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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의 필요성
1-1. 건립 목적
민주인권기념관은 독재와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과거에서 민주와 인권의 가치가 존중
받는 미래로 나아가는 시대 전환의 플랫폼이다. 냉전과 분단의 질곡 속에서 우리 국민
은 경제적 풍요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요
청했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과는 반대로, 시대적 요구를 대변하던 사람들이 강제연행-구
금-고문-살인으로 이어지는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남영동에 자리한 구 경찰청
대공분실은 바로 그 가공할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장소이다. 이에 국민은 역사성, 장소
성, 상징성, 대표성이 함축된 이 장소를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
를 열어가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요구했다. 독재와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과거에
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수호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의 과제라면, 이를 실
현하기 위해 함께 기억하고 소통하며 숙의할 수 있는 공공의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 역
할의 담지자가 바로 민주인권기념관이다.
1-2. 건립의 필요성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이룩한 주요 국가들은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공적 시설을 설립하는 데 힘써왔다. 나치 독일이 설
치한 수많은 강제수용소들이 과거사 성찰에 대한 요구 속에서 인종차별 금지와 관용을
가르치는 기념과 교육의 전당으로 바뀌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시민권 유린으로 악
명 높았던 미국 남부도시 애틀랜타에 시민인권센터(The National Center for Civil &
Human Rights)가 설립된 것은 수많은 사례 중 일부일 뿐이다. 과거의 부정적 유산을
미래를 위한 공적 자산으로 삼고자 범국가적 기념시설을 설립한 나라는 비단 서구 선진
국에 한정되지 않는다. 참혹한 고문과 살인의 현장이었던 캄보디아의 투올슬렝(Tuol
Sleng)이 제노사이드기념관으로 변모했고, 혹독한 국가폭력을 겪은 칠레의 수도 산티아
고에도 기억인권기념관(Museo de la Memoria y los Derechos Humanos)이 세워진
지 오래다. 대량학살이 자행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Auschwitz)는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국가폭력의 파괴력을 간접체험할 수 있는 세계적 기억의 장소가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 시민사회도 기억의 각인을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
를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신설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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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범국민적 요청은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6조 1호
[기념관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적 환경 변화와 유
관 기관 및 조직들 간의 이견 속에서 국민적 여망의 실현은 오랫동안 지연되었다.
이와 같은 지체 상황은 6·10민주항쟁 31주년을 맞은 2018년에야 비로소 타개되었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청에 마침내 정부가 응답한 것이다.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
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
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는 대표적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
기념관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 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
워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 관리하에 있던 남영동
대공분실은 2018년 연말,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이양되었다.
민주항쟁 승리 이후 민주인권기념관이 설립되기까지 한 세대가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해가는 일은
독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많은 과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전국 각지에 관련 기념시설이 들어섰음에도 민주주의
와 인권에서 숱한 퇴행 현상이 발생한 것은, 민주와 인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는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최근 우리가 겪은
일련의 경험들은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얻어낸 제도적 성취도 시민사회의 지
속적 관심과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 참여가 없다면 얼마든지 퇴색하거나 무효화될 수 있
다는 위기의식을 야기했다.
민주주의의 정체나 퇴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현대사적 경험기억의
보존과 확산임은 여러 나라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현장
의 보존과 기념 및 교육을 통한 기억의 생동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영동 대공
분실은 도심 한복판에서 은밀하게 자행된 국가범죄와 인권유린의 생생한 증거이다. 따
라서 이곳을 보존하여 역사에 기반한 민주·인권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일이야말로 조
직화된 반인권 범죄의 재발을 막는 지름길이다. 즉 이 역사적 장소에 세워질 민주인권
기념관은 과거의 희생과 성취를 기억하는 공간이자 국가폭력의 회귀를 막아내는 민주주
의와 인권의 보루라 하겠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수많은 민주인사와 학생, 한순간에 간첩으로 조작된 평범한 시민들
이 육체적‧정신적 파괴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삶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
던 역사의 현장이다. 조직화된 국가폭력과 마주한 개인이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적 가
치를 지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견뎌냈던 현장은 비단 남영동 대공분실만이 아니다. 남
산의 옛 중앙정보부 건물과 보안사령부의 서빙고 분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한 수많은
대공분실과 그 밖의 유사시설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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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이 현장들 가운데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원형이 파괴되
어 과거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바로 이 점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가치와 중요성
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근거이다. 오직 고문과 공포를 위해 설계된 독특한 공간이자 그
원형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시설이기에, 역으로 민주·인권 수호시
설로서의 ‘대표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난을 겪은 모든 개인의 이름이 아직 밝혀지지 못한 것처럼,
국가범죄가 자행된 여타 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당한 개인들의 면면도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세워질 민주인권기념관은 그처럼 아
직 우리 역사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국가폭력의 실상을 온전히 드러내고, 향후 민주
주의 발전을 위한 공적 자산으로 남기고자 하는 국민적 의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1-3.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
① 한국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사고(史庫)
국가의 폭력은 자유와 평등, 인간의 권리와 사회정의를 요구하는 개개인에 대한 파괴
행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가폭력의 가공할 힘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양심
에 따라 살고자 했던 시민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파괴를 넘어, 관련 현장과 기록까지
체계적으로 파괴한 데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현장 파괴 및 변조, 기록의 은닉과 날조를
통해 강제연행, 구금, 고문, 살인으로 점철된 조직화된 폭력의 과거는 희생자의 무덤 속
에, 피해자의 피폐해진 몸 속에, 관련자들의 원형적 기억 속에 수감되고 말았다. 국가폭
력은 사라졌어도, 은폐되고 파괴된 온갖 증거와 기록들은 쉽게 복구되지 않고 있다. 진
실규명과 지연된 정의의 회복은 이와 같은 잔존 증거의 절대적 비대칭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내밀하게 진행되는 국가폭력의 속성 탓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과거를 복원하려는 시도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들어설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은 무엇보다 관련자의 증언 채록과 은
폐된 공적 기록의 발굴, 흩어진 문서의 수집과 소실된 자료의 복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첫 번째 역할은 민주화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국가폭
력과 인권유린의 증거를 충실하게 발견, 수집, 정리, 보존하는 데 있다. 민주인권기념관
은 공적 기억의 유실을 방지하는 민주와 인권의 사고(史庫)가 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치유의 출발점(First Station)
민주화운동은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희생을 본인과 가족에게 요구했다. 국가폭력은 개
인의 육신과 더불어 신념과 가치를 파괴했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극악한 고
문으로 인해 그들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진술해야 했다. 강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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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공할 피해를 가져옴으로써, 친밀했던 대면공동체가 무너지고
불신이 팽배했으며 양심마저 파괴되었다. 이 때문에 남영동과 서빙고 대공분실, 남산 중
앙정보부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이곳을 거쳐 간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 국가폭력의 수인
(囚人)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트
라우마는 결코 그들만의 짐이 아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서 비롯된 그 트라우마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몫이다. 피해자들의 치유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며, 이러한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는 공감능력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인권기념관은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처소가 되어야 하
며, 이들의 몸속 깊이 각인된 경험에 모든 세대가 귀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우리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공감과 신뢰로 축조된 국민기억공동체의 산실
이자 민주시민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치유의 출발점, 그것이 민주인권기
념관의 두 번째 역할이다.
③ 민주·인권 기억의 국민적 기념물(National Memorial)
남영동 대공분실에는 모방할 수 없는 원본적 성격이 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높은
담, 육중한 철제 대문, 5층에 이르는 나선형 계단, 눈에 띄게 세로방향으로 길게 제작된
5층의 창문, 그리고 도심 속에 존재하면서도 주변과 단절된 위치는 몇십 년간 축적된
국가폭력 내러티브와 결합되어 선명한 아우라(aura)를 드러낸다. 이 장소의 증거적 성
격이야말로 앞으로 세워질 민주인권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장소성에 대한 과신과 역사성에 대한 맹신으로는 생생한 기억의 전승을 보장
하지 못한다. 체험기억을 보유한 동시대인들은 장소적 진정성에 주목하지만, 국가폭력을
역사의 일부로 학습하게 될 후속세대들에게는 그 의미가 현저하게 약화된다. 동시대적
사건기억(das zeitgenössische Gedächtnis)은 시간의 격류 속에 소멸되기 전에 세대
간 전승이 가능한 문화적 기억(das kulturelle Gedächtnis)으로 치환되어야 한다. 현장
이 망각되고 기념비가 소실되었음에도 유대인들의 유월절 및 초막절 기억1)이 오늘날까
지 전승되는 것은 생생한 의례와 지속적인 교육 덕분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
견이다. 그러므로 기억의 영원한 전승과 확장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있었던 그대로’ 현
장을 보존하는 데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
장소적 아우라보다 오래가는 것이 기록과 증언의 아우라임에 주목한다면, 역사적 ‘현
장 보존’에 머물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장 보전’의 패러다임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바
1) 구약성서의 ‘출애굽기’는 이 두 절기가 파라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데 성공한 유대 민족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밝힌다. 유월절은 어린양
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냥 지나가도록 한 야훼의
은총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이집트를 탈출한 유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전
40년 동안 경험했던 야훼의 보호를 기리기 위한 절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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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에 기록과 전시에 기반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 전시는 기록과 증언을 품어야
하고, 교육은 그러한 전시에 기반해서 전개되어야 하며, 전시는 다시 교육을 염두에 두
고 부단히 개선되어야 한다. 기록-전시-교육으로 이뤄지는 문화적 기억 창출의 사이클
은 지속적 갱신을 통해 소멸의 위협에 직면한 과거의 기억을 증강시킨다. 이러한 이유
에서 남영동에 세워질 민주인권기념관은 장소적 진정성과 전시, 교육의 역동성에 기초
한 기억 창출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은 그 자체로서 기억의
부단한 생산과 전승을 촉발하는 공공 기념물(public memorial)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미래 지향 민주시민·인권 교육의 플랫폼(Platform)
민주인권기념관은 역사적 현장과 경관, 아카이브 유산, 민주화운동 참여자들과 국가폭
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시에 기반을 두어 체험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들과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세 가지 면에
서 국내외 민주주의 및 인권 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첫째, 장소성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인권 교육을 수행한다. 7층 건물 후문에서 나선형
계단을 거쳐 5층 조사실에 이르는 과정은 강제연행과 구금, 감시와 고문을 통해 개인의
가치와 양심을 파괴한 메커니즘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여기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안
내와 대화가 더해질 때, 비체험자들도 민주화 이전의 낯선 공포의 세계를 추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진정성을 갖춘 기록과 전시를 통해 7층 건물에서 방문객들이 습득한 정서적 체
험이 확대, 심화된다. 전시 내러티브 속에서 국가폭력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아카이브
의 기록과 전시 오브제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을 시공간의 맥락 속에서 입체
적으로 사유함으로써, 방문객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
하게 된다.
셋째,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와 교육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소적 제한성을 극복해
야 한다. 입지와 규모를 감안할 때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을 실제로 탐방할 수 있는 방
문객 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주인권기념관은 먼저 충실한
온라인 전시(virtual exhibition)를 통해 방문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더 나아가 개방적이고 확장성 높은 민주시민·인권 교육의 온라인 플랫
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학교 범교과 주제학습과 연결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으
로도 민주시민·인권 교육에 관심 있는 활동가와 교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적·기술적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⑤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세계시민의 아고라(Ag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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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언제나 중요한 현안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개척해
온 민주주의 여정은 서구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의 동시 구현을 모
색하는 비서구 국가들에게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 국가폭력에 끈질기게 저항하며 민
주주의를 뿌리내린 우리의 경험은 글로벌 시대에 들어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공
유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남영동에 설립될 민주인권기념관은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통해 세계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하고, 우리가 경험한 국가폭력의 기억을 통해
세계인의 인권 보장과 평화 확산에 기여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여 민주인권기념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모이고, 머물며, 경험을 교
환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아고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추진과정
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노력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은 사회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2002년 1월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가 창립하면서 사업회의 중요한 목적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 출범 이전의 노력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되어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을 추진해온 경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경과
시기
1999.05.

2001.11.

내용

비고

(가칭)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대통령에 기념관 건립에 관한 보고서 제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출범(초대 이사장 박형규 목사)
사업회 주관으로 기념관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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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1기
이사장
(박형규)

시기
2005.08.
2007.06.
2008.07.
2009.09.
2011.12.
2012.06.
2015.03.

내용
함세웅 이사장과 유인태 정무수석 협의로 경찰청에 제안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교육센터’ 활용계획
광화문 후보지(서울 덕수초 인접부지) 정부에 요청

~06.

2018.06.

이사장
(함세웅)

(가칭)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8차 회의
남영동 대공분실 포함 여타 부지도 후보지로 함께 검토 의결
이사장,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청 남산별관(옛 안기부 건물) 제안

이명박
정부
4기

이사장-서울시장 면담 : 남산별관 장기임대 추진 MOU 체결 합의

이사장

※‘13~‘14년 예산 미반영 : 광주·창원지역과의 합의 부재 사유

(정성헌)

이사장-서울시장 면담 : 남산별관·남영동에 대한 의견 교환

기획재정부와 업무시설 이전 협의 - 업무시설 이전(‘18년 4월)

2018.02.

2·3기

남영동 대공분실을 전당 건립부지로 의결

2016.08.

2018.01.

정부

(가칭)한국민주주의전당건립 범국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6차 회의

이사장, 행자부 장관에 남영동 부지 협조 요청

2017.12.

노무현

8월_학부모 및 문화재보호단체 민원으로 후보지 철회

2015.05.

2017.08.

비고

박근혜
정부

5기
이사장
(박상증)

전대협30주년 행사장에서 서울시장 및 참석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장으로부터 남영동에 대한 의견 청취
6기 이사회, 기념관 건립사업 조기추진 의결
기념관건립위원회 구성과 부지 확정 등에 집중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재결성 준비 간담회 개최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경찰청 등) 회의 : 남영동 대공분실을
행안부로 이관한 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관리위탁 추진 합의

문재인
정부

6기
이사장
(지선)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이후 의왕청사(現사무실)는 반환*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 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한 민
주인권기념관 건립 발표

2-2.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의 활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심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흐름과 별도로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사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남영동 대공
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식의 운동이 진행된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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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 1987년 박종철 열사 사망 이후
○ 박정기님(박종철 열사의 부친)이 수차례 대공분실 방문하여 교육장소로 사용할 것을
요구
◎ 2002년
1월 박종철 열사 추모제를 남영동에서 개최. 이후 매년 같은 장소에서 추모제 진행
◎ 2007년
1월 박종철 20주기를 맞아 509호 조사실 원형 보존, 4층에 박종철기념관 조성 결정
◎ 2008년
6월 10일

박종철기념 전시실 개장 : 이후 탐방해설 진행하며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
권기념관으로의 전환 요구

◎ 2017년
○ 영화 ‘1987’ 제작 지원 및 홍보를 통해 남영동 대공분실 이슈화

▣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 2018년
1월 영화 ‘1987’ 상영에 맞춰 청와대 국민청원, 상영관 앞에서 국민청원 홍보
2~5월

120여 일간 매주 화요일에 남영동 대공분실, 경찰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4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발족

1~5월
○ 경찰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3회 개최(01/25, 02/05, 05/08)
○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지속적인 면담 및 소통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지속적인 면담 및 소통
○ 경찰 퇴거 후 운영방안에 대한 추진위원회 내 숙의 토론, 간담회 개최
○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향후 남영동에 조성될 기념관의 운
영계획안 제출받음
5월 16일
2~5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옛 남영동대공분실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

남영동에서 고문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6~12월

매월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와 공동개최)

◎ 2019년
1~7월

경찰 퇴거 후 남영동에 상근하면서 탐방해설 및 민주인권기념관 조성방안 기획

▣ 추진위원회 참여 단체(가나다순)
4·9통일평화재단,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지부, 김근태재단, 무림동지회, 민족민주열사·희생
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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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동지회, 서울KYC, 서울대85학번 아크로합창단, 서울대민주동문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인
권운동더하기, 인권재단 사람, 인권정책연구소,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
가족협의회, 전국역사교사모임, 전대협동우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지금여기에, 학림동지
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전국동지회, 남영동대공분
실고문 피해자 45인

2-3.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2018.06.10)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노력과 인권기념관 건립 운동은 2018년 6월 10일 6·10민주항
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에 의해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되는 계기를 맞았다. 이날 대통
령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뜻을 천명하였다. 대
통령 기념사 중 ‘민주인권기념관’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전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잘 가꾸어야 합니다. 조금만 소홀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
게 민주주의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2001년 여야 합의에 의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해온 것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으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었고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습
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는 고문과 불법감금, 장기구금과 의문사 등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많은
분들의 절규와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민주주의
자 김근태 의장이 고문당하고, 박종철 열사가 희생된 이곳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할 것입
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
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 피해
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
다. (후략)

2-4.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을 위한 공동 노력의 시작과 진행경과
①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추진 공동위원회(협의기구)’와 ‘공론화 소위원회’ 구성
대통령 기념사 발표 전인 2018년 5월 16일에 이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
회)와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활
용방안에 대한 합의문」을 통해 “2.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의 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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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새 건물 신축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가, 역사학자, 건축학자, 전시기획자 등
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다가 대
통령 기념사 이후 사업회와 추진위의 공동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설립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민주화운
동기념관 건립에 힘을 쏟아온 터였다. 추진위의 경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고문이 자
행되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적·상징적 측면을 강조하며 이 시설을 인권기념관
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두 흐름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이라는 과제로 합쳐지면서 우선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공간적·장소적 특성을 살린 기념
관 조성방안을 놓고 여러 전문가 및 관련인사,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이를 위해 사업회와 추진위는 2018년 7월 5일 ‘(가칭)민주인권기념관 추진 공
동위원회(협의기구)’(이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위원회 산하에 공론화 소위원회
를 두어 공론화 관련 논의를 담당하게 했다.
② 전문가 토론회
사업회와 추진위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문」(2018. 05. 16.)에
따라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사업회와 추
진위,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4명씩 전문가를 추천하여 토론회를 갖되, 각 단위가 추천
하는 전문가들은 민주화운동가 1명, 역사학자 1명, 건축학자 1명, 전시기획자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시민사회에 배정된 전문가 4명은 514개 단체가 참여하는 ‘시민사회
단체연대회의’와 3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진보연대’에서 공동으로 추천했다. 추천된
전문가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 2> 전문가 토론회 추천위원 명단
영역

추진위 추천

사업회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

민주화운동가

김학민
(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역사학자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최호근
(고려대 사학과 교수)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건축학자

김명식
(건축가)

김주경
(오우재건축사사무소 소장)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전시기획자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박수진
(예술감독)

임정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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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회는 모두 세 차례 개최되었다. 2019년 3월 27일 수요일에 열린 1차 전
문가 토론회에서는 사업회와 추진위가 각각 민주인권기념관 조성방안을 보고하고, 그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 전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을 원형대
로 보존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원형’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건물 이외의 부지, 특히 테니스장 활용
방안을 놓고 많은 이견이 있었으며, 이는 2차 및 3차 토론회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온
핵심 주제였다. 어떤 전문가는 테니스장 및 철문과 철조망이 설치된 담장 등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협소한 부지 사정상 테니스장에 건물
을 신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부지의 협소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용산구청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조
사한 후 다음 전문가 토론회에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으로 마무리되었다.
2차 전문가 토론회는 2019년 4월 18일 목요일에 개최되었다. 먼저 1차 토론회 요청
사항, 즉 인접 용산구청 부지 활용에 관한 용산구청장 면담 내용을 공유했다. 용산구청
장이 밝힌 입장은 해당 부지에 대한 독자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민주인권기념관 부
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는 “… 용산구의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용
산구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없어 보인다. 우리가 계획하는 데에 포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공개공지 등 도시계획 수립상 요구할 지점이 있
으니 준비했다가 공람 또는 의견 제시 등의 적정한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테니스장 인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면 그 방향의 접근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기본계획이라는 연구용역이 발주되었는데 여기서도 검토하고
현상공모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계획이 나올 수도 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후의 논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공간활용 방안으로 집
중되었다. 여전히 테니스장 부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체로 “현재 건축공간 이
외의 증축이 필요하고, 테니스장의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건축적
해법을 바탕으로 건축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
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참석자들은 “남영동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방안에 대해
사업회와 추진위가 합의안을 만들어 차기 전문가 토론회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토
론회를 마무리했다.
3차 전문가 토론회는 2019년 4월 25일 목요일에 개최되었다. 우선 2차 회의에서 요
청한 사업회와 추진위의 합의안 관련 보고가 이루어졌다. 추진위와 사업회가 4월 24~25
일 양일간 회의를 갖고 합의안을 논의한 결과,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한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한 사항은 “첫 번째는 증축(부지 내 유
휴부지의 신축을 의미)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것. 두 번째는 기존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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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하여 보존, 복원한다는 것. 네 번째는 부속건물에 사무
공간을 두겠다는 것”이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슈는 세 번째로 “추진위는 ‘지하를
최대한 활용’으로, 사업회는 ‘지상과 지하를 활용’으로 제안하였고, 중재안으로 ‘부지 전
체를 활용’한다는 것도 나왔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는 못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에서의
합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합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전개한 결과,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3차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전문가 토론회 경과 및 주요내용
구분

날짜

1차

’19.03.27.(수)

주요내용
▸추진위·사업회, 기념관 조성방안 설명
▸공간활용 관련 전문가 개인 의견 발표
⇒ 인접 용산구청 부지 활용 가능성(절차)에 대한 조사 및 보고 요청

▸인접 용산구청 부지 조사 보고[용산구청장 면담(04/16) 결과]
▸공간활용 방안 논의
⇒ 옛 남영동 대공분실 이외의 대안 부지는 논외로 처리
2차

’19.04.18.(목)

⇒ 현재 건축공간 이외의 증축이 필요하고, 테니스장의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있
는 다양한 방식의 건축적 해법을 바탕으로 건축을 실시
⇒ 남영동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건축에 관해 사업회와 추진위는 합의안을 만
들어 차기 전문가 토론회에 보고 요청

▸사업회와 추진위 합의안, 민주인권기념관 콘텐츠 구성방안 논의
⇒ 제출된 합의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 개진으로 합의 방향 제시
3차

’19.04.25.(목)

⇒ 설계공모 방식의 중요성 공유(조달청 조달심사 방식 지양)
⇒ 향후 기본계획 주요 시점(중간·최종 보고)과 설계공모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
울이기로 함(토론회 참석 전문가)

3차 토론회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진위와 사업회는 2019년 6월 7일 다음과 같은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었다. 추진위와 사업회의 논의에서는 합의에 실패했으나 3차 전
문가 토론회를 통해 합의에 이른 내용은 “3. 남영동 대공분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건축적 해법을 찾아 설계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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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 활용 합의안(2019.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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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주인권기념관 설계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
공동위원회가 세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관련 논의를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본 연구팀은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에 기반한 공론화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 결과 100명이 참석하는 공
론화 토론회를 2019년 7월 13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공론화 토론회 참석자는 전문가 토론회 사례를 참조하여 사업회와 추진위 각 30명,
시민사회단체가 40명을 추천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배정된 40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
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한국진보연대가 공동 추천키로 하였다. 총 100명의 추천자 중 실
제 공론화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은 94명이다.
공론화 토론회는 ‘숙의형 집담회’로 추진되었다. 숙의형 집담회란 참여자들이 전문가
들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학습하고, 함께 토의하여 숙의된 공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
한다. 이를 위해 원전 공론화 토론회 등 경험이 풍부한 별도의 퍼실리테이터(‘갈등해결&
평화센터’)에게 토의 진행을 의뢰했다. 먼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사업회 및 추진위 측
으로부터 토론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그런 다음 논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별토론의 시간을 갖고, 토론 결과를 발
표 및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마지막으로는 간략한 설문 형태로 참석자들의 개인
의견을 취합하였다.

3. 민주인권기념관의 위상과 지향
3-1. 민주인권기념관의 위상
① 한국 민주주의의 경험과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는 플랫폼
한국이 이뤄낸 민주주의적 성취는 어느덧 민주화 과제를 안고 있는 비서구 국가들에
게 주요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민주화운동 전개-인권침해 극복-사회적 기념으로 이어지
는 과정과 이를 교육자산화하는 모델이 민주주의의 다양한 발전경로 중 하나로 주목받
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체득한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
고자 하는 세계 여러 지역 및 단체들을 위한 ‘열린 기념관’이 필요하며, 민주인권기념관
은 이러한 현재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② 국가폭력 성찰에 기반한 인권신장의 보루
국민의 국가가 폭력국가로 퇴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 대한 성찰 위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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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권력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용기는 개인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 국가폭력의 역사를 철저하게 되돌아봄으로써 고무될 수 있다. 민주
인권기념관은 우리 현대사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은 물론이고,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의 중요성을 각
인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뼈아픈 성찰 위에 세워진 인권신장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③ 미래지향적 민주시민·인권 교육의 장
민주주의 심화와 인권 확장을 위해서는 그 가치를 체감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전제
되어야 한다. 인권 침해라는 부정적 경험과 민주주의 성취라는 긍정적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역사 및 장소 기반 교육현장이야말로 살아 있는 민주시민 교육, 인권 교육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한 공간이다.
3-2. 민주인권기념관의 지향
① 국내외 역사기반 기념관의 허브(Hub)
민주인권기념관은 국내외 역사기반 기념관의 허브 역할을 최우선적인 기능적 토대로
삼아야 한다. 물론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인권·평화 관련 기념시설이
적잖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해당 지역 또는 특정 사건을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집단학살 등 국가폭력이 낳은 비극을 보여주며 폭력이 없는 상태
로서의 평화를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평화교육은 장소적·역사
적 기반을 결여한 채 그저 대화를 통한 갈등 축소와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인권 관련 전시와 교육을 함께 진행하는 전담기구나 시설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문제인식 위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인권·평화라는 테마를 아우르며 지역 단위의 기
념시설과 조직, 해외의 주요 기념시설 및 단체와 협력하여 상호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
는 허브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②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모와 치유의 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모와 치유, 그리고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희생자별 추모행사를 지원하
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한편으로, 민주열사 및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이름과 행적을 담은 공간(가칭 ‘Wall of Names’)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한 개인으로서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열사와 국가폭력 희생자를 기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요구된다. 또한 민주인권기념관이 수행하는 치유란 기록과 증언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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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치유, 미래세대의 교육 참여를 통한 집단적 치유, 국내외 국가폭력 희생자 및 유
가족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치유, 이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
③ 모든 종류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기념관(Barrier-Free Museum)
민주인권기념관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 장소적 한계, 접근성의 제약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언어 차이까지 극복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구축하는 기념관을 지향한다. 교
통 약자들을 위해 보행로를 전면 개선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장치를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다국어 안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장소
적·언어적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기념관으로 설계해야 한다.
④ 아카이브 기반 아날로그 체험학습 기념관(Archive-based Experience Museum)
민주인권기념관 체험학습의 유희성은 오락성을 강하게 띤 디지털 장치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곳이 품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방문객 스스로 발견하는 데서 창출되어야 한
다. 공간에 감춰진 설계자의 의도를 구조와 배치방식 속에서 발견하고,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감시와 처벌의 장치들을 확인하고, 90만 점이 넘는 아카이브 자료(2019년 9월 현
재 사업회가 수집, 보관중인 자료)들 속에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면면을 직접
탐색하는 학습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장소와 기록의 진정성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여러 번 반복되더라도 그때마다 새로운 체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인지발달과 정서부담을 고려한 교육친화적 기념관
국내외의 많은 기념관들은 국가폭력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폭력적’ 재현을 취하
고 있다. 이러한 사실주의적 전시방식은 초·중등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 방문객, 정서적
으로 민감한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민주인권기
념관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아동심리학자와 기념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
여 방문객의 연령대별 인지·정서 발달단계를 고려한 전시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4. 연구진 구성과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
4-1. 연구진 구성
연구팀은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기념관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기관 실무자,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동 관련 유족
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회적 신뢰를 갖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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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급별 연구원 구성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계

1명

4명

2명

7명

<표 5> 연구원 참여형태, 소속 및 지위
참여형태

성명

소속 및 직위

연구책임자

정근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민환

한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교수

공동연구원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장

공동연구원

천경효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최호근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구보조원

곽귀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박혜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졸업

4-2.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
연구팀은 용역 수행기간 동안 매주 1회 이상 회의(온라인 회의 포함)를 진행하며 민주
인권기념관 건립 및 향후 운영방향을 둘러싼 숙의를 지속했다. 주요 보고서, 논문, 저서
에 대한 문헌분석을 진행했으며, 사업회가 발주한 용역 결과보고서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와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 과업지
시서에 제시된 주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도 상세히 검토했다. 또한 국가폭력 및 인권침
해, 이와 관계된 인권운동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존 연구성과와 보고서를 검토함으로
써 고문 피해자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고,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의 역사를 최대한 담
아낼 수 있는 건립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사례 조사도 병행했다.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해 주로
이미 현장을 방문했던 연구진의 경험과 자료, 기존 문헌자료 등을 활용했다. 제한적이나
마 연구책임자가 미국의 국립아프리카계미국인역사와문화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을 방문하여 최신 전시기법과 공간구성 방식
등을 파악했고, 일본의 히로시마평화박물관을 방문하여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함께
활용한 전시양식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이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업회의 현황을 파악할 필
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사업회 수장고를 방문하여 사료 현황을 살펴보고, 민주인권기념
관 건립 이후 주요 사료들의 전시 가능성과 추후 필요한 사료 수집의 범위도 고려했다.
이와 함께 사업회 이사진과 간부진 면담을 통해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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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추진위 등 시민사회
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분석하고, 공론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사업회와 추진위가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전문가 토론회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 숙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회와 추진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
한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론화 토론회를 2019년 7월 진행했다. 공론화 토론회 이후
에는 각 지역 민주화운동 단체 및 민주인권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시민사회
및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꼼꼼히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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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한 환경 분석
1.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및 인권침해 관련 시설 현황
우리는 수십 년에 걸친 군사독재의 국가폭력에 고통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군사독재정
부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숱한 폭압기구, 시설, 인력과 법을 운용하여 정권을 유지했다.
여러 가지 초법적 통제장치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국민을 억누르고 민주주의 발전을
억압했으며, 수많은 민주주의자를 체포·구금·고문하고 죽이고 사형시켰다. 이러한 과정에
서 군·경·검·정보기관 등의 정부기구들은 국민이 아닌 군사정권에 경쟁적으로 충성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온몸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고, 피로 범벅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발전했다.
이제,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과거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실
천하기 위해 역사적 시간과 공간을 되살리려 한다. 그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장,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지으려 한다. 이곳은 아픈 역사를 기
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2)
1-1. 국가폭력 기구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폭력을 자행한 대표적 기구는 국군보안사령부,
중앙정보부, 치안본부 등이다. 이들 기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각종 공안 관련 법률을
앞세워 독재정권 유지에 앞장섰으며, 수많은 민주인사를 체포·구금·고문하고 민주화운동
을 가로막았다.
1945년 미 군정청에서 시작된 군 정보기구는 여러 과정을 거쳐 1977년 국군보안사령
부로 개편되었다. 군사보안과 방첩에 관한 사항 등을 임무로 하는 보안사령부는 소위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을 체포·고문하였다. 보안사령부의 간첩
사건 수사는 군사정권 내내 계속되었다.3)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2018년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로 개편되었으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1961년 반혁명세력과 간첩 색출, 국가안보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창립된 중앙정보부
는 군사독재 시기 공안사건을 만들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앞장섰으며, 1981년 국가안전
기획부로 개편되었다가 1999년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광복 후 미 군정청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은 1974년 치안본부로 승격되었고 1980년
2)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3)「1970∼80년대 ‘고문’ 관련 시설의 운용과 변화 : 서빙고 보안사,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
을 중심으로」(정호기,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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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터 대공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들이 정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부터 대공
업무와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했다.4) 경찰의 대공 조직이 몸집을 최대한 불린 것은 전두
환 정권 시기인 1986년이었다. 부산, 대구 등 주요 5대 도시 파출소 478개소에 대공 형
사를 확대 배치하는 한편, 대공 수사를 전문화하기 위해 조직을 세분하고 경찰대학 부
설로 대공간부연구소를, 경찰종합학교에 대공학과를 설치했다. 이즈음 새롭게 등장한 것
이 ‘소요사태’, ‘극렬좌경’, ‘좌경의식화’라는 용어이다. 이때 치안본부장의 대공 업무를
보좌하는 제5조정관 자리에 치안감 박처원이 임용되었는데, ‘대공 사찰의 기둥’을 자임
하던 그가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한 주범이다.
2012년 2월 17일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의 요구로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당시까지도 보안수사대는 운영되고 있었다(이에 대해서는 <표 6>을 참조). 이후
에 상세한 위치 및 현황을 재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폐쇄된 곳도 있을 수 있다. 2018년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의 보안분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경찰청
사 내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는데, 권고 시점에 전국 27곳의 보안분실이 지방청사 밖에
서 운영 중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은 1948년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양심과 표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악용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도 정작 국제사면위원회의 개정·폐지 촉구(1999년), 유엔 인권이사
회의 국가보안법 7조(‘반국가단체 찬양’) 개정 권고(199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 권
고(2004년),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폐지 권고(2011년)를 받은
바 있다. 2012년 《르 몽드》지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
보안법을 좌파에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

