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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_건립의 필요성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사회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적 기구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남영동 대공분실은 조직화된 국가폭력이 난무했던 전국의 수많은 시설 중 원형이 보존된
거의 유일한 현장이라는 점에서 민주·인권 수호시설로서 상징적임
도심 한복판에서 은밀하게 자행된 국가범죄와 인권유린의 생생한 증거인 남영동 대공분실에
세워질 민주인권기념관은 국가폭력의 회귀를 막아내는 민주·인권의 보루가 될 것임
연구의 목적

민주인권기념관 조성에 따라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인 남영동 대공분실의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야외 공간을 연계한 종합적인 전시공간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함

가공할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장소인 남영동 대공분실에 세워질 민주인권기념관은
폭력으로 얼룩진 독재의 과거를 기억하고, 민주·인권·평화라는 과제 실현을 위해 소통하고
숙의하는 공공의 플랫폼을 그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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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_[2004], [2012]

2004

2012

민주화운동기념관 필요성 및 의의

민주화운동기념관 필요성 및 의의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

민주주의의 퇴행·후퇴를 막을 수 있는 물질적·제도적 토대 구축
1

국민정신의 산실
독립기념관에 버금가는 ‘국민정신의 산실’ 구현

과거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성취는 이후 보다 진전된 민주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이에

1

따라 현재적 지평에서의 민주주의 심화·확장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성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함. 기념관은 민주주의 퇴행·후퇴를 막고, 민주주의 진전을 함께 만들어갈
물질적·제도적 토대로서의 필요성과 의미를 지님

민주화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소통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도모

국민통합의 구심점
2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과 문화를 통해 올바른 기억을 보존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키워줌

압축적인 산업화·민주화 과정을 거친 한국사회의 이중의 도약에 대한 성찰은 우리의 현재를

2

이해하기 위한 토대. 한국 현대사의 긍정적 역동성을 한 축으로 세우고, 민주화 과정에서 자행
된 국가폭력과 상처, 승리의 경험 등 민주화와 연관된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현재 시점에서

으로써 화해를 향한 ‘국민 통합의 구심점’ 구축

재현하며, 미래의 확장된 민주주의 체제를 기획·구현해갈 거점으로 기념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민주화를 넘어 평화·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기념관 구축의 필요성
평화공존 가치의 세계화 거점
3

민주화운동의 세계화를 통한 ‘평화공존 가치의 세계화 거점’

민주화의 진척은 평화·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활성화를 수반함. 실제 한국 사회의 민주

3

구축

화 진척은 평화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시민활동을 촉
발했음. 따라서 민주주의 확장성을 담보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일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화와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확장된 의미의 기념관’ 건립이 필요

민주주의·평화·인권을 위한 세계적 연대와 소통의 장 구축의 필요성
4

한국의 민주화 경험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이러한 민주주의 진전의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이를 더욱 확장하여 민주·평화·인권의
세계적 공론장을 만들어 갈 핵심근거로서의 기념관 건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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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_[2019]

2019.09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한국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의 사고(史庫)
1

민주인권기념관의 첫 번째 역할은 민주화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의 증거를 충실하게 발견, 수집, 정리, 보존하는 데 있다.

사회적 치유의 출발점(First Station)
2

민주인권기념관은 고문 피해자들의 치유를 위한 처소가 되어야 하며, 이들의 몸속
깊이 각인된 경험에 모든 세대가 귀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경험을 우리 사회 전체의

전시공간 조성 연구 방향
진실에 충실한
아카이브 유산화 작업
사회자산화,
미래자산화 가치 추구

자산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민주·인권 기억의 국민적 기념물(National Memorial)
3

민주인권기념관은 장소적 진정성과 전시, 교육의 역동성에 기초한 기억 창출의 공간

기억의 재영토화

이 되어야 한다.

미래 지향 민주시민·인권 교육의 플랫폼(Platform)
4

민주인권기념관은 역사적 현장과 경관, 아카이브 유산, 민주화운동 참여자들 및 국가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권리 확장

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시에 기반을 두어 체험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들과도 민주
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교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열린 공간으로
민주와 인권을 염원하는 세계시민의 아고라(Agora)
5

민주인권기념관은 국내외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모이고, 머물며, 경험을 교환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아고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간 개방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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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민주인권기념관의 지향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국내외 역사기반 기념관의 허브(Hub)
1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인권·평화라는 테마를 아우르며 지역 단위의 기념시설 및 조직, 해외
의 주요 기념시설 및 단체와 협력하여 상호 연대와 공조를 강화하는 허브 기념관이 되어야 한다.

전시공간 조성 연구 지향점
설계공모 당선작인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
의 건축개념 고려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추모와 치유의 기념관
2

민주인권기념관이 수행하는 치유란 기록과 증언을 통한 개인적 치유, 미래세대의 교육 참여
를 통한 집단적 치유, 국내외 국가폭력 희생자 및 유가족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치유, 이
모두를 포괄하여야 한다.

모든 종류의 장애로부터 자유로운 기념관(Barrier-Free Museum)
3

민주인권기념관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장소적 한계, 접근성의 제약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언어 차이까지 극복할 수 있는 기술 환경을 구축하는 기념관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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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인지발달과 정서부담을 고려한 교육친화적 기념관
5

민주인권기념관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아동심리학자와 기념관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통해 방문객의 연령대별 인지 및 정서 발달단계에 입각한 교육친
화적 전시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서사적 진실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전망적 기억을 제시하는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서
기억의 재영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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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요 및 선행연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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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_[2019]

2019.04
민주인권기념관 건립구상- 10개의 테제
(이동기_강릉원주대 교수)

1

기념박물관은 ‘민주주의 기억문화’의 중심 기관이다.

