의로 흘렀다기 보다는 다‘t한 목적에 맞춰 변용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그들의 정치적 목 

적 뿐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삼았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물론,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이 생활체육 개념의 학교체육이나 사회체육 진흥 정책을 일정 부분 시행했다 

고 판단하더라도, 스포츠 선진국-예컨대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하는 스포츠’와 ‘보는 스포츠’가 

긴밀히 연계하면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교환했는지, 또한 그럼으로써 국민체위의 향상과 건강 

에 기여하는결과로 연결됐는지의 여부를판단하는것은속단하기 어려운별개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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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식이 체육회장 재직 시 이룩한 성과는 일련의 모델케이스(model case)로 간주되면서 이 

후 체육행정가들의 역할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한 최근까지 한국야 

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농구연맹 등 주요 경기단체장이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으로 충원 

되었다는 점만 상기해 보아도, 한국 스포츠-체육이 여전허 정치권력에 좌우되는 비자립적인 현 

실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바라보기에 따라 민관식이 남긴 유산의 어두 

운 일면으로 간주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한국야구위원회의 총재 신상우가 2008년 현대 프로야 

구단 매각 과정에서 무기력한 지도력이 드러나고, 이사회로 대표되는 회원구단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힘겨루기 양상이 총재의 권위 자체를 무력화하면서 불명예 퇴진하게 된 데서 보듯 한국 

스포츠에서 체육지도자 일언에 의해 좌우되는 황제적 군림이 점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21) 또한 스포츠와 체육이 국위를 선양하는 애국의 한 방식이라는 인식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프로선수를 위주로 구성된 야구대표 팀 

이 금메달을 따내고도 ‘병역면제를 위해 구성된 팀’이라는 야구 애호가들의 혹독한 비판에 노출 

된 점이 이와같은 현상을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 정권의 제3공화국과 권력의 대라인으로서 민관식의 한국 스포츠에 대한 

기여와 병폐는 지금의 한국 스포츠에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뚜렷하게 

쇠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유산이 어쨌든 간에 21세기 이후의 시대가 국 

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엘리트 스포츠와 사회 동호인(클럽)의 참여 스포츠, 그리고 국민 생활체 

육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동호인 스포츠의 진흥 

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고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실의 문제이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견인하고 주도하던 스포츠-체육 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병행 관리 시스템 속에서 엘리트 스포츠와 동호인 스포츠, 그리고 국민 생활체육 

이 균형 있게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모벨을 시급하게 구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또한국가권력에 의지하거나정치적 영향력에 기댄스포츠행정은그한계를노정할수밖에 없 

으며 능률면에서도사회적 통념상바람직한수준을충족시키기 어려운현실이 되었다. 현재의 

21) 최근 주요 경기단체장 가운데는 정치인보다 경제인들이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현재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경제인이 맡고 있다. 체육인 출신의 진출도 눈에 띄는데, 대한체육회와 한국농구연 

맹, 대한농구협회 등이 엘리트 경기인 출신이 단체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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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는 과거와 같은 제왕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으며 합리성과 설득력에 의 

한 스포츠-체육 정책의 운영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체육 부문에서 권력에 기초한 행 

정의 운영과 정책의 수립은 더 이상 유효한 프레임01 아니며 그 결과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의 책 

임을 엄혹하게 묻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22) 따라서 현대 스포츠-체육은 민관식의 유산을 바탕으 

로 합리성과 설득력에 기초한 스포츠-체육 정책의 운영을 요구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과 체력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향하여 발전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과거 

의 유산이 어쨌든 간에 21세기 이후의 시대가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엘리트 스포츠와 사회 

동호인(클럽)의 참여 스포츠, 그리고 국민생활체육의 유기적인 관계 설정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동호인 스포츠의 진흥을 위한 인프라가 절대 부족하고 제도적 기반이 

다소 취약한 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할 현실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일방적으로 견인하고 주도하던 스포츠-체육 정책은 국가와 사회의 병행 관리 시스템 속에서 엘 

리트 스포츠와 국민생활과의 자생적 관계를 연구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22) 허진석, 『즈포츠공화국의 탄생』,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 231∼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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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민관식의 까、푸 _::z_ 

- 체육 활동에 대한 고찰」어1 대한 

토론문 

유 임 하 (한국체육대학교 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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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에서 소강 민관식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본격화한 허진석 교수님의 발표를 직접 

듣게 된 것은 본인으로서는 매우 뭇갚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교수님은 소강 민 

관식 선생의 생애구술을직접 담당했던 취재 기자였고,그의 생애를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정 

책이라는 맥락 안에서 논의한 한 사람의 학자로서 활발하게 학문적 성괴를 축적해 가고 있기 때 

문입니다. 스포츠 기자의 오랜 현장 경험과 폭넓은 자료 구사능력, 학문적 논의에 필요한 문제 

의식이 조화를 이룬 박사논문부터 『스포츠공화국의 탄생』을 비롯하여 최근의 연구까지 접할 수 

있었던 저로서는, 소강 민관식의 스포츠와 학교체육의 자장에서 성장한 저의 세대적 특성과 허 

교수님과의 인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소강 민관식’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미지는 제게 70년대 스포츠 체육문화와 멜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그가 일군 스포츠 인프라 구축의 신화와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위력 속에서 스포츠 체육문화를 제험하면서 자라난 세대입니다. 그는 태릉선수촌과 빙상장 건 

설, 체육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체육회관등을 비롯해서, 체력장 제도에 이르기까지 ‘민관식 카드’ 

라고 불러야 할 정도입니다. 소강은 70년대 스포츠 체육정책을 주도했고 실제로 오늘의 한국스 

포츠 체육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었습니다. 발표를 통하여, 소강 민관식과 70년대 스포 

츠체육정책의 방향과 주요 성과, 한계에 이르는 논의들이 문제적이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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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체육에 빛과 그늘을 함께 드리운 존재임을 실감합나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체감했고 이해한 소강 민관식의 스포츠체육정책 담당자로서의 면모만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소강 민관식 학(學)’의 정립을 위해, 질의토론자로서 발표자의 발 

표 대부분의 내용에 수긍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발표자께서 언급하선 ‘제3공화국의 스포츠-체육의 개발과 발전 방향이 권력으 

로부터 현장으로 권위적으로 전달되는, 민관식이 주축이 된 하향식의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정 

책 수행의 이념과 방식’을 가리켜 ‘민관식 패러다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저13공화국의 

스포츠 체육 정책의 방향을 가장 특징적으로 설명해줄 커워드입니다만, 자칫 저13공화국의 스포 

츠체육정책 담당자가민관식 외에는그아류에 지나지 않는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 여지도 있 

다는판단이듭니다. 

예컨대, 소강의 체육회장 임기 (1964∼1971, 7년)에 버금가는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김택수 

(1926∼1983, 1971∼1979, 8년)와 김운용(1993∼2002, 8년)이 바로 그들입니다.(서울 88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기여한 정주영 회장의 공적도 누락될 수 없지요) 그 중에서도 김택수 회장의 경우 

소강과는 달리, 사재를 털어 태릉선수촌의 숙소와 급식 현대화, 전임 코치제와 경기력향상 연금 

제도를 통한 경기력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고, 1973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는 직접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하여 공산권과 교류하며 체육외교의 기틀을 마련한 점 역 

시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 제기하신 

‘민관식 패러다임’은 논의의 키워드봐는 함의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의 크기와 높이에 대한 객관 

적이고 중립적인 이해에 앞서 자칫 고유명사화하고 이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한 발표자의 

전제가 논의 자체를 개념화시켜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 

을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는 첫 번째 질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소강이야말로 역대 체육회장 

들이 사회적 명성에 기댄 정치적 상정에서 국력 과시와 국가 자존심 제고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 

라 정부의 지도력을 과시해야 할 책무를 수행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전의 체육회장과는 다른 맥 

락을 갖는다는 주장을 하셨습니다.(『스포츠공화국의 탄생』, 137∼138쪽) 발표자께서는 소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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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여된 전환기적 사명을 도쿄올림픽을 앞둔 시기에 취임한 이래 남북 대결이 치열한 냉전의 

시기를 관통하며 일군 성과라는 점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정치 환경과 

교토제대 농림화학과 출신의 자연과학자의 품성(저는 테크노크라트의 자질이 발휘된 측면이 더 

많다는 입장입니다만)은 구별해서 섬세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민관식이라는 체육행정가는 시대적 조건과 체제, 이념, 정책담 

당자로서의 특색이 이러한 국내외 정치의 환경과 낙후한 체육스포츠의 조건 속에서 특별한 능 

력을발휘한것인데,그의 역할과그의 성과는개인이 발휘한것이면서도,당대 사회의 동원체제 

가가진 역동성의 일부가아닐까생각됩니다.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정희체제가 시도한 압축성장의 동원방식에서 소강이라는 개 

인의 역할이 외형상 박정희라는 권력자의 에피고넨(아류)으로 견주어도 그리 틀리지 않아 보입 

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자의 아류가 아닌 개인의 정책적 역량을 발휘한 체육행정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발표자께서는 박정희체제와는 변별되는 소강의 지도자적 

특성은 어떻게 규정할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민관식 패러다임’의 함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으로 보아, 소강이 쌓은 업적 중 가장 중요한 사안들은 스포츠 인프라 구축, 스포 

츠 훈련경기와 과학의 접목 등과 같이 근본적이면서도 ‘압축성장을 위한 동원체제 구축’이라는 

박정희 체제의 성과 및 한계와 닿아 있는데, 이런 동질적 연관성이 ‘민관식 패러다임’의 주요 특 

성이라고말할수있겠지요. 