4)「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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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12년 경찰청이 공개한 전국 보안수사대 현황
소속

실제 명칭

경찰청

보안수사1·2·3대
(경찰청 세검정로 별관)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소재지

건축 시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지도상 명칭
충의회 중앙회

보안수사1대

서울 종로구 옥인동

1979년 10월 신축
2015년 이전 추진
(《한겨레》 기사)

보안수사2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989년 1월 신축

경동산업

보안수사3대

서울 양천구 신정동

2001년 11월 신축

치안연구소

보안수사4대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1979년 1월 신축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41중대

보안수사1·2대

부국상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보안수사1대

대구 남구 대명동

보안수사2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울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울산 중구 학성동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광주 남구 봉선동

주차장

대구지방경찰청

1989년 중구 태화동에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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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1·2·3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지방경찰청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만복교회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4대
보안수사1·2대

강원 춘천시 효자동

2010년대 초중반경 철거

보안수사3대

강원 강릉시 견소동

보안수사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보안수사1대

대전 중구 옥계동

보안수사2대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강원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영동물산

충남지방경찰청
흑성산업

전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1·2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1대

전남 목포시 유달로(온금동)

보안수사1대

경북 경산시 계양동

보안수사2대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보안수사3대

경북 구미시 남통동

보안수사1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보안수사2대

경남 진주시 대신로

보안수사대

제주 제주시 아라1동

경북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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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경남청으로이전

1-2. 고문 시설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대공분실, 남산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0∼80년대에 군사독재정권이 일삼았던 고문과 폭압정치의 대명사이다.
이들은 ‘국가안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정권안보’를 위해 활동하면서 ‘고문’, ‘조작’ 등 숱한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켰다.5)
국군보안사령부가 운용한 대공분실로 알려진 것은 서울시 서빙고 등에 있었다. 서빙고
분실은 1957년 보안사령부의 전신인 육군본부 특무대가 있던 곳으로,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다가 1972년 10월 유신 이후로는 주로 (서)빙고호텔로 불렸다.6) 1970년대와 1980
년 전두환 정권 등장 후 서빙고 분실에서 재일동포들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폭행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보안사령부는 민간인 사찰도 수행했는데 1990년 서빙고
대공분실에서 근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이를 폭로했다. 보안사령부 해체 및 재발 방지
요구가 거세지자 그해 11월 서빙고 대공분실은 폐쇄되었다.7)
1961년에 설립된 중앙정보부는 1972년 남산에 자리 잡은 뒤 수많은 간첩단 사건을
맡았다.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1973년),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1974년), 민청학
련 사건(1974년), 재일동포간첩단 사건(1970년대), 통일혁명당재건위 사건(1979년)이 대
표적이다.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꾼 뒤 문익환 목사 사건, 서경원 의원 사
건, 임수경 사건 등을 담당했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소위 용공, 간첩단 사건을
전담했다. 많은 사건 관련자들이 남산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고문을 당했다
고 폭로했다.8) 1995년 서울시 내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남산 안전기획부에 있던 여러 시
설은 해체되거나 서울시 등으로 이관되었으며, 지금은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 홍중중공업이 점유했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
토지가 1975년 국가로 귀속되고, 그 자리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전문적으로 수사하
기 위한 치안본부 소관의 남영동 대공분실9)이 1976년 10월 2일 착공되었다. 1977년
준공 이후 1983년 5층에서 7층으로 증축되었고, 1985년 김근태 고문 사건과 1987년 1
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곳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이 영장 없이 끌려
가서 죽음의 고문을 받던 실체가 드러났다.10)
5)「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9.)
6)「1970∼80년대 ‘고문’ 관련 시설의 운용과 변화 : 서빙고 보안사,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
을 중심으로」(정호기, 2018. 6.)
7)「1970∼80년대 ‘고문’ 관련 시설의 운용과 변화 : 서빙고 보안사,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
을 중심으로」(정호기, 2018. 6.)
8)「1970∼80년대 ‘고문’ 관련 시설의 운용과 변화 : 서빙고 보안사, 남산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
을 중심으로」(정호기, 2018. 6.)
9)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의 직제 변경에 따라 정보과, 대공과, 대공부, 대공수사단, 공안분실, 보
안분실 등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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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은 당시 내무부 장관인 김치열이 발주하고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를
맡았는데, 이곳이 설립된 1976년은 경찰 내 대공 업무가 팽창하고 전담조직이 신설된
때이다. 즉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의 대공 업무를 기획·지도하던 사령탑이자 정권 차원
의 핵심사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1)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사에 오욕으로 새겨진 남영동 대공분실은 2005년 경찰청 인
권보호센터로 바뀌었고, 2008년 박종철 기념전시실과 경찰청 인권교육 홍보자료실이 개
장했으며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아 숨진 509호가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8
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할 것을 발표했
다.12)
1-3.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과 피해실태
사업회는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 피해실태를 재단법인 진실의 힘에 의뢰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라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조사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신축하고 세를 확장하고 운영했는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고문의 방식은 어떠했는지, 고문 피해로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들이 기억하는 남영동 대공분실은 무엇인지, 고문을 막기 위한 저항
은 어떠했는지를 밝히고, 끝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에 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 발표하였다.
조사연구 보고서가 밝혀낸 남영동 대공분실 피해자는 최소 393명이다13). 남영동 대공
분실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들의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10)「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9.)
11)「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9.)
12)「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9.)
13) 조사기간은 1976년부터 2005년까지이다. 진실의 힘은 이 기간 동안 관련 신문기사, 논문, 유인
물 등의 자료를 찾고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법정진술, 항소이유서, 가족들의 수기를 확인하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한 사람들을 면담하여 피해자 수를 밝혀냈다. 그러나 이 수가 이
곳에서 고문을 당한 모든 사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남산), 서빙고 보안사 분실에
서 고문을 당한 사건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으로 사업회는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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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 및 관련자 명단
번호

연도

1

사건명

관련자

리영희 필화사건

리영희, 백낙청, 박관순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임동규 외 8명

남민전 사건

이재문 외 76명

4

삼척 가족간첩단 사건

진항식 외 11명

5

기자협회 집단구속 사건

김태홍 외 11명

6

조선투위 위원 연행사건

정태기

경향신문 사건

서동구 외 8명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임재경, 송건호, 홍종민

9

미스유니버스 대회장 폭파미수 사건

황인오 외 3명

10

반공법 위반 사건

문국진

11

무림사건

김명인 외 10명

12

통일혁명당 사건

권오창

동아대 스터디그룹 사건

이영수, 한헌석

14

전민노련 사건

이태복 외 14명

15

전민학련 사건

이선근 외 11명

16

이순희 간첩 조작 사건

이순희

김제 가족간첩 조작 사건

최을호 외 3명

야학연합회 사건

한희철, 김영미

함주명 간첩 조작 사건

함주명

야학연합회 사건

박세현, 전민용, 황주석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강만길 외 14명

이장형 간첩 조작 사건

이장형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신상봉

민청련 사건

김근태 외 14명

민추위 사건

문용식 외 25명

2
3

7
8

13

17

1979

1980

1981

1982

18
19
20
21
22

1983

1984

23
24
25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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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건대농성 사건

27

5·3인천시위 배후조종 혐의

28

보임다산 사건

고경대 외 14명

29

서울대 자민투, 민민투 사건

이왕준, 이선태

30

민민학련 사건
전국노동자연맹추진위 사건

노태훈
남승우

보도지침 사건

김주언, 김태홍, 신홍범

32

서울대 대자보 사건

박동선 외 5명

33

구학련 사건

박금섭

34

HWCT 사건

김찬훈

35

이부영 은닉 사건

이돈명

31

1986

정형곤, 김유임

36

장기표, 이부영, 성유보,
박용수, 김민한

서영교

37

안산 노해투 사건

방병규 외 11명

38

노해사 사건

김영진 외 10명

39

노동운동 후원회 사건

남춘호 외 8명

40

김관영

김관영

41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42
43

김희선

1987

장유식

44

녹두출판사 사건

신형식

45

반제청년동맹 결성 혐의

양기철

46

남노련 사건

최규엽 외 13명

47

6·10국민규탄대회

지선스님

48

1989

일본관련 간첩 조작

김철

49

1990

시집 붉은 산 검은 피 사건

오봉옥, 이문구, 송기원

자민통 사건

허탁, 박영재, 김경순

양심수 서화전

노태훈

50
51

1993

52

1994

한누리노동청년회 사건

신지애 외 3명

53

1995

빨치산 관련 글 사건

김무용

54

1996

나라사랑청년회 사건

서미연, 황윤미, 서형준

북한대학과 교류

유해정

서적판매

김용운, 은종복, 유정희

사회과학서점

신영균, 이재필

서울청년

전상봉

55
56
57
5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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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0
61
62
63
64
65
66

1998

1999
2000
2001
2002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박효근 외 14명

항공대 학생연대 사건

김복자, 최원석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이정구, 김현옥, 노영민

이적표현물 판매

홍교선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김희준 외 3명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두혜전 외 5명

대우자동차 집회

장준걸 외 3명

국제사회주의자들(IS) 사건

고승우, 홍인분

※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09.) 29~45쪽 표 재구성

보고서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간 이하의 행위를 저지른 경찰들의 소속, 조직체계,
운영 현황과 남영동 대공분실이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
졌는지를 밝혀냈다. 고문 피해자들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1층에서 5층으로 연결된 ‘나선
형 계단’, 고문을 위해 만들어진 조사실, 환기창에 가까운 수직형의 좁은 창문, 고문에
사용되는 책상·침대·욕조, 세상과 단절시키는 육중한 철문과 밀실, 죽음을 상징하는 ‘칠
성판’ 등으로 기억했다.
조사결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실제로 고문 기술자들에 의해 잠 안 재우기, 구타,
관절 뽑기, 통닭구이, 물고문, 전기고문, 협박, 밥 굶기기, 심리적 고문 등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고문이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고문을 받아 사망하거나,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하고 사형을 당하거나,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 불구가 되거나, ‘간
첩’으로 조작되어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다.
‘범법자만 있을 뿐 양심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던 정부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으로 드러
난 지금,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를 기억하고,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다.

2.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 현황 및 주변 지역의 역사적·공간적 특성
사업회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적 가치 평가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
한 현황을 조사하고, 변화과정을 파악하여 민주인권기념관 조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사)새건축사협의회와 근대도시건축연구재단에 남영
동 대공분실 시설물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물로 2019년 4월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
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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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남영동 대공분실 현황 및 연혁14)
남영동 대공분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지면적 : 6,391㎡
• 건 축 물 : 4동
• 연 면 적 : 3,036.54㎡
• 건축면적 : 687.405㎡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갈월동 98-8)
• 준 공 일 : 1977년 11월
남영동 대공분실의 주요연혁은 다음과 같다.
<표 8> 남영동 대공분실 주요연혁
시기

내용

1935. 10. 29.

갈월동 98-8번지 소유권 : 조선잠사주식회사(朝鮮蠶絲株式會社)

1957. 02. 05.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해 토지 소유권 귀속 : 홍중중공주식회사 → 국가

1975. 03. 10.

▸토지 소유권 이전 : 국가 → 홍중중공주식회사
▸토지 소유권 이전 : 홍중중공주식회사 → 국가
▸일제강점기 소유주였던 홍중중공업(주)이 토지 소유주가 된 것은 정보기관이 땅을 사용
하기 위한 위장책으로 판단됨

1976

내무부 장관 김치열, 남영동 대공분실 발주. 공간건축연구소에서 수주

1976. 06. 25.

토지 소유권 이전 : 국가 → 내무부 치안본부

1976. 10. 02.

남영동 대공분실 착공(1977년 11월 준공)

1977. 11. 23.

남영동 대공분실 리영희(최초 고문 피해자) 체포

1983

남영동 대공분실 증축 설계 및 시공(2개 층 증축으로 666.06㎡ 증가)

1985. 09. 04.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으로 김근태 체포 후 23일간 구속

1987. 01. 14.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발생

1991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보안분실로 변경

1992. 07. 29.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 이전 : 내무부 치안본부 → 경찰청

2005.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2007

▸박종철 기념 전시실 및 경찰청 인권교육 홍보자료실 리모델링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리모델링 과정에서 고문과 가해의 현장이었던 5층 조사실의 상
당수 변형

2019. 01. 16.

건축물 및 토지 소유권 이전 : 경찰청 → 행정안전부

14)「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4.)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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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967년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출처 :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04., 63쪽)

<그림 3> 1980년 항공사진(서울시항공사진서비스)
(출처 :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04.,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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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남영동 대공분실 준공 후 모습(남영동 대공분실 1층 전시실
자료)
(출처 :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04., 46쪽)

<그림 5> 남영동 대공분실 증축 후 모습(《경향신문》, 1991. 01. 14.)
(출처 :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04.,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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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의 건물별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 본관(분실동)
<표 9> 분실동의 용도 변화양상
위치

초기용도

현재용도

홀
면회실

로비
여자 화장실
준비실

서무실
지상1층

지상2층

숙직실

오리엔테이션룸

직원대기실

전시실
숙직실 1
사무실 1
휴게실
시스템실
사무실 2
사무실 3
탈의실

검색실
직원실(동측)
판단관실
교환실
직원실 (서측)

지상3층

특수 조사실
특수조사실 욕실
VIP실
VIP 욕실
반장실
실장실 전실
실장실

지상5층

조사실 화장실
예비실 1
예비실 2
사무실 2
사무실 3

실장 침실
ITV 모니터실
ITV 기계실
창고

지상4층

조사실

사무실 4
사무실 5
기계실

회의실

수장고
전실 2
故박종철 유물 전시실

영사실
전실

복도

홈

전실 1

예비실
예비실
조사실 1
조사실 2∼8
조사실 9
조사실 10∼14
조사실 15
조사실 16
검색실

전시실
기계실
조사실 2∼8
전시실
조사실 10∼14
전시실
조사실 16
전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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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초기용도

현재용도
사무실 1

지상6층

서고
외근반
창고
서무반

단장실

과장실
창고 1
창고 2
사무실 2
대회의실
샤워실
탈의실
창고
휴게실
회실

비서실

대교육장

관리 및 지도반

조정실
기계실
배풍 및 물탱크실

5분실장실
연구실
회의실

지상7층

옥탑층

창고
욕실
개실

기계실
배풍 및 물탱크실

○ 부속동
<표 10> 부속동의 용도 변화양상
위치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초기용도

현재용도
고압발전실
기계실
오일탱크실
펌프실
숙직실 2
창고
주방
식당

고압발전실
오일탱크실
펌프실
배전반실
창고
주방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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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관(AMD동)
<표 11> 별관(AMD동)의 용도 변화양상
위치

지상1층

지상2층

초기용도
예비실
숙직실
서무실
기계실
정비실
창고
창고
전시실
암실
사진실
서류창고
305 분석실
숙직실
숙직실 앞 복도
305 작업실
통신암호분석실
통신암호분석실
방송방탐통제실

현재용도
사무실2
사무실3
사무실4
사무실1
기계실 및 복도
화장실 및 복도
희의실·자료실
사무실 4
사무실 5
통신실
서버실
숙직실
숙직실 앞 복도
사무실 6
사무실 7
사무실 8
사무실 9
사무실 10

2-2. 남영동 대공분실 건축배경과 입지 및 건축15)
광복 후 군과 경찰은 정보기관을 설립하여 조직 개편, 명칭 변경 등 여러 과정을 거
친 후 국군보안사령부(1977년)와 경찰 대공부(1986년)로 팽창했고, 중앙정보부는 1961
년 설립 후 군사정권 유지에 동원되었다. 이들 정보기구는 군사정권 시기에 경쟁적으로
공안사건을 조작해 정권을 떠받쳤는데, 그 과정에 남영동 대공분실로 통칭되는 대공수
사단이 있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6년 내무부 장관이 발주했으며 수주사는 공간건축연구소, 설계
자는 김수근이다. 1977년 11월 준공 후 1983년에 한 차례 증축이 있었다. 경찰은 박정
희 정권을 지탱하기 위해 대공 업무 전담조직을 신설했고, 그 전담조직을 위한 전용건
물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이다.16)
남영동 대공분실은 교통이 편리한 시내에 위치하면서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최
적의 장소17)에 마련되어 대공 업무의 특성과 잘 부합되었다. 조사를 담당하는 ‘분실’과
통신정보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AMD’, 식당과 기계 보일러실이 위치한 ‘부속동’으로 구
성되었고, ‘분실’은 1983년 5층에서 7층으로 증축되었다.
15)「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4.)
16)「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9.)
17)「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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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은 검은 벽돌로 마감되어 육중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높고 위압
적인 외벽 담장 및 정문과 함께 이 건물이 고문실로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설계한 것
처럼 느껴진다. 정문은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모터로 작동하는 육중한 슬라이딩
도어이고, 원래 있던 테니스장은 대공분실이 인계받았다. 피의자용 계단과 승강기는 1층
에서 5층 조사실까지 이어져 다른 층으로는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1976년에 작
성된 도면에는 분실 5층 조사실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와 오디오가 계획되어 있다. 이
는 모두 기계실로 연결되어 있어 조사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감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조사실은 폭 2,500㎜와 3,000㎜ 두 가지 타입이고 내부에는 욕조, 세면대, 양변기, 침
대, 책상, 의자가 있다. 출입문에 감시구멍을 뚫어 외부에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으며, 조사실 조명은 외부에서 조절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실의 창, 벽, 출입문은 모
두 방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 내벽이 당시 건축법에 없던 방음용 단열재로 마감되
었다는 점과 출입문 하부의 방음용 고무패킹은 비명 등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조사실에 설치된 환기에 매우 불리한 폭 300㎜의 좁은 수직 창은 피의
자가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의자가 밖을 볼 수 없도록 하거나, 조사실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바깥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안 경찰에 납치되듯 끌려온 사람들은 도심 한복판에 감춰진 남영동 대공분실의 육
중한 정문을 통과하여, 1층에서 5층으로 바로 이어지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
는 나선형 계단을 올라,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조사실에 이르는 순간,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주인권기념관이 들어설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군사독재 시절
은밀한 대공 업무의 속성상 도심에 가까우면서도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입지조건을 충
족한다. 서울의 간선도로인 한강로와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 인접하면서도 대로변에서
는 그 존재가 인지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입지는 향후 조성될 민주인권기념관에 장점과 단점 모두를 제공하고 있다. 우
선 접근성이 매우 좋다. 지하철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이므로 수도권 방문객
들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KTX를 타고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내리는 지방 방문객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나 한강대로를 다니는 간
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반면 큰길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
어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고 진입로도 매우 협소하다.
민주인권기념관 부지는 현재 서쪽으로 철도가 지나가며 남영역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미군기지, 그리고 북쪽과 동쪽은 고층 건물이 위치하는 등 사면이 둘러싸여 있다. 북쪽
건물은 일반 회사들의 사무실로, 동쪽의 높은 건물은 숙박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민주인
권기념관의 주요 역할이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숙박시설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울
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모두 민간 소유의 건물들이라 뚜렷한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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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민주인권기념관 조성 후 사업회가 이전해 온다면 의왕의
현재 사업회 건물은 반환하는 대신 연구소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위상에 비추어 현재의 부지가 너무 좁다는 것이 전문가 및 공론
화 토론회 등에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인 바, 장기과제로 추가공간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인권기념관과 캠프킴(Camp Kim) 사이에 위치한 용산
구 소유의 작은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과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야 한다.

<그림 6> 민주인권기념관 부지 위치도
(출처 :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04., 164쪽)

<그림 7> 민주인권기념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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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률 검토
3-1.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근거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근거는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5호로 제정되어 2001년 10
월 25일 시행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정리를 위한 사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전시·홍보·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부대되는 사업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은 사업회의 고유 사업이
다.
비교할 만한 다른 국내 시설과 관계법 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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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주요 기념시설과 관계법 및 관련 조항
시설

국립일제강제
동원역사관

전쟁기념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모(母) 법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전쟁기념
사업회

문화체육
관광부

관계법

시설 설립 관련 조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7조(피해자 관련 재단지원 등) 정부는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추도
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
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
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 08. 04., 2014. 12. 30.>
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의 건립
3.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
4. 그 밖의 관련 사업

전쟁기념사업회법

제5조(사업) ①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
탑의 건립·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
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예활동
5. 전쟁사 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대한민국 역사의 핵심 전당이 될 국
립대한민국관의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대한민국관 건
립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는 국립대한민국관의 건립과 관
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2. 건설 및 전시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및 전시공사에 관한 사항
4. 소장품 수집에 관한 사항
5. 추진 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에 관한 사항
7.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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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공원

제주
4·3평화재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령사업)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례
(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령묘역 조성
2. 위령탑 건립
3. 제주4·3사료관 건립
4. 위령공원 조성
5.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전문개정 2014. 01. 07.]

3-2. 기념관 건축 관련법
기념관은 「건축법」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
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한해 건립이 허용되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개정 2018. 09. 0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5. 문화 및 집회시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기념관 건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18)
<표 13> 건축법상 기념관 건축 시 주요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관련 조항

내화구조
및
방화벽

문화 및 집회시설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하며, 용도 및 규
모의 건축물은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함

제50조

공개공지
또는
공간확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18)「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2013. 1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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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설치

극히 일부의 박물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에는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터
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000㎡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
을 설치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34조

통로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은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
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41조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
구획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중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46조

배연설비
구축

6층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함(피난층인 경우 제외)

동법 시행령
제51조

내화구조

구축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구
조로 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56조

마감재료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
의 합계가 20㎡(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
는 4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로 하되, 실내 공기 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함. 또한 건축
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욕
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3-3.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바닥면적 50㎡ 이상인 박물관･미술관(기념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비지침은 다음과 같다.

19) 이하「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2013. 1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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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과 비치용품
구분

대상시설

바닥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
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

50㎡ 이상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보청기기

점자 공연안내 책자

<표 1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문화 및 집회시설이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매개시설
편의시설

대상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주
계 화장실
유 경
장 출 출 복 단
욕 샤
워 점 도 보
애 입 입 도
실 실 자
인 구 문
또 대 소 세
블 및 및
전
는 변 변 면
탈 록
높
안 피
기 기 대
접 용
의
주 이
승
내 난
근 차 차
실
강
설 설
로
구 이
기
비 비
역
제
거
주
출
입
구

공연장
및
문 관람장
화
및
집
회
시
설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의 의 의
무 무 무

집회장

의 의 의 의 의 의 의 권 권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장 장

권
장

전시장
동·식물
원

의 의 의 의 의 의 의 권 권
무 무 무 무 무 무 무 장 장

의 권 권
무 장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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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객 관 접
실 람 수
석 대
침
실 열 작
람 업
석 대

의
무

비고

매 임
표 산
부
소
판 등
을
매
기
위
한
음
료
대 휴
게
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권 미만이거나
장 관람석을
1층에
배치할 경우
계단 또는
승강기는
권장사항임

권 권
장 장

<표 16> 박물관･미술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비 지침
구분

기본 지침

출입구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장애인 접근이 가능한 도로나 보도에 연결. 회전문을
제외한 형식의 문 설치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유도 블록 설치

복도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하며 건물의 주요 복도의 유효 폭은 1.8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함
▸복도의 바닥면은 단차가 없는 경사로로 계획
▸승강기 앞, 화장실 입구 등 시각장애인 유도용 바닥재 부설
▸복도의 손잡이는 양쪽에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높이는 80㎝에서 85㎝ 이내로
설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의 가장 유효한 수직이동 수단이므로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내부에서 조작반, 호출버튼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손이 닿도록 설치

화장실

▸칸막이 규격은 휠체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0 × 1.8m 이상
▸대변기 및 소변기 양 옆에는 장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수직 및 수평 손잡이 설치
▸세정장치, 휴지걸이 및 비상 호출버튼 등 휠체어에서 한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
▸세면기 하부에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세면기 급수전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광감지식이 바람직함

주차장

▸휠체어 사용자가 자동차에 옮겨 타기에 충분하도록 3.3 × 5.0m 이상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면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또는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장치 및 표시를 하여야 함

매표소 및
판매기

▸매표소 및 접수대의 높이는 1.1m 이하로 계획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5 × 1.5m 이상의 바닥 유효면적 확보
▸조작버튼에는 품목 및 금액을 점자로 표시

안내 표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안내표지 부착 또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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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념관 등록 관련법
민주인권기념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시설 인가와 등록 시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민주인권기념관을 국립 시설로 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업계획서,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등의 자
료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1조(설립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
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7조(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민주인권기념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하려면 국립은 문화체육관
광부 장관에게, 공립은 특별시장에게 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
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등의 자료를 갖추어 개관 전까지 신청해야 한
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특별시장은 신청된 곳의 자료 규모와 가치, 학예
사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현장심사 포함)한 후 등록 여부를 결
정하고 등록증을 발부한다.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은 법적 등록 최소요건인 바, 이를 갖
추었다고 조건 없이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또는 제2종으로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자료 보유량, 채용할 학예사 인원, 시설할
각 공간의 규모 등을 예측할 때 민주인권박물관은 제1종 종합박물관 규모이다.
한편 박물관·미술관(기념관) 등록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등록을 하면 공익 목적을 수행
하는 문화시설로 공인되는 것인 바, 이에 따른 의무와 혜택이 있는데 「박물관 및 미술
관 진흥법」 24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다. 이는
인력지원이나 사업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한 시설은 등록요건 계속 유지,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 신청, 옥외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등에 등록 표시, 연간 정해진 일수 및 일일 일정 시간 이상 개방, 연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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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수 1/3 미만으로 대관 가능, 설립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편의시설
운영 가능, 매년 운영 현황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진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
사와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
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
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
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시설명세서
2.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3. 학예사 명단
4.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규모와
가치, 학예사의 보유, 시설의 규모와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 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9조(등록요건) ①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학예사,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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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0)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제9조 관련)
1. 공통요건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
보의 부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2. 개별요건
가.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종합
박물관

각 분야별
100점 이상

전문
박물관

100점 이상

학예사

시설

각 분야별
1명 이상

1)
2)
3)
4)
5)
6)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수장고(收藏庫)
작업실 또는 준비실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1명 이상

1)
2)
3)
4)
5)

100㎡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 이상의 야외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자료관·사료관·유물관·
전시장·전시관·향토관·
교육관·문서관·기념관·
보존소·민속관·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60점 이상

학예사

시설

1명 이상

1) 82㎡ 이상의 전시실
2) 수장고
3)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
개 시설
4)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20) 시행령상의 규정 중 민주인권기념관 규모에 맞춰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고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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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유사시설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유사시설의 종류, 규모
등을 검토해본다.
4-1. 국내 유사시설 분석
국내 유사시설로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4·3평
화공원을 검토했다. 기념관을 설립한 모(母) 조직과 기념관의 관계, 기념관 운영 주체
및 체계, 기념관 시설 및 공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에서 시사점을 도출했다.
<표 17> 국내 유사시설 분석 요약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
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
원재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전쟁기념관
(전쟁기념사업회)

4·3평화공원
(제주4·3평화재단)

역사관

박물관

기념관(야외 포함)

공원과 기념관

2016년/신축/
부산광역시

2012년/개축/
서울특별시

1994년/신축/
서울특별시

2001~2015년/신축/
제주시

규모

건립부지 75,465㎡
7층(지상 3층/지하 4층)
건축 연면적 12,062㎡
옥상(추모공원/추모탑)

건립부지 6,445㎡
지상 8층
건축 연면적 11,117㎡

야외대지 115,793㎡
건축 연건평 76,033㎡

대지면적 219,031㎡
건축 연면적 11,455㎡
지하 1층/지상 4층

공간

전시실 3,671㎡(3개소)
수장고 153㎡
연구·교육시설 2,838㎡
(서고 2,194㎡/도서실
331㎡/연구실·기록관리
실 331㎡)
공공편의시설 3,770㎡
(회의실 54㎡/세미나실
16㎡/강의실 22㎡/카페
366㎡ 등)

전시실 3,539㎡
(상설 4/기획 2)
수장고 434㎡
(외부에 429㎡ 더 있
음)
세미나실 30㎡
강의실 496㎡
사무실 1,971㎡
카페 60㎡
기타

전시실 14,000여㎡(7
개)
어린이 박물관
옥외 전시장(6·25전쟁
당시 장비/세계 각국
대형무기/6·25전쟁 상
징 조형물/광개토대왕
릉비/형제의 상/평화의
시계탑/국군 전사자 및
유엔군 전사자 명비
등)