2

과거의 좌절로부터 배우고 현재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전시공간 조성 연구 지향점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3

건립은 다원주의적 소통에 기초해야 한다.

큰 흐름속에서 1970/80년대의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현장의 보존과

4

건립을 둘러싼 ‘공론화’ 과정을 확대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활용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기억문화의 장소로서 구성하며,

5

전문성을 높이고 학문적 연구에 기초해야 한다.

6

전시: 1970/80년대 국가폭력을 중심으로 하되 ‘민주화운동’을 포함한다.

7

장소: ‘역사 현장’은 보존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8

추모: 추모 조형물과 공간을 개방적인 절차를 통해 마련한다.

9

교육: 토론과 논쟁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

10

공공서비스: ‘방문객 친화’의 관점에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의 대표적
상징성으로 박종철 열사와 남영동의
1987년 이후의 기록을 함께 조망하여,
현재의 민주인권의 의미를 찾고
해석하는 교육의 장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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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분석_[2020]

2020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준비에 필요한 몇 가지 사항
(최호근_고려대 교수)

전시공간 조성 연구 지향점

목표: 세대 간 기억의 전승 공간
1

· target group은 비체험세대다.
· 그러므로 체험세대 위주의 회고적 기억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2

아카이브 자산의 적극 활용: All-In-One 시스템

비체험세대를 위한 전시공간 내

· 전시공간 내에서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한 교육활동

아카이브 자료를 통한 교육활동

· 옥내외 공간의 연속성 : 복선과 기시 효과

민주화운동에 ‘덧댄’ 인권 전시를 피하기 위하여
· 기억의 세대 전승을 위해서는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 사건의 의미를 조명하고,

3

시스템의 구축과 보편적 가치로의
의미를 확장하는 공간으로 신관을
준상설 기획전으로 구성하며,

· 미래 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로 그 의미를 확장해가려는 노력이 필요
· 전시 내용으로서 포괄적 인권에 관해 합의
· 민주주의 운동과 인권(운동)의 상관관계를 과거-현재-미래 속에서 유기적으로 재현

민주화운동 속에서 보여지는
인권(운동)의 상관관계를 유기적으로

4

전시가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 구조에 대한 통찰, 행위 동기 이해

재현하고, 구조에 대한 통찰을

· 구조에 대한 통찰: 가해자/방관자/희생자의 맞물림에 대한 이해

전체 전시의 맥락에서 보일 수

· 민주화운동 기념의 민주화: 지면-공간의 재조정

5

‘증인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기념관
· Human Library: 증인의 재생산, 이야기의 연쇄

6

장애를 넘어서는 인권기념관: Barrier-Free 건축/전시/교육

7

초연결 시대를 준비하는 기념관: 온라인교육 플랫폼

있도록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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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간적 범위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
부지면적

6,391㎡(기존 건물 3,037㎡, 신축 건물 6,660㎡, 야외 공간) 대상 전시 기획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갈월동 98-8)

기념관 신축예정

자유광장 및 치유의 길

옛 대공분실

지하 전시공간

참여전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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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적 범위

체험형·주제형 전시 구축 방향 및 기본개념 설정
·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 야외 공간을 연계한 종합적인 공간구성 계획 수립
· 국내외 기념관 및 박물관 사례 조사와 전시(최근 기획전시 포함) 분석을 통한 전시 구축 방향 설정

가

· 기념관 관람객 분석(기존 및 예상 관람객 분석)으로 지향점 제시
· 기념관 전시내용 및 관람환경을 고려한 방향 제시
· 전시연출 계획안 및 상징물 설치 등 방안 제시
· 전시품 확보 연차별 계획 수립(기증캠페인 방안 포함)
· 디지털 기념관(국제연합 공식언어 지원) 구축방안 제시

기본개념에 따른 전시체계 구성 및 전시 시나리오 작성

나

· 대한민국 현대사인 민주화운동의 주요 시기 및 주제에 대한 입체적이고 상호작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체계 구성
· 시기별, 주제·분야별, 지역별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시체계(대주제-중주제-소주제)를 구성함
· 민주와 인권을 돌아보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볼 수 있게 하면서, 청소년들도 쉽고 재미있게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방식의 전시 시나리오 작성

전시콘텐츠 조사 및 목록화, 전시 세부 구성안 작성
· 전시체계에 맞춰 전시콘텐츠(실물자료, 모형, 사진·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를 조사하고 목록화

다

· 체험형, 디지로그형 첨단 전시기법을 적극 도입함
· 아카이브형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자료의 선정 및 방향성 설정
· 전시영상 등 기념관에서 추후 제작해야 할 전시콘텐츠에 대한 시나리오 작성
· 조사된 전시자료·콘텐츠를 전시 시나리오에 맞춰 배치하는 전시 세부 구성안 작성

중장기 전시조성 계획 및 예산안 작성

라

· 개관 및 개관 이후 중장기(연차별) 전시조성 계획을 수립
· 전시품 제작 및 전시콘텐츠 개발 관련 법·제도(대가기준)에 근거한 전시공간 대비 소요 예산안(가안)을 분석하여 우선 제시하고(5월 이내),
· 중장기 전시조성 계획 완료 이후, 해당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예산계획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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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연구방향 설정_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핵심가치

서사적 진실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전망적 기억을 제시하는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서 기억의 재영토화