‘민관식 패러다임’은 박정희체제가 지닌 높은 효율성에 연원을 두고 있지만 그 도식이 척박한 

스포츠 체육 인프라를 가진 당대 한국사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어떤 설비와 제 

도회를 거쳐 스포츠 체육문회를 가지고자 했던 것일까요? 저는 소강의 저 ‘민관식 패러다임’의 

당대에서의 점화지점과 대략적인 윤곽은 알게 되었으나 지향하였던 최종의 지점이 무엇이었는 

지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체육행정의 수행방식인 ‘민관식 패러다임’은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 체육문화 구축과 국가 

주의적 폐단 또한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폐해는 세계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에도 국 

가주의적 차원의 긍정성에 버금가는 운동기계 양산이라는 부정성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민 

관식 패러다임’의 함의가 그에 걸맞는 역사성을 구비하고 있다면, 민관식 개인이 그러했듯이, 개 

인의 실적과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지도자로서의 품성과 자기관리는 어떤 방식에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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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체육에서 혁명을 일구었던 것일까요? 사회동원과 사회통합기제로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장기지속의 역사적 과정을 견인했던 그의 지도자 정신에 대한 조명이 필요한 것도 바로 지금의 

시점에서라고 하겠지요. 발표자께서는 민관식 개인의 품성이나 권력자와의 관계는 전제하고 계 

시지만, 수행방식의 유사성과 정책담당자로서의 공과에 치중하고 계신데, 그가 일군 공과는 어 

떤점을계승되어야하고어떤점을극복해야것인지 언급되어야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 열거하신 여러 시설과 제도의 성과들(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스포츠과 

학기술의 개발,트레이어들의 과학적인훈련지도)이 오늘의 한국스포츠체육에까지 명암이 이 

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발표문 결미 부분에서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거론했던 제 

3공화국의 스포츠체육정책이 ‘민관식 패러다임’으로 명명되면서 '88 서울올림픽 개최와 2002 한 

일 월드컵 개최 이후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경로에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선구 

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밝음만큼 그림자도 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점에서는, 

소강 이후 체육회장들이 소강만큼 지도자적 이념과 열정으로 스포츠 체육계를 이끌었다고 말하 

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서 냉전체제의 해체와함께 아마추어리즘에 입각한스포츠내셔널리즘 

이 퇴색되면서 체육정책 자체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스포츠체육계가 소강 만큼 

과단성 있고 치열하게 주요한 사안들(예컨대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걸맞는 생활체육의 확충, 정 

규직 지도자 양성과 사회적 배치, 학교체육의 정착 등)을 선제적으로 제도화했다면 좋았으리라 

는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동원체제에서 스포츠체육의 국가주의적 가치가 국민생활 

체육 분야로 이행해간 현실 변화는(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 시절 이후 급속히 변화되었다는 점 

에서) 소강의 탓이나 ‘민관식 패러다임’의 대체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 

다.(저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관식 패러다임’이 스포츠체육정책의 수행방식이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성 강조가, 곧바로 소강의 업적이 갖는 한계로 연계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 

심이들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체육정책 담당자로서의 민관식은 사회동원체제에 부응하면서도 스포츠 

체육계의 가장근본적인환경의 기반을조성하고이를제도화한존재로서 부각시키려면‘패러다 

임’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제도의 형성과 지속, 고정관념으로 자리잡은 전통’을 해명하는 데 필 

요한 다잉F한 항수와 매개변수들을 추출하여 이것들의 시대적 조건과 변화를 함께 연관지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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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소강 민관식을 전면에 내세워 그의 체육행정가로서의 면모를 제3공화국의 전반기 

(1964∼1971)에 국한시키되, 여타지도지들과의 차별화를통해 그의 공과를좀더 부각시킬 필요 

성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번 발표에 이르기까지, 소강 민 

관식의 스포츠 체육행정가로서의 다대한 업적을 조명하는 데 누구보다도 많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저의 질의와 바람은 부분적인 것임을 잘 헤아려주시고 앞으로도 소강 민관식 연구르 선 

도해주시기바랍니다. 



〔효쿼 I콰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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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이종학수집 

『관습조사벼 귀서』의 성격과 가치 

이 승 일 (국립강릉원주대사학과교수) 

1. 머리말 

2. 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관습조사자료군 

3. 해방 직후 관습조사자료군의 파편화 

4. 사운 이종학 선생 수집 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가치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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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수원광교박물관을 비롯하여 국사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는 “관습조 

사자료”가 다량 소장되어 있다. 관습조사자료들은 부동산법조사회부터 조선총독부 중추원 시기 

까지 약 40여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의 파생물이고, 단일 주제 기록물 중에서 

는 가장 규모가 큰 기록물 중의 하나이다. 이 중에서 수원광교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가장 

많은 관습조사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사학계, 법사학계, 민속학계 등에서는 일찍부터 관습조사자료의 사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일찍 연구가진행되었다. 법사학계가관습이 식민지 민사재판의 법원(法源)으로활용 

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습조사보고서를 분석한 이래로 역사학 · 민속학 · 인류학계 등에서도 

근대 한국인의 관습, 풍속, 제도, 종교, 일상 생활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관습조사자료들이 중 

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 더 나아가통감부 시기의 관습조사사업이 단순히 사회조사차원 

1) 정긍식, 『韓國近代法史댔』(박영사, 2002); 심희기, 「일제 강점 초기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 『법사학연구』, 28(한국법사학회, 

2003); 이승일, U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역사비평사, 2008); 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67(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이영학,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 『역사문화연구』, 39(한 

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1); 장철수, I조선총독부 민속조사자료의 성격과 내용」 「정신문화연구』, 21-3(한국학중 

앙연구원, 1998); 朴賢洙, 「H帝의 朝蘇調좁에 관한 細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鄭鍾休, 『韓國民法典η比較法的聊

究』(東京:創文社, 198”; 최석영, 「일제의 구관조사와 식민정책」 『비교민속학』, 14(비교민속학회, 1997); 홍양희, 「식민지시기 

친족관습의 창출과 일본 민법」 『정신문화연구』, 28-3(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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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한국인에게 적용될 한국법 

전 편찬을 위한 법제 자료 생산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관습조사자료가 근대 한국인의 법 생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료라는 점은 폭넓게 받아들여 

졌으나 연구가 심화되면서 해당 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재평가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즉, 관습 

조사자료에 ‘기록된 관습’과 ‘사실로서의 관습’은 차이가 있으며 일본인의 시각에 의하여 일부 왜 

곡되었기 때문에 사료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기록된 관습’에 대한 비판적 이해는 한국 법제사 진전에 기여하였으나 종전 연구는 관습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1910년에 편찬된 관습조사보고서를 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일제가 기획한 관습조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다Ocf한 관습조λf자료는 

[사진 1] 관습조사보고서, 이종학 기증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단지, 관습조사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들이 일본인 조사자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사운 이종학 선생이 수 

집한 자료가 공개되면서 관습조사의 방 

법 , 과정 , 조사주제 및 응답자(한국인) 

의 인적정보가 소상히 알려지게 되었 

다. 이를 통하여 관습조사는 일본인 법 

학자가 계획하였으나 실지조사자료는 한국인을 인터뷰한 기록물이고, 문헌조사 자료 또한 조선 

재래의 실록, 등록 등 각종 문헌과 법령을 발춰l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관습 

조사과정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관습조사자료의 사료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관습조사보고서』는 식민지 통치자료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인의 관습을 기 

록한 유일한 전국적인 표본조사자료라는 점에서도 체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습조사사업의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조사사업 과정에서 관습조사자료군이 

어떻게 형성되었지, 해방 후에는 자료군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법전조사국 생산 자료군을 중심으로 사운 이종학 선생이 수집한 관습조사자료의 특정과 사료적 