상설 3실 2,392㎡,
기획 2실 689.69㎡
수장고 2실 506.74㎡,
도서자료실 3실 527.57
㎡
교육실 5실 942.53㎡
(영상관/강당/회의실/세
미나실/강의실 등)
공원 내에 위령시설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문화체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제주도

시설
명칭
(모 조직)
시설
종류
설립
시기/
위치

관계법
관계부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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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과정
등

운영비
(원)
인력

비고

홈페이지

민관 협동으로 특별법
제정(‘10) →재단설립
(’14) →역사관건립(‘16,
행안부 주관) →재단에
위탁(’16)
재단 26억
역사관 27억
재단 37명 중 역사관
21명
(시설관리 등 별도)
▸행정안전부 소관의
국립박물관
▸전시관 목적으로 신
축→ 목적에 맞는 공
간 구성, 다중이용 편
리, 부지 형편 고려
▸가장 최근에 지은 전
시관
museum.ilje.or.kr

국가 발의(‘08) →규정
제정(’09) →건립위원회
설치(‘09) →조직출범
및 개관(’12)

군 출신 추진위와 국가
의 노력(’88) →법 제
정(‘88, 건립근거 및 운
영방법) → 법인설립
(’89) →국방부가 건립
(‘94) →법인에 위탁

민간의 위령사업 노력
→법제정(‘00) →평화
공원 개관(’08) →재단
출범(‘08) → 재단에 운
영 위탁(’08)

2019년 159억
53명
(시설관리 등 별도)

2017년 95억
전체 160명

2019년
재단 78억
평화공원 12.5억
전체 40명

▸옛 문체부 건물을 개
축
▸문체부 소속기관
▸국가 주도 건립
▸업무용 건축물을 전
시관으로 개축, 효율적
전시에 한계

▸국가와 군 협동 노력
으로 건립
▸수익사업
▸국유재산 무상 사용
▸좋은 위치, 관람객
확보에 장점

▸민간 노력→국가 부
응으로 건립
▸부지에 비해 기념관
부족

much.go.kr

warmemo.or.kr

jeju43peace.or.kr

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성숙한 역사
의식을 고취하고, 인권과 세계평화에 대한 국민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부산항이 대부분의 강제동원 출발지였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약 22%가 경상도 출신이었다는 역사성과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부산에 세워졌다.2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2007년에 추도공간 및 기념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마련
하고 2008년 건립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후 2010년 착공하여 2015
년에 개관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제정되었고, 2014년 일제강제동원피해
자지원재단을 설립했으며, 2016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건립
한 후 같은 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2016년 국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박물관이다.22)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배울 점은 첫째, 우리나라 공공 기념성 건축물 중 가장
최근에 건립된 곳으로 건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과 공간을 잘 갖추었고, 둘째, 관련
사건 특별법 제정 → 재단 설립 → 역사관 건립 → 재단에 운영 위탁 등 모범적인 프로
2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홈페이지(museum.ilje.or.kr)
22) 국립박물관 41곳 중 문화부 소속이 아닌 곳은 총 10곳으로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립등대
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경찰박물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산악박물관, 국립여성사
전시관, 국립태권도박물관, 산림청국립수목원 산림박물관, 우정박물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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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밟아나갔다는 점이다.
역사관 건축비는 약 522억 원(부산시비 91억 + 국비 431억)이 소요되었다.
역사관 운영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8>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인력 현황
학예연구부(6명)

교육홍보부(5명)

시설관리부(9명)

학예연구부 총괄

교육홍보부 총괄

시설관리부 업무 총괄

기획전시, 도슨트 운영

전산, 문화행사

인사, 계약, 지출

유물 수집, 서고 관리

홍보, 소식지 발간, 문화행사

서무, 시설 운영

학술 조사

인문학 특강 운영, SNS 운영

안내데스크, 고객만족

유물 관리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운영

시설관리, 영선, 조경, 기계, 미화, 경비

역사관의 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19>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시설 현황
구분

전
시
/
기
록
관
리
/
연
구
및
교
육
영
역

유
지
관
리
영
역

실명

층별

면적

규모

울림의방

지하 4층

184.83㎡

수장고

지하 3층

152.76㎡ 항온항습기 10RT

전시실

B1층~2층 3,670.12㎡

서고
인수실/창고/정리실

1층, 2층 2,194.82㎡
2층
100.77㎡

멀티미디어
도서실/열람실

2층

331.38㎡

연구실
기록관리실

3층

154.99㎡

3층
3층
3층
B1 중층
1층
1층
1층
2층
B1 중층

17.43㎡
16.91㎡
22.55㎡
45.55㎡
16.68㎡
37.0㎡
101.53㎡
20.74㎡
31.08㎡

회의실
세미나실
강의실
경비실
행정실
회의실
관장실
전산실
방재센터

상설전시실 : B1층,
1층
기획전시실 :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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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용도
전시 도입 전 공간
오리엔테이션 공간
각종 유물 보관
유물 사료 전시
체험 전시
전시 에필로그 공간

자동소화설비 등 수신·감시

편
의
시
설

도슨트실
유아실
카페테리아

지하 1층

68.61 ㎡

3층

366.97㎡

로비

292.68㎡
남녀 9개소,
376.66㎡ 장애인(남녀) 1개소
2,665.87㎡

화장실
공
용
시
설

홀/복도/계단실
기계실/전기실
발전기실/저수조
소화가스실

지하 2층

833.43㎡

중앙감시실
지하주차장

지하 2층
지하 3층

38.43㎡
293.15㎡

4대

<그림 8>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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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설비 감시·제어
장애인 주차, 하역장

<그림 9>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5층 전시실

<그림 10>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4층 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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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역사를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이다. 2009년 「국립대한
민국관 건립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같은 해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원회’가 출범했으
며, 2010년 11월 착공하여 2012년 5월 준공했다. 2012년 9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직
이 출범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문을 열었다. 역사박물관은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
의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및 교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옛 문화체육관광부 건물을 개축, 건립하였고 총 사업비는 약 448억 원이 소
요되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실 6과)
학예연구실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자료관리과

전시운영과

교육과

교류홍보과

<그림 11>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조직구조

인력은 정원 53명(전문임기제 2, 일반직 21, 연구직 30)으로 현원은 다음 표와 같다.
정원 외 나머지는 비공무원23)으로 시설관리·안내·청원경찰, 시설보안·미화 등이다.
<표 2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력 현황
구분

인원(명)

비고(2019. 05. 30. 현재)

관리자

8

행정

24

시설

4

방호·보안·미화·안내

58

연구기획(사업담당)

4

전산

3

통신, 전산 자격제도

자료관리

3

일부는 학예사

아카이브

4

일부는 기록물관리사

자료실

9

자료등록·정리

14

관장 : 임기제 개방형, 과장 : 서기관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난방, 건축 등

일부는 기록물관리사, 사진사

23) 조직도와 각 과별 인력 현황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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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11

학예사

교육

6

일부는 에듀케이터

교류

3

홍보

2

전시 해설

4

계

157

도슨트(영어, 일어, 중어 등)
과별 구분 : 운영지원과 76명, 연구기획과 7명, 자료관리과 34명,
전시운영과 15명, 교육과 10명, 교류홍보과 13명, 기타 2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배울 점은 박물관 건립 발의 → 관련 규정 제정 → 건립위원
회 설치 → 조직 출범 및 개관에 이르는 과정을 국가가 주도했다는 점이다. 한편 원래
다른 용도(옛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로 지어진 건축물을 박물관으로 개축한 결과 전시물
배치, 관람객 동선, 층고 등에서 개축 전시관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국
가가 직접 운용하는 사례, 즉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박물관 인력 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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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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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그림 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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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층

<그림 1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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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층

<그림 1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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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은 외침(外侵)을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대외 항쟁사와 민
족의 자주독립을 지켜온 국난 극복사 등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
훈을 통해 전쟁을 예방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
로 건립되었다.24)
1960년대부터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군 출신 추진위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된 결과
1988년 9월 국방부 산하에 ‘전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발족했고, 같은 해 12월 「전쟁
기념사업회법」이 제정되어 기념관 건립 근거 및 운영방법이 마련되었다. 1989년 1월 국
방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전쟁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1990년 9월 기공 후 1994년
6월 건립되었다. 기념관은 전쟁기념사업회가 수탁 운영 중이다.
전쟁기념관은 기념관 건립과 운영 및 수익사업, 재정 확보, 국유재산 무상사용 등이
관련법인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는 점과 풍부한 인력 운용, 그리고 임
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참고할 만하다.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은 전쟁기념관장을 겸하며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 장관이 임면한다.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
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명씩 포함한다.
전쟁기념관 운영 인력은 약 160명 규모이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9> 전쟁기념관 조직도

24) 전쟁기념관 홈페이지.

- 56 -

<표 21> 전쟁기념관 인력 현황
기획부
기획부장
기획홍보팀

학예연구부
학예연구부
1
1
장
6 학예연구팀 10

유물부
유물부장
유물팀

전시부
1

전비부장

교육부

1

팀장

1

팀장

1

예약관리

1

전산지원

1

사업관리

1

1

편의시설운
영

1

1

웨딩홀

9

해설1팀

1

도서기획

1

대형장비

1

기획전시

1

1 학예연구1

1

보존과학

1

영상연출

1

박물관
교류협력

1

아카이브

1

상설전시

1

전시관리

1

디자인

연구원

팀장

9

대외협력

1 학예연구3

12

교육팀

1

홈페이지/홍
보

사업팀

9

팀장

1 학예연구2

8

13 전시기획팀
1

경영공시

18 인사총무팀

1

팀장

1 대여품관리(
수장고)
연구원
1
(기증)
연구원
4 (대여품)
연구원
(아카이브)
연구원
(보존과학)
연구원
(대형장비)

1

해설부장

1

1

사업부장

1

팀장

1 전시물관리

문화행사

교육문화행
사
초등대상교
1
육
1 중등대상교
육
대학생
1
대상 교육
1

4

영상장비

1

1

영상관리

1

교육강사

1

사업부
1

교육부장

1

제 규정

관리부

1

팀장

기관평가/직
원교육

해설부

관리부장

해설프로그
1 복지/행사
램 관리
우리말
1 전문해설 15
급여
1

1

노무관리

1

1

인사관리

1

4

자산관리

1

정보화
시스템

1

1

경영지원팀

6

전시운영팀 14

팀장

1

팀장

1

예산편성/획
득

1

안내센터운
영

1

지출

1

안내센터

회계/결산

1

체험시설

계약
세무

어린이
박물관팀

12

해설2팀

팀장

1

팀장

어린이
체험교육
6 전시콘텐츠
관리
4

1 도슨트운영
1

외국어
전문해설

13 시설관리팀

5

1

팀장

1

1

건축

1

11

조경

1

교육운영

2

전기/통신

1

1

전시운영

2

기계/소방

1

1

안내센터

5
시설방호팀

5

팀장

1

시설방호

1

전시안내

3

1

※ 임원실 6명(관장 포함), 감사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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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전쟁기념관 전시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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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쟁기념관 조감도

<그림 22> 전쟁기념관 전경 1

<그림 23> 전쟁기념관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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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3평화공원
4·3평화공원은 4·3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제주도민의 처절한 삶
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화해와 상생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인권기념공원이다. 현
재 이 공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인권의 의미
와 통일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성지이자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25)
시민사회를 비롯한 민간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3년 공원을 기공하여
2008년 4월에 개관했다. 같은 해 11월 ‘제주4·3평화재단’이 출범, 4·3평화공원을 수탁
운영 중이다.
4·3평화공원에서 배울 점은 국가폭력 사건을 성찰하고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기
념관을 건립·운용하는 과정이다. 아울러 수년에 걸쳐 공원 방식의 기념시설(공원 내에
기념관, 위령시설 설치)을 조성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
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령사업)에는 “정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영령
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며 위령제
례(慰靈祭禮)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제주4·3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22> 4·3평화공원 주요시설
위령제단
위패봉안실
위령광장
봉안관
각명비원

연중 참배하는 공간
희생자 14,232명 중 14,117명의 위패를 모신 공간(생존 희생자 115명)
매년 4·3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되는 광장
4·3유해발굴사업으로 발굴된 400기 유해 봉안
희생자의 성명, 성별, 당시 연령 등을 기록

행방불명인 표석

시신을 찾을 수 없는 희생자 표석 3,896기 설치

초대광장

방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평화문화행사 개최

4·3평화기념관

전시, 회의실, 자료실 등

※ 3단계 조성사업, 대지면적 219,031㎡, 총사업비 712억 원(국비)

25) 4·3평화공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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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4·3평화공원 단계별 시설 현황
구분

계

1단계
(2001~2003)

2단계
(2004~2008)

3단계
(2012~2015)

사업비
(단위 :억 원)

712

112

480

120

4·3공원 조성

위령제단
위령탑
추념광장
기반시설

4·3사료관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시설
조경시설, 기반시설

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복전시관
평화의 종

주 사업내용

<표 24> 4·3평화공원 건축시설 현황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m)

준공일

비고

4·3사료관

6,206.66

11,455.00

지하 2층,
지상 3층

21.76

2008.01.23

신축

관리사무실

132.30

108.30

지상 1층

3.8

2008.02.04

증축

위패봉안실

529.95

487.59

지하 1층

10.45

2008.02.04

증축

봉안관

429.00

396.27

지상 1층

9.6

2010.11.24

증축

평화교육센터

1,764.60

2,737.12

지하 1층,
지상 2층

14.8

2016.03.28

증축

<표 25>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시설 현황
공간

시설수/총면적

공간

시설수/총면적

상설전시실

3실/2,392㎡

사무실

2실/641.77㎡

기획전시실

2실/689.69㎡

문화상품점

96.39㎡

수장고

2실/506.74㎡

주차장

310대/버스 12대

교육실

5실/942.53㎡

매점

96㎡

도서자료실

3실/527.57㎡

식당

107㎡

기타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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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4·3평화기념관 공간활용 현황
구분
1층

2층

3층

4층

당초 공간계획
수장고 2실
뮤지엄숍
대강당
기획전시실
미술전시실
어린이체험관
카페
개가 열람실
디지털 아카이브
4‧3 아카이브
교육실
관리사무실
학예연구실
세미나실
대·소회의실
관장실

506.74㎡
96.36㎡
319.42㎡
488.86㎡
200.89㎡
303.40㎡
202.24㎡
296.58㎡
56.55㎡
174.44㎡
58.70㎡
348.32㎡
293.45㎡
102.30㎡
158.71㎡
86.74㎡

현재 공간활용 현황
수장고 2실
506.74㎡
대강당
319.42㎡
기획전시실
488.86㎡
미술전시실
200.89㎡
개가 열람실
296.58㎡
4‧3 아카이브
174.44㎡
58.70㎡
관리사무실
348.32㎡
학예연구실
293.45㎡
세미나실
102.30㎡
대·소회의실
158.71㎡
관장실
86.74㎡

비고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단체 사무실
재단 사무실

사무실

<그림 24> 4·3평화공원 조감도
01 위령광장 02 위패봉안실 03 행방불명인 표석 04 봉안관 05 위령탑 06 귀천 07 각명비
08 모녀상 : 비설 09 4·3평화기념관 10 어린이 체험관 11 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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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외 유사시설 분석
다른 나라 사례로는 미국, 캐나다,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대만 등
을 검토하되 민주인권기념관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미국]
① 미국 국립 홀로코스트기념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USHMM)

■

홈페이지 www.ushmm.org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 희생자(600만 유대인과 ‘그 밖의’ 500만 희생자)를
기념대상으로 한다. 홀로코스트의 ‘미국화’와 ‘보편화’(대서양 건너편의 사건을 기념)가
기념관의 기본개념이다. 장소적 진정성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 오브제의 진정성에 의
존(객차, 신발 등)하고, 관객의 공감과 동일시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트레블링카 수용
소에서 온 신발 2,000켤레와 M. 슐스타인의 시 ‘우리는 신발이다(We are the Shoes)’
함께 전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서적 부담을 고려한 어린이 전시관 별도 운영
(Daniel’s Story),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감한 투자, 그리고 아카이브-연구-교육-전시
의 연계가 잘되어 있다는 점 등을 배울 만하다. 1993년에 개관했고 2017년 기준 연 방
문객은 170만 명이다.
2017∼2018년 예산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7> 미국 국립 홀로코스트기념관 2017~2018년 예산 현황
항목
수입

금액(달러)
194,040,828

공공예산(federal funds)

53,334,413

사적예산(private funds)

140,706,415

기부금

82,134,972

회비

11,041,936

뮤지엄숍

2,166,905

투자수익

44,843,320

재능기부

181,133

Imputed financing source

956,779

기타

33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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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부금과 모금이 대부분이며 입장료
없음

지출

113,787,015

프로그램 사업비
기념관
연구(Mandel Center for Advanced Holocaust
Studies)
교육(Levine

Institute

for

Holocaust

Education)
기록관리(National Institute for Holocaust
Documentation)
사회봉사(Simon-Skjodt
Prevention of Genocide)
마케팅
뮤지엄숍 운영
방문교육
유지관리비
운영관리
기술개발
회원관리
모금

Center

for

80,360,731
30,711,744

지출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예산
51,336,947달러는 대부분 인건비(공
무원)
- 인건비 지출 규모 : 421명
- 민간부문 모금 등 62,450,068달러
는 대부분 사업비
인건비 포함

8,693,408
12,913,002
10,845,100
2,187,477
7,324,543
1,897,674
5,787,783
33,426,284
11,162,288
6,787,940
5,261,187
10,214,869

운영조직은 정규직 400명, 비정규직 125명, 자원봉사자 6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감
독기구인 이사회(Council)는 대통령이 임명한 시민 55명, 상원의원 5명, 하원의원 5명, 전
직 관료 3명(국무부·교육부·내무부 각 1명) 등 68명으로 구성된다.

<그림 25> 미국 국립 홀로코스트기념관 14번가 입구(출처 : 기념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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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Center for Civil Human Rights)
■

홈페이지 www.civilandhumanrights.org

과거 미국의 시민권운동에서 출발하여 현재 세계 각국이 처한 인권문제까지를 기념대
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역할을 은근히 부각한다. 기본개념은
마틴 루터 킹의 진품 오브제 전시에서 인터랙티브(interactive) 전시로 상승적으로 확대
전개한다는 것이다. 노동권, 아동권, 환경권, 성적 결정권 등 폭넓은 인권개념을 구현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26> 애틀랜타 시민인권센터 전경
(출처 : https://civilrightstrail.com/attraction/center-for-civil-and-human-rights/)

③ 국립시민권박물관(National Civil Rights Museum in Memphis)
■

홈페이지 www.civilrightsmuseum.org

기념관과 역사적 건물이 혼합되어 있으며 1968년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된 로레인 모텔
을 포함하고 있다. 킹 목사 암살 후 모텔 주인이었던 월터 베일리가 재단을 설립하고
마틴 루터 킹 기념사업회와 함께 기념관 사업을 추진하여 1991년 개관했다. 박물관의
사명을 두고 역사적 사건 기념과 시민운동 활성화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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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통해 흑백 분리교육을 철폐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Brown vs. Board of Education)’ 판결이 이루어진 대법원 법정을 재현하고, 재판 내
용을 오디오 시스템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당수의 전시에서 맬컴 X(Malcom X)
가 논쟁하는 음성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관장 산하에 교육, 홍보와 마케팅, 개발,
경영, 관리, 행정 등의 부서가 있으며 상근직은 총 31명, 연간 운영예산은 1,000만 달러
이다.
국립시민권박물관은 역사적 사건의 장소성을 효과적으로 살리는 기념관의 본보기라
할 만하다.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모텔의 306호실과 저격당한 장소
인 객실 앞 발코니를 그가 마지막 사용했던 모습 그대로 재현, 복원했으며, 유리벽을 설
치하고 바로 앞까지 관람객 접근을 허용하여 현장성을 잘 살리고 있다.

<그림 27> 마틴 루터 킹이 머물렀던 모텔 306호실을 재현한 국립시민권박물관의 전시 모습(출처 : 박물관 홈페이지)

④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

홈페이지 https://nmaahc.si.edu/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은 2003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기초
로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에 2017년 9월 24일 개관했다. 건물은 총 지하 3층, 지상 4
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1층까지는 전시장,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공연 및 세미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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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갖추고 있다. 인터넷 예약을 통해 사전 관람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3층부터 관람하는 방식이며 1400년부터 현재까지 아
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 지하 3층은 1400~1877년, 지하 2층은
1876~1968년, 지하 1층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법적·문화적 인
종차별 등 인권탄압의 역사를 다루는 동시에 그에 맞서 저항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의 노력과 운동을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3만 6,000점 이상의 다양한 유물을 수집·전시하고 있는데 인종차별의 현장이었던 기
차 등 대형 유물들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뛰어난 연구성과를 토대로 작위적인 모형에 의존하지 않는 세련된 전시기법을
보여준다. 특히 1968년 이전까지를 다룬 전시들은 매우 밀도가 높고, 유물이 전하는 진
정성의 가치를 극대화하였다. 딱딱하게 구획된 폐쇄적 전시실을 만들기보다 층 전체를
개방형으로 활용하고 층고가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 뒤에서 다룰 홀로코스트 관련 기념
물이 20세기 기념관의 전형을 보여준다면,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은 21
세기 기념관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모두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진들이다.

<그림 28>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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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의 구조

<그림 30>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지하 3층 전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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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지하 2층 전시내용

<그림 32> 국립 아프리카계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지하 1층 전시내용

[캐나다]
⑤ 캐나다 인권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
■

홈페이지 https://humanrights.ca

위니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4년에 개관했다. 유대계 변호사이자 기업가였던 이즈리
얼 애스퍼(Israel Asper) 주도하에 캐나다 정부와 매니토바 주정부, 위니펙 시 등의 파
트너십으로 건립되었다. 캐나다에 국한하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 인권에 대한 존중과 논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건립목적이다. ‘여정’을 건축의 테
마로 삼아 층별 구분이 없는 램프를 통해 메인 로비에서 희망의 탑까지 이어지는 긴 동
선을 따라가며 관람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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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직은 전시, 교육, 경영, 인사, 자원봉사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CEO 포함 16명
의 상근직원이 근무 중이다. 연방, 주, 시에서 자금을 출연하여 건립된 국립박물관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2,200만 달러의 운영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박물관의 비전을 제시
하고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애스퍼가 이끄는 ‘캐나다 인권박물관의 친구들’이
라는 후원단체가 캐나다 전역에서 1억 3,000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캐나다 인권박물관은 특정 장소나 역사적 사건과 무관한 곳에 지어졌다는 것이 특징
이다. 심지어 캐나다 수도도 아닌 매니토바 주 위니펙 시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특수성의 부재가 오히려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관람객들에게 전달하는 데 효과적으
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집단이 중심이 된 내러티브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성
이 없는 일반 관람객들을 주변화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캐나다 국립인권
박물관은 반대로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다양한 배경을 지닌 관람객 모두를 고르게 받
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림 33> 캐나다 인권박물관 전경(출처 : 박물관 홈페이지)

[아르헨티나]
⑥ 전 해군기술학교 터 기억의 박물관(ESMA Site Museum)
■

홈페이지 www.espaciomemoria.ar

아르헨티나 군부독재가 맹위를 떨치던 1976~1983년 해군이 비밀 억류 및 고문센터로
활용했던 곳이다. 당시 국가에 의해 납치, 억류, 고문, 살해 등을 당한 피해자는 5,000
여 명 규모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파악된 생존자는 약 150여 명이다. 16헥타르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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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 건물이 있었던 이곳은 당시 운영된 억류·고문시설 중에서도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에 전 해군기술학교가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되며 어떠한 변경도 금
지되었다. 2004년 3월 해군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자치시로 건물 양도가 이루어지 ㄴ후
2004년 12월 말부터 정부 주도로 복원작업이 진행되어 2007년 10월 개관했다.
부지 내에 국립기억보관소(National Memorial Archive), 전쟁기념관, 문화센터 등이
설립되었으며, 2004~2014년에 걸쳐 안전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복원과 수리만 이루
어지고 기본적으로 2004년 양도될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물관은 역사적 기억의 보존, 불법적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증언, 인권보호 증진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2017년 4월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했다.

<그림 34> 전 해군기술학교 터 기억의 박물관 전경(출처 : 박물관 홈페이지)

[칠레]
⑦ 비야 그리말디 기념관과 평화공원(Villa Grimaldi)
■

홈페이지 http://villagrimaldi.cl

산티아고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는 문화예술인과 좌파 지식인들의 모임·교류·교육
장소였으나, 피노체트 통치기인 1974~1978년 칠레 비밀경찰(DINA)의 조사·고문 장소로
쓰였다. 피해자는 총 4,5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실종 혹은 사망자는 230여 명으로 추정
된다.
1978년 건설회사에 매도되어 상당수 건물이 헐리고 이후 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이었
으나 시민운동단체가 이를 저지했다. 이후 1994년에 기억의 터가 조성되고, 1997년에는
평화공원이 건립되어 인권침해의 기억을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조형물과 예술작품이
제작, 설치되었다. 십자형 구조의 공원 형태이며, 고문이 행해졌던 탑과 억류실 등은 이
미 훼손되어 원형이 사라졌으나 모두 이전 형태와 유사하게 복원되었다. 희생자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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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이 적힌 이름의 벽과 희생자들의 유물 및 사진 등이 전시된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관리를 총괄하는 가운데 관리, 전시, 커뮤니케이션, 교육,
문화 등 5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부로부터 문화유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2018년 기준 운영예산은 37만 달러이다.
비야 그리말디는 인권침해와 국가폭력의 현장성을 살리려 했으나 실제 남아 있는 원
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복원품과 상징조형물만으로 평화공원을 조성한 경우이다. 그
대신 피해자들의 개인 물품을 전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씌워졌던 익명성을 걷어내고
개인 정체성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전시방식으로 보인다.

<그림 35> 비야 그리말디 기념관과 평화공원의 전경(출처 : 기념관 홈페이지)

[독일]
⑧ 베를린 유대박물관(Das jüdische Museum Berlin)
■

홈페이지 www.jmberlin.de

2001년에 문을 연 박물관으로 2016년 기준 방문객은 연 66만 3,267명에 달한다. 베
를린에서 추방된 시민으로서 유대인을 기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개념은 과거와의
연속과 단절(기존 바로크 건물과 해체주의 신축건물 간의 연속적 단절), 지하통로를 통
해 국외추방과 절멸의 갈림길에 선 베를린-독일-유럽 유대인의 운명을 표현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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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해체주의 건축(다윗의 별이 깨진 모양으로 건축), 지상 전시(독일 문화발전에
대한 유대인의 기여를 역사적 방식으로 전시), 지하 전시(‘그럼에도’ 추방되어 망명하거
나 절멸된 유대인의 잔혹한 운명 강조), 지하의 X축 전시 가운데 ‘망명의 길’이 옥외의
조형물로 이어지도록 한 점 등이 특징이다. 탁월한 건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성공적
인 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으며, 건축가와 전시팀의 불화(유리창을 둘러싼
갈등26))도 하나의 시사점이다.
연 예산은 약 1,900만 유로(2017∼2018년)이며 연방정부가 연 예산의 2/3(1,280만
유로)를 보조한다(문화미디어부가 감독권 보유). 나머지 예산의 1/3은 기부와 모금, 수
익사업으로 충당한다. 운영조직은 베를린 유대박물관재단(die Stiftung Jüdisches
Museum Berlin)으로 규모는 55명(2016년)이며, 재단이사회(Stiftungsrat)는 7∼12인으
로 구성된다.

<그림 36> 베를린 유대박물관 전경(출처 : 박물관 홈페이지)

26) 건축가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는 일그러진 다윗의 별을 연상케 하는 건물과 칼로 베인
상처를 연상케 하는 유리창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러한 해체주의 양식의 적용은 많은 건축가들
의 찬사를 받았지만, 전시전문가들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전시의 집중도를 떨어뜨린
다는 이유에서 자상(刺傷) 형태의 유리창에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전시에 직접
적인 영향을 주는 유리창을 가리는 절충안을 통해 봉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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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베를린 유대박물관의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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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뮌헨 나치기록센터(NS Dokumentationszentrum)
■ 홈페이지 www.ns-dokuzentrum-muenchen.de

나치당의 온상이었던 뮌헨과 뮌헨 시민의 역할에 대한 성찰을 기념대상으로 하며, 건
축(나치 과거와의 명확한 단절과 거리감 표현 : 흰색, 큐브 모양)과 전시(가해 과거에 대
한 뮌헨의 반성의지 표현)에서 기본개념을 볼 수 있다. 층별 ‘전체’를 전시실로 사용한
다는 점, 오브제 없는 기록(과 사진) 중심의 전시라는 점, 유리창이 있는 전시실(과거 나
치 당사 등 범죄의 흔적을 창을 통해 거리를 두고 조망), 건물 주변의 비디오 아트(희생
자들의 사연 표현) 등이 특징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건축주의 의도를 전달(과거와의 단절 → 흰색 큐브 건물의 탄생)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이 있다. 다만 독일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패널 중심의 전시
가 정서적 감응을 중시하는 한국 방문객들에게 적합할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38> 뮌헨 나치기록센터 전경(출처 : 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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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베를린 테러의 지형도(Topographie des Terrors)
■

홈페이지 www.topographie.de

테러의 중심이었던 국가비밀경찰과 보안대의 범죄를 기억하기 위한 곳이다. 기본개념
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구성된 건축적 단순미와 전면(全面) 유리창을 통해 범죄의
지형도를 조망하게 하고,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둔 전시를 통해 국가 테러가 얼마나 광
대한 지역에서 체계적으로 전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격실이 아닌 ‘전체’ 전시실과 기록센터 방식의 패널 전시, 대주제의 변화를 주황색 계
열의 색 변화로 표현한 점, 건물 주변의 광대한 부지를 철도 잡석으로 처리한 점 등이
특징이다. 국가범죄의 흔적이 철저히 파괴된 장소도 기념에 적합하며, 가해의 구조와 개
인(가해자)의 행동반경, 책임에 초점을 두는 전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그림 39> 베를린 테러의 지형도 조감도(출처 : 베를린 테러의 지형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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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베를린 구동독 비밀경찰박물관(Stasi-Museum)
■

홈페이지 www.stasimuseum.de

구동독 시절의 스탈린 통치를 기억하기 위한 곳이다. 국가비밀경찰이 구동독 국민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재현하고, 독재국가의 발전과정·기능·통치방법을 사실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구동독의 국가보안부(Ministerium für Staatssicherheit) 청사 내에 위치하여 건물
원형 그대로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거악’ 혹은 ‘고문가해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지양하고 다양한 층위의 가해자들에 대해 전시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적이다.