진실을 마주한

추모와 치유의

기억에 귀 기울이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는

역사적

경험적

현재화

시민의

열린미래

공간

공간

공간

공간

공간

직관적, 설득적,
경험적 공간으로의
전시기획

사회자산화
미래자산화
가치 추구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권리 확장

미래세대
민주인권 교육의
플랫폼

진실에 충실한
아카이브
유산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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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조성 핵심 개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내용적 범위_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토대 위에서 민주·인권의 진정한 의미와 미래가치 지향

민주·인권 허브(Hub)로서의 기념관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국가폭력과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서
아카이브의 자산화

인권유린의 증거를 충실하게

한국 민주화운동의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살펴봄

민주화운동의 맥락에서 국가폭력
과 인권유린의 증거를 충실하게
발견, 수집, 정리, 보존

민주시민·인권 교육의 플랫폼
(Platform)

발견, 수집, 정리, 보존

역사적 현장과 아카이브 유산, 민주화운동
참여자들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전시에 기반을 두어 체험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들과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민교육의 현장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흐름속에서

국가폭력과 저항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인권에 대한 지향점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교육과
국제적 연대를 통한
민주인권 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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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 핵심개념
· 남영동 대공분실이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비롯한 희생자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정치, 행정, 사회적 무관심과 비협조라는
악조건에서 치열하고 중단 없이 투쟁해 온 성과물이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 이곳에 개관할 민주인권기념관은 과거의 국가폭력과 인권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지만, 현재의 민주주의 과제를 포괄
하면서 우리나라와 공동체 그리고 시민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이어야 한다. 즉, ‘전망적 기억’ 공간이 되어야 한다.

· 비극적인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 과정의 희생이 박제화되어 재현되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교육의 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 공간이 민주화 시기에서도 투쟁을 거쳐 획득되었다는 점은 민주화운동은 진행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 동시대의 공동체 구성원에게 한국현대사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찰적이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
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구상을 갖게 하는 진지하면서도 생명력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한국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서 ‘민주인권기념관’이 그 역할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남영동 대공분실은 단순히 국가폭력에 의해 민주주의를 지향했거나, 무고한 시민들이 잡혀와 희생된 공간으로 기억
되는 데 멈추어서는 안 된다. 독재에 맞섰던 민주주의자들의 투쟁의 공간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남영동 대공분
실은 국가폭력과 희생의 공간이자, 민주화운동의 공간이다.

· 한편, 역사적 현장으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은 ‘원형의 복원’보다는 ‘맥락과 함께 보존’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중요하다.
사실상 ‘원형 복원’은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완전히 정확하게 복원하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다.
따라서, 원형에 대한 확인 작업은 장기적인 연구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간의 변화과정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맥락을 확보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서사적 진실’을 중요시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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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개념

2. 전시조성 핵심 개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 핵심개념

1. 민주인권기념관 입구가 될 신관 1층에는 공간에 대한 설명
-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설명
- 민주인권기념관이 되기까지 투쟁과정 등을 포함하고

2. 대공분실
1층 - 민주주의자들(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만남
2층 - 계속되는 민주화운동
3층 - 특수조사실 보존 및 소통의 공간
4층 - 관계자들
5층 - 저항의 당사자들
6층 - 국가폭력기구와 수행자들
7층 - 사색의 공간

3. 신관
1층 - 민주인권기념관 추진의 과정과 노력들
지하1층 - 민주화운동사
지하2층 -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4. 자유광장
- 공공예술 프로젝트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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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개념

2. 전시조성 핵심 개념

2-1. 전시조성 핵심 키워드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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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관 전시조성 핵심 키워드

전시기획

공간조성

콘텐츠구성

전망적 기억

기억의 재영토화

서사적 진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망적 기억’을 주제로

공간이 기록과 기억의 콘텐츠가 되는 공간

기억의 공간 + 기록의 공간 = 서사적 진실의 공간

체험세대의 회고적 기억을 학습세대의 전망적

아카이빙의 개념에 기반하여 기억의 공간으로

공간의 물리적 변화과정과 공간에 대한 기억,

기억으로 이어가며, 기념관 전체가 미래세대에

상징화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기록과 기억을

공간이 품고 있는 역사성·상징성 및 사회적

게 전망을 제시하는 ‘교육’ 공간으로 구성

공유하며, 체험할 수 있는 미래가치 지향의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아카이빙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 조성

국가폭력의 배경과 맥락 및 대한민국 민주인권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옛 건물에서 민주화운동

기록과 기억을 통해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할

의 성장에 관한 기억과 기록을 체계적·입체적

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폭력, 인권유린의 현장

수 있도록 장소와 공간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

으로 아카이빙

을 시각적인 경험을 통해 체험하며, 민주인권

적 사실과 현재의 삶의 관계성을 구축하여,

의 진정한 의미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시민들이 민주·인권·평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적 미래를 ‘전망적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의 주체

확장될 수 있도록 구성

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관련 인사들의 기억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고, 한국현대사를 바탕으로 국가폭력
의 맥락을 확보하는 아카이빙

Ⅰ. 핵심 개념

2. 전시조성 핵심 개념

2-2. 전시조성 방향 설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시 조성 방향설정_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토대 위에서 민주·인권의 진정한 의미와 미래가치 지향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흐름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겪은 민주화 과정을 기록,
보존하며 전시를 통해 재현

국가폭력과 저항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인권에 대한 지향점을 생각하고

민주화운동사의 토대 위에 민주·인권을 회복하고
발전시켜온 과정 전반을 포괄함으로써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

미래세대에 대한교육과
국제적 연대를 통한
민주인권 네트워크 확장
미래세대에게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

민주화운동 및 인권침해 사건 관련자료를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에게 과거의 경험과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분류·보존·연구하여