가치에 대하여 소개하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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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관습조사자료군 

관습조사자료는 부동산법조사회에서 시작하여, 법전조사국, 취조국, 참사관실, 중추원 등으로 

기관이 바뀌면서 관습조사와 관련하여 생산, 수집한 기록물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관습조사자 

료의 범위에는 해당 기관이 생산한 조사자료 뿐만 아니라 관습조사의 필요에 의하여 수집한 조 

선 재래의 고문서, 문헌, 실록자료 등도 포함된다. 관습조사자료는 1910년 한국병합이 단행되면 

서 식민통치의 필요에 의하여 관습조사 업무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다Ocf한 성격의 기록물이 추 

가되었다. 관습조사자료는 최종적으로는 중추원 조사자료와 함께 보존되었기 때문에 관습조사 

자료의 범위를 획정하고 그 자료들의 역사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조사기관들의 연혁 

과주요 업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부동산법조사회와 관련 기록물 

한국에서 관습조사는 일제의 한국 침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에 부동산법조사회를 설치하여 부동산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토가 부동산 

법조사회를 설치한 이유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재산을 법률로써 보호하기 위해서였는 

데, 부동산 관련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한국 관습을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2) 

이토는 일본 민법의 기초자이자 민법학의 대가였던 우메 겐지로(悔讓次郞)를 초빙하여 한국의 

부동산 관련법의 기안(起案)과 관습조사를 맡겼다. 부동산법조사회는 지방의 노유석사(老f需碩 

士) 가운데 연혁이나 관습에 정통한 한국인 관료를 위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실제적인 조사는 일 

본인이 직접 수행하였다. 3) 

우메는 일본본국에서 이미 시행한 ‘민사관례조사(民事.,貴例調출)’를 모방하여 관습조사를 지 

휘하였는데,부동산법조사회는미리 조사사항설명서를보내어 각관아에서 응답을준비할수 

있도록 하였고 각 관아는 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이같은 조사방식은 일본에서도 채택 · 시행된 

2) 최원규, 「대한제국과 일제의 土地權法 제정과정과 그 지향」 『동방학久1』, 94.(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3) 부동산법조사회의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정긍식, 『韓國近代法史댔』(박영사, 2002); 이영미,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일조각, 2011); 이승일, 앞의 글.; 왕현종, 더906∼7년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 한국 토지 관습」 『일제의 조선 

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성격 II(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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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있었고, 관습조사가 한국에서는 처음이 었기 때문에 조사의 수행상 또는 조사사항의 신속 

한 답변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부동산법조사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조사보고서를 작 

성하였다. 조사지역은 경기도, 충청남북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경기도, 경상남북 

도 등의 지역이었다. 우메가 직접 참여한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지역은 경성이사청, 인천이사 

청, 개성부, 평양관찰부, 평양이사청, 수원관찰부, 대구관찰부, 부산이사청, 마산이사청 등 5개 

이사청 , 3개 관찰부 및 1개 부 등이 었다. 4) 

하지만 우메가 참여한 관습조사는 조사 기간이 짧았고 피조사자의 수도 매우 적었다. 응답 

자는 일본인 이사관이나 한국인 군수 등 1∼2명에 불과하였고 인터뷰 시간도 2∼3시간 정도였 

다. 그리고 응답자가 군수, 관찰사 등의 관료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한계라고 할 수 있 

다. 부동산권에 대한 관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정관료들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 

및 소작인 등 이해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극히 제한된 계층을 대상 

으로 인터뷰가 시행되었다. 더구나, 한국인 외에도 일본인 이사관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에 해당 지방의 관습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5) 

이후 川d홉萬藏과 山口慶一, 平木動太郞 등이 우메의 조사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1906년 8월부 

터 제2차 조사를 시행하는 등 한국의 주요 지역의 부동산 관습을 조사한 후에 관련 조사보고서 

류를 작성하였다. 아래의 표는 부동산법조사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다. 6) 

[표 1 ] 부동산법조사회가 생산한 기록물의 헌황(총 13책) 

자 료 소장기관 자 료 소장기관 

韓國土地所有權 / j감활을?論X 국립중앙도서관 韓國不動塵二關7-Jνl貴例 第1,撥 교토대학교 

維新後不動塵法 국립중앙도서관 韓國不動塵二關7-Jνl貴例 ; 第2繼 국립중앙도서관 

調훌事項說明書 국립중앙도서관 韓國二於꺼T Jv土地二關久 Jv權~lj一班 국립중앙도서관 

不動塵信用論 국립중앙도서관 朝蘇皇室及民族變選/模要 국립중앙도서관 

勝州灣古領/當初二於꺼TJv獨ζ國政府 
국립중앙도서관 

土地及建物/賣買,體與,交換及典當/
국립중앙도서관 

/施政 證明二關X Jv規J'Ilj及指令等要錄

韓國不動塵二關Z Jv調훌記錄 국립중앙도서관 土地家屋證明規則要톱 국립중앙도서관 

屬領짧lj度二關7-Jv學說及實際 국립중앙도서관 

※ 비고 . ‘不動庫法調좁報告要錄’은 부동산법조사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법전조사국이 출간하였기 때문에 법전조사국 기록물로 
편입하였다. 

4) 우메가 수행한 한국 부동산 관습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승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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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부동산법조사회 관련 기록물로서 부동산법조사회의 조직 및 직원의 임면(任免), 출 

장 관련 공문서가 남아 있다. 이 공문서들은 대한제국 공문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서울대학 

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법조사회안(不動塵法調훌會案)’ 등이다. 부 

동산법조사회는 일제의 대한정책이 변화함에 따라서 1907년에 폐지되었다. 

2) 법전조사국과관련 기록물 

1907년에는 일제가 한국을 실질적 종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사가 크게 확 

대되었다. 헤이그 밀사사건을 계기로 하여 일제는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황제 

로 내세웠으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정미7조약을 체결하였다. 정미7 

조약은 한국의 사법제도 개편 및 각종 법률 제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일제는 이 조 

약을 근거로 재판소구성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한국의 사법제도를 일본식으로 개편하고 해당 재 

판소에서 재판의 기준으로 사용할 각종 법률을 정비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전조사국을 

설치하여 각종 입법에 필요한 자료들을 대거 수집 및 생산하였다.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에 참여한 인물들은 安購靜, 平木敵太郞, 下森久吉, 판쩌賢太郞, ) , ,原

信義, 岩짝武市 등 모두 일본인들이었고 이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한국인 통역자가 배당되었다. 

법률안 기초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원들도 松좋竹雄, 安住時太郞(법부서기관), 購紙次

郞(검사), 國分三家(검사), 中村竹藏(판사), 城數馬(판사), 週響易(판사), 유성준, 김낙헌, 이시영 

등으로 일본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7) 

다만, 법전조사국은 부동산법조사회에 비하여 조사 지역 및 피조사자, 조사 일정 등에서 규모 

가 컸다. 관습조사 방법으로는 실지조사와 문헌조사가 있었는데 실지조사는 일반조사와 특별 

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일반조사는 전국을 대표하는 48개 도시를 선정하여 수행되었는데, 

법전조사국은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전국의 48개 지역을 제1관 지역과 저12관 지역으로 나누어 

5) 이승일,앞의글. 

6)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최원규, 「대한제국과 일제의 土地權法 제정과정과 그 지향j 『동방학 
지』, 94(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6); 윤대성, 『한국민사법제사연구』(한국학술정보, 2009); 이영미, 『한국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일조각, 2011); 왕현종, 더906∼7년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 한국 토지 관습」 『일제의 조선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성격 TI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국제학술회의자료집)』(연세대 근대한국학연구소, 2012) 

7) 법전조사국의 위원 및 조사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 참조. 정긍식, 『韓國近代法史댔』(박영사, 2002); 이승일,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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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법전조사국 직원 

委員長 松놓竹雄, 安住時太郞(법부서기관), 勝짧次郞(검사), 國分三갖(검사), 
위원 中村竹藏(판사), 城數馬(판시-), 鏡邊陽(판사), 유성준(법제국장), 

김닥헌(형사국장), 이시영(민사국장) 

1908 會富勇三郞
조사과 小田幹治郞(사무관, 조사과장), 川 Ill춤萬藏(사무관보) 

회계과 山口慶一(회계과장) 

최병상, 고정상, 유진혁, 平木動太郞(번역관보로 추측됨) 

M흉邊陽(판사), 中村竹藏(판시-), 城數馬(판시-), 購紙次郞(검사), 
위원 國分三갖(검사), 松츄竹雄(서기관), 安住時太郞(서기관), 

김낙헌(형사국장), 이시영(민사국장), 유성준(내각 법제국장) 