<그림 40> 베를린 구동독 비밀경찰 박물관의 전경(출처 : 박물관 홈페이지)

⑫ 바이마르 부헨발트 강제수용소(Buchenwald KZ Gedenkstätte)
■

홈페이지 www.buchenwald.de

나치 국가범죄의 희생자(정치적 반대파, 노조 지도자, 포로, 유대인)를 기념하는 곳이
다. 구동독의 국가주의, 혹은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리얼리즘 원칙에 따라 과거의 유적
을 복원하고 새로운 기념조형물을 건립했다. 거대한 국가기념물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노동운동가들의 수감 흔적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수감시설 재현과 설명(수감자들의
이야기)이 돋보이며, 한정된 조건 속에서 전개된 수감자들의 저항을 부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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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바이마르 부헨발트 강제수용소 전경(출처 : 수용소 홈페이지)

[폴란드]
⑬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 제2수용소
■

홈페이지 www.auschwitz.org

‘문명화된 야만’을 상징하는 장소적 아우라(거대한 대지를 통해 웅변), 희생의 대립과
경쟁[(폴란드)민족주의 서사 대 (유대인)희생자 서사], 복원에 대한 과도한 강박(특히 아
우슈비츠-비르케나우의 황량함이 소실)이 특징이다. 과연 어디까지 복원하는 것이 후대
에게 적절한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그림 42>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 제2수용소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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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⑭ 부다페스트 테러의 집
■

홈페이지 www.terrorhaza.hu

이중의 과거사(나치에 부역한 화살십자가당과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정권 치하의 범
죄)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다. 참혹한 시절을 겪은 헝가리 희생자들과 그들의 삶을 재
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악 오케스트라 연주를 활용(사건의 진행을 청각과 시
각으로 동시에 경험)하고, 거대한 오브제를 선택적으로 전시(인상적 초점 효과 : 국가폭
력과 탱크)하는 것 등이 특징이며,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문제(원형 복원만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 체포·고문·살해의
현장 활용방안(역사적 장소성과 진정성을 갖춘 곳에 대한) 등에 시사점이 있다.

<그림 43> 부다페스트 테러의 집의 전경

[이스라엘]
⑮ 예루살렘 야드바솀(Yad Vashem)
■

홈페이지 www.yadvashem.org

홀로코스트의 영웅(저항가)과 순교자(희생자)를 기념하는 곳이다. 모든 희생자에게는
이름이 있다(인적 사항, 사진 전시 강조)는 것이 기본개념이며, 희생의 민족주의 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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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시작과 끝에 하티크바(이스라엘 국가) 활용], 정통파 유대교의 서사와 세속주의 시
오니즘 서사의 긴장과 대립, 불굴의 저항정신 강조 등을 특징으로 한다. 박물관은 삼각
플라스크 모양의 노출 강화 시멘트 지하건축물이며 광대한 부지를 활용(희생-저항-구조
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념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아카이브의 힘을 전시와 교육에 활용(홀로코스트 교육의 양대 센터 중 하나)하고 있다
는 것, 주변 상징자산과의 (개념적 연계가 아닌) 실질적 연계(헤르츨 기념관-야드바솀국립묘지)를 구현했다는 것 등이 배울 점이다.

<그림 44> 예루살렘 야드바솀의 전시 모습

[일본]
⑯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

홈페이지 www.city.hiroshima.lg.jp/www/contents/1483699383190/index.html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도시라는 역사적 상
징성을 배경으로, 원폭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설
립되었다. 1949년 8월 히로시마 평화도시기념건설법 제정을 계기로 공원조성 여부가 논
쟁이 되었는데, 피폭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유가족들과 피폭 흔적을 후세에 보존
해야 한다는 시 당국 및 학계의 10여 년에 걸친 토론 끝에 평화공원 조성이 결정되어
현재는 세계적인 평화의 장소 중 하나가 되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의 주요한 시사점은 과거의 건물을 기념물로 유지하면서 신축
건물을 활용한 방식이다. 원폭 후 파괴되어버린 잔해를 그대로 보존한 원폭 돔, 평화의
등불 등과 같은 기념물, 기존 건물을 개축한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이 일직선상에 배
치되어 상호 조망이 가능한 시선 배치를 이루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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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히로시마 평화공원의 구조
(출처 : 이혁진, 2005, 〈사진을 이용한 일본 히로시마의 관광지리적 이해〉,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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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의 국가폭력 관련 대표적인 기념시설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28> 대만 국가폭력 관련 기념시설

국
가
인
권
박
물
관
(2018년
개관)

구분

설명

⑰ 타이베이 2·28기념관

▸최초의 2·28기념관
▸일제시기 방송국(1930년) → 타이베이시 소관 건축물(1992년)
을 개축하여 기념관 개관(1997. 02. 28.)
▸2·28평화기념공원 내에 기념관, 기념비 등 설치
▸홈페이지 https://228memorialmuseum.gov.taipei

⑱ 2·28국가기념관

▸2·28사건 관련 최초·공식 국가 기념시설
▸타이완 교육회관(1931년) →타이완성 참의회(1946년) →미국
공보처·문화원(1960년)을 개축하여 기념관 개관(2011. 02.
28.)
▸(재)2·28사건기념기금회 : 2·28사건 관련 공식기구로 사건조
사 등 담당. 2·28국가기념관 운영
▸1995년 2·28사건처리보상조례 제정 후 행정원 산하에 설립
▸홈페이지 www.228.org.tw

뤼다오(绿岛)
기념구역

⑲
신생훈도처
⑳ 국방부
뤼다오감훈감옥

징메이(景美)
㉑ 징메이
기념구역
간수소
홈페이지

(2002년부터 일부 개축·개방 후)
▸대만보안사령부→대만총경비사령부 신생훈도처(1951∼1965
년)를 개축
(2002년부터 일부 개축·개방 후)
▸국방부 뤼다오감훈감옥(1972~1987년, 백색공포 시기 정치범
감옥)을 개축
▸대만총경비사령부 군법처 간수소(1968∼1992년, 계엄시기
정치범에 대한 구금·기소·재판 장소)를 개축
www.nhrm.gov.tw

대만의 국가폭력 관련 시설은 대부분 2·28사건과 백색공포 시기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1947년에 발생한 2·28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투쟁은 1987년 계엄이 해제
된 후 민주화운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1995년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사건해결을 위한 기
구(기금회)가 설립되어 배상과 기념, 희생자 위로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2·28기념시설은 1995년 타이베이 시 2·28평화기념공원이 건립된 후 공원 내에 타이베
이 2·28기념관이 설립되었고, 이후 활발해진 진상규명 과정을 거쳐 2011년 2·28국가기
념관 개관으로 이어졌다. 2·28국가기념관을 운영하는 (재)2·28사건기념기금회는 국가로
부터 사건해결을 위임 받아 사건조사, 진상규명, 배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기금회
이사회는 희생자와 가족,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정부 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28국가기념관은 기념, 교육, 문화라는 3대 방향과 국제교류 플랫폼 건립, 타이완 정
의 전형 실천, 계승 2·28의 역사적 임무라는 3대 미션에 입각하여 자료 보존, 전시, 연
구, 교육, 기념활동, 국제교류 등을 전개하고 있다.
2·28사건 희생자는 2만여 명(행정원 「2·28사건연구보고」)으로 추정되는데 199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2,792건[사망 685건, 실종 180건, 기타 1,437건(구금, 징역, 부상,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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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재산 손실 등)]이 인정되어 1만 103명에게 배상금 약 2,750억 원(최고액 약 2억
3,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국민당의 백색공포 통치 시기는 1949년 5월부터 1991년 5월까지로,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막는다는 명분하에 무려 38년간 계엄령을 발령하는 등 민중을 탄압하여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1998년에 피해자 보상조례가 제정되고 보상을 위한 기금회가 설립
되었다. 백색공포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9년 기금회가 8,296
명(그중 1,061명 사형)이라고 밝혔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정 회부 사건 3만
건, 희생자는 14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백색공포 시기를 기억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인권박물관은 희생자들이 투옥, 처형되는
등 박해를 받던 시설을 개축한 곳으로 뤼다오기념구역과 징메이기념구역으로 나뉜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인권박물관의 기본개념은 국가의 책임, 반성,
교훈이며 기념시설에서는 백색공포 시기 인권사건 백서 발간, 연구, 전시, 교육, 교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 기념시설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 관련이 없는 곳에 기념관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구금·수감·재판·처형된 곳을 개축하여 그 정신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기념관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주관하에 피해자, 사건 전문가, 건축가 등 전문가들이 협의
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 그 과정에서 원칙과 방향(2·28국가기념관 3대 방향 : 기념,
교육, 문화)을 정해 전시와 운영에 반영했다.
개관 후 기념관은 피해자들과 시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희생자들을 기리
고, 사건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기념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민
관합동으로 구성된 법인이며, 이들이 사건조사, 배상, 기념사업, 명예회복 사업, 기념관
운영 등을 맡아 피해자와 시민,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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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타이베이 2·28기념관

<그림 47> 2·28국가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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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국가인권박물관 뤼다오기념구역 옛 감옥

<그림 49> 국가인권박물관 징메이기념구역 옛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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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민주인권기념관 공간구성 기본계획
1. 시민사회 의견수렴과 공간구성의 기본원칙
1-1. 민주인권기념관 부지 활용에 대한 공론화 토론회 결과
민주인권기념관의 공간구성과 관련하여 공동위원회27)와 전문가 토론회28)에서 도출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민주인권기념관의 부지활용 문제’였다. 따라서 공론화 토론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도 그와 관련된 것이었다. 추진위와 사업회가 각각 10분간
참가자 모두에게 의견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질문을 통해 쟁점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
졌다. 본 연구팀은 공론화 토론회 참석자들에게 당일 제시된 논의의 배경 및 양측의 입
장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쟁점 및 쟁점별 입장을 토론회 자료집에 수록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논의의 배경>

민주인권기념관의 설립 구상에서 현재의 대공분실 건물의 원형보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인사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부지(특히 테니스장)의 활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테니
스장 및 철문과 철조망이 쳐진 담장 등도 그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분들은 협
소한 부지 사정상 테니스장 부지에 건물의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다음 중 어떤 방식의 보존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물을 신축하되 테니스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테니스장을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신축건물은 지하화한다.

1)번 입장
국가폭력의 현장에서 테니스장이 갖는 의미는 중요하지만, 장소적 의미의 전달방식은 매우 다양합
니다. 장소적 협소성과 시의성이 있는 민주인권교육의 필요성, 방문객의 세대적 구성과 젊은 세대의

2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남영동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가 2018년 7월 5일 구성한 ‘(가칭)민주인
권기념관 추진 공동위원회(협의기구)’(이하 공동위원회).
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남영동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 활용방안에 대
한 합의문」(2018. 5. 16.) 중 “2.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있는 기존 건물의 복원과 보존, 새 건
물 신축 여부에 대해서는 위 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가, 역사학자, 건축학자, 전시기획자 등이
참여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 방안을 결정한다”는 항목에 근거하여 추진.

- 86 -

인지·정서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장소적 의미를 전달하는 보다 창의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현실적
인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공간을 지하화한다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 경우
목표하고 있는 시점(2022년)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완공하기 힘들 것입니다.

2)번 입장
테니스장은 고문을 자행한 자가 고문이 일어난 장소 바로 옆에서 체력단련과 여가생활을 즐긴 공
간으로,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고문의 피해
자가 5층의 좁은 창으로 내려다보았을 테니스장의 모습은, 오늘의 관람자에게도 ‘생생한 내적 체험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본관 건물 앞 테니스장 부지에 건물을 짓는 방식은 역사적 건축물인 남
영동 대공분실의 원형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해당 문항에 대하여 조별로 숙의 토론을 진행했고, 이후 개별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 설문조사 결과 및 수기 의견은 다음과 같다.

<그림 50> 민주인권기념관 부지활용 관련 공론화 토론회 조사 결과

<공론화 토론회 수기 의견>

1)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여 신축’ 해당 의견
- 방문객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적극적인 개발이 타 공간의 보존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 필요. 상징적 의미는 기술적으로 처리.
- 테니스장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는 필요성이 없다고 사고됨.
-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싶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상과 지하에 증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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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니스장의 의미를 살리는 설계로 상징성을 구현했으면 합니다.
- 30~50% 보존 or 50~70% 새로운 상징적인 공간이 필요. 가해자들의 공간,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자체적인 민주시민·인권 교육체험의 장으로 설계되었으면 합니다.
- 전체 공간구상과 의미틀에서 테니스장 해석되고 내포되어야(상징화).
- 대안적으로 2번 공감하지만 향후 완공 후 테니스장의 용도? 시민들은 직원들 체력단련장으로 오해/주민
들의 생활체육시설 개방요구도 어떻게?

2) ‘테니스장을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신축건물을 지하화’ 해당 의견
- 증축되는 공간 모두가 훼손이다. 개방적 공간으로 남겨둬야.
- 별관 건물 후면 등을 활용한 증개축 및 남영동 부지 전체면 지하 공간의 최대 활용(사랑의 교회?).
- 신축건물 지하화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 추가적인 건축을 최소화하는 방향.
- 지하공간에 아카이브 설치(대부분 박물관의 수장고는 지하에 위치).
- 지하화는 최대화하고, 지상화는 증축 말고 여지를 남기자.
- 역사적 의미와 비중에 맞게 대공분실 부지 외 충분한 공간 확보가 관건. 신축은 지양되어야. “건축행위
최소화 원칙".

3) ‘기타 또는 무응답’ 해당 의견
- 테니스장 보존 필요, 신축건물은 지하화 말고 다른 방법도 모색되었으면. 건물, 이 공간 외부 등 활용
고민.
- 전체 신축규모에 따라 테니스장 부지활용, 기타부지 활용 등을 결정.

1-2. 민주인권기념관 원형 보존 및 신축에 대한 SWOT 분석
공론화 토론회의 숙의토론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팀은 기존 건축물 활용 및 부지
내 신축 건립과 관련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SWOT 분석을 실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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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민주인권기념관을 기존 건물로만 사용할 경우(SWOT 1)
Ÿ

강점(Strength)
남영동 대공분실의 가장

Ÿ

기회(Opportunity)
남영동 대공분실은 보기 드물

Ÿ

위협(Threat)
기억의 전승과 확산에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

용에 필요한 공간이 절대

게 원형이 보존된 채 남아 있

다. ‘당사자’ 위주의 회고적 기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성에 있다. 철조망으로

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는 국가폭력의 흔적이다. 역사

커지고 새로운 세대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둘러싸인 높은 담장과

없다. 사료를 충분히 전시

적 장소로서 주요 경관의 변형

많은 고문 피해자들의

하고 교육할 공간이 부족

을 방지하고, 이미 바뀐 공간들

것은 아니다. 장소 보존효과를 과잉 기대하는 데 대한 우

경험과 기억을 뒷받침하

하다.

가운데 주요 내부공간을 복원

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 건물은 사무행정용 건

한다면, 장소-상징적 가치가 극

기억을 보존하는 데 유

물이므로, 전시교육용으로

대화될 것이다.

승이다. 장소의 힘에 대한 과신과 체험기억에 대한 높은

리하다.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적

시내 도심에 있기 때문에, 기술

기대는 과거사에 무관심한 평균적 후속세대 구성원들의

국가폭력의 현장 보존이

합성이 떨어지고 공간적

적인 면에서 접근성을 높일 경

특성을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기억의

라는 역사적 가치를 달

비효율성이 매우 크다.

우 시민들이 자주 찾는 도심

전승과 확산을 위한 모든 계획은 후속세대에 대한 교육

여기에 방문객 동선의 병

속의 옥외 휴식공간으로 기능

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목현상이 더해져, 방문객

할 수 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포함

수의 증가에는 절대적 한

한 일부 체험세대는 이

계가 발생한다.

성할 수 있다.
Ÿ

약점(Weakness)
민주인권기념관으로서 활

큰 강점은 장소적 진정

는 7층 건물은 과거의

Ÿ

Ÿ

Ÿ

Ÿ

Ÿ

Ÿ

더 좋은 정치적 기회가 올
경우 더 큰 부지와 새로운

곳의 전면적 원형복원이

기념관을 확보할 가능성을

기억의 보존에 필수적이

남겨둔다.

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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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국가폭력 현장의 보존이 곧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념의 주된 목표는 무엇보다 세대 간의 원활한 기억 전

<표 30> 추가 건축을 통해 민주인권기념관의 공간을 확장할 경우(SWOT 2)
Ÿ

Ÿ

Ÿ

강점(Strength)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동 전시가

Ÿ

약점(Weakness)
현재의 부지가 좀 더 광범위한 사

Ÿ

기회(Opportunity)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에 필요

Ÿ

위협(Threat)
남영동 부지를 과거의 장소성에

가능해지며, 체험교육을 통해 공적

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에 활용될

한 인프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맞게 인권기념관으로 활용해야 한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장소성에 기반을 두고 추모

다는 주장이 가진 합리적 요구가

장소적 진정성 훼손 우려가 시민

와 기념, 전시와 교육을 함께 도모

무시될 수 있다.

방문객에게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사회 내 이견의 확산을 촉발하여,

함으로써 기념시설 활용교육의 효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민주인권기념관 설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체험세대의

새로운 세대들이 낯설게 느끼는

립을 위한 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

시민참여 공간과 문화향유 기회가

반발이 예상된다.

과거사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가

다.

관람인원 증가를 통해 좀 더 많은

Ÿ

Ÿ

증대될 수 있다.

Ÿ

Ÿ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국가폭력

더 유리한 정치적 환경에서 더

공함으로써, 역사기반 미래지향 민

큰 규모의 기념관을 설립할 수

주인권교육의 기회를 확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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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가적으로 필요한 필수 공간
SWOT 분석 결과 기존 공간으로는 민주인권기념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새로운 공간의 신축이 불가피해 보이며,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포함한 민주인권기념관은 다음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
다. 이하 제시되는 기능별 공간의 합은 가용한 총건축면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각 공간
은 필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표 31> 민주인권기념관에 필요한 공간의 크기
구분

크기

명칭

크기(㎡)

비율(%)

2,700

35.5

350

4.6

490

6.4

350

4.6

140

1.9

140

1.9

350

4.6

3,080

40.5

7,600

100

평면전시실(상설)
평면전시실(기획)
전시

옥외(기념관 벽면 등) 전시실
영상전시실
전시 관람 전 준비·후 정리 공간

수장

수장고 및 부속시설
자료실(문서보관실, 도서실)

사료
(자료
기록)

문서자료 열람실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실
기록관리실
인수·정리실(자료분류실)

연구

연구실
영상관(멀티프로젝트 홀)

교육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실기실, 프로그램실
교사·인솔자 준비실

추모
피해자

추모시설(참배, 분향 등)
기념조형물
피해자를 위한 공간
유아실(수유실), 의무실, 도슨트실, 자원활동가실

관람객
편의시설
등

안내실, 물품보관실
카페, 서점, 문화상품점
시민공간(사색공간)

공용

기계실, 계단 등 공용 공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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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아카이브와 수장고
① 필요성
￭ 아카이브 : 세계의 주요 기념관은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시작되었고, 아카이브 확장
과 더불어 발전해왔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은 민주·인권 경험기억의 국가적·국민적
사고(史庫)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서 시작한다. 현재까지 사업회는 90만 건 이상의
기록자료와 박물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자료의 총량은 민주인권기념관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국민의 기대를 감안할 때 앞으로 꾸준히, 그리고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된다. 이에 민주화운동과 인권 관련 사료의 확충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 수장고 : 이제까지 수집한 자료와 앞으로 수집하게 될 자료의 온전한 보존과 관리
를 위해서는 적절한 크기의 수장고 확보가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공간도 포함된다.
② 기능
￭ 수장고 : 자료의 규격, 분량, 성질, 상태를 고려하여 항온·항습 등의 기능을 구비한
보존공간
￭ 보존처리실 : 수장고 내에 반입될 기록물과 박물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며, 필요에
따라 소독 등의 보존처리를 시행
￭ 자료실 : 각종 문서자료와 도서를 구비하여 연구 및 교육 수요를 충족
￭ 자료열람실 :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춰 기록자료만
이 아니라 박물자료와 미디어 자료에 대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공간
￭ 기록관리실 : 기록물 관리업무 공간
￭ 자료분류실 : 자료를 인수한 후 정리하는 공간
1-3-2. 전시시설
① 필요성
￭ 전시실은 기념관 소장 자료와 방문객이 만나는 공간으로, 오브제와 패널 등을 통해
재현되는 기념관의 내러티브를 방문객이 경험하는 장소이다.
￭ 전시실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서사와 인권 서사가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
할 수 있는 형태로 방문객에게 전달된다.
￭ 전시실은 기념과 교육의 시작점이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자아내는 공간이며, 방
문객들이 사회적 책무를 의식하는 장이다.
￭ 성공적인 전시는 충분한 수의 우수한 학예인력이 확보될 때에만 가능하다. 아울러

- 92 -

능력에 부합하는 직급을 보장하고, 부단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② 기능
￭ 상설전시실 : 세계 민주주의 발전의 맥락 속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
과를 재현하고, 그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명함으로써 국가폭력의 전
모와 실행방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 특별·기획전시실 : 시공간적 제약으로 상설전의 민주·인권 거대 내러티브에서는 담
기 어려운 사건, 인물, 주제를 다룬다. 민주인권기념관이 담당하는 특별전과 기념관을
국내외의 관련 시설들과 함께 하는 기획전으로 구성한다.
￭ 옥외 전시공간 : 전시는 옥외공간에서 시작해 실내에서 전개되다 옥외에서 끝난다.
그러므로 건물의 외벽, 부지, 기념물, 아트워크, 유리, 옥상을 활용한 전시도 전체 전시
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 준비 및 성찰 공간 :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람 전 준비과정으로 영상
과 인솔자를 통한 소개 학습을 진행하고, 전시 관람을 마친 후에는 민주화의 성과와 국
가폭력의 폐해를 돌아보고, 열사와 희생자들의 내면을 추체험하며 현재의 일상세계와
연결지어볼 수 있는 정리와 성찰의 공간이 필요하다.
1-3-3. 추모·기념시설
① 필요성
￭ 민주인권기념관의 모든 활동은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헌신과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민주열사와 민주화운동 참여자, 국
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기억은 민주인권기념관의 본질적인 영역이다.
￭ 그러므로 개개인에 대한 추모, 집단적 성취에 대한 기억, 미래 변화에 대한 염원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기능
￭ 상징 기념물 : 전문가들의 제안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기념물의 방식은 매우 상이
할 수 있다.
￭ 공간 속에 깃들어 있는 추모시설 : 별도의 조형물이나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전시·소
통·교육 공간 속에 추모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추모에 초점을 맞
춘 공간을 할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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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교육시설
① 필요성
￭ 체험세대를 위한 기념은 전시를 통해 충족될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전시
내용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과정이 필수적이다.
￭ 교육은 비단 단체 및 개인 방문객에 국한되지 않고, 전시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찾
아가는 교육과 찾아온 방문객을 위한 교육, 전시 활용 교육과 일반교육, 오프라인 교육
과 온라인 교육이 모두 필요하다. 기억을 창출하고 계승하며 확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이 필수적이다.
￭ 이 교육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 전문인력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수의
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양질의 교육과 재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반
드시 마련해야 한다.
② 기능
￭ 멀티프로젝트 홀 : 영상과 음향, 예술과 퍼포먼스, 강연과 회의를 통해 다채로운 문
화·예술·교육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
￭ 회의실·세미나실·프로그램실 : 연구기반 교육과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이
루어지는 장소이자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 공간
￭ 준비실 : 교육 전문인력과 교사들이 교육과 활동을 준비하는 공간
1-3-5. 교류·소통 시설
① 필요성
￭ 남영동 대공분실과 유사한 여러 시설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의
공간, 이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소통과 연대의 공간이 필요하다.
￭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주의 심화, 인권 신장, 평화 구현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하고 숙의하면서, 민주·인권 체험에 기반하여
변화를 위한 새로운 메시지를 발산하고 변화의 동력을 발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② 기능
￭ 연대와 치유의 방 : 고문 피해자를 위한 치유와 교류, 피해사실 조사 등 참여와 연
대 프로그램의 기획 및 진행을 위한 공간
￭ 다목적 콘퍼런스 홀 : 추모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계기별 기념행사, 문화예술 공연
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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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편의 및 휴게 시설
① 필요성
￭ 현대적 기념관은 전시 관람과 학습에 그치지 않고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간과 시설에 대한 투자가 방문객의 만족도
를 제고하고 재방문율을 높이기 때문이다.
￭ 민주인권기념관은 도시 한복판에 위치하고 가까운 거리에 다수의 교육기관이 있으
며 거주 인구도 많다. 따라서 특색 있는 시설과 옥외 휴게공간, 실내 편의시설의 필요성
이 더 크다.
￭ 이와 함께 민주인권기념관은 ‘장애 없는 기념관’을 표방하므로 장애인을 위한 동선
배치와 노약자 및 영유아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기능
￭ 유아실 : 수유와 기저귀 교환 등 영유아를 위한 가족 공간
￭ 의무실 : 노약자와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 대응에 필요한 공간
￭ 자원활동가실 : 자원봉사자와 도슨트 등 전시안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 안내실
￭ 물품보관실
￭ 카페테리아 : 간단한 식사와 음료 제공
￭ 문화상품점 : 기념품과 서적, 문구 판매
￭ 열린 시민의 공간 : 기념관 방문객 외에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편
의공간
1-3-7. 기계·전산·공조 시설
① 필요성
￭ 민주인권기념관 건물과 옥외공간의 유지·보수·관리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어하는 공
간이 필요하다.
② 기능
￭ 중앙통제실 : 각종 안전사고와 긴급 상황에 대한 감시와 통제
￭ 전산실 : 전산관리 및 온라인 플랫폼 관리
￭ 방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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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실/전기실/발전실
￭ 소화가스실
￭ 저수조
1-3-8. 사무공간
￭ 민주인권기념관 기획 및 운영
￭ 현 부속건물 리모델링 후 활용

2. 기존 건물의 활용 계획
기존 건물을 임시로 ‘구관’이라 칭하고, 신축 건물을 ‘신관’이라 칭한다(구체적인 명칭
은 추후에 정하기로 한다). 기존 건물을 구관이라고 할 때, 구관은 인권침해 기억관 겸
현장전시관이다. 구관은 국가폭력이 실제로 자행되었던 상징적인 공간이기에, 국가폭력
의 과거에서 인권신장의 미래로 나아가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구관의 보존 및 복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① 국가폭력의 상징
구관으로 통칭되는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피의자 조사를 담당한 ‘분실동’, 정보통신
분석을 담당한 ‘AMD동’, 식당과 기계실로 사용된 ‘부속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부분
중 불법적 구금‧고문‧살인이 자행된 곳은 분실동이다. 분실동은 조사실의 공간구조와 설
비뿐만 아니라 조사실에 도착하기까지 피의자의 동선마저 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국가폭력의 상징적 장소로 주목받아왔다.
② 국가폭력의 실행처
그러므로 남영동에서 전시와 교육은 분실동으로 대표되는 대공분실의 구조적 특징과
공간적 기능에 유의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순히 소수의 경찰 책
임자들과 실무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오용 또는 남용했던 일탈의 장소가
아니다. 이곳은 국가권력의 폭력적 행사와 인권의 침해 및 유린을 이미 설계와 건축 단
계에서부터 의도하거나 잉태했던 장소이다. 발주처인 내무부의 수장 김치열 장관이 자
기 이름을 머릿돌에 남길 만큼, 남영동 대공분실은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기구였다.
이 점에서 남영동 대공분실은 민주화 요구에 대응하는 과거 권력자들의 사고체계를 명
료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곳은 구조와 행위 양면에서 국가폭력의 기획과 실행이 이루어
진 주요 현장이었다. 따라서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와 교육은 구관 중에서도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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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직결된 부분들에 대한 온전한 복원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인권의 꿈을 이야기할 최적지
인권과 평화에 관한 이야기는 폭력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인권 개념은
실험실에서 발명된 것도, 유토피아적 몽상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다. 처음에는 선험적이
고 추상적이었던 ‘인간의 권리(human rights)’는 자유를 위한 저항 속에서 구체화되었
고, 민주를 위한 투쟁 속에서 실체화되었으며,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확장되
어왔다. 그러므로 인권에 관한 이야기는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맥락 위에서, 민주주의적
요구를 분쇄하기 위해 조직된 국가폭력의 상황 속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명료하게 이해
될 수 있다.
인권 신장의 꿈을 펼쳐가는 데 남영동 대공분실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곳에서 인간의 권리가 침해되고 파괴된 이들은 민주주의 실현을 염원했거나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 활동했거나 민족분단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은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 국가폭력의 역사 속에
서 인식되었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쟁취와 더불어 확장되었으며,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
현 과정에서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신장
을 위한 꿈을 펼쳐나기기에 남영동 대공분실의 구관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을 것이다.
이곳은 민주주의의 물결을 막기 위해 축조된 독재의 방파제였고, 국민주권의 대의에 헌
신했던 개인들의 권리가 조직화된 폭력을 통해 훼파된 곳이기 때문이다.
2005년 남영동 대공분실이 경찰청 인권센터로 전환되면서 5층 조사실과 함께 조사와
관련된 업무공간이 크게 변형되었다. 이후 2007년 6월과 7월에 ‘고객만족모니터센터’와
‘여성·아동·청소년 경찰지원센터’가 입주하면서 내부공간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가 이루
어져 또 한 차례 역사성과 장소성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어떤 건축물이든 사용하는 도중에 변형을 거듭하므로 ‘원형’ 복원에 대한 기대
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 변형과 개축도 역사성을 구성하는 중요 계기이며, 정치적·사회
적 선택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1976년에 5층으로 신축된 대공분실 건물도 1983년 7층
으로 증축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원형’을 이미 상실했다. 그러므로 전면적 원형 복원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사회적 합의와 교육적 요구
에 따라 특정 시점의 형태에 가깝게 복원을 시도하는 일이다. 따라서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은 복원조치의 기준 시점을 1976년과 1983년 중 어느 쪽으로 잡을지 선택하는 일이
다. 연구팀은 1983년 시점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
연구팀이 예시로 제시하는 구관의 보존과 원형복원 방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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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7층
7층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국가폭력의 집행을 진두지휘했던 ‘박처원의 방’이 있던 곳
이다. 이와 함께 한 건물에서 최고층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와 동선 전체를 고려할
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7층은 매우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볼 때, 7층은 전면복원보다 부분복원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박처원의 방’은 1987년을 기점으로 삼아 복원함으로써,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과
거 국가폭력 세계의 입구로 활용한다.
￭ 나머지 공간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찰청을 축으로 삼아 기획되고 실행되었던
국가폭력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전시의 효과와
방문객의 편의성에 따라, 복원과 보존보다는 활용가치가 우선한다.
￭ 국가 단위의 폭력 메커니즘을 한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7층의 전시공간에서는 지도
와 계보도, 온라인 패널과 확대 사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 여기에 참조할 수 있는 곳은 유럽 유대인 절멸 계획을 고지하고 부처 간 공조를 도
모했던 반제 회의장(Haus der Wannsee Konferenz)의 전시다. 친위대 휘하 제국보안
국의 유대인과 과장이었던 아이히만(Adolf Eichmann)이 서기록을 작성하는 가운데 ‘차
관급 회의’가 진행된 베를린 교외의 이 나치 소유 저택은 학살의 기획자들을 전시함으
로써,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의 현장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② 5층
최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할 곳은 조사실이 위치했던 5층이다. 불법 고문과 감시가 이
뤄졌던 5층 조사실은 세밀한 고증을 통해 원형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반
드시 모든 취조실을 그때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차별 구타, 잠 안
재우기, 물고문, 전기고문, 칠성판, ‘통닭구이’로 대표되는 인권유린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조사실의 복원은 과잉일
수 있다. 실행 수준에서 국가폭력의 메커니즘을 재현하기 위해서라면, 상징성‧대표성‧역
사성‧일상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몇 개의 조사실을 복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나머지 조사실은 오히려 텅 빈 공간으로 남겨두거나, 이곳에 연행되어 왔던 다양한
사람들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예컨대 여성, 문필가, 대학생, 노동자, 간첩혐의를
쓴 어부 등의 적절한 범주로 구분하여 추체험의 단서를 찾아가도록 절제된 복원을 시도
해볼 수도 있다.
￭ 모든 공간을 반드시, 그리고 가득 채워 넣을 필요는 없다. 5층의 경우 정서적 몰입
과 공감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면,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다. 16개의 방 가운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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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정도는 차라리 비우고, 그중 하나에는 연행되어 온 사람의 처지가 되어 당시의
상황을 추체험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방식을 구사할 수도 있다. 구타와 취조가 이
어지던 상황에서 잠시 홀로 남겨졌을 때, 청각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는 것도 추체험에
효과적일 것이다.
￭ 국가폭력 앞에서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일어섰던 사람들을 위해, 그
리고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지 않고 더 큰 인간적 승리를 도모했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추모적 성찰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도 유익한 선택일 수 있다.
이곳 5층이 모두 밀폐된 조사실이었다는 것을 방문객이 이해하는 데는, 복도를 걸으
며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복원된 조사실 수만큼의 문을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림 51> 지상 5층 평면 상세 및 입면 전개도
(출처: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04., 77쪽)

- 99 -

③ 3층
3층에서 원형 복원이 필요한 곳은 특수조사실이다. 1976년 신축 당시에 만들어진 대
공분실 책임자의 근무공간도 이곳에 있었으나 증축 이후 7층으로 이전한 데다가, 당시
의 사무실 공간 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타 공간에 대해서는 반드
시 복원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는다.