장소를 마주하고 새로운 의미를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화 과정에 대한

사료적 가치를 높임

부여함으로써 상처 치유의 기회를 제공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흐름을 생생히

인권침해 사건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세계사적인

전달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현대사에

사회적 경험이고, 사회적으로 보상,

흐름 속에서 조망함으로써, 국경을 넘어서는

대한 이해도를 높임

치유해야 할 대상임을 확인하는 계기

초국가적 연대의 가치를 확인

모두에게 가려져 있던 공간을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은폐와 고통의 공간에서
기억과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

정치민주화(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대공분실의 인권유린 현장 고발과

6.10민주항쟁), 노동운동, 여성운동,

피해자와 유족의 기록, 국가체제 하의

환경운동, 학생운동, 통일운동 등

국가폭력, 저항의 기록 등

민주·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협력의 단초를 제공

민주인권의 재해석과 확장,
사회적 연대, 국제적 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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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요 전시 콘텐츠 설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시 주요 콘텐츠_한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토대 위에서 민주·인권의 진정한 의미와 미래가치 지향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국가폭력과 저항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인권에 대한 지향점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에 대한교육과
국제적 연대를 통한
민주인권 네트워크 확장

도입 신관1층

대공분실 6층

대공분실 2층

민주인권기념관 조성관련

국가폭력의 수행자들(Agents)

기억의 재구성– 자라나는 힘(Blooming Memories)
민주주의 정신들(Spirits)

기념관 추진의 과정과 노력들

국가폭력의 체계

민주인권에 대한 현재적 함의
아시아 민주화운동 발전사

대공분실 1층

대공분실 5층

신관 지하1층

민주주의자들(Victims)-시작과 끝
대공분실의 상징성

국가폭력과 저항의 당사자
(Resistants, Victims and Others)

15개의 조사실

민주화운동사
한국 민주화운동사

대공분실 7층

대공분실 4층

신관 지하2층

사색의 공간

관계자 (Relations and Relatives)

민주화운동사의 의미와 가치 확장

외부전시 대관공간

고문피해자/가족, 유족의 기록

발견되지 않은 혹은 잊혀진 의미들을 재구성

대공분실 3층

자유광장

특수조사실+소통의 공간
특수조사실 보존
관람객들의 소통공간

공공예술(상설 및 프로젝트)
공공예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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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시 운영 전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시운영 전략

1. 과정으로서의 전시 콘텐츠 구축

2. 프로젝트 전시에 기반한 공간 실험

3. 참여를 통한 축적

민주인권기념관

민주인권기념관

사전 전시

본 전시

공간 아카이빙 전시

상설전시

대공분실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진행될
공간의 아카이빙을 통해
공간 성격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적 전시
기억과 기록에 근거하여 구성된

프로젝트 전시
대공분실 주변부의 환경을 해석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프로젝트
및 대공분실의 건축적, 공간적 성격을 담을 수 있는
일시적/임의적 프로젝트 전시

전시콘텐츠
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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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조성 핵심 개념

2-4. 전시 운영 전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시운영 전략

전망적 기억의 공간으로 튼실한 민주인권의 기반을 만드는 것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기록의 장

피해자에 대한
치유의 공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의 장

참여에 대한
자긍심의 장

[전시운영전략]

다른 종류의 삶, 즉 비극적 과거를 통해 자신의 현재를 새롭게 만나는 전시
일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과 생각들을 성찰하고 유사한 감정과 생각을 가진 타자와
일상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전시 관람 후 홀로 성찰하거나 타자와 함께 그 후의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경험

장애인들과 이주민들을 고려해 ‘접근성’(accessibility) 보장

쉬운 말로 마련된 안내와 설명문 및 보조장치 마련

과거와 미래 잇는 “전망적 기억”의 공간으로

역사적 사실과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한다.
해석된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적(동시대성)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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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개념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1. 공간 아카이빙의 개념

계획의 결과로서의
공간 아카이빙을 통한
기억공간 조성

공간이 아닌

공간 내러티브와

합리적 의사결정

선택적 상상이 가능한

과정으로서의

전시공간 동선의 연출

전시공간 조성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참여와 경험을 통해

역사적 맥락의

공감할 수 있는

동 시대화와

감정을 극대화하는

기억공간을 통한

전시공간의 연출

민주인권의 재영토화

공간아카이빙과 기억공간을 통한 민주인권기념관 공간조성의 기본방향

공간이 기록과 기억의 콘텐츠가 되는 공간아카이빙의 개념에 기반하여 기억공간을 상징화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기록과 기억을 공유하며 체험할 수 있는 미래가치 지향의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 조성함

기록과 기억을 통해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장소와 공간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삶의 관계성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민주·인권·평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의 주체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

이를 위해 민주인권기념관의 공간조성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첫째

기억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주제집중형 동선공간 연출

둘째

기억의 공유로서의 공간 콘텐츠를 구축하기 위해 원형 보존과 최소한의 변형의 원칙 적용

셋째

체험하는 시민 각자의 기억의 재영토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정적 전시공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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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1. 공간 아카이빙의 개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간아카이빙
· 공간을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공간에 담긴 정치적 힘, 저항의 미학, 기억의 잔재 등의 서사를 기록과 보존을 넘어 콘텐츠로 활용
·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을 리노베이션 하여 활용하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 장소나 공간을 통해 기록되고
기억된 역사성, 장소성, 정치적 의도 등을 공간의 통합적 상징성을 통해 드러내는 작업
· 공간조성 과정 역시 하나의 아카이빙이 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리노베이션을 과정적 공간으로 이해해
공간에 내재된 상징성과 물리적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이를 전시콘텐츠로 연계하는 개념