사무관 小田幹治郞
1909 용富勇三郞 

서무과 山口慶一(과장), 八田岩놈, 室井德三郞(이상 사무관보) 

조사과 
川Ill춤萬藏(과장), 安購靜, 平木動太郞, 下森久吉(이상 사무관보), 최병상, 
고정상, 유진혁, 김동준, 방한복, ;딴꺼꺼賢太郞(이상 번역관보) 

회계과 山口慶-(과장), ”|原信義, 岩용武市, 中州政美(이상 사무관보) 

※ 비고 ; ‘不動塵法調좁報告要錄’은 부동산법조사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법전조사국이 출간하였기 때문에 법전조사국 기록물로 

편입하였다.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제1관 지역은 1908년에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의 한반도 중남 

부 261B 지역을 조사하였고, 제2관 지역은 1909년에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의 한반 

도 중북부 22개 지 역을 조사하였다. 8) 

[표 3] 관습조사지역 

일반조사지역 (1수도,47개 지역) 

행정중심지 구 개항장(개시장)9) 구중심지 기타 

켜。 성(제1관 지역, 1곳) 경성 

경 기 도(제1관 지역, 4곳) 기 ι-、 τ。이크 인천 개성 안성 

충청남도(제1관 지역, 4곳) τ。7 ?-「 예산,온양,은진 

충청북도(제 1관 지역, 3곳) 청주 τ 코f「;~‘ 여。조 。ε

경상북도(제 1관 지 역 , 4곳) 대구 상주,안동,경주 

경상남도(제 1관 지 역 , 4곳) 진주 동래(부산), 창원(마산) 울산 

전라남도(제 1관 지역, 3곳) ~JZ「; 무안(목포) 제주 

전라북도(제1관 지역, 3곳) 전주 옥구(군산) 남원 

황 해 도(제2관지역 ,2곳) 해주 황주 

평안남도(제2관 지역, 4곳) 평양 진남포(삼화) 안주 더-,처 L」

평안북도(제2관 지역, 4곳) 의주 용천(용암포) 강계,영변 

함경북도(제2관 지역, 4곳) 鏡城 경흥,성진,회령 

함경남도(제2관 지역, 4곳) 함흥 덕원(원산) 갑산,북청 

강 원 도(제2관 지역. 4곳) 도'-'즈-~서ι τ 이크?-「, 카 。르 。 二ci-λ。"

총계(4s1H 지역) 14 11 15 8 

비율 29.1% 22.91% 31 .25 16.6% 



119 

4주제 사운 이종학수집 r관습조사보고서」의 성격과 가치 

일반조사는 실지조사의 방식을 취하였는데, 실지조사는 민사 및 상사에 관한 2061B 사항에 대 

하여 각 지역에서 관습조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선발하고 해당 관청으로 불러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법전조사국은 1910년에 일반조사뿐만 아니라 

특수사항에 관해서는 9개도 38개 지역을 선정하여 별도로 특별조사를 실시하였다.10) 다음은 실 

지 조사 및 관습조시를 편찬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림 1 ] 관습조사의 프로세스 

법전조사국 
지방관아 

(경복궁내 설치) 

1. 조사지역선정 

2. 조사방법결정 

3. 협조공문발송 
(법전조시국→지방관아) 

1. 협조공문접수 

2 . 응답자선정 
3. 응답자모집 
4. 조사편의제공 

지방관아 
(법전조사국조사관) 

1. 응답자와의 띤담 
2 . 조사결과기록 

3. 지역조사서 작성 
4. 특별조사서작성 

법전조사국 

1. 문헌조사서작성 

2. 지역(특별)조사서 수합 

3. 문제별조사서작성 

4. 각지관습이동표작성 
5. r관습조사보고서」 편찬 

※ 이승일,「일제의 관습조사사업과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r대동문화연구」, 67(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9).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형식의 기록물들이 생산되었다. 

예컨대,각종조사보고서류외에 법전조사국의 조직(안) 및 직원의 임면,출장협조에 관한공문 

서들이 생산되었는데 이 기록물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법전조시국의 조사자 

료들은 매우 방대한 양으로 남아 있는데 식민지 재판에서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한 것이 ‘관 

습조사보고서’이다. 이 ‘관습조사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출판된 것으로서, 이 출판물을 만들기 위 

해서 많은 지역조사서, 특별조사서, 문헌조사서가 별도로 만들어졌다. 11) 

사운 이종학 선생이 수집한 자료 중에서 ‘구조사서표(舊調훌書表)’는 취조국이 법전조사국이 

수행한 업무를 정리하면서 생산 · 보유하고 있던 실지조사서류의 현황을 기록한 것이다. 이 자 

료에는 1910년 ‘한국관습조사보고서’를 편찬하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문제별 조사서, 각지관 

8) 이승일,앞의 글. 

9) (구)개항장 및 (구)개시장은 지방제도 개편에 의하여 府로 전환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 참조. 손정목, 「韓國地

方制度· 自治史班究(上)」, 一志社, 1992. 
10) 특별조사지역은 개성, 수원, 여주, 풍덕, 장단, 파주, 연천, 재령, 서흥, 안악, 봉산, 평양, 진남포, 숙천(爾川), 의주, 용천, 정 

주, 공주, 강경, 연산, 대구, 경주, 성주, 포항, 부산, 마신-, 울산, 밀양, 김해, 용남, 광주, 목포, 나주, 법성포, 순천, 전주, 군산, 

금산 등이다. 이승일, 앞의 글. 

11) 법전조사국의 조사활동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승일,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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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일반 및 특별조사보고서류의 현황 

조사보고서의종류 

지역조사서 
(총 48책) 

일반 관습조사보고서 

조사서류 (총 6책) 

(719책) 各t也慣習異同表12)

(총 6책) 

문제별조사서 
(총 660책) 

특별조사서류1 3) 

(총 111책) 

종합 

조사보고서의세부유형 

경성, 개성, 인천, 수원, (안성), 청주, 충주, 영동, (대구), 
저]1관지역 상주, 경주, 울산, (동래), (창원), 진주, 청주, 무안, 광주, 
(중/남부) 옥구, (전주), 남원, (공주), 온양, 예산, 恩律 등 지 역조사서류 

26책 

해주, 황주, 평양, 삼화, 안주, 덕천, (용천), 의주, 강계, 
제2관지역 
(중/북부) 

(영변), 경흥, 회령, 鏡城, (성진), 북청, (갑산), 함흥, 덕원, 
金城, 춘천, 원주, 강릉 등 지 역조사서류 22책 

제1문∼제20문, 제21문∼제50문, 저]51문∼104문, 제 105문∼157문, 158문∼180문, 
제 181문∼206문 

저] 1문∼제20문, 제21문∼제50문, 제 51문∼104문, 저]105문∼157문, 158문∼180문, 

제 181문∼206문 

총 문항이 206개인데, 제1관 및 제2관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문제별로 
초서본과 정서본을 별도로 작성하였다. 제 1관 지역과 제2관 지역으로 묶어서 
부책을 새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각 1개 문항당 최대 4책(제1관 지역 초서본 
및 정서본, 제2관 지역 초서본 및 정서본)이 생산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문항을 대상으로 정서본을 전부 작성한 것은 아니었고 총 660책이 
생산되었다. 

女子/營業二關 ;z;i..,調훌書, 冠禮拜禮二關 7-.Jv調좁書, 籍喪失二關 7-Jν調좁書, 

j去A二關久 Jv調훌書, 面及洞 /權利能力二關 7-.Jv調좁書, 극놓院二關 7-. Jv調훌書, 

土地 /種目二關7-.Jv調훌書, 外)\/土地所有權二關 ;z;i..,調훌書, 
永給田二關 7-.Jv調훌書, 慣養二關.AJv調훌書, 入會二關 .AJν調출書(대구, 동래, 
창원 각 1책씩 총 3책), 家卷地卷二關 7-.Jv調좁書, 地上權二關 ;z;i..,調훌書, 
永小作權二關 ;z;i..,調훌書, 典當二關;z ;i..,調훌書, 土地/훈~付二關 7-.Jv調훌書, 
a姓二關7-.Jv調훌書, 次養子二關 7-.Jv調훌書, 養子緣組/方式二關.AJv調훌書, 
婚禮二關 ;z;i..,調훌書(2책), 家f會二關 7-.Jv調좁書, 於흡二關 .AJν調훌書 등 11책 

총 831책 

※ 출처 ; 朝蘇總督府, r舊調좁書表」, 발행년도 미상 14) 

비고 . 지역조사서 중에서 ( )묘기가 된 것은 현재 소장처가 확인된 지역이다 

습이동표 등의 부책의 수도 표기하고 있어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주 

요 실지조사서류틀을 모두 파악할 수 있으며, 문헌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조선 재래의 법전, 고문 

서,각종거래양식등도수록되어 있다. 