3. 건물 신축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
앞에서 분석한 대로 민주인권기념관의 위상과 역할,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기능, 전문
가 간담회 및 공론화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시민사회의 의견 등을 고려할 때 건물 신축
은 불가피하다. 신축될 건물을 ‘신관’이라고 할 때 신관의 기본개념은 민주·인권 종합전
시관이다. 즉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동의 역사를 전시하고 교육·확산하는 장소로 기능해
야 한다. 이러한 기조 아래 신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3-1. 신축 건물의 지향점
① 인권유린에서 민주항쟁으로의 전이
인권유린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현대사의 상당 부분은 국가권력에 의한 가해의 역사
였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밑에서부터 보면’), 그 과정은 단순히 희생의 역사
가 아니었다. 강고한 독재의 질서에 저항하면서, 냉전체제하에서 강화된 기존 질서의 변
화를 도모하는 능동적 운동의 역사였다. 특히 국민이 나라에 대한 기대를 거두면서 더
욱 거세게 전개된 민주항쟁의 역사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을 유발하는 동시에 국가폭
력과 인권유린을 종식시켜온 역사였다. 이 점에서 구관의 가해/희생의 서사는 신관으로
이어지면서 민주주의 확장 및 심화의 역사로 이어져야 한다.
② 민주주의와 인간권리의 동반성장
그러나 신관은 그 자체로서 ‘한국 민주화운동(사) 기념관’이 되기 어렵다. 이 방대한
내용을 담기에는 공간적으로 협소하므로, 민주화운동의 거대 내러티브는 또 다른 장소
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장소성이나 공간적 규모 면에서 볼 때 이곳은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전체를 재현하기보
다는 민주항쟁의 전개와 인권 신장의 과정을 상호관계 속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시·기
념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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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화의 꿈 : 실질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장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곧바로 민주화운동의 완성이나 국가폭력의 완전하고도 불가역
적인 종식을 뜻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제도적·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는 쟁취했지만 실
질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남은 길은 아직도 멀다. 또한 오랜 투쟁을 통해 ‘국가로부
터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은 어느 정도 실현 기반을 확보했지만, 더 큰 자유, 더 많은
인권에 관한 요구는 아직도 남아 있다. 내외적 폭력으로부터의 탈피와 물질적 결핍으로
부터의 해방, 공동체 의식의 회복과 구현, 환경과의 공존, 내면의 평형유지가 더 많은
인권 과제와 결부된다면, 이러한 인권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실현해가야 할 과제이다.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는 이 과제를 해결해가기 위한 전제조건일 것이다.
3-2. 신관 건축의 방향 : 구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관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신관의 건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관과 신관은 형
태나, 색 등에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구현해야 한다. 구관과 신관 사이의 상호 시선을
고려하여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밝은 민주·인권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대조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구관이 폐쇄적이고 단절적인 공간이라면, 신관은 유동적이고 개방
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테니스장 기억에 대한 상징적 보존이 필요하며, 신관
에서는 고통에 대한 공감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정의의 일상성’을 위한
건축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원칙을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단절적 연속
▶ 단절 : 강제연행-구금-강압-고문-치사로 이어진 가공할 국가폭력 앞에서 개인들은
무력한 피해자였다. 조직화된 국가폭력은 개인에게 행위주체로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행동반경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에서 개인들은
운신의 폭이 전혀 없는 수인(囚人)에 지나지 않았다. 구관은 구금과 감시와 자의적
처벌을 일삼았던 국가폭력의 과거를 대표하는 데 반해, 신관은 행위주체로서 개인
들이 폭력국가에 저항하며 자기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했던 이야기를 펼
쳐간다. 수많은 행위주체들의 헌신은 자기가 선 곳에서 미래를 만들어왔다. 이러한
점에서 구관과 신관은 담고 있는 내용과 전개하는 이야기 측면에서 단절된다.
▶ 연속 : 그럼에도 세 가지 의미에서 구관과 신관은 서로 연결된다.
첫째, 구관에서 수동적 희생자였던 개인들은 실제로는 누구보다 능동적인 행위주
체였다. 그들은 독재와 억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되었고, 국
가폭력을 직접 겪은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딛고 세상을 바꿔가는 데 기여했다.
둘째, 과거에 자행되었던 국가폭력이 지금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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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감시는 더 정교해졌고, 폭력은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부침에 따라 과거의 국가폭력은 언제든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과거는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셋째,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인권 확장의 역사였고,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는 인권
의 확장과 심화를 동반한다. 이 점에서 국가폭력을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구관
은 민주주의의 성과와 전망을 압축적으로 구현하는 신관과 연결된다.
② 관계 구현의 주안점
국가폭력과 민주주의의 발전, 즉 구관과 신관은 그러므로 역사적·상징적으로 단절적인
동시에 연속적이다. 이러한 단절적 연속의 관계는 공간으로 표현되고 직관으로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 구관과 신관 사이의 단절적 연속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신관의 건축방식을 통해 : 층고, 외벽의 재질과 색상, 유리창의 크기와 형태의 대조
또는 차별화
￭ 구관과 신관을 잇는 동선을 통해 : 동선의 재질, 경사, 폭의 변화나 부분적인 물리
적 단절
￭ 옥외 조형물을 통해 : 기념의 벽, 불연속적 조형물들, 아트워크, 나무와 꽃 등
③ 상호조망을 통한 성찰
과거에 세워진 역사적 건물에 인접하여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기념관 건립에
서 종종 활용되는 방식이다. 베를린 유대박물관이나 뮌헨 나치기록센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파격적 방식의 신축은 그 자체로서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과거와 현재 간의
단절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관과 구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조망이다. 상호조망은 옥상이
나 테라스 공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좀 더 인상적인 것은 각각의 건물 내부에서 유리
창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망이다.
유리창은 건물의 외관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지만, 건물 안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에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흑벽돌로 지어진 구관 5층의 유리창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로 독특한 경험이다. 신축 건물에서 전시 및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구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유리창을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아울러
구관의 7개 층 가운데 특정 부분에서도 이에 조응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더 좋은 결과
를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므로 상호조망은 건축에서만이 아니라 전시와 체험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제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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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원 및 신축 관련 예산 계획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건축사사무소
강희재의 자문을 받아 보존(복원) 공간과 활용 공간을 구분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산출했
다. 리모델링 비용 산출과 관련하여 다음 사안들이 고려되었다.
① 사업별로 구분하여 소요예산을 산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순차적인 사업 진행이 가
능하도록 한다.
② 남영동 대공분실 리모델링 소요예산(안)은 건물의 유지·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비용에 해당하며, 실내 인테리어 및 전시시설 공사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③ 본 소요예산(안)은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외
벽 재료의 파손과 지붕 및 벽체 누수 등에 대한 보수공사와 기존 업무시설에서 전
시시설로의 전환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 등의 설
치비용을 포함한다.
④ 복원공사에서는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실동의 3층과 5층, 그리고 7층을
기준으로 공종을 구성했으며, 복원공사에 앞서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
및 재료의 원형 고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3층과 5층의 피의자 조
사실에 사용된 타일과 동일한 자재를 수급해야 하며, 방음을 위해 시공된 목제 방
음벽의 원 색상을 고증할 필요가 있다.
위 사안들을 고려하여 남영동 대공분실의 전체적인 유지·보수 공사와 주요 공간의 복
원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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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옛 남영동 대공분실의 보수 및 복원 관련 예산안

구 분
가설공사
보수공사

복원공사

기타공사

금

외벽 보존처리
내진보강
방수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목 공 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소방공사
소 계
제 경 비
합 계

액(천 원)
150,000
400,000
600,000
70,000
650,000
80,000
50,000
60,000
80,000
150,000
90,000
450,000
2,830,000
1,132,000
3,962,000

비고

공사비의 40%

위 예산은 전시 내용과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편의시설 및 소방시설에 소요
되는 비용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공사비용만을 산출한 것이다. 전시는 구체적인 내용
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위의 비용 외에 전시장 조성비용으로 최소 120억 원
(전시면적 3.3㎡당 1,000만 원 기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시 콘텐
츠 제작과 전시를 위한 연구·조사 비용 등은 제외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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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및 운영 기본계획
1. 시민사회 의견수렴과 전시구성의 기본원칙
1-1. 시민사회 의견수렴
1-1-1. 공론화 토론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 진행된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앞서 Ⅲ-1에서 살펴본 ‘민
주인권기념관의 부지활용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인권기념관의 성격과 기능, 전시범위’에
대해서도 밀도 높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부지활용 문제와 마찬가지로 ‘민주인권기념관의
성격과 기능, 전시범위’ 의제와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위해 세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회와 추진위가 의견을 달리하는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입장
차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입장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전달했다.
첫 번째 질문은 “귀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민주인권기념관은 어떤 성격의 기념관입
니까?”이고, 보기로 “1)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과 고문 및 인권유린 사건들을 포함한
인권운동을 포괄하는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와 “2) 남영동 대공분실의 장소성을 중시하
여 고문과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어졌다. 보기
1)과 보기 2)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번 입장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이 현실화되기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제 구 대공분실 부
지에 건립될 민주인권기념관은 단순히 남영동에서의 역사와 경험에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기보다 한
국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사를 포괄하는 중추적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곳에 한국 현대사의 모든 경험을 담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건립될 민주인권기
념관은 전국 여러 지역에서 행해진 민주화운동과 인권침해 사례의 교훈을 포괄적으로 전시하고 교육
하는 기념관이 되어야 합니다.

2)번 입장
남영동 대공분실은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찰청 등 여러 국가기관이 운영한 고문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영동 대공분실의 부지는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
닙니다. 이 공간에 민주화운동 및 인권과 관계된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내용을 재현하고 전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건립될 민주인권기념관은 장소성을 특화하여 원
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고문과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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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민주인권기념관은 다음 중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로, 보기 없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는 열린 질문이었다. 물론 “전시, 자료수집 및
보존, 교육, 연구, 피해자들의 교류와 치유, 세대와 국내외를 아우르는 시민들과의 소통,
추념 및 기념행사”등의 예시는 제시되었지만, “언급된 기능 외에 더 필요한 기능이 있
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다.
세 번째 질문은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이 질문은 “향후 전문
가들이 심층적으로 논의하겠지만, 큰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
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를 구성함에 있어 민주화운동과 인권
에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문화운동과 그 성과들도 포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많은 이견이 존재합니다.
만약 문화운동의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하면, 미술, 음악, 영상 작품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라는 배
경 설명과 함께, 두 가지 보기가 제시되었다. “1) 장소가 협소하므로 역사적 사건과 인
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해야 한다”와 “2) 문화운동의 다양한 성과를 전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및 수기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그림 52> 민주인권기념관의 기능에 대한 공론화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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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의견>

1) 각 항목 추가 의견
- 이 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남산 안기부 터, 동빙고 보안사 대공분실 터, 미군기지
등과 연계하여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폭력 – 민주, 인권유린으로 한정.
- 우선순위 : 1. 자료수집 및 보존 - 제일 중요!(국가폭력 관련 자료), 2. 피해자들의 교류와 치유, 3. 교육,
4. 전시, 5. 추념 및 기념, 6. 세대와 국내외 세계를 아우르는 시민들과의 소통, 7. 연구.
- 자료수집·보존·연구·추념. 기념은 꼭 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공간이어도 되지 않나.
- 전시와 교육이 핵심.
- 전쟁과 평화인권 박물관은 전문가 + 예술가들의 참여로 매우 교육적이며 참여적 공간입니다. 눈, 귀, 마
음으로 공감 체험하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 젊은 층을 겨냥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테니스장을 'ㄷ' 형태로 주변을 만들어 이어폰을 끼고 그
당시 고문현장 등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추념공간은 고통받던 끔찍한 공간이 아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에 마련하는 것이 적절(고문현장에서 추
념공간은 가혹할 수 있음).
- 지금 고민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전체적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들입니다.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을 때 수단을 먼저 고르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 교육이 중요! 현장교육뿐 아니라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를 개발해 널리 민주·인권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 전체 논의의 문제점 ① 기념 전시교육은 중요하지만 이곳에서 고문피해 당한 당사자가 치유받고 민
주인권역사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하고 ② 고문현장 전시교육이 두 번째
③ 마지막으로 민주인권 투쟁을 하는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2) 기타 의견
- 고문피해 현장에서 고문치유 센터로/ 인권유린 현장에서 인권투쟁지원 센터로/ 민주역사 조작 현장에서
민주역사 교육 현장으로.
- 전국에 있는 국가폭력의 현장들을 복원하는 중심지(센터).
- 국가권력의 폭력성 상기 → 인권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창달.
- 시민, 청소년이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 세계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본 한국 민주주의 성과를 담을 수 있는 내용.
- 과거사 청산/ 이 시대 인권문제의 중심지.
- 현재 민주주의, 인권을 실현하는 단체들의 활용 공간.
- 시민공론의 장.
- 세계인권민주단체와의 교류 및 교육의 장.
- 시민참여 논의를 유지하는 방안을 기능에 포함.

- 107 -

- 민주주의 문화제를 비롯한 문화행사 공간.
-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의 기능.
- 1. 가해집단/국가/경찰/개인 연구, 실태, 전시 공간 2. 민주인권기념관과 유사한 기능의 시설. 국내적-세
계적 map & 허브 기능.

<그림 53>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범위에 대한 공론화 토론회 설문조사 결과
<수기 의견>

1) “역사적 사건과 인물 중심” 항목 해당 의견
- ①을 중심으로 하되 ②를 기획 전시 등으로 포함해야 한다.
- 문화운동의 다양한 성과를 반영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다. 고문조작, 인권유린 극복 역사와 인물 중심
전시를 하고 문화전시를 하고 싶다면 그 내용을 ①에 한정해야 한다.
- ① 국가폭력과 인권 중심으로 ② 남영동 의미와 장소성 중심으로.
- 민주인권기념관을 운동의 역사가 있는 곳곳에 설립될 수 있도록 운동으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 ③ 모든 것을 이곳에서 다 할 수는 없다! 장소에 맞는 내용만 제대로 선명하게 해라! 국가폭력과 인권,
고문의 역사를 전시.
- ③ 고문 피해자분들의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전시 진행. 인권을 중심으로 전시.
- ③ 고문 피해자 중심의 사건과 인물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해야 한다.
- 질문 선택지가 협소하여 선택하기가 불편합니다.
- 충분히 증축하더라도 문화운동 부분 전시하기엔 부족할 것.(향후 확장 필) → 남영동이 민주운동기념관
의 끝이 되어선 안 됨. 시작점(포점?) 같은 곳.
- '남영동' 또는 '남영동 대공분실'을 포함하는 명칭이 바람직합니다. 에코뮤지엄이라는 이름을 붙여 망친
사례가. 매향리, 선감학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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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운동의 다양한 성과” 항목 해당 의견
- 중요한 것은 기억과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중심내용을 잊지 않되(ex. 남영동의 의미,
인권유린의 현장, 민주화운동)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전시 혹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 미래 주역인 청소년 대상 공론화 토론 진행 필요.
- 테니스장 부지 신축건물 활용/ ※ 기타 : 신축건물(테니스장) - 1층을 통유리로 하며, 최대한 원형을 보
존하고, 2층 부지 소통, 학습, 휴식공간을 마련.
-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아내서 현재 기술적 발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함.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조
화가 가능한 형식, 신축 기술 건물의 적절한 조화로 오감의 자극 등 최대한 전문적 전시 효과 고려.
- 국가폭력, 인권 유린 관련된
※ ①과 ②의 절충
- 예술적 상상력과 추상화를 통해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분한 공간확보 노력이 절대
적으로 필요함
- 당시 일상생활 보여주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이해가 제고될 듯.
- 테니스장은 보존하되 광장(?)이나 2층 건물 등을 활용하는 방식

3) “둘 다 선택” 해당 의견
- 기존 공간의 최대한 보존이 우선이 된다면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병행하면(가능성 타진 후) 좋겠습니다.
- 전시보다 시각적인 홍보영상물, 체험활동을 부가했으면 좋겠다.
- 적절하게 충분히 내용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하화는 반대합니다. 과거 눈 가리고 빛 가리는
등 인권침해 공간이었는데, 그런 공간을 햇볕이 없는 지하화는 반대해야 합니다. 햇볕이 인권입니다.

4) “기타 또는 무응답” 해당 의견
- ☆ 애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되어, 가장 큰 과제를 자임하였다. ‘(한국) 민주주의 전당’ 사업은
(초심) 어디에? 현재의 남영동 공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간을 확장하든, 애초 계획하였던 ‘한국 민주주
의 전당’의 내용과 국가폭력, 민주, 인권 유린을 기억하는 공간으로의 2가지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지? 어느 날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으로 변형된 원인과 경과를 냉정하게 검토하시길.
- 고정된 형태의 전시보다, 항상 주간-기간에 따라 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 공간. 상설전시는 최
소화하고, 기획전시가 늘 가능한 다양한 공간.
- 협소한 장소이긴 하나 현재의 장소를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전시가 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큰 제약이 아니라고 봅니다. 역사적 사건과 국가폭력이 갖는 심각성, 단순히 고
문당한 개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폭력에 순응하고 무기력한 사회가 되어갈 수밖에 없는 심각성을
알려내는 전시가 되어야 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곳에서 고문당한 대표적 인물 중심이 아니라 국
가폭력과 인권의 침해, 훼손에 대한 것에 중심을 둬야 합니다. 문화운동의 다양한 성과도 전시될 수 있
으면 좋겠지만 그와 더불어 문화가, 건축이 국가폭력에 복무한 역사! 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역사도 함
께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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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인권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전시되어야 함. 단순히 민주화운동으로 한정해서는 안 됨.
- 의미의 구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를 통해 세상에 던질 메시지를 밝혀야 하고 이
를 위한 방법론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답도 오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1-2. 각 지역의 민주·인권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간담회
본 연구팀은 공론화 토론회 이후 2019년 8월 12일 각 지역의 민주·인권 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를 초대하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관련 의견을 별도로 청취했다. 초대
인사는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제주4·3평화자료관, 4·9통일평화재단 관련자 세 분
으로, 5·18재단 관련자도 초대했으나 사정상 응하지 못했다. 참석자에게는 사전에 공론
화 토론회 자료집, 설문지, 잠정 정리된 토론회 결과 등을 보내고,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방향’, ‘민주인권기념관 부지활용 방안’,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정 및 건립 이후 협
력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관련 경과 및 몇 가지 쟁점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과 합의되지 못한 부분 등을 설명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민주인권기념관이 한국의 민주화운동 및 인권 관련 내용을 어느 정
도까지 포괄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테니스장을 포함한 부지활용 방안이었
다. 무엇보다 이 간담회는 각 지역의 인사를 초대한 자리이므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사
건을 새롭게 조성될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할지, 각 지역의 기념
관 등 관련 시설과 민주인권기념관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역할을 분담할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①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방향
참석자들은 시공간적 범위에서 강조하는 바가 약간씩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인권
기념관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사건 등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한국의 민
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을 포괄적으로 전시·교육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방향과 관련하여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민주인권기념관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모든 민주화역사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하지,
지방을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모든 민주화운동은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지역의 문제
가 아니다. 이는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문제이다. 부산 쪽 사람들 이야
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있는) 기념관에 부마항쟁의 내용이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동학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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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연표를 구성하고 이를 꿰서 전시하는 역사관을 신축건물에 만들어야 한다. 한국에 그
런 공간은 없기 때문이다.”
“남영동 공간은 임시적 형태로서만, 고유명사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남겨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적인 동시에 자기완결성도 가져야 하며… 임시적인 형태로서 자기완결
성을 갖는 민주인권기념관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활용하여 세워진다면 문화적 산물들도 포
함되어야 하고, 근현대사의 상징적 사건들이 거론/표현되어야 한다.”

② 민주인권기념관과 개별 기념관의 관계 및 협력방안
참석자 세 명 모두가 향후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조점을 달리 두면서도, 현재
상황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은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민주화 및
인권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지
역 유관시설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한 의견을 제시했다. 가령 “제주4·3
사건 유적지들을 정비 중인데, 위성(satellite)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4·3의 각 사건들,
각 장소들의 고유한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되, 이들을 엮어서 하나의 고리로 만드는 작
업을 진행 중인데, 민주인권기념관도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의문사
박물관 등 개별적인 박물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여기 남영
동 대공분실에 고문 및 인권 박물관 들어서야 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전체적으로 포괄
하는 허브로서 기능하는 별도의 시설이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기능을 임시적이지만 자기완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은 향후 민
주인권기념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반드시 참조할 만한 것이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개별 기념관과 민주인권기념관의 협력방안으로 이어졌다. 가령 상
설전시는 개별 사건 및 인물, 지역 등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서 알려주는 것 중심으로
내용을 채워나가고, 매년 혹은 특정 시기 동안 진행될 특별전을 아예 지역의 개별 기념
관과 함께 기획해서 추진하는 방안 등 흥미로운 제안이 나왔다. 완공 이후의 협력방안
뿐만 아니라 아예 설립과정에서부터 기존의 여러 기구나 제도, 시설들을 대상으로 MOU
를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 당장 이런 협력 시스템을 갖추도록 사업회
에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③ 민주인권기념관 추진 시 유의할 점
참석자들은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다룰 민주화운동 및 인권침해 사건의 범위가 축소되
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했다. 민주인권기념관이 한국의 민주화운동 및 인권 관련
사건을 다루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가 민주화운동이고 아닌지
에 대한 논란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남민전 사건 역시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받은
사건이고, 피해인원이 제일 많은 사건인데, 이것을 사업회에서 다루기도 어렵고, 미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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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 자체의 한계가 있다.
그 용어가 80년대에 생산된 것이라 한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동학이나 제주4·3 같은 역
사적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주 초기 운동부터 촛불까지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29)는 주장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은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공감했다. “죽은 공간이 아니라 그냥 놀러 올 수도 있는 공간, 그러나 다음
에 한 번 더 와야지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밝은 혁명의 세대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전시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촛불혁명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러 올 수
있을 만큼 아이들도 관람 가능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교육부 등에서 수학여행에서 이
공간에 학생들의 방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보내고 여행사에서 여기를 코스로 잡는 방
식도 가능하다”, “이곳에 오기 전에 어디에 갔으며 이곳을 방문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
지 등 단체관람객 방문코스 등에 대한 기획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1-2. 전시구성의 기본원칙
공론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을 참조하여 본 연구팀은 민
주인권기념관의 전시구성 원칙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설정했다.
① 민주·인권 내러티브 간의 유기적 연계
현존하는 국내외 기념시설들 가운데 민주주의 진전과 인권 신장 간의 상호관계를 전
시를 통해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었다. 인권을 강조하는 시설은 민주주의를
배경으로 처리하고, 민주주의를 기념하는 시설은 인권침해를 원치 않은 결과로 설정하
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인권침해 간의 갈등적이고 파괴적 방식의 맞물
림은 폭력적 국가기구의 특성 및 국가폭력 집행인들의 면면을 세밀하게 재현할 때 비로
소 가능할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 + 인권’ 기념관이 아니라, 유기적 결속에 기
반한 명실상부한 민주인권기념관을 표방한다.
② 장소적 진정성 최대 활용
철조망으로 덮인 높은 시멘트 담장, 육중한 철제 정문, 세로 방향으로 좁고 길게 설치
된 유리창, 5층까지 이르는 본 건물 후면의 나선형 계단, 출입구가 서로 엇갈려 있는
15개의 5층 조사실은 그 모습 자체로 국가폭력을 웅변한다. 이러한 국가폭력의 문법을
29) 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므로 이 발언은 사실 측면에서는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가 동학이나 제주4·3사건 등 역사적 사건을 포괄할
수 없다는 발언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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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통해 학습하고, 관찰을 통해 추체험할 수 있는 것은 남영동만의 강점이다. 민주
인권기념관은 최선의 복원과 활용 교육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체험 효과
를 제공할 것이다.
③ 아카이브 활용 및 교육을 염두에 둔 전시
전시의 품질과 완성도는 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에 달려 있다. 소장 자료들 중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고 뛰어난 교육효과를 유
발할 수 있는 인상적 오브제를 활용함으로써 교육지향적인 전시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④ 과도한 초점화 경계
이제까지 국내의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들은 몇몇 상징적 인물에 지나치게
많은 공간을 할애했다. 건물 외벽의 명판, 전시장 내의 사진과 영상에 이들을 너무 크고
빈번하게 노출시킴으로써, 당사자들과 유가족들 간에 적잖은 갈등이 빚어졌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중심화-주변화-배제’의 법칙이 전시에도 작동한다는 사실에 유의
하면서, 그동안 주목받아온 몇몇 명사들에게 과도한 수준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양
해야 한다. 민주화운동과 인권을 기념하는 일이 몇몇 위인 중심의 국가서사를 답습해서
는 안 될 것이다.
⑤ 상설전·특별전·기획전 간의 구별과 연계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전시 가능한 공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은 우리
에게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감한 선택을 요구한다. 하나의 전시공간에서 한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줄 수 없다면, 상설전-특별전-기획전을 통한 전시의 다양화를 도모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업비가 계상되어야 하고,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수의 전시
전문인력과 교육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앞선 기념관 사례에 준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으로는 새롭고 역동적인 기념관, 차별화된 기념관이 불가능하다. 민주인권기념관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판단기준으로 삼아온 ‘선례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1-3. 전시 실현전략과 영역별 특성화 방안
1-3-1. 전시 실현전략
① 다층적 전시 내러티브 구현
전시공간 설계에서는 타깃그룹(target group) 설정이 명확해야 하지만, 그러한 목표
설정이 배타적 방식으로 구현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적인 서사, 혹은 하나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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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강조하는 일이야말로 전시를 식상하게 만들고 재방문을 어렵게 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민주·인권의 유기적 서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상호 긴장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눈에 들어오는 전시의
큰 방향,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타나는 다양한 결, 그리고 검색대와 작은 모니터 영
상을 통해 적극적인 방문객들이 찾아볼 수 있는 상호 이질적인 내용들까지 전시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micro)-메조(meso)-매크로(macro) 차원의
다층설계로 전시 내러티브의 통일성과 다원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연령, 문화, 인종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아카이브·전시·교육 기능의 융합
교육 가치가 높은 아카이브 자료를 선별하여 전시공간에 배치할 경우, 일차자료를 손
과 마음으로 접하는 체험학습은 초중고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된다. 남영
동 대공분실의 장소성에 더하여, 사업회가 확보했거나 확보할 인권자료 중에서 방문객
들이 인간적으로 공감하기 쉬운 자료들이 일차적인 전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시공간에서 아카이브 자료를 직접 선택해 진행하는 교육활동이야말로, 한국 민주화 운
동과 국가폭력에 관한 ‘체험자·목격자-증인’이 사라진 이후 그 자리를 계승할 ‘학습자증인’을 육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원자료는 장소나 사람과는 또 다른 성격의 아우라를 갖고 있다. 여기에는 지적·정서적
직접성이 함께 담겨 있다.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일차자료(first-hand materials)를 개
인적으로 접하고 학습하는 경험은 과거사에 대한 후속세대의 이해와 관심을 서서히, 그
러나 획기적으로 증대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실험이야말로 민주인권기념관
의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순기능이라 할 것이다.
③ 지구적 차원의 초(超)접근성 실현
영어, 불어 등 유엔 공식 언어로 이루어진 온라인 플랫폼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장소
에 기반한 기념관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물리적 장소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오프라인
방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 및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
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 급선무다.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언어로 삼되 주변국 언어인 중국어와 일본어로 제한적 수준에서 필수자료를
제공하며, 그 밖의 유엔 주요언어로 기타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는 다국어 플랫
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진다면 세계 각국의 경험이 민주인권기념관의 플랫폼을 통해 끊임
없이 제공되고 제공받는(up-down-load) 정보와 소통의 운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주인권기념관은 물적 장소에 기반한 종래의 기념관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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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지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허브 역할까지 포함하는 미래형 기념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관 전에 과감한 예산 책
정이 필요하지만, 개관 후에도 플랫폼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활동을 지속적
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가대표 기념관으로 기능하기 위
해서는 예산과 조직 면에서 선행사례의 한계를 뛰어넘는 과감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④ 주변의 역사·상징 자산들과 연계성 강화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족적 단위를 넘어서 주변 기념교육
시설들과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용산 일대의 민족-민주·인권평화-생태 기념교육기관 및 시민단체들과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
아가 민족-민주·인권-평화-생태 교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을 개발·운
영함으로써, 지역에 기반을 둔 역할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1-3-2. 전시를 위한 영역별 기능과 특성화 방안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는 전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또
한 전시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시대에 맞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및 연구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① 아카이브
▶ 사료 수집을 넘어 생산·관리·활용을 염두에 둔다. 특히 전시 효용성이 큰 박물자료
수집과 교육 가치가 높은 인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생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 인권 아카이브의 구축과 확장에 힘써야 한다. 국가폭력의 특성상 인권침해와 관련
된 자료는 대부분 남아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개관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더 많은 구술자료를 확보하고, 가해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수집과 확보에 힘써야 한다.
▶ 전시 및 교육 부문과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소장 자료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선별과 가공에 힘써야 한다.
▶ 궁극적으로는 아카이브 부문의 전문인력 가운데 일부는 전시, 교육 부문과 교차
근무 및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카이브-전시-교육의 통합적 실
행을 담당할 다기능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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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
▶ 아카이브-전시-교육 연계 목적성 연구
￭ 소장 아카이브 자료활용 연구 : 국내외 신진 및 중견학자들과 공동 기획 및 진행
￭ 기념관교육학(Gedenkstätte-Pädagogik, Memorial Museum Education)의 발전
- 전시 개선을 위한 연구
- 전시활용 교육에 특화된 연구주제 및 콘텐츠 개발
▶ 한국과 세계 민주주의·인권 연구
- ‘민주주의의 다양한 길’ 연구 : 서구 민주주의, 비서구 지역 민주주의, 현실 사
회주의 경험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
▶ 기념관 학술지 및 연구총서 발간
- 국문 학술지 : 국내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
- 영문 학술지 : 해외 유명 출판사들과 연계
- 연구총서 : 국내외 유명 출판사들과 협력
▶ 민주주의·인권 연구기반 조성
- 지역별·부문별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및 활용
- 국가폭력과 인권 연구 어젠다 개발
- 민주화운동 및 국가폭력 DB 구축
▶ 민주·인권 연구 지원
- 국내외 연구자 지원 : 연구비 지원, 공동연구, 체류 및 발표 기회 제공
- 아카이브 기반 연구 진행 펠로십 제공
▶ 학술대회 기획 및 운영
- 국내 전문가 워크숍 및 학술대회
- 국제학술대회
▶ 연구성과 확산
- 전시 기획에 반영
- 논문과 저서, 기초자료 제공 활성화
- 민주·인권 도시 강좌 : 대학들과 연계
③ 교육
▶ 민주시민·인권 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
￭ 우리나라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은 많은 경우 별개로 이루어져왔다. 민주
시민교육이 단위 사건과 직결된 개별 기념교육 시설 및 기관에서 역사기반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데 반해,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개별 시민단체 중심
으로 부문별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및 태도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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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왔다. 요컨대 우리나라 인권교육은 인권 침해와 확대의 역사성에 대한 충
분한 검토에 기초하기보다는, 유엔의 인권협약과 교육방식을 모델로 삼아 현안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심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이 따로 전개되는 양상까지 나타났다.
￭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경험에 기반하여 지구적 교육모델을 적극 가공하고, 민주
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현실과 역사에 기초하여 통합하는 비서구적 교육모델의
정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남영동을 비롯한 여러 곳의 대공분실은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구체적 접점이었다. 민주인권기념관은 그러한 민주항쟁과 국가폭력
간의 접점을 파악하고 환경교육-평화교육-통일교육 등의 상호관계를 좀 더 깊이
검토하면서, 경험에 기초한 한국적 민주시민·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비서구적 경험의 대표모델로 자리하게 될 대한민국발(發) 민주시민·인권 교육은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식민-탈식민-독재-민주화
의 경로를 밟아온 수많은 나라들의 중요한 준거모델로 기능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위상과 경험에서 출발하여 지구적 민주시민·인권 교육을 확산하는 것
이 민주인권기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구조를 시
급히 구축,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구적 민주시민·인권 교육 온라인 플
랫폼이다. 백과사전, 온라인 지도, 미디어별 교육자료, 미디어별 수업모듈로 구성
된 온라인 플랫폼은 국내 민주시민·인권 교육의 메카 역할뿐만 아니라, 주요 언어
지원을 통해 세계 민주시민·인권 교육에서도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개관 전 단계에서 플랫폼 구축 예산이 필요하며, 개관 후에는 이
플랫폼을 관리하고 콘텐츠를 생산·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과 예산이 추가로 책정되어야 한다.
▶ 관람객 교육
￭ 연령대별 교육 : 유소년, 중고등, 청년·대학생과 중장년 세대에 대한 맞춤 교육
￭ 직군별 교육 : 국민의 인권과 직결된 일반공무원, 학교공무원, 군인, 경찰, 언론인
￭ 일반 단체교육 : 사전 예약을 통한 전시안내 연계 교육
￭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고문 피해자와 함께 하는 교육 : 체험세대와 미래세대 간
기억의 전승과 확장 도모
▶ 협력 및 융합 교육프로그램 운영
￭ 교육기관과 협력 : 교육부, 교육청, 각급 학교 및 인접 학교와 계기교육, 체험교
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주제교육 기관들과 협력 : 민족·민주·인권·평화·통일·생태 교육 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융합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국내외 기관들과 공조하여 역사-현실 기반 미래지향