기억공간의 의미
·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거기에 담겨진 역사, 문화, 삶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임
· 기록으로서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을 통해 공유하고 장소와 공간을 통해 구축적인 이미지로 전환하는 기억공간은
대상(기억, 흔적)의 숨겨진 깊이와 보이지 않는 정서를 담는 공간의 표현임

기억의 재영토화
· 기억의 영토화는 기억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개념적으로 일컫는 용어임
· 원형으로서의 기억공간을 최대한 보존하여 원형(Originality)이 갖는 공간의 힘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억을 재영토화함
· 대공분실의 역사적 장소성과 공간의 상징성을 ‘기억의 재영토화’란 개념을 통해 공간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를 여는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소통이 가능한 공감의 공간성을 부여함
· 기록에 기반한 기억공간들이 모여 시민들이 체험을 통해 새롭게 공유되는 장소성으로 전환될 때
민주 ·인권·평화를 향한 새로운 기억공간의 재영토화가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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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1. 공간 아카이빙의 개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기억공간을 통한 민주인권기념관 공간조성의 기본방향

기억공간을 통한 민주인권기념관은 민주·인권·평화의 기록과 기억을 공유하고 체험하여
미래가치 지향의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
기록과 기억을 통해 역사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장소와 공간을 통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삶의 관계성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민주·인권·평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의 주체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

이를 위해 민주인권기념관의 공간조성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민주인권기념관
기억공간으로서의 가치와 의미의 탐색

원형보존과 기억의 공유로서의
공간콘텐츠 구축
기억의 재영토화를 통한
민주·인권·평화의 시민공간 조성

민주ㆍ인권ㆍ평화의 기록과 기억을 공유하고 체험하며
미래가치 지향의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 조성
연속성

관계성

주체성

공간
아카이빙

기억
공간

기억
재영토화

<민주인권기념관의 공간개념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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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원형으로서의 공간 콘텐츠에 충실

3-2. 대공분실 리노베이션 원칙 설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인권공간으로서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공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변형

1층

대공분실 층별 구분

원형

공간
원형의 용도
*1~5F원도 기준
*6~7F증축 기준

로비, 면회실,
서무실, 숙직실,
직원대기실,
검색실,
피의자대기실 등

2층
직원실 1,2,
교환실, 판단관실,
창고, 화장실,
비상계단실 등

3층

4층

5층

6층

7층

특수조사실,
VIP실,ITV 기계실,

회의실, 전실,

조사실 1~18,

외근반, 서무반,

단장실, 비서실,

모니터실, 반장실,

영사실, 예비실 1, 2,

검색실,

5분실장실, 연구실,

단장 개실, 회의실,

실장실, 실장 부속

창고, 비상계단실

비상계단실 등

창고 등

관리 및 지도반 등

실등

현재
공간의 용도

로비, 화장실,

사무실 1, 2, 3,

특수조사실,

故박종철 전시실,

조사실 1~15

사무실 1, 2

대회의실, 회의실,

숙직실, 전시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2, 3, 4, 5,

수장고, 기계실,

박종철전시실

과장실, 전실,

대교육장, 휴게실,

*현황도면 기준

오리엔테이션룸,

시스템실, 화장실,

예비실 1, 2,

전시실, 화장실,

김근태전시실

창고,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준비실 등

비상계단실 등

비상계단실 등

비상계단실 등

기계실, 전실 등

비상계단실 등

비상계단실 등

주출입동선과

일반직원 전용공간

반장실 - AMD동

대공간 위주

조사실 9호 외 조사실 증축 후 기존 2~4층

기존 3층 책임자공간

피의자동선 분리

공간구조 대부분

계단실과 연결됨

리모델링 후

내 욕실 모두 변경됨

업무공간 재편 추정

7층 단장실로 변경

공간구조 변경 多

유지되어 있음

특수조사실 원형

내부공간 변형 多

내부마감 변형 추정

내부구조 부분변경

내부공간 변형 多

현황

공간 특성 및
공간 변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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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 층별 구분

전시
기획

층별
전시공간
주제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민주주의자들

계속되는
민주화운동

소통의 공간

관계자

저항의 당사자

국가폭력의
수행자들

사색의 공간

특수조사실

고문피해자/가족,
유족의 기록

15개의 조사실

국가폭력의 체계

시작과 끝 민주화
운동의 상징성

피의자대기실 원형
벽체 및 구조부

리모델링
방식

철거

변형

삽입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층

피의자용 계단 및 EV

보존

3-2. 대공분실 리노베이션 원칙 설정

민주화 과정의 공동
체 기반들/민주인권
에 대한 현재적 함의

피의자용 계단 및 EV
원형 벽체 및 구조부

특수조사실 피의자용
계단 및 EV 원형 벽체
및 구조

피의자용 계단 및 EV
원형 벽체 및 구조부

15개 조사실, 복도
피의자용 계단 및 EV
원형 벽체 및 구조부

원형 벽체 및

원형 벽체 및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

원형대비 변형된

원형대비 변형된

원형대비 변형된

원형대비 변형된

승강기 앞

원형대비 변형된

원형대비 변형된

벽체, 화장실 철거

비내력벽체 철거

비내력벽체 철거

비내력벽체 철거

자동문 철거

비내력벽체 철거

비내력벽체 철거

기존 화장실 철거 후

기존 화장실 철거 후

기존 화장실 철거 후

기존 화장실 철거 후

기존 화장실 철거 후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장애인화장실 신설

장애인화장실 신설

화장실(여) 신설

화장실(남) 신설

화장실(여) 신설

화장실(남) 신설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신설 (*기존건축물 변형에 대한 합의 후 최종 확정)
기존건축물 노후도 및 전시관으로의 용도변경, 현행법상 구조 기준 고려한 구조 보강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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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1층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존

건축물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구조부 및 원형과 비교하여 변형되지 않은 비내력 벽체는 모두 보존한다.