12) 문제별 조사서를 토대로 하여 각 질문에 대한 각 지역별 관습의 유사성과 차이점만을 기록한 것이다. 
13) 이 자료 중에서는 부동산법조사회가 조사하고 법전조사국이 최종 정리한 부동산법조사보고요록(不動塵法調훌報告要 
錄)도포함되어 있다. 

14) 이 자료는 판심(版心)에 조선총독부로 표기되어 있고 해당 내용에 1911년 취조국 조사자료의 현황도 일부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910년 법전조사국이 폐지되고 잔무를 정리하면서 작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최소한 법전 

조사국 당시에 생산된 자료들의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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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총독부 시기의 관습조사와 관련 기록물 

한국 민법 제정을 목표로 하였던 법전조사국은 일제가 한국병합을 단행하면서 폐지되었다. 한 

국병합 이후에는 관습조사의 범위가 일부 축소되었다. 그것은 일제가 한국 법전 편찬 계획을 포 

기하고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여 일본 민법을 의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민사령 

저111조에서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조선 관습이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서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관습 조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서 조선총독부는 

1910년 10월 1일에 취조국을 설립하여 법전조사국의 사무를 승계하였다. 취조국은 조선총독에 

속하고 @ 조선의 각반의 제도 및 일제의 구관조사, @ 총독이 지정한 법령의 입안 및 심의, @ 

법령의 폐지 개정에 대해 의견의 구신(具申) 등의 사무를관장하였다. 15) 

취조국은 한국병합의 결과 구(舊) 제도 및 관습 등을 조사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조사 

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식민행정상 각반의 시설에 자료를 제공하고 또 사법재판의 준칙이 

될만한관습을제시하며,동시에한국인에게적합한법제의기초를확립하기위하여한국전역에 

걸쳐서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고 전적(典籍)을 섭렵하여 제도 및 관습의 연원을 찾기로 하였다. 

[표 5] 취조국의 실지조사 항목16) 

한국인의 토지제도, 친족제도, 面 및 洞, 종교 및 사원의 제도, 양반에 관한 제도, 조선어사 

전 편찬, 지방제도, 舊법전조사국의 조사사항 정리, 常民의 생활상태, 한국통치에 참고할 

수 있는 구미각국의 속령지 및 식민지 제도연구 등 18개 항목 

그러나 취조국은 1년 반만에 폐지되는 바람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1912년에 참사관실로 

인계하였다.17) 1912년 4월 1일에 설치된 참사관실은 취조국의 업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다만, 

조선민사령이 제정되면서 일부 조사의 범위가 조정되었는데, 구관조사는 조선민사령에서 관습 

으로 규율하기로 정한 아래의 사항, 즉 @ 조선인의 능력 및 무능력자의 대리에 관한 관습 @ 조 

선인의 친족에 관한 관습 @ 조선인의 상속에 관한 관습 @ 조선 내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종 

류, 효력 및 그 득상변경에 대한 특별한 관습 @ 조선인 외에 관계없는 사건에 대해 공(公)의 질 

15) 朝蘇總督府中樞院, 『朝蘇舊.,貴뿜lj度調훌事業漸要』(朝蘇總督府中樞院, 1938), 21-22면. 

16) 朝蘇總、督府中樞院, 『朝蘇舊慣制度調훌事業搬要』(朝蘇總、督府中樞院, 1938). 

17) 이승일,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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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관련되지 않은 규정과 다른 관습 등이다. 이 같은 조사 사항을 근거로 하여 참사관실이 실 

지조시를 수행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6] 참사관실의 실지조사항목 

Zj]者의 행위능력 , 心神에 異狀있는 자의 행위능력 , 不具者의 행위능력 , 奏 · 흉의 행위능력 , 
능력에관한사항 浪費자의 행위능력 , 무능력자의 행위의 효력 및 그 追完, 행위능력의 보충 및 제한의 除돼, 

무능력자의 대표 및 재산의 관리 (8항 64문) 

친족에관한사항 친족의 범위, 호주 및 가족, 혼인, 친자, 부양, 친족회, 喪式 및 喪服(10항 51문) 

상속에관한사항 
제사상속,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정지, 상속인의 購缺, 상속의 회복, 
廢家 · 紹家 및 廢紹家再興(lo항 51문) 

유언에관한사항 유언, 유증(2항 11문) 

물권에관한사항 
소유권,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地投權), 입회권, 유치권, 선취특권, 전당권, 특종의 물권(9항 
38문) 

다수 당사자의 채권, 다수 당사자의 채무, 불가분 채권 및 불가분 채무, 보증채무 및 채무의 

채권에관한사항 
인수, 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계약의 성립 및 해제, 매매, 교환, 채대차(f責貨借), 
소비대차(消費貨借), 시용대차, 고용, 청부, 위임, 기탁, 조합, 정기금 채권, 화해,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식(利息、),손해배상(24항 62문) 

기 타 사항 
법 인(法A)에 관한 사항, 기간에 관한 사항, 부녀에 관한 사항, 승려에 관한 사항, 비복(牌f業)에 
관한 사항, 특종부락에 관한 사항(6항 21문) 

※ 출처 .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참사관실의 구관조사 업무는 1915년에 중추원 관제가 개정되면서 중추원으로 이관되었다. 조 

선총독부 중추원은 1915년 4월 30일 칙령 제62호로 관제가 개정되어 구관 및 제도 조시를 업무 

로 편입시켰다. 18) 중추원은 사법(私法)에 관한 조사를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상 및 일반의 

참고가 될 풍속관습을 모두 조사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세웠다. 

@ 사법(私法)에 관한 관습의 조사를 완결하고 편찬할 것 

@ 널리 구래의 제도를 초사할 것 

@ 행정상 및 일반의 참고가 될 풍속관습을 조사 · 편성할 것19) 

종전까지 조선총독부의 조사는 사법적(私法的) 관습 또는 식민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 · 수 

집하였으나 중추원에서는 풍속관습을 비롯하여 구래의 제도로까지 조사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 

18) 만915년 4월 30일 칙령 제62호」 『朝蘇總督府官報』.

19) 朝蘇總、督府中樞院, 『朝醒舊慣옮lj廣調훌事業懶要』(朝蘇總督府中樞院, 1938),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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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중추원에서는 1915년부터 1920년까지 역둔토 및 궁장토에 관한 사항, 양자 및 입후에 관 

한 사항, 토지소유권의 연혁 , 전당권, 소작권, 보증채권, 객주, 능력(법인 제외) 등을 조사하였고,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段權), 입회권(入會權), 유치권(留置權), 선취특권(先取特權), 연대채 

무, 채무양도, 매매, 가(家), 친족의 명칭, 친족의 범위, 친등(親等),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결 

혼(연령, 종류, 제한), 친자, 친족회, 부양의무, 상속, 거간(居間), 위탁, 중개, 수형(手形), 운송, 

해상(海商) 등에 대한 사항도 자료 정리를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중추원은 구관조사의 부속사업으로서 조선반도사 편친-, 조선인명휘고[이후 조선인명 

사서(朝蘇A名解書)로 개칭] 편찬, 조선사회사정조사, 조선지지(朝蘇地誌、) 편찬, 부락조사 등도 

추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록물도 많이 생산하였다. 

1921년부터는 민사관습 · 상사관습 · 제도 · 풍속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1923년 초 

에는 새로 민사관습조사항목을 편성하고 이 방침에 기초해 조사를 완료하기로 하였는데, 민사 

에 관해서는 그 편별을 대체로 일본민법을 모방하고 한국에서의 특종의 사항을 참작하여 입안 

하기로 하였다. 이 중에서 1936년까지 탈고한 것은 토지소유권의 연혁 및 현행법령과의 관계, 

계(햇), 호적 , 성명 및 관(貴), 결혼요건 등이 었다. 민사관습에 관한 각종 조사보고서는 『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1930)』, 『민사관습회답휘집(1933)」 , 『이조의 재산상속법(1936)』, 『조선제사상속 

법론서설(1939)』 등이 차례로 편찬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관습조사사업은 각종 부속조사사업도 함께 시행되었고 1938년에 조선구 

관제도조사사업개요를 발간하면서 대략 마무리되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조사활동을 시기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관습조사자료를 생산한 기관의 주요 업무와 자료의 성격 

생산기관 z「;」r그、- (' 님、4 -I「〕 자료의성격 

부동산법조사회 1. 부동산법 관련 법률 기안 한국 부동산의 관습 및 제도 

1.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법전조사국 형사소송법 및 부속 법률의 한←국 민법 , 상법, 친족, 상속 관련 관습 및 제도 