- 117 -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교사 교육
￭ 교육행정 담당관 교육 :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민주·인권·평화·통일·다문화
교육 책임자 및 실무자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직무연수, 심화연수 프로
그램 운영
￭ 학교 교사
- 각급 학교 교사들과 민주시민·인권 교육 공동 기획
- 각급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 및 워크숍 진행
▶ 학생 교육
￭ 학교별 방문(out-reach) 교육 : 계기별 교육자료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
￭ 단체방문 학생 교육 : 사전 교육, 전시활용 교육, 사후 교육
▶ 인력 양성
￭ 민주인권기념관 내 교육 전문인력 및 학예 인력
- 전문가 초청 포럼
- 재교육 :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 국내 대학원 단기 연수
- 연구학기 통해 심화연구 기회 제공 : 해외 기념시설 파견
￭ 시민교육 전문인력 육성
- 해설사와 자원봉사자 교육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도슨트 훈련 프로그램과 인턴십
- ‘체험자가 가르치는 교육’ :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국가폭력 피해자 대상
1-4. 구관 전시의 특징 및 동선(예시)
앞에서 제시한 전시의 원칙과 실현전략을 염두에 두면서 구관에 대한 전시의 예시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여기에 제시되는 구상은 연구팀이 하나의 예시로 제시하는 것일
뿐, 반드시 이러한 방식으로 전시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은 향후
실시될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1-4-1. 구관 전시의 특징
구관은 장소적 진정성에 입각한 감성적 추체험이 가능한 공간이다. 구관 전시는 구관
의 이러한 특징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구관의 나선형 계단과 5층 조사실은 조금씩
잊혀가는 인권침해의 과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촉각을 비롯한
인간의 감각을 통해 전달되는 가치를 장소적 연관 속에서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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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민주인권기념관의 의미를 구현하는 첫걸음이다. 남영동을 거쳐 간 고문 피해자들의
흔적을 적절하게 전시함으로써 그들과의 지적·정서적 동일화(identification)를 촉진할
수 있다.
1-4-2. 구관의 동선
연구팀은 구관 내의 동선을 다음과 같은 이중 동선으로 구성해볼 것을 제안한다.
① 개방형 주(主) 동선
-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성, 병목현상 방지를 위해 구관 외부에 각 층과 이어지는 대
형 엘리베이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 7층에서 1층까지는 하향식 동선이 적절하다.
- 방문객의 목적, 가용시간, 건강과 심리적 상태에 따라 층별 선택 관람이 가능하도
록 개방형 동선을 취한다.
② 체험학습용 보조 동선
- 구관 후면 입구를 통해 건물에 진입한 후, 나선형 계단을 따라 5층까지 걸어서 올
라감으로써 강제 연행되었던 사람들의 정서를 추체험한다.
- 해설사나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 소그룹 단위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집중력을 높
이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2. 민주인권기념관 활성화 방안
2-1. 사회문화적 수요 및 기대효과
대한민국 사회가 광복 이후 현재까지 걸어온 과정을 특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이다. 한국의 경제 발전은 관련 수치와 통계, 물리적 환경의 변화
상을 통해 가시적·직접적으로 인식되어온 반면, 정치적 민주화는 사건·사고, 인물과 이
야기를 통해 파편적으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과 정치
적 집단에 따라 민주화에 대한 평가와 기념이 균일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집단 간에 반목과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군부정권과 억압적 독재정치 하에서도 꺼지지
않은 민주화 열망의 결과로 대한민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민주·인권의 가치를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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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하는 사회로 성장해왔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민주·인권의 가치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어 보편적
인 인간존중의 가치와 연계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렇듯 민주·인권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인권의 역사를 보존·전시하는 대표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사회적 요구이며 의무이다. 경제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상징적 표현과 함께 서울
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모습을 통해 즉각적으로 시각화되지만, 정치적 민주화는 1987년
민주항쟁 당시 도심에 시민들이 밀집했던 모습이나 2017년 광화문 광장을 물들였던 촛
불집회의 사진과 영상을 대할 때 그 감정과 열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민주화의 과정과 경험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전시할 공간의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물론 이미 전국 각 지역에 특화된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관이나 기념관이 건립·운영되
고 있다. 그러나 민주·인권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고, 수많은 국민의 피땀과 고통으로 일
궈온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기념하는 시설이 수도 서울에 이제야 세워진다는 것은 시기
적으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설립될 민주인권기념관은
전국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관과 기념관을 잇는 허브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되었던 고문과 인권침해 현장의 장소성을 최대화하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은 비단 민주
화운동가, 인권운동가만이 아니라 민주화 과정에서 삶이 짓밟히는 고통을 겪었지만 누
구도 기억하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를 재발견하여 그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효
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옛 남영동 대공분실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필요를 충족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① 대한민국 사회가 겪은 민주화 과정을 기록, 보존하며 전시를 통해 재현
- 민주화운동 및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료가 계속 수집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류·보존·연구하여 사료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통해 아카이빙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공간이 마련되며,
연구결과를 전시와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 특히 기 수집된 자료들을 전시 구성을 통해 주제별, 사안별로 재구분하여 2차 아카
이빙으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②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
- 독재정권 시기의 치열한 민주화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
화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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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급 학교의 정치, 사회 과목에서 현장체험 교육과 민주인권기념관 관람을 연계하
여 융합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기념관의 전시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흐름을 생생히 전달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현대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이다.
-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인권의 소중함을 깨닫
고, 이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가야 할지 생각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③ 민주와 인권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킬 물리적·상징적 공간을 마련
-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함으
로써, 민주·인권을 통해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연대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이로써 민주·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고 다양한 사회 영역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모
색하게 되며, 민주·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민주화 과정의 희생자나 피해자를 위한 치유 공간을 확보
- 군부독재 정권하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수많은 이들은 아직 제대로 호명되지 못했다.
민주화운동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고초를 당한 이들의 경험도 민주화 과정에 분명
히 포함시켜야 한다. 이들에게 과거의 경험과 장소를 직접 마주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는 인권침해 사건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이고, 따라서 사회적으로
보상, 치유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⑤ 과거 부정적 경험으로 점철된 폐쇄적 공간을 미래지향적 열린 공간으로 변환
- 서울 한복판에 위치하면서도 모두에게 가려져 있던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
고, 은폐와 고통의 공간에서 기억과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할 것이다.
- 남영동 대공분실의 사건과 기억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인권을 회복하고 발
전시켜온 과정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수요 인원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른 유사시설의 관람객 변
화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개관 이후 연간 100만 명가량
의 관람객이 찾고 있는데, 주로 여름 휴가철인 8월에 관람객이 가장 많고 외국인은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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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이후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1,048,144
1,151,568
810,959
814,968
1일 평균
3,296
3,691
2,591
2,587
최다 방문한 달
10월
8월
8월
1월
인원
150,076
203,331
120,864
112,836
최소 방문한 달
6월
5월
6월
7월
인원
52,826
62,873
31,220
48,870
외국인
15,311
18,328
28,926
27,847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연보에서 발췌. 통계수치가 정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2017년
1,065,907
2,944
8월
120,273
1월
67,206
30,835

전쟁기념관에 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학생 등 단
체관람객이 적다는 것이다. 전쟁기념관에 학생 등 단체관람객이 많은 것은 학교 교과과
정의 일환으로 체험학습, 수학여행을 오기 때문이다. 아울러 단체행사에 적합한 넓은 전
시장과 공용 공간 등이 있고, 국가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도 단체관람객이 많은
이유이다.
<표 34> 전쟁기념관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0년
1,334,861
2011년
1,538,903
2012년
1,786,481
2013년
2,095,121
2014년
2,017,733
2015년
2,151,702
2016년
2,089,501
2017년
1,925,663
※ 2019년 5월 16일 ‘열린

일반
장병
청소년
902,728
15,821
303,363
895,461
36,697
401,862
992,489
60,795
410,349
1,193,023
48,563
454,711
1,190,657
48,261
385,174
1,413,970
47,619
400,702
1,256,489
40,792
428,821
1,078,682
47,329
468,462
군대를 위한 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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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외국인
33,182
79,767
95,822
109,061
183,828
139,020
262,483
136,341
250,052
143,589
173,193
116,218
205,120
158,279
174,805
156,385
전쟁기념관 측이 공개

<그림 54> 유사시설의 월평균 방문자 수

① 개인 및 단체 관람객 수요 예상
2018년 12월 경찰로부터 인계받은 후 건립을 준비하면서 임시운영 중인 민주인권기
념관의 최근 6개월 관람객 수치를 살펴보자. 1일 평균이 1/4분기 65.94명, 2/4분기
124.49명이고, 6개월 평균을 내보면 1일 관람객이 약 95명으로 100명에 다소 못 미치
는 수준이다(<표 35> 참조). 이를 토대로 월 2,500여 명이 방문한다는 전제하에 인근
유사시설의 관람객 수와 비교해보면, 월 800여 명 선인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제외하고
백범김구기념관 월 5,000여 명, 효창공원 2만 7,500여 명, 전쟁기념관 18만 3,000여 명
에 비해 적은 수치이다.
향후 민주인권기념관이 정식 개관하고 전시,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의
예상 관람객 수는 현재의 5배가량인 1일 500여 명 선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단체관람객
은 학생단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위의 수치 1일 500명은 대략 개인 400명, 단체
100명으로 나눠볼 수 있다(학생단체 예상은 뒤의 ③번 항목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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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민주인권기념관 방문자 통계(2019. 01.~2019. 06.)
(단위 : 일, 명)

구분

월일수

관람일

휴관일

관람
이용
(A)

대관
이용
(B)

방문자
수
(A+B)

1일
평균

1월

31

26

5

1,170

-

1,170

45.00

비고

1/4분기
2월

28

21

7

1,321

-

1,321

62.90

평균
65.94

3월

31

27

4

2,428

-

2,428

89.93

4월

30

25

5

1,726

-

1,726

69.04
2/4분기

5월

31

27

4

3,689

125

3,814

141.26

평균
124.49

6월
상반기
합계

30

27

3

3,982

424

4,406

163.19

181

153

28

14,316

549

14,865

95.22

○ 휴일과 평일의 관람객 수 예상 : 휴일과 평일을 구분한 관람객 수치 분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휴일 관람객 수를 평일의 2배에 가깝게 잡을 경우 평일 500명 내외, 주
말 이틀 합산 2,000명 내외를 목표치로 본다. 주말 관람객 수는 주말에 집중된 가족참
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말 2,000명 중 단체관람은 400여
명 선으로 예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개관 후 3년 동안 연간 20만 명 수준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② 6·10민주항쟁 기념일 등 계기성 관람객 수 예상
6·10민주항쟁 기념행사를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개최한다면 수용 가능 인원수에 따라
당일 관람객을 600∼700여 명 선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가폭력에 희생
된 개인·단체의 추모나 기념행사도 연간 개최한다면 행사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까지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③ 학생 단체관람객 수 예상
학생 단체관람은 교과과정과 연계되어 일반적으로 평일에 집중된다. 운영 편의상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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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단체관람 1회에 2개 반이 함께 한다고 가정하면, 1회 단체관람객 수는 인솔자 포
함 50명 이하로 계상할 수 있다. 전시와 이후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합쳐 2시간에서
2시간 반으로 계획할 경우, 하루에 1~2팀의 단체관람객 유치가 가능하다. 1주일 중 휴
무일을 제외한 평일 4일 동안 학생단체가 총 3~5팀, 1개월 평균 15팀 내외가 방문한다
고 가정하면, 월 최대 800여 명의 예상인원을 위에서 예상한 평일 300여 명에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④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인한 수요 예상
최근 DMZ 관광 등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나 역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단체관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사라는 특수성과 인권이라는 보편성이 만나
는 민주인권기념관은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외국인에게 매우 특별한 공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서울 주재 특파원 등 외국인 언론계 종사자들과 한국학 전공으로 방학 중
프로그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대학생들을 위한 단체관람 프로그램을 마련하
는 것도 한국 현대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을 위한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과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면 월 100여 명의
외국인 관람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⑤ 인근 시설과 협력사업으로 가능한 수요 예상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근 시설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통
합 운영함으로써 가능한 수요를 다음과 같이 예상해볼 수 있다.
○ 백범김구기념관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토요일 3회에 걸쳐 진행되었던 역사탐방 프로그램에 민주인권기
념관을 포함시켜 근대사에서 현대사로 확장하고 토요일 4회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경우,
해당 대상인원 30여 명을 민주인권기념관 관람객 수요로 포함시킬 수 있다.
방학 중 주 4일(화~금) 프로그램인 청소년 도슨트 프로그램을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개
발할 도슨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경우, 일일 1회, 회당 참가인원 20명 및
청소년 도슨트 1명으로 방학 한 달간 계산하면 300명 내외의 인원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은 추가인원이라기보다 위에서 언급한 학생
단체에 포함되는 인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일반인 대상 월 1회 개최되는 백범 강좌에 민주인권기념관의 현대사 강좌를 연계하여
공동 운영하는 방식이 양 기관 간에 양해된다면, 문화강좌 프로그램 1회 참석인원 300
명 중 1/2은 강좌 전후 기념관을 관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월 150여 명 선의 관
람인원 증가가 가능하다.

- 125 -

○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식민지역사박물관의 경우 현재 홈페이지상 학생 관련 특화 프로그램이 발견되지 않는
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우리 민족 근현대사를 통해 보는 인권’
과 같은 청소년 대상의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면 월 1
회 참가인원을 20~30명 선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식민지역사박물관의 인근 지역 답사 탐방 프로그램 ‘용산을 걷다’는 현재 민주인권기
념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영, 효창동 길을 걷다’ 프로그램과 내용상 이미 연계되어 있
다. 따라서 근대사에 현대사 부분을 추가하고 등록, 참가 등 행정상의 절차를 보완한다
면 이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 관람객 수에 답사 참가인원 40여 명(상반기/하반기)을 추
가로 예상할 수 있다.
○ 전쟁기념관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전쟁기념관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가 주도, 승자 위주의 전시
내러티브 특성상 민주인권기념관과 연계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
전쟁기념관의 전시와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를 비교·이해하는 아카데미나 강좌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의 기존 관람객이 민주인권기념관
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쟁기념관의
다양한 관람객 층이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예상하기보다, 민주인권기
념관에서 전쟁기념관과 대비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홍보할 경우 그에 반응하
는 추가인원의 수요를 예상하는 편이 현실적일 것이다.
월 2회 석 달 과정으로 예컨대 ‘기념과 기억의 다양한 방식’이라는 주제의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전쟁기념관, 식민지역사박물관, 백범김구기념관 등을 포함시킨다면 교육 참가
인원을 통해 민주인권기념관 관람객 수를 증가시키고, 동시에 지역 문화관광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효창독립 100년공원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효창독립 100년공원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준비기간 중에 시민참여단이
조직되어 활발하게 답사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공동
참여 및 운영을 적극 고려해볼 수 있다. 시민참여단은 상당수 고정 인원이 활동하고 있
어 이들로 인한 가시적 관람객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들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민주인권기념관의 사업과 목표를 널리 홍보하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내에 위치한 대안학교 ‘푸른나무 미디어학교’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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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문화예술 체험이나 콘텐츠 제작, 영화 제작, 팝업북 제작 등의 프로젝트 활동이 포
함돼 있다. 이러한 활동 시 지리적 인접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다루
는 내용을 주제로 연결하는 방안을 통해 청소년 관람객이 월 20~3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를 방문하는 학생단체의 견학 프로그램에 민
주인권기념관 방문일정을 추가하는 방식을 통해, 역시 월 30~40명의 추가 청소년 관람
객을 예상해볼 수 있다.
2-2.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구축 프로그램
민주인권기념관은 한국의 민주·인권 관련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관계에서 일
종의 허브로 기능할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허브(hub)’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와 같이,
민주인권기념관은 이들 단체 및 기관과 단순히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 공간 및 프로그
램을 공동 운영하여 공생하는 방식을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가칭) 민주인권기념관 설립과 운영을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를 가능한 한 빨리 구성하여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준비단계부터 시민사회 및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함께 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세 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공론화 토론회 등을 통해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그 수준
을 넘어 전시, 건축, 사료, 교육, 연구, 국제연대 등 더 폭넓은 범위에서 함께 그 내용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MOU 등을 통해 각 단체 및 기관 차원에서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에 협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
문가 개인의 참여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이 협의회는 설립과정뿐만 아니라 설립 이
후에도 활동을 정례화하여 실질적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길을 보장해
야 한다.
사업회가 추진 중인 민주시민교육센터 프로그램을 향후 민주인권기념관과 연계하여
진행한다면 시민사회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연구개
발, 교육운영, 네트워크, 사회적 합의 등 네 부문으로 나눠 추진 중이며, 각 영역의 목
표와 과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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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프로그램의 목표와 과제
구분

전략목표

연구개발

일상까지 민주주의 강화 위한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개발

교육운영

사회갈등 조정 위한 시민의
민주역량 강화

네트워크

시민사회 주도의 자발적인 민주
시민교육 생태계 조성

사회적 합의

민주주의 국가의 보편적 과제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합의 도출
및 확산

실천과제
의제 연구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현황 조사연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강사 양성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학교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협력 강화
민주시민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민주시민교육 국제교류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사회적 합의 공론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새롭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센터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사회를 전국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여 민주시민교
육 활성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이 건립될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시
민들과 미래세대가 일상적으로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추
동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7>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설립 및 운영계획
준비기
2018년

▸센터 설립 및
운영 연구용역
▸전국민시넷 출
범
▸사회적 합의 초
안 마련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대상
교육 운영

설립 및 운영(1단계)
2019년

▸「한국민주시민교육론」 발
간 준비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서울지역)
▸전국민시넷 확대 강화
(17개 광역)
▸사회적 합의 선포식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대상 교육 운영

2020년

2021년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한국민주시민교육론」
발간 : 개념, 목표 등 정리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완료)
▸전국민시넷 확대 강화
▸광역 단위 민주시민교육
사회협약 체결
▸민주인권기념관 프로그램
등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대상 교육 운영

운영(2단계)
2022년
▸민주인권기념관개관
: 시민 대상 다양한 프
로그램 운영
▸전국민시넷 확대 강화
(기초단위)
▸광역·기초 단위 사회
협약 체결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운영