철거

원형으로서의 공간,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변형된 내부 비내력벽체는 철거한다.

30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전시관으로서의 편의성, 노후화된 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은 철거 후 현행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기존 건축물 노후도 및 용도변경 고려한 구조보강재를 신설한다.

[1976년 원도면]

[보존]

[철거]

[변형]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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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2층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존

건축물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구조부 및 원형과 비교하여 변형되지 않은 비내력 벽체는 모두 보존한다.

철거

원형으로서의 공간,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변형된 내부 비내력벽체는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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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전시관으로서의 편의성, 노후화된 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은 철거 후 현행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기존 건축물 노후도 및 용도변경 고려한 구조보강재를 신설한다.

[1976년 원도면]

[보존]

[철거]

[변형]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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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3층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존

건축물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구조부 및 원형과 비교하여 변형되지 않은 비내력 벽체는 모두 보존한다.

철거

원형으로서의 공간,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변형된 내부 비내력벽체는 철거한다.

32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전시관으로서의 편의성, 노후화된 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은 철거 후 현행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기존 건축물 노후도 및 용도변경 고려한 구조보강재를 신설한다.

[1976년 원도면]

[보존]

[철거]

[변형]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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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4층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존

건축물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구조부 및 원형과 비교하여 변형되지 않은 비내력 벽체는 모두 보존한다.

철거

원형으로서의 공간,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변형된 내부 비내력벽체는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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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전시관으로서의 편의성, 노후화된 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은 철거 후 현행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기존 건축물 노후도 및 용도변경 고려한 구조보강재를 신설한다.

[1976년 원도면]

[보존]

[철거]

[변형]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삽입]

Ⅰ. 핵심 개념

지상
5층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존

건축물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구조부 및 원형과 비교하여 변형되지 않은 비내력 벽체는 모두 보존한다.

철거

원형으로서의 공간,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변형된 내부 비내력벽체는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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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전시관으로서의 편의성, 노후화된 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은 철거 후 현행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기존 건축물 노후도 및 용도변경 고려한 구조보강재를 신설한다.

[1976년 원도면]

[보존]

[철거]

[변형]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삽입]

Ⅰ. 핵심 개념

지상
6층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존

건축물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구조부 및 원형과 비교하여 변형되지 않은 비내력 벽체는 모두 보존한다.

철거

원형으로서의 공간,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변형된 내부 비내력벽체는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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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전시관으로서의 편의성, 노후화된 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은 철거 후 현행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기존 건축물 노후도 및 용도변경 고려한 구조보강재를 신설한다.

[1983년 증축도면]

[보존]

[철거]

[변형]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삽입]

Ⅰ. 핵심 개념

지상
7층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존

건축물 원형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주요구조부 및 원형과 비교하여 변형되지 않은 비내력 벽체는 모두 보존한다.

철거

원형으로서의 공간, 전시공간 확보 등을 위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설립 후 변형된 내부 비내력벽체는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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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전시관으로서의 편의성, 노후화된 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 화장실은 철거 후 현행 규격에 맞춰 리모델링한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용 EV, 기존 건축물 노후도 및 용도변경 고려한 구조보강재를 신설한다.

[1983년 증축도면]

[보존]

[철거]

[변형]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삽입]

Ⅰ. 핵심 개념
대안1. 건축물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내부 기존 EV 위치 활용

대공분실의 변형 및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기존 화장실 활용 가능, 장애인용 EV 규격 미달로 협의 필요

3-3. 대공분실 원형 보존과 물리적 변형

대안2. 건축물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북측 외부공간 설치

EV 신설로 인한 대공분실 외관 간섭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
대공분실 코어 및 5층 복도 고려한 위치, 기존 화장실 위치 활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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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개념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4. 대공분실 전시구성에 따른 평면 재구성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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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통합 전시동선 변경 제안
기존 계획 동선

신관 지상1층 → 신관 지하1층 전시공간A → 신관 지하1층 야외전시계단 → 지상1층 대공분실 뒷문 진입
→ 대공분실 → 신관 지하1층 전시공간B, 전시공간C → 지하2층 기획전시
· 신관 1층 및 지하1층 일부 전시 관람 후 야외계단을 통해 대공분실 뒷문으로 진입 후 신관 지하1층, 지하2층 관람
· 신관 전시와 대공분실 원형 공간 경험 혼재로 대공분실 상징성이 약화되고 민주인권기념관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음
· 해설사 없는 자율관람객에게는 동선 유도가 어렵고 전시가 혼재된 것으로 보여 관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전시제안동선 대안1

신관 지상1층 → 지상1층 대공분실 정면 진입 → 대공분실 → 중앙선큰계단(or 야외전시계단)
→ 신관 지하1층 전시공간B, 전시공간C → 지하2층 기획전시
· 신관 1층 안내공간 관람 후 대공분실로 진입, 원형 공간 체험 후 신관 지하1층, 지하2층의 전시로 마무리
· 지상1층에서 신관과 대공분실 동선 분리하여 전시동선을 명확하게 구분
· 신관 지하1층, 지하2층의 전시공간 전체를 일관된 주제의 전시공간으로 활용 가능