기안 

1. 조선의 각반의 제도 및 일체의 
토지제도 , 친족제도, 面 및 洞, 종교 및 사원의 

구관조사 
~」λ 니게걷 。는즈 「c.._닙「 2. 총독이 지정한 법령의 입안 및 

제 도 , 양반에 관한 제 도 , 조선어사전 편찬 , 

(1910.10.1∼1912.3.31) 심의 
지방제도, 舊법전조사국의 조사사항 정리, 常民의 

3. 법령의 폐지 개정에 대한 
생활상태 , 조선통치에 참고할 수 있는 구미각구의 

의견 具申 
속령지 및 식민지 제도연구 등 1s1H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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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주요업무 자료의성격 

1. 구관조사(조선인의 능력,친족,상속, 

조선총독부참사관실 
부동산물권) 

(1912 . 4.1 ∼1915.4.29) 
1. 조선의 제도 및 구관의 조사 2. 조선 古書 및 金石文, 招本 수집 

3. 각군의읍지 수집 
4. 조선 재래 활자및 판목의 정리 

1. 민사관습의조사 
2. 상사관습의조사 

조선총독부중추원 
3. 제도조사 

1. 조선의 구관 및 제도의 조사 4. 민속 및 풍속의 조사(조선시-회사정조사 포함) 
(1915.4 . 30∼1938) 

5. 조선사의 조사 및 편찬 
6. 조선역사지리의 조사 
7. 일반 조사자료의 수집 및 편찬 

이상에서 알수 있듯이 조선총독부의 조사 범위는 대체로 식민통치에 필요에 따라서 일부 변동 

이 있었다. 1910년대 관습조사사업은 1915년 중추원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제도조사, 풍속조사, 

조선역사 및 조선지지 사업으로확대되었다. 

3. 해방 직후 관습조사자료군의 파편화 

법전조사국을 비롯한관습조사보고서류들은 해방 직전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고에 소장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관습조사 업무가 부동산법조사회→법전조사국→취조국→참사 

관실을 거쳐서 중추원으로 업무가 인계되었고, 관련 자료들도 함께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20) 조선 

총독부 중추원은 당시 경성(서울)에 소재하고 있었는데 해당 건물에 조선사편수회도 함께 입주해 

있었고, 담당업무도 매우 유사하였기 때문에 두 기관의 자료들은 매우 밀접한관계에 있었다. 

해방직후에 일본인들이 대거 한국을떠나면서 식민통치기록에 대한접수및관리가매우시급 

하였다. 조선총독부 본부가 패전 전후로 하여 총무과가 소장하고 있던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파 

기하여 해방 직후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총독부 본부의 공문서는 약 3만여책에 불과하였기 때문 

이다. 21) 또한, 중추원 및 조선사편수회에는 주요 통치자료들 뿐만 아니라 조선 재래의 고문서 및 

고문헌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에 대한 접수 및 관리가 중요하였다. 

20) 부동산법조사회 자료들은 간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부가 생산되어 여러 기관에서 보관하였고, 부동산법조사회 공문서류 

는 대한제국 공기록으로 분류되었다. 

21) 미군정이 접수한 조선총독부 공문서는 조선총독부 본부 기록물로서 총무과가 관리하던 것을 말한다. 조선총독부의 공 

문서 관리체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 참조. 박성진 · 이승일, 『조선총독부 공문서」(역사비평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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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 및 조선사편수회 자료는 해방 직후에 당시 조선사편수회에 근무하고 있던 신석호(申 

奭鎬), 김건태(金建泰)씨의 노력에 의해서 일부나마 보존될 수 있었다. 당시 조선사편수회에는 

일제의 한국침략 과정이 잘 드러나 있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1894∼1910)을 촬영한 사진 원판 

44,000매와 이를 인화한 사진첩 400여권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제 총독부는 패전하자마 

자 이중에서 사진첩 400여권을 중앙청(조선총독부 건물) 서편광장에서 소각해 버렸고, 이어서 

원판마저도 파괴하려고 하였다. 이 사실을 감지한 양인이 원판을 일제의 눈을 피하여 중추원 서 

고로 옮겨 버림으로써 일부의 귀중문서가 보존될 수 있었다. 22) 

이렇듯, 해방 직후의 혼란기에 민족사료의 유실을 막기 위하여 조선총독부 등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각종 사료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한국인들 사이에서 폭 넓게 확산되어 미군정 

청 당국과 교섭하였다. 이 요청을 미군정청이 수락함으로써 발족된 것이 ‘국사관(國史館)23) ’이 

었다. 당시 국사관은 1946년 3월 23일에 미군정청령으로 국사관 설치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정 

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6년에는 744,600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일제시대 중추원 

내에 있던 조선사편수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46년 국사관이 중추원 건물에서 

업무를수행하던 시기까지는자료들이 온전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추정된다. 그러다가중추원 

건물 전체를 미군정 사법부가 사용하게 됨에 따라서 국사관은 경복궁 후원에 있는 집경당(錯 

敬堂)으로 이전하면서 조선사편수회 관련 기록들은 이전하였다. 이전 과정에서 모든 사료를 

국사관으로 이관하지 못하고 일부 자료를 남겨 둔 것으로 보인다. 조선사편수회와 중추원이 

소장하고 있던 모든 사료를 접수하여 발족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중추원 사료는 미군정 사법부 

(司法府)에서 접수하여 간 뒤였으므로 조선사편수회가 소장하고 있던 사료만을 접수하였다. 24) 

하지만 미군정 사법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자료군틀을 인수한 직후에 사법 운용에 필요한 자 

료 외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중추원 자료를 사법부가 모두 접수하여 제대 

로 관리하였다면 법원도서관이나 국가기록원 등에 소장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중추원의 조사 

자료들은 이 기관들에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 이 자료들은 민간으로 유출되었고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일부는 유실되었으며, 유출된 이후에 여러 복잡한 사정을 거쳐서 국사편찬위원회와 

22) 國史編幕委員會, 『國史編幕委員會史』(國史編幕委員會, 1990), 57면. 

23) 「국사관 설치규정(1946.3.23h 國史編幕委員會, 『國史編幕委員會史』(國史編幕委員會, 1990) 

24) 國史編暴委員會, 『國史編幕委員會史』(國史編幕委員會, 1990),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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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종학 선생이 수집하였고 일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국회도서관, 한국의 각 대학도서 

관,25) 일본 및 미국의 일부 대학도서관 등에서 파편적으로 입수하였다. 26) 

국내외 기관 중에서 관습조사자료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 

광교박물관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사관을 승계한 기관이었음으로 국사관이 접수하였던 조 

선총독부 중추원 자료를 인계받아서 관리하였다. 그러나 사운 이종학 선생이 언제, 어떻게 하여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사운 선 

생 생전에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구술기록을 만들어 놓지 못한 것이 아쉬움이 남는다. 

[그림 2] 관습조사자료 이관도 

식민지조사기관 

1. 법전조사국기록물 

2. 취조국기록물 

3. 참사관실기록물 
4. 중추원기록물 

미군정기 
(국사관설립) 

• 1 1. 미군정접수 

2. 국사관접수 

3. 민간유출 

한국정부 
(국사관승계) 

1. 조선사편수회 기록 
2. 관습조사자료일부 

개별수집기관 

1. 사운이종학선생 

2. 국회 및 국립중앙도서관 
3. 각대학도서관 

4. 미국및 일본등도서관 

4. 사운 이종학 선생 수집 관습조사자료의 현황과 가치 

1)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관습조사자료의 현황 

수원광교박물관에는 (고)이종학 선생의 유족들이 기증한 자료가 방대한 규모로 소장되어 있 

다. 원래, 이 자료들은 해방 직후에 미군정 사법부가 접수했으나 관리 소홀로 민간에 유출된 된 

후에 (고)이종학 선생이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해서 이종학 선생 

이 관습조사자료를 수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종학 선생이 수집한 

관습조사자료는 여타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성질의 자료들이 많다는 점에서 사료 

적가치가대단히높다. 

수원광교박물관에서 관습조사자료로 분류한 것은 758책인데 관습 및 제도조사와 관계된 실록 

25) 참사관분실관계서류가 대표적인데 서울대학교 구관서고에 있다. 