2-3. 주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의 기획 및 발굴
민주인권기념관은 인근 지역의 문화관광 체험학습과 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발굴함으
로써 관람객을 유치하고 지역 문화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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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인근 지역 주요 기념시설 현황
① 효창공원
1981년 8월 설립되어 1989년 6월 8일 사적 제330호로 지정된 서울시립공원으로 관
리주체는 용산구청이고 면적은 12만 3,303㎡이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애국지
사들의 유해를 모시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김구 선생 묘,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묘,
안중근 의사 가묘,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이동녕, 군사부장 조성환, 비서부장 차이석
의 묘소 등이 있다. 아울러 1969년 원효대사 동상과 북한 반공투사위령탑 등이, 1989년
에는 의열사, 2002년에는 백범김구기념관이 건립되었다. 애국지사 묘역은 행사장소, 운
동장은 운동 훈련과 연습, 기념관은 주로 단체관람에 이용된다. 연간 관람객은 33만 명
수준으로 어린이대공원 934만 명, 보라매공원 835만 명, 현충원 223만 명 등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서울시는 ‘효창독립 100년공원 구상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새로운 효창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베를린 ‘홀로코스트 추모공원’처럼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만들고
효창운동장 하부에 독립운동가 기념공간을 조성). 이 계획에 따르면 효창공원을 여가·역
사·문화·스포츠 등 다층적으로 재구성하여 도시와 연계된 확장 공원으로 정비하고, 묘역
은 일반시민에게 친근한 일상의 성소로 조성된다. 아울러 식민지역사박물관, 이봉창의사
기념관, 손기정공원, 숙명여대, 효창 100년길 등 지역 내 주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공연
을 기획하고 전시 특화길을 조성하여 효창 독립역사문화 특화지구를 만들 예정이다.
② 백범김구기념관
2002년 10월 22일 개관된 이곳은 백범 김구 선생 추모사업과 자주통일독립정신 수련
및 실천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주체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이고 등록문화재 4건이
있다. 부지면적은 1만 8,355㎡, 건평은 9,683㎡이다. 전시관(1·2층 1,742.9㎡.), 컨벤션
센터(컨벤션홀, 회의실, 교육장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현대사 전공자, 연구자 등을
위해 열람 가능한 자료실을 운영 중이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대회 등 백범을 활용한
행사·교육 프로그램과 백범 문화강좌, 백범 특강 등을 진행하고, 컨벤션센터는 외부에
대관도 하고 있다.
③ 식민지역사박물관
용산구 청파로에 위치한 박물관으로 2018년 8월에 개관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운영
중이다. 일본제국주의 침탈의 역사와 그에 부역한 친일파의 죄상, 빛나는 항일투쟁의 역
사를 기록·전시하는 최초의 일제강점기 전문 역사박물관이다. 면적은 1,570㎡이고 복합
문화공간(1층), 상설전시 및 체험 공간(2층), 민족문제연구소(3층), 자료실(4층), 교육장(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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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전망·휴게 공간(옥상) 등이 있다.
기미독립선언서 등 사료 200여 점이 상설전시에 포함되어 있으며, 10∼20명 대상 예
약제 단체관람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관람객 수는 월 800여
명가량인데, 최근 한일관계 경색에 따라 2019년 7월에는 관람객 수가 약 2배로 급증했
다. 해외의 인권박물관, 홀로코스트 박물관 등과 교류 계획이 있다.
④ 전쟁기념관
1994년 6월 10일 개관했으며 (사)전쟁기념사업회가 국방부로부터 수탁 운영 중이다.
부지 11만 5,702㎡, 건물면적 7만 6,033㎡에 전시실 7개(호국추모실, 전쟁역사실, 6·25
전쟁실, 해외파병실, 국군발전실, 기증실, 대형장비실), 어린이박물관, 옥외전시장(세계
각국 대형무기, 6·25전쟁 당시 장비, 6·25전쟁 상징 조형물, 광개토대왕릉비, 형제의 상,
평화의 시계탑, 국군전사와 유엔군 전사자 명비) 등을 갖추고 있다.
전쟁 및 군사유물을 획득·보존하고, 소장유물을 전시하여 국민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알리며, 전쟁 및 군사 분야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전후세대를 대상으로 호국안
보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아울러 대중적인 국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을 병행
하고 예식 및 대관 사업도 하고 있다. 연간 이용객은 약 220만 명으로 6·25 참전국 출
신을 포함한 외국인이 전체 관람객의 약 10%를 차지한다. 초·중등생 및 가족단위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일반인 대상 역사 및 북한 군 생활 관련 강좌, 현충일 문화행사 등을
운영 중이다.
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민주인권기념관 출입구 대로변에 위치한 청소년 이용시설로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
체험·공간대여·진로직업체험·촬영장비 대여 등을 위한 공간이다. 미디어 교육, 미디어 캠
프, 진로교육, 평생교육, 진로진학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센터 내에 푸른나무
미디어학교(도시형 대안학교)가 있다.
2-3-2. 지역 문화관광 파급효과 분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근의 기념 및 문화시설은 크게 ① 역사(식민지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② 복합문화시설(효창공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로
나눠볼 수 있다. 역사 관련 시설물의 경우, 민주인권기념관을 찾게 될 관람객들의 주요
관심사와 상당 부분 겹치는 주제를 다루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복합문화시설
의 경우, 관심사보다는 지역적 근접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람객의 교류와 확산을 모색할
수 있다. 주제가 겹치는 경우에는 함께 공동전시나 순회전시를 기획·진행하고, 각 시설
의 자료목록 검색을 상호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주 관람객 풀을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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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역사 주제와 관련하여 지역 문화관광에 미칠 효과
식민지역사박물관과 백범김구기념관은 민족·민주·자주·독립이라는 키워드를 민주인권
기념관과 공유할 수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을 찾는 관람객은 대한민국 정치사회사에 관
심이 있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식민지역사박물관과 백범김구
기념관이 운영하는 근현대사 관련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민주와 인권에 대한 전시 내러티브를 옛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독재정권하에서의
경험으로 좁히지 않고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까지 확장한다면,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만
나게 될 전시내용으로부터 식민지역사박물관이나 백범김구기념관과 직접 연결되는 고리
를 찾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쟁기념관의 경우 전시의 톤과 방향이 국가나 영웅 위주라는 점에서 전술한 기념관
들과는 다소 이질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배척이 아닌 비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면 같은 관람객 풀을 공유할 수도 있다. 민주인권기념관이 기존의 국가 위주, 승자 위
주, 영웅 중심 담론의 대척점에서 시민, 일상,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킨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동시에 기념과 기억에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시를 통해 드러낸
다면, 전쟁기념관과 민주인권기념관을 함께 보고 비교함으로써 경험의 풍부화 및 심화
된 이해에 도달할 것이다.
②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하여 지역문화관광에 미칠 효과
민주인권기념관의 아쉬운 점으로 부지의 제한성이 꼽힌다. 이미 다른 건물들로 둘러싸
여 있어 부지 확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와 인권이라는 매우 광대한 주제
를 다루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하지만 주변 복합문화공간과 적극 연계하여 이
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인근 기관 및 시설로 관람객 동선을 확장해가는 시너지
효과를 노려볼 수 있다.
효창공원은 마침 효창독립 100년공원 사업을 통해 잠든 역사를 깨워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잊히거나 왜곡되고 은폐되었던 과거를 재해석하여 일반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 가치와 맥
을 같이한다. 민주인권기념관을 새로이 구성될 효창 독립역사문화 특화지구와 연계시켜
적극적으로 홍보·교육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양측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고양시키는 효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의 경우, 민주인권기념관 부지 입구에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과 주 이용층이 미디어 제작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미디어센터를 자주 방문하는 청소년들의 관심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확장시키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미디어 제작의 주제를 민주인권기념관과 연계된 것으로 설정한
다거나, 기념관 건물의 역사·의미에 관한 미디어 제작 공모를 통해 청소년층을 관람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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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인권기념관을 찾는 청소년층은 대부분 개인관람
보다 단체관람 형태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단체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의 위치와 활동 내용을 홍보함으로써 센터 이용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도 있다.
2-3-3. 민주인권기념관의 입지조건(위치, 교통, 여건, 접근성, 조망 및 경관)
￭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산업체 소유였다가 광복 후 미군이 적산으로 관리하던 중 정
부에 귀속된 현 부지에 1976년 신축된 이곳은 도심 속에 위치하면서도 대로변에서는 존
재가 인지되지 않아 대공분실용으로 최적의 입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의 간선도로인 한강로와 지하철 1호선 남영역이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과
6호선이 환승하는 삼각지역에서도 도보로 접근 가능하므로, 기념교육시설로서의 여건은
우수한 편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객관적 교통여건과는 달리, 대로변에 노출되지 않고 진입로도 협소해 현재
를 기준으로 한 체감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 남영역과의 차단벽, 인근의 고층 상업건물과 주거용 건물들로 인해 조망 시야는 상
당히 제한적이다. 현재의 캠프킴 자리에 초고층 주거용 건물들이 신축될 예정이므로, 향
후 조망권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는 민주인권기념관의
경관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주인권기념관은 주변의 역사‧문화‧교육 시설 및 자산들과 연계하
여 프로그램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현대 도시에서 특정 공간은 하나의 점처럼 분리되
어 있지 않으므로 주변 경관 및 역사적 상징자산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잠재적 가치와 기
능을 평가해야 한다. 토포그래피(topography)의 관점에서 볼 때, 민주인권기념관은 민
족-민주-인권-평화-생태를 잇는 중요한 축점이다. 그러므로 민주인권기념관의 복원·보
존 및 개발·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러한 주변 자산들과의 개념적·공간적 관계를
살펴보고, 내용과 활용 면에서 미래지향 가치 구현의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숙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클러스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2-3-4. 주변 자산과 연계한 미래지향 가치 구현의 클러스터 사례
① 민족
○ 효창공원과 백범기념관 : 효창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보훈 및 기념시설로 절충되어
있는 현재의 경관은 2024년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복원 개발하겠다는 서울시의 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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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실행될 경우, 민족기억의 중심적 발신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 식민지역사박물관과 민족문제연구소 : 이 두 기관은 민족운동사와 식민지 협력 문
제에 관한 기념·연구·교육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독립운동기념공원이 완공된 이후
에는 민족기억의 공간적 토대까지 확보되어, 민족기억 확산에 더 큰 역할을 담당할 것
으로 예측된다.
② 전쟁과 평화
○ 국방부와 부속시설 : 국방부와 일대의 유관기관은 내용 면에서만이 아니라 경관
면에서도 한국 현대사의 전쟁기억을 각인하는 효과가 있다.
○ 미군기지 : 2023년에 본체 부지가 반환될 예정이며, 캠프킴을 비롯한 인근의 잔여
부지들도 주거시설 중심으로 변모할 것이다. 민주인권기념관과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
부지에는 미국 대사관 신축이 예정되어 있다. 본체 부지는 향후 이미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생태공원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곳을 평화공원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시민사
회와 학계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 전쟁기념관 : 현재 연 200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쟁기념관은
구 육군본부라는 장소성과 인근 군사시설에 힘입어 전쟁, 분단과 대립, 긴장의 현대사를
장소와 경관 자체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전쟁기념관은 향후 반환될 본체 부지의 개발 방
향에 따라, 안보·평화의 상징적 장소라는 점에서 거대한 평화공원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③ 생태
○ 용산가족공원 : 국립박물관을 포함한 용산가족공원 일대는 인접한 미군기지가 반환
될 경우 국가 생태공원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더하게 될 것이다.
○ 남산 : 반환될 본체 부지와 용산가족공원은 북으로 남산, 남으로 한강과 이어질
때, 서울시민과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생태 클러스터로서 가치가 극대화될 것이다.
특히 역사 고고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는 남산은 근현대사에 있어서도 장
충단, 일제강점기의 신궁, 민족운동가들의 동상 등 다양한 역사 상징자산을 보유하고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④ 교육
○ 숙명여자대학교 : 민주·인권 기념 및 교육 시설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토대를 갖춰야 한다. 미래세대를 키워내는 주변 교육기관들과의 연계는 가장 우
선적인 과제이다. 이 점에서 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과 다양한 방식의 상호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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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 서울 교육청과 협력하에 주변에 위치한 신광여고, 선린인터넷고, 용산
중고, 배문고 외 다수의 초등학교와 전시활용 교육 및 방문교육(out-reach)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2-4.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화
민주인권기념관은 국제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화를 통해 한국의 민주화·인권 운동
경험을 확산하고, 세계의 민주화·인권 운동 경험을 공유하는 주요거점이 될 것이다.
① 국제자문단 구성
한국의 민주화·인권 운동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고려, 해외 민주화·인권 운동과의 협
력·연대·교류 및 지원 등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민주인권기념관의 기능과 프로그램 등
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립 단계부터 ‘민주인권기념관 국제자문단’을 구성, 활동
하게 함으로써 단기간에 민주인권기념관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②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주도 및 ‘동아시아대학생평화인권캠프’ 운영
민주인권기념관은 동아시아 각지의 민주, 평화, 인권 등을 다루는 여러 단체와 조직,
개인들이 접속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배우고 협력하며 상호 교류하는 허브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등을 주도하고
동아시아대학교평화인권캠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2년 5월에 출범한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는 국가폭력의 경험이 있고, 해당
사건 관련 기념관을 가진 조직들의 연대이다. 2019년에는 5·18 39주년 기념 학술교류포
럼 ‘국가폭력의 청산과 정의’라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기도 했다. 참여단체는 (재)5·18기념
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충북노근리평화
국제재단, (재)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대만 2·28사건기금회, 일본 오키나와평화기념자료
관, 일본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등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이 이 네트워크를 주도하여 활
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동아시아대학교평화인권캠프는 한국의 제주대, 전남대, 동아대, 서울대 등의 학생들이
일본의 리츠메이칸대학교 및 리츠메이칸 아시아태평양대학교(APU) 학생들과 함께 방학
을 이용하여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캠프이다.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내부 생활규정 및
인권내규를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며, 캠프가 진행되는 도시에 특화된 필드워크 프
로그램, 이에 기반한 토론 및 발표, 미리 작성한 공동논문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다. 2002년에 시작하여 2019년 여름방학까지 총 35회 진행되었는데, ‘모국어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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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충분히 토론한다’는 원칙을 도입해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 토론 원칙을 위해 통역을 담당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진행된 이 캠프를 민주인권기념관이 단독 지원하거나 각 거점의 관
련 기관 및 단체들과 공동 지원하는 등 동아시아 대학생들이 인권과 민주, 평화를 키워
드로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③ ‘양심의장소박물관네트워크’의 한국 거점
민주인권기념관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양심의장소박물관네트워크(International Coalition
of Sites of Conscience, 이하 ICSC)’라는 네트워크의 한국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ICSC는 2013년 현재 17개의 공식회원과 300개 이상의 기관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이루
어진 국제연대조직이다(전 세계 분포 현황은 <그림 55> 참조). ICSC는 개별국가를 넘어
양심의 장소에 대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표방하며, 양심의 현장을 통해 현재와 과거
를 연결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공동의 목적
아래 초국적으로 연대하고 역사를 해석하는 새로운 담론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ICSC는
지구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민주인권기념관은 전 세계적 중요성을
갖는 이 단체의 한국 협력거점으로 기능하여 지구시민사회에서 한국의 민주화·인권 운
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발산하고 그 위상을 알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림 55> ‘양심의장소박물관네트워크’에 소속된 공식회원과 기관회원의 전 세계적 분포

④ 국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민주인권기념관은 국내외 예술가, 민주화운동 활동가, 연구자 등을 초대하여 일정 기
간 머무르면서 관련 주제에 대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기획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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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 예술가 및 민주화운동 활동가, 연구자 등의 생산물을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경우, 기념관의 전시·교육 내용을 풍
부하게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⑤ 국제민주인권상 제정
국제민주인권상을 제정하고 매년 6·10민주항쟁기념식에서 시상하여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의 의의를 다지고 전 세계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전파한다.
⑥ 아시아민주주의지원센터 설립
아시아 민주·인권 운동가를 초청하여 교육 후 국내 단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케 하고,
반대로 국내 활동가들을 교육시켜 해외에 파견한다. 인턴, 활동가, 연구자를 종합 지원
하는 센터로 사람도 키우고,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한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3. 조직(인력) 및 예산 계획
본 연구팀은 민주인권기념관의 규모(각 시설 및 공간), 전시·교육이 가능한 자료의 양,
연간 전시·교육·연구·행사 계획, 문화시설로 다중이용시설에 필요한 인력, 사업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인력, 연간 개방일수 및 일일 개방시간, 사업회 사무처의 기존 인력과 단
위사업 현황, 다른 시설 사례, 최근 강화된 노동관계법 등을 고려한 조직의 적정 규모
및 필요 인력(고용 형태 포함), 운영비를 산출했다.
조직의 적정 규모와 근무 인원, 운영비 등을 산출하기 위하여 사업회 조직·정원·예산·
현원·업무분장을 검토하고, 사업회의 전략과제별 실천과제와 2019년도 단위사업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유사시설의 모(母) 조직과 관계 및 공간 현황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후 7년간 예산 변화 현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민주인권기념관에 필요한 시설 및 공간의 크기, 사업회와 민
주인권기념관의 관계, 민주인권기념관 운용에 필요한 인력, 기념관 개관 후 1년 차 운영
비, 기념관 개관 전후 필요 용역비를 산출했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 기념관 운영조직은 사업회법과 정관에 따라 사업회에 편제
하고, 사업회의 다른 국보다 위상을 높게 설정했다. 기념관 운영조직은 현재 사업회 정
원 외에 관장과 직원을 포함한 40명(정원 내 30명, 공무직 10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
로 제시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표 기념관으로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교
육하는 역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인력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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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부이사장
상임이사

기
념
관
추
진
단

기
획
관
리
실

민
주
시
민
교
육
국

사
업
국

사

연

료

구

관

소

<그림 5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2019년 9월 현재)

<표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원(2019년 9월 현재)
(단위 : 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44

2

2

4

10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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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2018∼2019년도)
(단위 : 백만 원, %)

구분
총계

2018년
금액

2019년
비중

금액

비중

11,397

100.0

7,607

100.0

3,977

35

3,816

50.5

인건비

2,276

20

2,423

32.1

기본사업비

1,701

15

1,393

18.4

2,872

25.3

2,694

35.6

홍보와 정보화

830

7.3

330

4.4

정신계승

378

3.3

478

6.3

기반구축

187

1.6

187

2.5

연구사업

269

2.4

269

3.6

사료관 운영

695

6.1

850

11.2

30

0.3

80

1.1

483

4.3

500

6.6

4,498

39.6

1,047

13.9

4,498

39.6

-

-

기념관 기반조성

-

-

547

7.2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

-

500

6.6

50

0.4

50

0.7

기관운영

주요사업비

국제교류협력사업
민주시민교육
특별사업비
업무시설 이전

수입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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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현원·업무분장(2019년 9월 현재)
(단위 : 명)

구분

기획관리실
(11)

기념관추진단
(6+4)

사업국
(8+2)

민주시민교육국
(5+1)

사료관
(6)

연구소
(6+1)

업무와 인원
기획관리실장/기획관리실 업무 총괄

1 경영개선, 기관평가, 예산관리

1

내부감사, 직원 성과평가, 복지후생

1 회계관리, 4대보험, 구매

1

인사관리, 교육훈련, 급여

1 임원실 비서

1

정보화, 정보보안

1 임원실 수행비서

1

계약, 예산집행

1 시설·설비 관리

1

경영기획, 경영전략, 이사회

1

기념관추진단장/기념관추진단 운영 총괄

1 기념관 홍보

1

시설관리/방문·견학 프로그램 운영

1 시설 경비 관리

1

기념관 건립

1 시설 설비 관리

1

기념관 홍보/건립위원회 운영

1 시설 경비

1

전시/방문·견학 프로그램 운영

1 시설 환경 관리

1

사업국장/사업국 운영 총괄

1 홈페이지 운영, 뉴미디어 홍보

1

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시장 구축·운영

1 언론홍보

1

6·10민주항쟁 지역행사, 국내 협력사업,
추모사업

1 전시장 운영

1

6·10민주항쟁 기념식, 3·1운동 100주년 전시

1 휴직

1

국제교류사업

1 휴직

1

민주시민교육국장/민주시민교육국업무총괄

민주시민
1 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교육 협력운영

1

민주시민교육 연구개발 및 협력운영,
주민자치아카데미

1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운영

1

민주시민교육 실태조사, 교사연수, 전
문가 양성과정

1 휴직

1

사료관장/사료관 업무 총괄

1 역사정리사업, 사료DB 구축사업

1

사료 수집, 선별, 평가, 정리

1 사료콘텐츠 제작, 구술서비스 영상 제작

1

구술채록, 자체 구술

1 사료등록, 원문DB 구축, 열람, 견학

1

연구소장

1 학술지 발간 및 연구 지원

1

부소장

1 민주주의 연구(KDF리포트 발간 등),
연구성과 확산

1

학술토론회 기획 및 운영

1 남영동민주주의포럼 운영

1

민주화운동 연구
(지역 민주화운동사, DB구축 등)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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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략과제별 실천과제와 2019년 단위사업 현황
전략목표

전략과제

1.
민주화운동기념
관 건립과 운영

실천과제
1-1. 기념관 건립 업무의 정상화
1-2. 기념관 건립 필요성 확산과
부지 조기확정
1-3. 기억과 성찰, 연대 및 지속발
전의 공간 구현
1-4. 사료 연계 전시 콘텐츠 수집과
개발

2-1. 기념·계승사업의 전국화 및 내
실화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기반 강화

2.
기념·계승사업
활성화 및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강화

2-2.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사업
강화

2-3. 민주주의 현장탐방 교육전문기
관 도약

2-4.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기념
관 건립 홍보 확대

3-1.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구축
지원

민주주의
확산·심화의
기반 조성

3.
민주시민교육센
터 설립과 운영

3-2. 일상과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민주시민교육 연구와 조사
3-3.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프
로그램 개발과 운영

4.
국제교류협력사
업 발전방향
정립

4-1. 민주주의 국제협력모델 개발
4-2. 국제협력사업 분야 NGO 역
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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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건립 운영위원회 조직
▸남영동 시설(유지)관리
▸해외 기념시설 조사
▸기념관 건립 연구용역
▸전시 콘텐츠 연구용역 사업(사료정보서
비스 사업 일부)
▸6·10민주항쟁 32주년 기념식 개최
▸6·10민주항쟁 32주년 전국 기념행사 개
최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공동개최 및 지원
▸한국민주주의 상 운영
▸국가폭력장소 실태 및 활용방안 조사
▸민주화운동 관련 법령 현황 조사와 개선방안
수립
▸전국민주화운동 기념·계승단체 협력
▸민주인권평화 MOU기관 네트워크 운영
▸개별 합동·주기 추모제 관리와 지원
▸민주화운동 참여자 치유 프로그램
▸민주·인권·평화박람회 개최
▸광화문 민주시민축제 개최
▸민주화운동 사진전시회 개최
▸사업보고대회 개최
▸지역 민주주의 현장탐방
▸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민주주의 학교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신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홍보
▸공보와 출판
▸뉴미디어 홍보
▸한국민주화운동사 영상 제작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강화
▸민주시민교육거버넌스 운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위한 해외 자문
방문
▸민주시민교육 실태 조사 1
▸<한국 민주시민교육론> 발간 1단계
▸교육 영상자료 개발
▸전문가 양성과정
▸주민자치 아카데미
▸학교민주시민교육 운영
▸민주시민교육 협력 운영
▸민주주의 교류단
▸서울민주주의 포럼
▸아시아민주주의컨퍼런스 2019
▸국제협력활동가 역량강화
▸국제 민주주의 의제활동 참여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천과제

5-1. 민주화운동·민주주의 연구 심
화
5.
한국민주주의
100년을 담는
연구지평 확대
민주주의
지식정보
허브 구축

5-2. 연구교류·협력 활성화

6-1. 사료 활용기반 확충
6.
이용자 중심
사료 서비스
강화와 사료
콘텐츠 서비스
확장

7.
자긍심 있는
업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혁신
유능하고
활기찬
조직

8.
인적역량
강화와
경영효율성
제고

6-2. 사료 시스템 개선과 혁신적
운영
6-3. 참여자와 함께하는 문화 구
축

7-1. 일하는 방식의 혁신적 변화
7-2. 변화와 창조적인 조직문화
구축
7-3.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제도
도입과 정착
8-1. 합리적 교육훈련제도 도입과
운영
8-2. 책임성 있는 예산계획 수립
과 합리적 집행
8-3. 효율적인 경영정보시스템 도
입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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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
▸지역민주화운동사
▸한국민주주의 토대 연구
▸민주화운동 사전 편찬 및 웹 콘텐츠 서
비스
▸아시아 민주화운동 연구
▸KDF 민주주의 리포트
▸민주화운동 역사 공론화
▸촛불항쟁 이후의 민주주의 연구
▸민주주의 국민의식 조사
▸학술지 《기억과 전망》 발간
▸연구 운영 및 성과 확산
▸6월항쟁 32주년 기념 학술행사
▸촛불항쟁 3주년 기념 학술행사
▸국내외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
▸국내 학술 펠로 운영
▸민주화운동 주요사료 수집
▸민주화운동 구술채록 사업
▸유신 이전 민주화운동 2차년도
▸정리·보존 사업
▸사료DB 구축사업
▸사료정보 서비스
▸기증자 우대 프로그램 운영(사료 수집의
일부)
▸이용자 견학, 열람, 기록 관련기관 협력
사업 운영(사료 보존의 일부)
▸사업성과 관리
▸표준업무절차 수립
▸경영평가 내부 워크숍
▸제안제도 운영
▸혁신워크숍

▸통합재정사업평가 대응
▸기관성과측정
▸사용 가능 기간 초과로 2007년 도입, 운
용 중인 주 전산기(서버) 교체
▸MIS(경영정보시스템) 신규 개발 운영
▸사용 가능 기간 초과된 전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교체

<표 42> 민주인권기념관 필요 시설 및 공간
구분

전시

명칭
평면전시실(상설)

상설전시장

평면전시실(기획)

계기성 전시,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사용

옥외(기념관 벽면 등) 전시실

미디어아트, 홀로그램 전시에 필요한 공간

영상전시실
전시 관람 전 준비
·후 정리 공간
수장

사료
(자료
기록)

전시 관람 전 해설사에게 설명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관람 후 감정을 추스르는 공간
자료의 규격, 양, 성질, 상태 등을 고려한 수장시설

보존처리실(소독실)

수장고 내에 반입될 기록물을 분류·정리하는 공간

자료실(문서보관실, 도서실)

자료의 규격, 양, 성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성

문서자료 열람실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실
기록관리실

연구실
영상관(멀티프로젝트 홀)

교육

천장고 확보, 독립공간 필요

수장고

인수·정리실(자료분류실)
연구

용도

민주주의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이용자 중심의 검색·열
람이 가능하도록 조성
기록물 관리업무 공간
자료분류실
장단기 해외 방문 학자를 위한 연구실 포함
영상, 다원예술, 전시, 퍼포먼스, 교육 등 다채로운 문화
예술행사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실기실, 프로그램실

단체 수업·강의 가능하도록 조성
내외부 사용으로 시민사회와 소통 공간으로 조성

교사·인솔자 준비실
추모
피해자

추모시설(참배, 분향 등)
기념조형물
당사자를 위한 공간

옥외에 설치 가능
피해자를 기념하는 방향으로 조성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실, 피해사실 조사 등

유아실(수유실), 의무실
관람객
편의시설
등

도슨트실, 자원활동가실

통합 조성 가능
관람객 편의시설

안내실, 물품보관실
카페, 서점, 문화상품점
시민 공간(사색 공간)

사무

사무실

공용

계단, 로비, 기계실 등

관람객 편의시설
기념관 관람 목적 외 일반시민도 이용 가능한 휴게공간
기념관 업무 공간, 단체 소통 공간
공용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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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민주인권기념관에 필요한 설비 현황
구분

해당 설비

기계설비

기념관 모든 영역
열원설비

에너지설비

해당 공간, 관련법 등
수장·전시 영역 등 기념관 전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증대를 위해 건물 전반

공조 및 환기 설비

전시·수장·편의·지원·사무 영역
기계실, 전기변전실, 전산실

급·배수 위생설비
및 정화조시설

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우수, 중수 등 「수도법」에 따른 사항

자동제어설비
가스설비

방재·소화설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등에 따른
사항

자동화재감지기
설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고감도 연기감지기 시설

소화설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방화·배연설비
도난경보설비
보안설비

전기통신설비
장애인 편의설비

기념간 실내외, 특히 전시실

CCTV설비

기념관 실내외

시건설비

기념관 실내외

전기설비

전시실별 용도에 적합한 설비

통신설비
이동약자를 위한
각종 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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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에 적합한 공간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른 박물관의 공간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표 44> 유사시설의 공간 현황
시설
명칭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3평화기념관

규모

대지면적 75,465㎡
건축면적 4,105.36㎡
7층(지상 3층, 지하 4층)

대지면적 6,445.70㎡
건축면적 2,857.22㎡
지상 8층

대지면적 219,031㎡
건축면적 6,206.66㎡
5층(지하 1층, 지상 4층)

공간

건축 연면적 12,062㎡

건축 연면적 11,117.39㎡

건축 연면적 11,455㎡

전시실 3,671㎡
전시 도입 공간 184.83㎡
합계 3,855.8㎡ / 32.0%

전시실 3,539.39㎡ / 31.8%

전시실 3,081.69㎡ / 26.9%

수장고 153㎡ / 1.3%

수장고 250.66㎡
자료정리실 122.27㎡
수장고 전실 60.89㎡
합계 433.82㎡ / 3.9%

수장고 506.74㎡ / 4.4%

전시실

수장고

기록
관리

서고 2,194.82㎡
인수실/창고정리실 100.77㎡
합계 2,295.6㎡ / 19.0%

연구
및
교육
영역

연구실기록관리실 154.99㎡
회의실 17.43㎡
세미나실 16.91㎡
강의실 22.55㎡ 등
합계 211.88㎡ / 1.8%

유지
관리
영역

경비실 45.55㎡
행정실 16.68㎡ 등
합계 251.58㎡ / 2.1%

편의
시설

도슨트실, 유아실 68.61㎡
카페테리아 366.97㎡
합계 435.58㎡ / 3.6%

공용
시설

로비, 화장실 등
합계 4,500.22㎡ / 37.3%

도서자료실 527.57㎡ / 4.6%
강의실, 체험실, 프로그램실
등
496.44㎡ / 4.5%
사무연구 942.96㎡ / 8.5%

교육실 942.53㎡ / 8.2%
(영상관, 강당, 회의실, 세미
나실, 강의실 등)

사무실 641.77㎡ / 5.6%

합계 5,704.78㎡ / 51.3%

문화상품점 96.39㎡
매점 96㎡, 식당 107㎡
합계 299.39㎡ / 2.6%
기타 5,165㎡ / 45.1%

※ 퍼센트(%)는 건축 연면적 중 해당 공간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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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박물관들은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요공간의 평균면적이 전시실 약 30%, 수
장고는 약 3.2%, 유지관리·편의·공용시설 약 5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용역보고서가 제시하는 시설과 공간은 기념관의 규모에 영향은 받겠지만
공간의 명칭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꼭 필요한 것들이다. 이를 모두 반영할 경우 민주인
권기념관(신관)에 요구되는 크기는 약 7,600㎡이다. 상기 사항을 반영한 민주인권기념관
에 필요한 각 공간별 크기는 다음과 같다.
<표 45> 민주인권기념관에 필요한 공간별 크기
구분

명칭

크기
크기(㎡)

비율(%)

2,700

35.5

350

4.6

490

6.4

350

4.6

140

1.9

140

1.9

350

4.6

3,080

40.5

7600

100

평면전시실(상설)
평면전시실(기획)
전시

옥외(기념관 벽면 등) 전시실
영상전시실
전시 관람 전 준비·후 정리 공간

수장

수장고 및 부속시설
자료실(문서보관실, 도서실)

사료
(자료
기록)

문서자료 열람실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실
기록관리실
인수·정리실(자료분류실)

사무/연구

연구실
영상관(멀티프로젝트 홀)

교육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실기실, 프로그램실
교사·인솔자 준비실

추모
피해자

추모시설(참배, 분향 등)
기념조형물
피해자를 위한 공간
유아실(수유실), 의무실, 도슨트실, 자원활동가실

관람객
편의시설 등

안내실, 물품보관실
카페, 서점, 문화상품점
시민 공간(사색 공간)

공용

기계실, 계단 등 공용 공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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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민주인권기념관의 관계]
사업회와 민주인권기념관의 관계를 정립하고 기념관 운영조직을 설계하기 위하여 유
사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6> 유사시설의 母조직과의 관계 및 인력 현황
母법인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문화
체육
관광부

전쟁
기념
사업회

제주
4·3
평화
재단

시설명

국립
일제
강제
동원
역사관

대한
민국
역사
박물관

母조직과 시설의 관계 등

관계

▸재단은 기타공공기관으로, 행안부로부터 역사관을 수탁·운영
▸재단 산하에 ‘역사관’ 편제(운영관리국, 기획홍보국, 역사관)
▸재단에 희생자 추도 및 위령, 유해발굴 및 봉환, 추도순례 및 추도비 건
립 등 고유 업무 있음

인력

▸재단 정원 : 37명(임원 1, 정규직 30, 무기계약직 6 / 역사관 포함)
※ 기간제, 소속 외 인력은 별도
▸역사관 : 21명(학예연구부 6, 교육홍보부 5, 시설관리부 9/ 시설관리 등은
별도)
▸역사관장 : 재단 1급, 2년 임기제, 재단 이사장이 임면
▸재단이 역사관 인력의 임면권을 가짐

관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인력

▸정원 : 2010년 설립기본계획에서 85명으로 설계했으나 2012년 개관 당시
45명으로 확정되었고, 2014년 51명, 2015년 54명으로 증원하였다가 2017년
부터 53명(전문임기제 2, 일반직 21, 연구직 30)을 유지 중(시설관리·안내·청
원경찰, 시설보안·미화 등은 별도)
▸박물관장 : 1급 상당 공무원, 2년 임기제, 장관이 임면

관계

▸사업회는 기타공공기관으로 국방부로부터 전쟁기념관을 수탁·운영
▸전쟁사업회장이 전쟁기념관장을 겸함
▸전쟁사업회장은 국방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 부회장과 감사
는 국방부 장관이 임면. 나머지 이사는 회장이 위촉(국방부 장관·문체부
장관·국가보훈처장 추천 각각 1명 포함)

인력

▸인력 : 160명 규모
▸기획부(13), 학예연구부(11), 유물부(14), 전시부(24), 교육부(22), 해설부(32),
관리부(19), 사업부(22), 임원실(6), 감사실(2)로 편제

관계

▸재단은 행정안전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4·3평화공원을 수탁·운영
▸재단 산하에 ‘공원·기념관 관리팀’으로 편제
▸재단에 제주4·3사건 추가 진상조사,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문화·학
술·교육 사업 등 고유 사업 있음

인력

▸재단 인력 : 40명
▸총무국(8), 기념사업팀(10), 4·3평화공원·기념관 관리팀(13, 미화 3 포함) 편제/
조사연구실(9)은 별도 편제
▸시설장은 별도로 없음

전쟁
기념관

4·3
평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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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유사시설 현황에 기반을 두고 사업회와 민주인권기념관의 관계 및 민주
인권기념관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에 따라 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고
운영한다. 이에 민주인권기념관은 사업회에 소속된다.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에 따른 직제
를 기구에 반영하고 담당 사무를 정하며 필요 인력을 증원한다.
민주인권기념관 운영조직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개 안을 제시한다.
<표 47> 민주인권기념관 운영조직(안)별 장점 및 단점

1안
2안

3안

장점
기념관이 사업회 내 다른 조직에 비해 위상이
높음
이사장이 기념관장을 겸하여 사업회와 기념관
이 일체화 → 체계적 조직 운영 가능

단점
상임이사 1 관할조직과 기념관의 유기적 협조
가 반드시 필요
이사장이 母조직과 기념관의 책임자를 겸함에
따라 부이사장, 상임이사의 역할 모호

업무의 균형과 조직의 안정

이사장이 반드시 상임을 해야 함
상임이사 1 관할조직이 상임이사 2 관할조직
(기념관 조직)의 지원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음

[1안]
- 상임하는 이사를 두 명 두어 기념관장을 상임하는 이사로 보한다.
- 사업회의 다른 국보다 기념관 조직의 위상을 높게 설정한다.
- 기념관에 두 개 팀을 두어 시민교육국, 사료관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한다.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부이사장
상임이사 2
(민주인권기념관)

상임이사 1

기
획
관
리
실

사
업
국

민
주
시
민
교
육
국

사

연

료

구

관

소

기
념
관
운
영
팀

<그림 57>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을 반영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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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념
관
전
시
팀

[2안]
- 이사장이 기념관장을 겸한다.
- 기념관에 두 개 팀을 두어 시민교육국, 사료관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한다.
- 기념관이라는 기구는 별도로 두지 않는다.
이사장
(기념관장)

이사회

감사

부이사장
상임이사

기
획
관
리
실

민
주
시
민
교
육
국

사
업
국

사

연

료

구

관

소

민
주
전
시
실

인
권
전
시
실

<그림 58>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을 반영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2안)

[3안]
- 상임이사 두 명을 두고 산하에 3개 기구를 각각 둔다.
- 상임하는 이사 중 1인이 기념관장을 겸한다.