전시제안동선 대안2

신관 지상1층 → 신관 지하1층 전시공간B, 전시공간C → 지하2층 기획전시
→ 중앙선큰계단(or 야외전시계단) → 지상1층 대공분실 정면 진입 → 대공분실
· 신관 1층 안내공간 진입 후 신관 지하1층, 지하2층의 전시 관람 후 대공분실 원형 공간 체험으로 전시 마무리
· 신관의 전시를 모두 경험한 후 대공분실을 관람하게 되어 효율적인 전시동선 구성 가능
· 신관 지하1층에서 중앙계단을 통해 대공분실을 바라보며 진입할 수 있어 원형건물 상징성 전달

Ⅰ. 핵심 개념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4. 대공분실 전시구성에 따른 평면 재구성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기존 계획 동선

신관 지상1층 → 신관 지하1층 → 신관 지하1층 야외전시계단 → 지상1층 대공분실 뒷문 진입 → 대공분실 → 신관 지하1층, 지하2층 기획전시

지하1층 전시실로

주출입구 ▶

1
지상1층 1. 지상1층에서 대공분실로 접근하지 못하는 동선

지상1층
대공분실 뒷문

2

기존 동선

야외전시계단

지하1층 2. 신관 경사로를 통해 지하1층 진입 시 전시공간이 혼재되어 계획된
전시공간으로 동선 유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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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개념

3. 공간분석 및 핵심개념

3-4. 대공분실 전시구성에 따른 평면 재구성

민주인권기념관 통합 전시동선 변경 제안 대안 1

신관 지상1층 → 지상1층 대공분실 정면 진입 → 대공분실 → 신관 지하1층, 지하2층
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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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통합 전시동선 변경 제안 대안 2

신관 지상1층 → 신관 지하1층, 지하2층 → 지상1층 대공분실 정면 진입 → 대공분실
지상1층

주출입구 ▶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출입구 ▶

지하1층

4. 아카이빙 핵심개념
(전시품 확보 수립방안)

Ⅰ. 핵심 개념

4. 아카이빙 핵심개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서사적 진실을 구현하는
민주인권 관련 아카이빙
민주화운동 과정의

국가폭력 및 저항의

공간의 역사성, 상징성,

민주인권 관련 기록에

기억과 경험 축적

역사 기록화

미래지향성 아카이빙

특화된 아카이빙

관련 인사들의 기억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화
한국 현대사를 바탕으로 국가폭력의 맥락을 확보하는 아카이빙
‘남영동 대공분실’ 공간의 역사성과 현대의 콘텐츠가 공존하는 입체적인 아카이빙

기억의 공간

기록의 공간

서사적 진실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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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카이빙 핵심개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조사/분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언론재단, KBS 아카이브 등의 소장자료 검색 및 열람
· 관련자료 검토 및 1차 취합

목록화 및 디스크립션
· 취합된 자료를 제목, 생산자, 생산일, 유형, 소장처, 디지털화 여부 등을 입력하여 목록화(엑셀파일)
· 전시주제에 부합하게 그룹핑하고 그룹별 상세설명 작성

1차 가공(전시시나리오) 및 추가 확보 방안 도출
· 확보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전시 시나리오 작성
· 미확보 기록에 대한 잠재적 소장처 및 확보방안 수립(구술채록 등)

향후 아카이빙 방향 제시
· 민주인권기념관 관련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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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핵심 개념

4. 아카이빙 핵심개념

4-2. 공간아카이빙을 위한 과정설계

과거 원형

미래

+ 도면

현재

+ 사진
+ 근무자, 피해자 등 관련자 인터뷰
+ 문서(보도자료, 공문서 등)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사진 및 영상 촬영

+ 변화상 사진 및 영상촬영
+ 공간 변화를 담는 기획안, 관련
도면/이미지, 논의과정(관계법령
포함)을 포함하는 일체의 자료 확보

+ 미확보 도면 조사 수집 및 생산
+ 보도자료, 관련 문화예술 창작물
+ 공간 변천 연표 작성

민주인권기념관 공간의 물리적 변화과정,
공간에 대한 기억, 공간이 품고 있는
역사성·상징성 및 사회적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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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카이빙 핵심개념

4-3. 민주인권기념관 아카이브 위한 전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가폭력 및 민주화운동을 특화한 아카이빙
국가폭력의 배경과 맥락 및 대한민국 민주인권의 성장에 관한
기억과 기록을 체계적·입체적으로 아카이빙

기억
가해자
피해자
관련 인사
시민

확보

기록

문서, 사진, 영상,
포스터, 선전물,
박물류 등

관리/활용

공간

역사성, 상징성,
사회적 영향 등

미래지향적 아카이빙

+ 기존 자료 조사 및 분석

+ 디지털 아카이브 준비

+ 향후 주제 아카이브를 지향

+ 필터링 및 수집(목록화)

+ 획득-관리-서비스를 일원화

+ 중장기 예산계획, 전담 인력,

+ 추가 생산/수집자료 선정
+ 단계적 생산/수집 계획

하는 체계 지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와 연계

서버 및 활용기재 등 향후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준비

45

Ⅰ. 핵심 개념

4. 아카이빙 핵심개념

4-4. 민주인권 아카이빙 도큐멘테이션 전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도큐멘테이선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의 필요성
· 아카이빙이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말해줄 수 있는 기록을 선별 수집하고, 결락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생산, 관리, 보존,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략을 필요로 함
· 한편, 민주인권 아카이빙은 사회적 사건이나 문화적 현상을 대중들이 어떻게 경험하고 바라보았는지를 남기기 위한 다중 기억 작업이기도 함