26) 이종학 선생이 수집하였던 지-료는 현재 수원박물관에서 기증받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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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각종 등록류를 발춰1한 전적조사자료가 약 630책이 있다. 27) 이 중에서 전적조사자료를 제외 

하고 생산기관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기록물의 생산기관별 현황 

생산기관 -며lj: -「H_λI 비율(%) 

법전조사국 358 47.2 

조선총독부기관 
359 47.29 

(취조국/참사관실/중추원 등) 

미 표기 및 기타 기관28) 41 5.4 

합계 758 100 

※ 비고 ; 이 통계는 수원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에 근거하였는데, 문제별 조사서, 특별조사서, 풍속조사서, 제도조사서 등 생산 
기관이 명백한 일부의 자료는 필자가 직접 수정한 결과를 합산하였다 

총 758책 중에서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자료가 358책으로 약 47%를 점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로 분류된 것은 중추원에서 생산된 것이 가장 많으며 이외에도 조선사법협회, 강원도, 이왕직 등 

식민지 시기의 기관을모두합산하였다. 다만,중추원등에서도관습조시를수행하였으나풍속 

조사, 제도조사, 조선사, 역사지리 등 다잉=한 자료들을 생산하였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는 생산 

기관별 분류만으로는 자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표 9]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자료의 분류 현황 

브L!:二T근T하C그모 -「 닙책수 비율(%) 

민상사관습(1) 580 76.51 

관습조사군 제도조사(2) 42 671 5.54 88.52 

풍속조사(3) 49 6.46 

역사·지지 조선사(4) 14 1.84 

조사군 조선지지류(5) 10 1.31 

기티-(6) 63 8.31 

표。느동 J 758 100.0 

이상의 통계를 살펴보면 수원광교박물관 자료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습조 

사자료를 관습/제도/풍속조사 등으로 분류한다면 소장 자료의 약 88% 이상이 관습조사자료임 

27) 펼지카 분류한 통계는 수원박물관의 목록집에 제공한 것과는 일부 치-이가 있다. 그 이유는 필지키- 중복자료라고 판단되 
는 일부를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28) 미표기된 것 또는 식민지 시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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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특히 , 민상사 관습자료가 76%가 되는 것은 수원광교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관 

습조사자료의 높은 사료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제도조사 또는 풍 

속조사 자료는 각각 5.5%, 6.1% 등으로 적다. 국사편찬위원회에는 민상사 관습 자료가 291책, 

제도조사 자료가 270책, 풍속조사 자료가 108책 등으로 제도조사 및 풍속조사 자료가 상대적으 

로 많은 것을 보면,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자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각 소장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관습조사자료가 생산량과 비교할 때 어느 정 

도의 소장율을 나타내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일제가 생산한 관습조사자료 중에서 법전조사국 

에서 생산한 자료(실지조사서류)의 현황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전조사국 자료의 보 

존 비율을 추계할 수 있다. 

[표 10] 법전조시국 관련 관습자료의 생산 및 보존 현황 

프LI:브T E크T 등 d~「 생산부잭 보존부책 보존비율(%) 

지역조사서 48 10 20.83 

문제별조사서 660 315 47.72 

특별조사서 111 46 41. 44 

관습조사보고서 6 2 33.33 

각지관습이동표 6 3 50 

합계 831 376 45.24 

※ 비고 ; 수원광교박물관, 국사펀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국내 소재하는 기관들의 자료들을 모두 수합한 결과임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전조사국에서 생산한 지역조사서는 모두 48책, 특별조사서는 111 

책, 문제별 조사서는 660책, 각지관습이동표는 6책, 관습조사보고서는 6책 등이다. 이 중에서 지 

역조사서는 10책(20.8%)이 보존되어 있고 특별조사서는 46책 (41%)이 남아 있다. 문제별 조사 

서는수원광교박물관에만 315책이 있는데 전체 생산부책의 약 47%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지역 

조사서가 약 10책 밖에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별 조사서를 통하여 유실된 지역조사서 

의 내용을 일부나마 확인할 수 있다. 수원광교박물관에는 지역조사서는 1권도 소장하고 있지 않 

다. 아래의 표는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지역조사서, 특별조사서의 소장처이다. 

[표 1 1 ]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지역조사서의 소장 현황 

소장기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합 

댐
 -
퓨
 

-

서
 -
규
 
-
원
 
-

씨
 -
디
 -창
 -

여
 τ-산
 -진
 -

지
 

-업
 -성
 -

-서
이
 

-낸
 -계
 

-안
 -£

c 
-

소장기관 

국회도서관 

연세대학교 

지역조사서 

영변, (갑산) 

영변, (갑산) 

10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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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특별조사서의 소장 현황 

소장기관 특별조사서 소장기관 특별조사서 

수원박물관 27 경상대학교 1 

국사편찬위원회 14 한국학중앙연구원 1 

고려대학교 2 국립중앙연구원 1 

합 계 46젝 

이상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실지조사서, 특별조사서 등의 생산 부책 및 

그 소장처가 대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전조사국이 생산한 실지조사류 830책 

중에서 약 45 . 52%가 전해지고 있다. 법전조사국의 핵심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조사서는 10 

책, 특별조사서는 46책이 남아 있다. 앞으로는 국내 · 외 기관을 좀 더 조사하고 발굴하는 것이 

과제라할수있다. 

수원광교박물관의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와 비교하면 특징이 잘 드러난다. 예컨대, 국사 

편찬위원회의 소장 자료들은 지역조사서 및 특별조사서, 전적조사서와 같이 하나의 완결된 부 

책 형식을 띠는 것이 많으나, 수원광교박물관에는 지역조사서는 1권도 없고 각지관습이동표, 관 

습조사보고서, 특별조사서가 27책, 문제별 조사서 등이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비해서 국사편찬 

위원회는문제별 조사서와각지관습이동표 등은 1책도 없으며, 특별조사서, 지역조사서, 풍속조 

사서, 제도조사서 등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장되어 있는 편이다. 

2) 사운 이종학 선생 수집 관습조사자료의 성격과 가치 

관습조사자료는 통감부가 한국 민법 제정을 위하여 만든 기초자료이다. 이 자료들은 통감부가 

한국침략을 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하려고 하였고 한국인의 법 생활을 어떻게 규율하려고 

했었는가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일부 연구자들은 통감부가 일본 민법을 직접 이식하려고 하였 

다고생각하였으나통감부시기의 법제자료와관습조사자료를통하여 이토히로부미는일본민 

법과 한국 관습을 적절하게 혼합한 형태의 민법을 제정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국병합 이후에 한국 민법 구상이 폐기되고 일본 민법이 직접 의용(依用)되었으나 친족 및 상 

속에 관해서는조선민사령 저1 11조에 의해서 관습이 민사재판의 기준이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사법재판에서는 ‘관습법’이 무엇인지가 대단히 중요하였다. 사법재판에서 기준이 되는 관습은 

대체로 “관습조사보고서”에 기록된 관습이었다. 대한제국 시기의 관습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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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사운 이종학 선생(1927∼2002) 

지고 있었고 법전조사국의 지역조사서에도 일부 그 같 

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일제 사법부에서는 이 같은 

다양한 관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습조사보고서에 기 

록된 관습만이 한국 관습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각 지 역조사와 1910년에 편찬된 관습조사보고 

서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구 

체적으로는 일제가 무엇을 조사하려고 하였고, 조사기 

법은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사하였는 

가를 밝히는 것은 관습조사자료의 성격과 가치를 판단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운 이 

종학 선생이 수집한 자료가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법전 

조사국이 어떻게 관습을 조사, 기록하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지역조사서, 문헌조사서, 특별조사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러한 자료들이 어떻게 하여 1910년 1권으로 간행된 관습조사보고서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종학 선생 기증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이 같은 의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수원광교박물관에는 법전조사국이 수행한 관습조사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구조사서표(舊調훌書表)”와 “관습조사응답자조(·I貴習調좁應答者調)” 등이 대표적이다. “구조사 

서표”는 법전조사국에서 생산한 실지조사보고서류의 유형과 생산현황을 그대로 적기하고 있으 

며, 관습조사과정에서 참고한 구문기류(舊文記類), 법령 등을 기록하였다. 이 자료들이 중요한 

이유는 각 지역조사서와 특별조사서가 1권으로 간행된 관습조사보고서로 만드는 과정을 그대 

로 복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08년부터 1910년까지 응답자로 참여한 한국인의 성명과 직업을 기록하고 있어서 한국 

인 응답자의 인적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사운 이종학 선생 기증 사료를 포함하여 실 

지조사는 일본인이 주도하였으나, 그 응답지들은 한국인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 

록 관습조사자료가 일본인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왜곡의 결과물로만 치부 

할 수 없다. 관습조사자료는 일본인이 한국 관습을 바라보는 시각과 더불어, 당시 근대한국인들 

이 일본인 조사항목에 대한 이해의 시각과 그 정도를 또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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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대단히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당시 일반조사 1,769명과 특별조사 617명을 합하면 약 2,386명의 한국인이 피조사자로 선정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인들의 사회계층까지도 기록하고 있다. 『응답자조』에 나타 

난 응답자의 직 업은 1001B 이상으로 파악되며 대표적으로는 관찰사(觀察使) · 군수(群守) · 부 

윤(府尹)을 비롯한 전직 · 현직 관료들, 면장(面長) · 이장(里長) · 동장(洞長) · 향리(짧P長) 등의 

지방의 장(長), 두민(頭民) · 유지(有志) · 유생c1·需生) 등 경제력은 알 수 없으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되는 세력들, 농민 · 상인 · 운송업 등 직업이 

확실히 드러나는 자들이다. 