이사회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1
(연구소장)

기
획
관
리
실

상임이사 2
(기념관장)

사

연

업

구

국

소

사
료
관

민
주
시
민
교
육
국

<그림 59>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을 반영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조직도(3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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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주
인
권
기
념
관

[기념관장]
- 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상임할 수 있는 임원 중 1인이나 이사장을 기념관장으
로 한다. 따라서 기념관장의 신분은 이사이다.
- 기념관장은 다른 상임임원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에게 제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면한다.
- 현재 상임하는 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기가 2020년 10월 16일까지이므로, 2020년
상반기에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때 기념관장직을 담당할 이사 몫 1인을 포함하여 선
임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7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5명 이내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④ 임원 중 상임인 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상임으로 하는 임원의 대상과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과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5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부이사장 5인 이내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상임임원은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중 1인과 이사 2인 이내로 한다.
③ 상임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청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면한다.
②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면한다.
④ 감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면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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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방향 설정]
-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대표하는 기념관으로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교육하
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체계와 인력을 구성한다.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사업’을 잘 수행하도록 조직 체계와 인력을 구성한다.
- 기억과 성찰, 소통과 연대, 민주시민 교육 공간이라는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및 운영
계획이 가장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직 체계와 인력을 구성하다.
[민주인권기념관에 필요한 인력산정 기준]
- 기념관 운영조직에는 대관 등 최소한의 행정기능만을 둔다.
- 사업국, 민주시민교육국, 사료관, 연구소의 기능과 업무가 기념관으로 확장·연계되
는 점을 인력 증원 및 편제에 반영한다.
- 사료관에서 수집한 사료를 전시하고, 사료를 통해 교육하는 인력을 기념관에 둔다.
- 기념관의 시설, 공간을 활용한 단체·개인 관람객 교육을 담당할 인력을 둔다.
- 민주인권기념관의 특성인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인력을 둔다.
- 연간 무휴 개방을 하고, 월 2회가량 야간개장을 기본으로 한다.
- 기념관 시설관리, 관람객 안내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운용할 인력을 둔다.
- 방호, 미화, 전시해설 업무는 정원 외로 둔다.
- 유사시설의 건축 연면적 대비 정원을 검토한다. 민주인권기념관 신관을 7,600㎡로
하고 정원을 30명으로 하면 약 253㎡당 1명인 바, 다른 유사시설과 균형을 이룬다.
<표 48> 유사시설 건축면적과 정원 비교
구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3평화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

건축 연면적

12,062㎡

11,117.39㎡

11,455㎡

7,600㎡

정원

21명

53명

40명

30명

1인당 건축
연면적

574(㎡)/1명

209(㎡)/1명

286(㎡)/1명

25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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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기념관의 직원은 사업회 이사장이 임면한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민주인권기념관 설립에 따른 직
제를 사무처 기구에 반영하고, 담당 사무를 정하며 필요 인력을 증원한다.
-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40명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33조(기구)
① 기념사업회에는 제2조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을 둔다.
② 기념사업회 사무처 등의 기구 및 담당사무, 정원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표 49> 민주인권기념관 운영에 따른 증원 인력과 직무 분석
구분
관장

행정

전시

자료

교육
연구

인원
정원내
1

직렬/직무

공무직
기념관 총괄

3

행정

기념관 사업계획·발전계획 등 수립
대관, 서무, 예산, 국유재산 관리
추모시설과 당사자를 위한 공간 운용
편의시설 임대차 등
자원활동가 운용

6

학예사
전시 기획자(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상설전시관 운용
기획전시관 운용
영상전시관 운용

기념관 각종 전시 기획 및 운영
시민사회단체와 기획전시 운영
각종 전시 홍보물 기획 및 발간
전시작품 관리 감독
전시관 운용

3

아카이브
기록물관리사
사진사
소장품 관리자(컬렉션 매니저)
보존처리 전문가(콘서베이터)

자료 수집·관리·보존처리
전시품 수집·취득·관리
소장품 조사
훼손방지·복원 등을 위한 보존처리
수장고 운영 및 관리

5

에듀케이터
어린이 프로그램
피해자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학생단체 관람객 교육
기념관 종사자 교육
(도슨트, 해설사, 자원활동가 등)
장단기 해외 연구자 모집·운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이용자 대상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내외국인, 가족, 학생, 개인, 단체 등)
학교, 단체 등 교육수요별 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강연 기획 및 운영
전시 및 교육 관련 분야별 연구
학술대회, 세미나 등 개최
다양한 연구 성과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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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
홍보

시설

해설
안내

방호

마케팅, 재원 조성
전시품 및 소장품 정보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제공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 및 사이버기념관 운영
방문자 관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안전 및 시설기획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전시물 유지·보수 관리
첨단 전시기법 및 기자재 기획·개발 기능
건축, 소방, 편의시설 관리
기계, 냉난방, 승강기, 기념조형물 등
전기, 전시실 조명, 수장고 등 시설물 유지·관리
통신, 음향, 영상전시관, 기념관 정보화 등

안내
고객서비스

해설, 안내, 고객 서비스
고객만족 및 관람 안내계획 수립·운영
전시와 이벤트,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지원
학교 단체 관람객 지원 및 대상 교육 프로그
램 제공
주변 역사 문화시설과 연계 프로그램 안내
관람 질서유지
민원 및 고객 고충처리
야외공간 전시회 기획 및 운영
외국인 대상 문화관광 정보 안내 및 가이드

4

방호 및 보안

시설관리 및 보안기능
연간 365일 주야 방호. 1일 3인 근무/ 1인 휴
무 방식

4

미화

연간 365일 1일 3인 근무/ 1인 휴무 방식
월 2회 야간 근무

5

5

1

1

미화
계

국내외 교류
(국내외 유사 기념관)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재원 조성
기념관 소식지 발간
만족도 조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3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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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후 5년간의 필요예산을 예측하기 위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후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간 전체 예산 중 인건비가 약 23%를 차지
하고, 자료 수집은 개관 후 4년 차까지 연평균 54억 원을 사용했으며, 그 후로는 30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관리(운영인력 제외)는 연 20억 원 규모이고, 조사·연구·
교육·출판·문화행사 등 사업비는 연 30억 원가량이다. 특히 개관 직후부터 디지털 아카
이브를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구축비 10억 원 이후 운영비는 연 4억 원 규모이다.
<표 5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후 7년간 예산 변화
(단위 : 백만 원)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21,771

11,507

14,518

16,883

15,643

16,313

15,918

박물관 건립
박물관 운영
• 위원회 운영
• 박물관 운영
• 시설관리 운영인력
• 안전검사 및 유지·보수
• 전시 콘텐츠 개발·제작
전시 및 자료수집
자료수집, 관리 및 수장고 운영
• 전시 콘텐츠 개발 및 전시운영
• 특별전 개최
• 자료 수집
• 자료 관리
• 수장고 운영
• 기획전시실 설치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 시설관리 운영인력
• 시설관리 유지비
근현대사 연구 활성화
• 근현대사 조사연구
• 근현대사 교육 운영
• 어린이박물관 운영
• 학술자료 발간 및 보급
• 근현대사아카데미 운영
• 교류협력 및 활성화
• 역사문화기념일 행사 운영
• 박물관 홍보
종합정보서비스
•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건비
(문화부 편성)

10,100
1,318
238
1,080

696

698

3,568

11,581

12,120

11,411

618
2,042
908

620
2,961

644
3,013

756
2,728

1,753

1,765

1,777

2,915

3,232

2,863

1,145
748
360

1,269
753
360

1,175
700
320

1,079

1,084

1,092

438
218
220

425
188
237

431
138
293

3,624

3,768

4,076

696

5,638

4,825

4,641

6,476

645

1,236
555
2,103
581
350

1,952

3,570

2,630
1,687
943
2,575
733

2,655
1,797
858
3,133
975

3,025
848

872
300
300
200
170
780

871
627

756
402

1,599
394
3,000
1,215
587
628
2,500
1,554

108
655
183
(250)
1,000

2,004
455
230

660

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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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1,019

3,376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이후 1년간의 운영비는 기존 사업회 운영비 외 증액 예산으로
약 42억 원으로 산출된다. 기념관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시설 설치, 공간 구성 등에 소요
되는 비용과 기념관 각 부서의 사업비는 제외한 금액이다.
<표 51>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후 1년 차 운영비(기존 사업회 운영비 제외)
(단위 : 천 원)

구분
인건비

산출 기초
인건비 소계
관장
직원
공무직

행정사무
경비

행정사무경비 소계
복리후생비

운영비

1명, 연봉제. ‘19년도 상임이사 연봉을 기초 함.
30명, 호봉제 평균 12호봉 적용. ‘19년도 사업회 직원 평
균보수액을 기초 함.
10명, 2019년도 무기계약직 평균보수액을 기초로 함.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임차료
수선유지비
보험료, 지급수수료
등
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연구개발비
전시장 등 시설
운영비 소계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피복비
수선유지비

시설비
종합정보서비스망구축
(온라인 플랫폼)

금액
2,230,000
110,000
1,800,000
320,000
580,000

40명 기준
(맞춤형복지, 4대보험, 직급보조비, 특근매식비 등)
여비

265,000
20,000

전화요금, 케이블 티브이 수신료, 기타 수수료 등

20,000

사무용품 구입, 생수구입, 민원인 응대용품 구입 등
대관 심의, 신무구독, 기념관 관련 서적 구입 등
사무실 복합기, 전시관 정수기, 기타 장비 임차료 등
기념관 홈페이지 유지비 등

15,000
15,000
10,000
10,000

재정보험료, 웹접근성 이증 수수료 등

10,000

시설담당 보수교육, 학예사 등 직무교육비 등
기념관 운영위원회 등
기념관 운영 관련 필요부분 용역비

10,000
5,000
200,000
1,405,000

안전관리자협회, 학예사협회 등
전기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연료비 등
시설안전관리료 재료비(건축, 전기, 통신, 기계 자재), 공
조필터, 화장실 비품, 청소용품, 전시장 소모품 등
청소원 작업복, 경비원 제복, 해설사 제복 등 피복비
전시장 소규모 수선, 전기설비 정기검사, 승강기 보수 및
정기검사, 소방시설 정기검사, 도시가스 정기검사, 고압가
스 정기검사, 방역소독, 저수조 청소, 오수정화조 청소, 전
시장 내 정기청소, 전시장 안전진단, 기타 등
건물유지비, 기계·통신·전기·소방설비 유지비, CCTV 유지
비, 전시장·옥외 시설물 등
플랫폼 구축

10,000
150,000
40,000
5,000
50,000

150,000
1,000,000

계

4,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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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민주인권기념관의 건립 일정 및 중장기적 과제
1. 개관까지의 일정
민주인권기념관 건축 과정은 기획 → 설계 → 시공 → 개관으로 이어진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후 개관까지 건축 일정은 건축설계 공개 및 선정
→ 기본설계/실시설계 → 시공업체 선정 → 시공 → 완공/예비운영 → 개관30)으로 이
어진다.
민주인권기념관이 완공되는 즉시 개관을 하기 위하여 건축 일정과 함께 다른 일정도
준비해야 하며, 특히 2020년에는 개관 준비와 기념관 운영을 맡을 조직이 구성되어야
건축 일정을 포함한 모든 준비과정을 일관되게 관장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전후의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등도 준비해야 한다. 이를 용역으로 진행할 경우 필
요한 과제와 시기, 비용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기념관 개관 전후 필요 용역
(단위 : 년, 원)

용역명

연구과제

시기

비용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기본계획

상설·기획·영상 전시 기본계획 수립

‘20

2억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세부 운영
계획

기념관의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20

1.5억

민주인권평화 관련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
츠 개발 및 수집 계획

민주인권평화 관련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
츠 현황을 파악하고 수집·개발 계획 수립

‘20

1억

어린이 전시·교육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 연
구

어린이를 위한 전시와 프로그램 방안 연
구

‘20

1억

기념관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연구

개관 초기 기념관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계획

‘20

1억

국가폭력(남영동 대공분실) 피해자 현황조
사 및 생존자 구술채록

피해자 구술조사

‘21

2억

전시실 등 공간 재배치 및 전시개편 계획

개관 7년 차에 전시실 등 공간을 재배치
하기 위한 계획

‘26

2억

기념관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개관 7년 차에 적용할 활성화 및 중장기
계획

‘26

2억

30)「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2013. 12.)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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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관 이후의 과제
2-1. 주변 부지로의 확장성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인권기념관 주변의 숙박시설 등 민주인권기념관과 어울리지 않
는 건물을 매입하여 기념관 부속건물로 확장하는 일을 장기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인근 건물 매입을 통한 확장 이외에도 민주인권기념관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있
는 부지가 있다. 민주인권기념관 부지와 캠프킴 부지 사이에 있는 용산구 소유 부지가
그것이다.
사업회는 이미 용산구청장과 면담을 통해 이 부지를 민주인권기념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한 적이 있다. 이 부지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담당 부서의
가건물(1983년 콘센트 막사 존재 확인31))을 운영한 역사적 공간이므로 민주인권기념관
의 부지로 활용하면 의미가 매우 클 것이고, 만약 캠프킴에 고층빌딩이 건립된다면 완
충공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는 것이 사업회의 입장이었다.
용산구 소유의 이 부지를 당장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캠프킴 자리에 용적
률을 최대로 적용해서 개발하게 되면 공개공지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현재 테
니스장 인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이쪽 방면의 접근성도 보장받을 수 있고, 앞서 언급한 대형차량의 정차 지점도 마
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용산구 소유의 해당 부지도 민주인권기념관의 배후 부지로
활용 가능해질 것이다. 캠프킴 부지에서 공개공지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한강
로변이나 민주인권기념관의 테니스장 부근, 두 지역이다. 따라서 민주인권기념관의 테니
스장 부근이 공개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노력
해야 한다.
2-2. 인문환경을 고려한 인근 및 용산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활용과 이용 활성화 방안
현재의 진입로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민주인권기념관의 주 출입구는 캠프킴 옆길을 통
해 테니스장 쪽으로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물론 현재의 출입문은 그 자체로
역사적, 상징적, 건축학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쇄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이 출
입문을 전시 및 교육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봄직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테니스장 쪽으로 주 출입구를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보장되어야 한다. 첫째, 서울시 소유 도로를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이후
에도 지금처럼 쓸 수 있도록 보장받는 것이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의 공원화
31) 경찰청,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 수사관 김○○ 진술, 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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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캠프킴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계획이 연동되거나 그
일부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2019. 04.)의 제안처럼, 본 연구
팀도 “민주인권기념관 계획 시 인지 및 접근성을 고려하고, 캠프킴 개발 시 남영동 대
공분실 부지 남측면을 연계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며,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와 캠프킴 부
지 사이의 서울시 도로를 편입하여 도시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를 정리하여 캠
프킴 북측 부지의 일부를 공개공지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165쪽)한다. 특히 미군기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과 캠프킴의 개발이 가시화될 경우, 역사성 있는 기존 진입로와는
별도로 “도시적 차원에서 접근성과 인근 개발지로 인한 물리적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
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같은 쪽).
향후 캠프킴에 대형 건축물이 들어서서 민주인권기념관의 의의가 훼손되는 일이 절대
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캠프킴에 들어설 대형 건축물이 민주인권기념
관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즉 대형 건축물
일부가 민주인권기념관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대형 건축물이 민주인권기념관을 위
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인권기념관의 상징성이 대형 건축물로 확대되는 방안은 충
분히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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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가능성 개념 1
- 인지성 및 접근성 확보
▸민주인권기념관 계획 시 인지 및 접근성
측면 고려

부지 현황
▸건물로 둘러싸여 폐쇄적

연계 가능성 개념 2
- 연계성 및 개방성 계획
▸캠프킴 개발 시 부지 남측 연계 및 개방
성 고려

연계 가능성 개념 3
- 부지 남측면 활용 제안
▸서울시 도로와 캠프킴 북측 영역을 도시
계획적으로 정리 제안

<그림 60>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과 캠프킴 부지 연계 가능성
(출처: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9.
04., 165쪽)

2-3. 진입로 및 주차장 문제와 남영역 연계 방안
민주인권기념관 부지의 위치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사람들이
찾아오기 어렵고, 차량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현장학습 등을 위해
학생들이 대형 차량을 통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차량이 통과하기가 쉽지 않
다. 또한 부지 자체가 좁아서 주차장을 부지 내에 설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민주인권기념관은 아예 남영역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는 것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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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이 경우, 남영역과 민주인권기념관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구상하여 반영해야 한다. 남영역과 민주인권기념관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남영역의 명칭 변화 : ‘민주인권기념관역’으로 변경하거나 적어도 ‘남영역(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변경
○ 남영역에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
○ 열차를 타고 남영역을 통과할 때 민주인권기념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간판 등 가
시성, 상징성, 직관성이 있는 상징물 설치
○ 남영역 역사 내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알리는 부스를 설치하는 등 홍보 강화
주차장은 법적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정도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전쟁기념관 등 인근
시설의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대형 버스도 전쟁기념관 주차장에서
대기할 수 있으므로 민주인권기념관은 근처에 잠시 동안 정차하여 학생들이 내릴 수 있
는 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문제는 현재 진입로 사정상 이것조차 힘들다는 점이다. 가장 쉬운 가장 방법은 현재
캠프킴 옆의 서울시 부지를 통해 테니스장 쪽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그
러나 이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캠프킴 부지 개발계획과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계획
을 연동시켜야 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지점이다.
민주인권기념관 진입로와 관련해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삼각지 방면에서 버스
나 승용차로 접근할 경우, 한강대로에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캠프킴 옆의 서울시 부지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좌회전이 가능한 신호체계
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4.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후 5년간 주요 필요비용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후 5년가량은 자료 수집 및 전시와 교육적 활용, 민주인권평화
관련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츠 개발 및 수집,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증언채록 및 전시 운영, 강연, 연구자 방문 프로그램, 학술
심포지엄, 각종 교육 등 국내외 교류, 홍보, 소식지 발간,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5년 후 운영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전에 전시장 정비,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주요 필요비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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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기념관 개관 후 5년간 주요 필요비용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자료수집 및 전시·교육적 활용

매년 3억

민주인권평화 관련 문화예술 특성화 콘텐츠 개발 및 수집

매년 5억

상설전시

1년 차 5억
2년차부터 차기 개편까지 매년 1억

기획전시

매년 5억

전시장 정비

5년 차까지 매년 1억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매년 1억

어린이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년 1억

피해자 증언채록 및 전시 운영

매년 2억

강연, 연구자 방문 프로그램 등 운영

매년 1억

학술 심포지엄, 각종 교육 등

매년 5,000만

국내외 교류, 홍보, 소식지 발간 등

매년 5,000만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년 차 10억, 2년 차부터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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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2015. 11.,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2013. 12.,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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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론화 토론회 참석자 명단
○ 사업회 추천(30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성명
김거성
김동춘
김동택
김재승
김정인
김태현
문국주
박래군
박진
박충렬
송소연
심용환
양금식
유경남
송동현
이영교
이원영
임태훈
장남수
전민용
정강자
정하윤
박순희
조규연
조순덕
지은희
차성환
홍계신
홍승구
황정옥

소속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서강대 국제한국학과 교수
전 민청련 부의장
춘천교대 사회교육학 교수
한국외대대학원 정보기록 겸임교수
주권자전국회의 대표
인권재단 사람 소장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고문피해자, 전 전국연합 사무차장
재단법인 진실의힘 상임이사
역사N교육연구소장
사업회 사업국장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학예사
사업회 사료관장
사업회 기획관리실장
전 한청협 사무처장
군인권센터 소장
유가협 회장
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성공회대 연구교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사업회 기념관추진단 과장
민가협 상임의장
정의기억연대 이사
고문피해자,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
사업회 기념관추진단장
흥사단 시민사회연구소장
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장

분반
6조
6조
1조
2조
2조
7조
7조
8조
7조
5조
8조
5조
2조
9조
4조
5조
8조
6조
3조
3조
3조
8조
1조
7조
9조
1조
9조
9조
4조
4조

○ 추진위 추천(29명)
구분
1
2
3
4

성명
구광숙
김구현
김금호
김명식

소속
남영동 상근해설사
추진위 집행위원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사무국장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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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
4조
7조
1조
3조

구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성명
김종욱
김진석
김찬휘
김한울
남근우
박인기
박태하
양승렬
엄주웅
연성수
오상석
이단아
이은정
이종민
이준영
이현주
임영순
임은빈
장원택
장현욱
정영훈
조정필
차준원
최민
최성희

소속
평화의길 사무국장
서울KYC평화길라잡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서촌주거연구회 사무국장
민청련
추모연대 위원장
전)과거사위 조사위원
동작FM
고문 피해자, 학림
고문 피해자, 민청련
고문 피해자, 학림
형명재단 상임이사
추진위 총무
서울KYC평화길라잡이
한국현대사 연구자
추진위 사무국장
추모연대 홍보국장
민청련
전민동
리슨투더시티 정책국장
박종철기념사업회
전대협동우회
계승연대 부이사장
고문 피해자, 학림
남영동 상근해설사

분반
2조
4조
5조
6조
9조
5조
8조
2조
6조
4조
1조
8조
9조
8조
5조
2조
3조
3조
1조
9조
1조
3조
6조
7조
7조

○ 시민사회 추천(35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성명
고미경
권재석
권혜진
김기형
김민문정
김성란
김성희
김언경
김종민
김황경산
나명주
류홍번
문성근
박석운

소속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한국노총 대협본부장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협실장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교육간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청년전태일 대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흥사단 정책기획국장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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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
5조
6조
2조
5조
7조
4조
4조
5조
4조
6조
9조
6조
4조
4조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성명
박승렬
백미순
서동운
송상교
심규협
양길승
여진
유한범
윤철한
윤희숙
이광재
이근미
이윤숙
이태호
정상덕
정종성
조항아
최융선
최준호
퇴휴
함형재

소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민중공동행동 국장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장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사무처장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전 청년연대 상임대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전국여성연대, 구로여성회 회장
한국YWCA연합회 부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
한국청년단체연합(KYC) 대표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대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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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반
8조
2조
5조
1조
7조
8조
2조
8조
3조
9조
7조
3조
1조
8조
3조
9조
6조
3조
7조
2조
1조

[부록 2] 주요 박물관 및 기념관 목록32)
연번

이름
홈페이지 주소
도시
나라
설립년
The
International
Museum
1
루체른(Luzern)
스위스
1902
of War and Peace
2 Peace Palace and Library www.peacepalacelibrary.nl
헤이그(Hague)
네덜란드 1913
3
Imperial War Museum
www.iwm.org.uk
런던(London)
영국
1917
4 Peace Memorial Museum
잔지바르(Zanzibar)
탄자니아 1925
International Esperanto www.onb.ac.at/en/museum
5
빈(Vienna)
오스트리아 1927
Museum
s/esperanto-museum
www.museumaandeijzer.be 딕스마이데(Diksmuide) 벨기에
6
The Ijzer Tower
1930
/ijzertoren/en
www.unog.ch/80256EE6005
League of Nations
7D930/(httpPages)/B77E924
7
제네바(Geneva)
스위스
1946
Museum
BEEE9DF6CC1257C85004A8
F58?OpenDocument
http://gandhimuseum.org/s
8 Gandhi Memorial Museum
마두라이(Madurai)
인도
1959
ite/
www.mantovaducale.benicu
Museum of lturali.it/en/informazioni/w
9 International
만토바(Mantova)
이탈리아 1959
The Red Cross
elcome
www.micr.it/
National
Gandhi
Museum
http://gandhimuseum.org/s
10
뉴델리(New Delhi)
인도
1960
and Library
ite/
11

Anne Frank House

12

Berlin Wall Museum

https://thewallmuseum.co
m/?lang=en

베를린(Berlin)

독일

1963

13

Gandhi Smarak
Sangrahalaya

http://gandhimuseum.in/

아메다바드
(Ahmedabad)

인도

1963

베트남

1975

독일

1980

독일

1980

독일

1981

미국

1981

독일

1982

독일

1982

독일

1984

중국

1985

미국

1986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www.annefrank.org/en/ 암스테르담(Amsterdam) 네덜란드

http://warremnantsmuseu 호찌민(Ho Chi Minh)
m.com/
https://www.lindau.de/en/a
Peace Museum, Lindau dresse/the-peace-rooms린다우(Lindau)
museum
Bridge at Remagen Peace www.bruecke-remagen.de/i 레마겐(Remagen)
Museum
ndex_en.htm
www.waslala.net/workcamp
Anti-War House Peace s/alemania/icja10-peace-ce
지버스하우젠
Centre
(Sievershausen)
nter-sievershausen
The Peace Museum,
www.peacemuseum.org/
시카고(Chicago)
Chicago
www.museumsportal-berlin
Anti-War Museum, Berlin .de/en/museums/anti-krieg
베를린(Berlin)
s-museum/
Peace Museum
www.frieden-feiern.de/
미데어(Meeder)
Peace Library and
www.visitberlin.de/en/anti베를린(Berlin)
Anti-War Museum
war-museum
Memorial Hall of the
Victims in the Nanjing
http://19371213.com.cn/
난징(Nanjing)
Massacre by Japanese
Invaders
Sword Into Plowshares www.swordsintoplowshares 디트로이트(Detroit)
Peace Center and Gallery
detroit.org/
War Remnants Museum

1960

32) 1번부터 55번까지는 「일본의 전쟁기억과 평화기념관 2」(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1.)에서 발
췌. 56번부터는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기념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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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http://friends-partners.org/
International Museum of ccsi/nisorgs/uzbek/peacem
사마르칸트(Samarkand)우즈베키스탄
Peace and Solidarity
sm.htm
Kathe Kollwitz Museum www.kaethe-kollwitz.de/en/
베를린(Berlin)
독일
The Independence Hall of
www.i815.or.kr/
천안(Cheonan)
한국
Korea
The Memorial Hall of
China’s War of Resistance
www.1937china.com/
베이징(Beijing)
중국
Against Japan
Caen Memorial
www.memorial-caen.fr/
캉(Caen)
프랑스
International Red Cross www.redcrossmuseum.ch/e
제네바(Geneva)
스위스
and Red Crescent Museum
n
Children’s Friendship
타슈켄트(Tashkent) 우즈베키스탄
Museum Tashkent
www.newyork-architects.co
Museum of Compassion m/da/projects/view/museu
뉴욕(New York)
미국
m-of-compassion
National Civil Rights
www.civilrightsmuseum.org 멤피스(Memphis)
미국
Museum
/
경기도
The House of Sharing
www.nanum.org/main/
한국
광주(Gwangju)
오스터미팅
Franz Jӓgerstӓtter House www.nationalww2museum.
오스트리아
org/
(Ostermiething)
First Austrian Peace
볼프제그(Wolfsegg) 오스트리아
Museum
The World Centre for
Peace, Freedom and
www.jhcentre.org/
베르됭(Verdun)
프랑스
Human Rights
Prairie Peace Park
링컨(Lincoln)
미국
www.friedensmuseum-nue
Peace Museum
뉘른베르크(Nürnberg)
독일
rnberg.de/
www.yijunpeacemuseum.or
Yi Jun Peace Museum
헤이그(Hague)
네덜란드
g/
https://peacemuseum.org.u
Peace Gallery
브래드퍼드(Bradford)
영국
k/
Robben Island Museum

www.robben-island.org.za/

42 In Flanders Fields Museum www.inflandersfields.be/
43 Gernika Peace Museum www.museodelapaz.org/
44 Peace History Museum
-

1986
1986
1987
1987
1988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3
1994
1994
1995
1995
1996

벨빌(Belleville)

남아공

1997

예페르(Ieper)
게르니카(Guernica)
힌델랑(Hindelang)

벨기에
스페인
독일

1998
1998
1999

45

Bethlehem Peace Center

www.peacenter.org/

베들레헴(Bethlehem)

팔레스타인

2000

46

Peace Museum

-

라발(La Vall d’Uixó)

스페인

2000

47

African Peace Museum

케냐

2001

스웨덴

2001

오스트리아

2001

미국

2004

노르웨이

2005

로스앤젤레스
(Los Angeles)

미국

2006

테헤란(Tehran)

이란

2006

48
49
50
51

www.abasuba.museum/
나이로비(Nairobi)
https://nobelprizemuseum.
Nobel Museum
스톡홀름(Stockholm)
se/
European Museum for www.museum.friedensburg 슐라이닝(Schlaining)
Peace
.at/
Dayton International Peace https://daytonpeacemuseu
데이턴(Dayton)
Museum
m.org/
www.nobelpeacecenter.org
Nobel Peace Center
오슬로(Oslo)
/

52

Tolerance Museum

53

Tehran Peace Musem

www.museumoftolerance.c
om/
www.tehranpeacemuseum.
org/index.ph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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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House (La Filanda)
with International Peace
54 Posters Documentation
Center
55

Museum to “Comfort
Women”

카살레초 디 레노
www.cdmpi.it/home.html (Casalecchio di Reno)
www.warinasia.com/shang
hai-normal-university-chin
ese-comfort-women-muse
um

United States Holocaust
56 Memorial
www.ushmm.org/
Museum(USHMM)
57 National Center for Civil www.civilandhumanrights.o
and Human Rights
rg/
National Museum of
58 African American History
https://nmaahc.si.edu/
and Culture
Canadian Museum for
59
https://humanrights.ca/
Human Rights
https://turismo.buenosaire
s.gob.ar/en/otros-estableci
60
ESMA Site Museum
mientos/memorial-museu
m-former-esma
61

Villa Grimaldi

http://villagrimaldi.cl/

63

Das jüdische Museum
www.jmberlin.de/
Berlin
NS
www.ns-dokuzentrum-mue
Dokumentationszentrum
nchen.de/home/

64

Topographie des Terrors

www.topographie.de/

65

Stasi-Museum

www.stasimuseum.de/

62

Buchenwald KZ
www.buchenwald.de/69/
Gedenkstätte
Auschwitz Birkenau
67 German Nazi Concentration http://auschwitz.org/en/
and Extermination Camp
66

이탈리아

2006

상하이(Shanghai)

중국

2007

워싱턴
(Washington)
애틀랜타
(Atlanta)

미국

1993

미국

2014

워싱턴
(Washington)

미국

2017

위니펙
(Winnipeg)

캐나다

2014

부에노스아이레스
(Buenos Aires)

아르헨티나

2007

산티아고
(Santiago)
베를린
(Berlin)
뮌헨
(München)
베를린
(Berlin)
베를린
(Berlin)
부헨발트
(Buchenwald)

칠레

1997

독일

2001

독일

2015

독일

2010

독일

1990

독일

1958

아우슈비츠
(Auschwitz)

폴란드

1947

68

House of Terror

www.terrorhaza.hu/hu

부다페스트
(Budapest)

헝가리

2002

69

Yad Vashem Holocaust
History Museum

www.yadvashem.org/muse
um/holocaust-history-mus
eum.html
https://228memorialmuseu
m.gov.taipei/Default.aspx

예루살렘
(Jerusalem)

이스라엘

2005

대만

1997

대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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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PEI 228 MEMORIAL
MUSEUM
National 228 Memorial
Museum

www.228.org.tw/index.php

National Human Rights
Museum(Green lsland /
www.nhrm.gov.tw/
Jing Mei)
National Memorial Museum
http://museum.ilje.or.kr/ko
of Forced Mobilization
r/Main.do
under Japanese Occupation
The War Memorial of www.warmemo.or.kr/front/
main.do
Korea
National Museum of
www.much.go.kr/
Korean
Jeju 4·3 Peace Park
https://jeju43peace.or.kr/
5·18 ARCHIVE
www.518archives.go.kr/
Democracy Park
www.demopark.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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