[표 13] 언도별 응답자 직업군 

1908년 전 현직관료 뇨〈=二〉 人C그}。 」-| 드 d 지방長 지방有농、 미표기 」-ι「~휴그 기타 확인불가 

인원 
38.6% 17.1% 14% 13.4% 8. 4% 4% 2% 2.5% 
352명 156명 128명 122명 77명 37명 18명 23명 

1909년도 
전 · 현직 

노。.사 。 01 득 。 미표기 지방長 지방有志 기타 교육 확인불가 
관료 

인원 
26.2% 25.9% 23.9% 10.6% 8.3% 2.6% 1.6% 0.9% 
198명 195명 180명 80명 63명 20명 12명 7명 

1910년도 농·상인등 지방長 미표기 지방有志 기타 확인불가 
전 · 현직 

교육 
관료 

인원 
31.5% 24.5% 23.8% 12.4% 2.6% 2.4% 2.3% 0.5% 
194명 151명 147명 76명 16명 15명 14명 3명 

※ 출처 . 김성국, 「法典調좁局의 舊慣制度調좁事業」, 韓國짜國語大學校 大學院, 20 13 

2000년대 중반까지 법사학계에서는 한국인의 법 생활을 복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1910년 

에 1책으로 간행된 ‘관습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관습조사보고서는 편찬 과 

정에서 수많은 실지조사서, 문헌조사서, 특별조사서를 선별하여 수록한 것이다. 또한, 각 지방 

의 관습들이 채록되지 않은한계가 있었다. 이 지역조사서들은 48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 

조사서와 간행된 관습조사서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약 10책만이 남아 있기 때 

문에 다른 지역의 관습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수원광교박물관에는 문제별 조사서가 

약 315책 정도가 남아 있다. 문제별 조사서를 재구성하면 지역조사서 일부를 복원할 수 있다. 문 

제별 조사서는 1개의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편철되어 있는데 편철 내용은 일반조사지역 48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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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별 조사서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지역조사서를 복원할 

수 있다. 이를통하여 근대시기 각지역의 관습의 특성을파악할수 있게 되었다. 

5. 맺음말 

근대시기 일제에 의하여 조사되어 기록된 관습은 무엇을 반영하고 있을까? 이같은 물음은 관 

습조사사업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관습조사사업은 한국침략의 수단으로서 근대적 민법의 편찬이라는 목표 하에서 추진되었 

다. 일제는 전국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단일한 관습의 확립을 위하여 전국 48개 지역을 표본 조 

사하고 해당 지역의 조사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였으며 일부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조사서도 작성 

하였다. 

각 지역의 조사보고서와 특별조사서는 법전조시국에 근무하는 일본인 조사관들에 의하여 『관 

습조사보고서』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이기(移記)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선 

별원칙이 있었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조사보고서에서 채록된 관습은 한국을 대표하는 표준적 

관습은 아니었으며 한국인들의 관습이 모두 단일하게 성립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관습조 

사보고서』는 각 지역의 불균등한 관습을 전국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표준적 관습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여러 측면에서 관습을 일부 조정하였다. 예컨대, 전국적 성격을 갖추지 못한 일부 지역 

의 관습은 관습조사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되었으며, 근대법의 관념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관습도근대법의 시각하에서 일부조정되었다. 또한,관습조사사업은조사당시 

한국인들의 현행 관습을 수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법령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한국법령이 부정되기도하였다. 

이렇게 조사되어 기록된 한국 관습은 일제에 의하여 전국적 관습으로 인정받았으며, 식민지 법 

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고 식민지 민사재판에서도 법원(法源)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일제에 의하여 조사된 관습은 일본 민법의 체계와 용어를 기초로 조사하였다는 점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식은 일본 민법과 한국 관습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면서도 다 

른 한편으로는 일본 민법의 내용으로 한국 관습을 재해석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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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제에 의하여 조사된 관습은 대한제국의 관습을 토대로 일본 민법적 개념 

과 용어가 일부 투영된 방식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10년 조선총독에게 보고된 『관습조사보고서』는 식민지 법령을 제정하는 데에도 결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 1912년에 제정된 조선민사령에서도 조선의 모든 민사사건에 관하여 일반 

적으로는 일본의 민법 등 일본 법령을 의용하였으나 조선인의 능력, 친족, 상속에 관해서는 조 

선 관습의 법적 효력을 승인했으며 부동산물권의 종류와 그 효력에 대해서도 일본 민법상의 물 

권과 함께 관습상의 물권도 동시에 효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1912년 조선민사령에서 법인(法 

認、)된 관습은 한국인의 실제 관습이라기보다는 『관습조사보고서』에 기록된 관습으로 제한되었 

다. 각종 재판에서 법원(法源)의 역할을 수행한 관습도 『관습조사보고서』에 기록된 관습에 불과 

했다. 

관습조사사업 과정에서 대량으로 생산 된 『지역조사서』, 『특별조사서』, 『관습조사보고서』 등은 

다양하게 활용이 기능한 자료이다. 일제 식민통치의 자료라는 점에서는 식민정책사의 연구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식민지 법원(法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 법사학에서 

도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관습조사사업이 근대 시기 한국인의 인터뷰 자료라는 점에서는 역사 

학, 사회학, 민속학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관습조사보고서류 

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주로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 

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물권의 종류와 그 효력 등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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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이종학수집 『관습조사법귀서』의 

성격과가치」에대한토론문 

전 병 무 (국민대학교 사학과강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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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을 읽고 토론자가 느낀 점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을 중심으로 궁금한 점 몇가지 

를질문하고자합니다. 

일제의 관습조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관습조사자료들은 부동산법조사회(1906년), 법전조 

사국(1907년), 조선총독부 취조국(1910년), 조선총독부 참사관실(1912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1915년)으로 이어지는 약 40여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된 사업의 결괴물로서 근대 한국인의 

관습, 풍속, 제도, 종교, 일상 생활 등의 연구에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아 한국사학계, 법 

사학계, 민속학계 등 분야에서 주목받아왔습니다. 

1.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제의 관습조사사업은 장기간 동안 조사주제기관이 변화하면서 진행 

되었는데, 이때 시기별 구체적 내용과 특정 및 성격이 좀더 보충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발 

표문,[표기참조) 

-통감부시기 관습조사사업은 식민지 한국인에게 새롭게 적용될 한국법전 편찬을 위한 법제 자 

료생산의 일환이라는점은수긍할수있습니다. 그런데 1912년조선민사령 제정 이후생산기관 

의 주요업무와 자료의 성격만 보더라도 점차 확대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대체로 식민통치 

의 필요에 따라 변동한다는 이해는 막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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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조선총독부의 정책변화 혹은 일본 본국의 정치세력 변화에 따른 식민정책의 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또한 중추원의 조선사의 조사와 편찬 등은 1925년에 설치 

되는 조선사편수회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2. 관습조사를통해 형성된관습조사자료의 활용문제 

- 『관습조사보고서』(1910년)가 민사재판에서 법원(法源)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당시 한국인의 

실제 관습이 아니고 기록된 관습이라고 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실제 당대의 민사판결문에서 이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된다면 어떠한 양상으로 진 

행되었는지 등을대표적인사례를들어서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1920년∼193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와, 관습조사사업 및 관습조사자료의 관련성 즉 관 

습조사자료가어느정도활용되었는지의 여부,총독부와일본본국사이의 인식 차이 등을설명 

해주시기바랍니다. 

3. 이종학선생이 기증한수원광교박물관소장관습조사자료의 특징과활용문제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관습조사자료의 특징을 첫째 “구조사서표(舊調춤書表)”와 “관습조사응 

답자조(‘|貴習調훌應答者調)” 등의 법전조사국 문서류, 둘째 약 315책의 “문제별 조사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습조사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복원, 보존 비율 20%에 불과한 지역조사 

서의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관습조사자료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계에서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관습조사자료의 활용도 및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소개해주시고, 앞으로의 연구사업 혹은 문제점도 제시해 주십시오. 

4. 미발굴된 관습조사자료의 해외 소장 현황과 수집문제 

- 수원광교박물관 소장 관습조사자료가 정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조사서와 같은 중요한 

자료가 발굴되어야 하는데, 현재 해외의 관습조사자료 소장 현황을 소개해 주시고 수집가능성 

을 아울러 언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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