민주인권 관련 주제 아카이빙의 기본적인 접근
· 증거 기반의 아카이빙 + 기억 주체의 관점에서 아카이빙 + 기록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아카이빙
· 전략 설계의 기본틀: ‘행위’ 정보와 ‘구조’ 정보 연계

기록의 처리
· 공식자료: 생산 맥락과 출처(provenance) 정보를 충분히 연구·분석하여 제공함
· 경험 자료: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맥락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축적함
· 기록 및 정보의 조직화: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분류, 기술하고 DB화와 색인작업을 수행함

민주인권 주제 아카이빙의 전제
· 민주인권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하여 아카이빙할 때는 조직의 활동기록을 선별할 때와는 다른 원칙과 기준이 필요함. 남겨져 있는 기록과 목적의식적으로 생산,
수집한 기록의 집합체로서 아카이브를 고려해야 함
· 주제의 증거로서 기록에 대한 해석을 통해 새롭게 ‘문화적 기억’을 생성하는 역할 또한 필요함
· 가해입장의 기억과 피해입장의 기억은 완전히 상반되기도 하고 특정 사실관계(fact)에 대해서는 일치하기도 할 것임
· 기억의 수집과정에서는 포괄적인 수집을 추구하며, 편향성과 주관성마저도 배제하지 않음
· 국가기관 및 그 종사자는 물론이고 개인과 공동체의 기억과 경험 또한 매우 중요한 대상임: 개별 주체의 파편화된 기억과 경험을 당대 사회적 맥락, 국가정책, 사건,
특정 장소 등과 연계함으로써 주제를 둘러싼 정치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개인의 일상을 파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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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_민주인권 관련 자료 도큐멘테이션 전략 모형

연계 수집

구조와
행위정보

기억과 경험(행위) 및 이를
둘러싼 맥락(구조)을 포착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연관 기술

개별기록과
집합기록

개개의 기록에 대하여 기술하
고 각 기록개체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기술 체계를 갖추
어 유연함과 확장성을 확보함

다양한 해석

역사성 확보

관련인사

장기적
축적

시점과 주체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

변화하는 기억과 증거하는
기록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통시성과 서사적 진실을 추구
함과 동시에 역사성 확보

국가폭력의 배경과 맥락 및 대한민국 민주인권의 성장에 관한
기억과 기록을 체계적·입체적으로 아카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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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와 행위정보를 연계하여 수집
· 수집 대상
민주인권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구조’ 정보(체제, 정책, 사회상, 행동양식 등을 포함)
: 문서, 문헌, 언론기사 등으로 표현된 정보와 기록
지금까지 표현되지 않았던 주제와 관련된 경험과 기억(행위)
: 개인기록, 구술 등을 통해 개인의 특별한 기억과 경험도 포함함(최근 생산된 디지털 기록도 포함)
· 텍스트로 재현된 것(textual representation)과 텍스트 바깥의(extra-textual) 실재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함. 어느 부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지는
각 연구의 방법과 철학에 따라 달라지며, 텍스트가 한정되어 있는 민주인권 관련 기록의 경우 그 실상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영역 즉, 공식문헌으로 표현되지
않았거나 배제된 영역, 개인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실재를 기록할 필요 있음
· 이 경우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함

2. 네크워크형 연관기술을 추진함
· 수집한 개개의 기록에 대하여 기술하고 각 기록개체들을 연계하는 네트워크형 기술 체계를 갖추어 유연함과 확장성을 확보함
· 경험이 가진 사회적 의미는 경험을 둘러싼 체제, 규범 등의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구조와 행위에 관한 정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야 함
· 개개의 기록물 간의 관계가 다양하게 맺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 체계가 새로운 기록의 수집에도 영감을 제공하기도 함
· 수집된 다양한 정보개체들에 대한 개별적 기술들이 다양한 기준으로 연계되고, 새로운 정보개체가 추가되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가짐
· 기록과 정보가 지속적 축적되도록 해야 하며, 새롭게 축적되는 자료 또한 기존의 자료와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함
· 기록생산의 맥락에 관한 정보를 꾸준히 획득할 수 있는 논리적인 모형임
·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내러티브가 만들어지며, 기록이 분산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환경에서 아카이브의 확장성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정보가 네크워크를 형성하면서 수많은 내러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계하여 서사적 진실을 구축해 나가는데 활용해야 함
· 연계 기술 체계를 통해 정보의 지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자료의 교차검증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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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주인권 관련 인사의 다양한 참여
· 출처(provenance) 중심의 자료 해석만을 고집하지 않고,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지원하는 접근방법임
· 기록 및 정보에 대한 목록과 기술, 각 정보개체 간의 관계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주제 관련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함
· 개별성과 고유성을 관통하는 집합적 속성을 재구성할 수도 있고,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의 상징이나 징후를 발견할 수도 있음
· 이를 위해 기록 해설이나 기술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완결된 서사에 집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해석 되고 축적 되는 가능성을 열어 놓음
· 그렇지 않고 완결성을 추구하는 닫힌 구조를 지향한다면, 새로운 기록을 추가하거나 맥락을 갱신하기 어렵게 됨
· 주제에 대한 분류체계 설계나 기술(description)에도 어떤 고정적인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면, 아카이브는 한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됨
· 따라서 다양한 관련 인사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건이나 행위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장기적 축적을 통해 역사성 확보
· 변화하는 기억을 증거하는 기록을 장기적으로 축적하여 통시성과 서사적 진실을 추구함과 동시에 역사성 확보
· 아카이브는 진행 중이어야 하고, 진행 중인 사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함.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기억의 축적을 추구함
· 민주인권 관련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기록개체를 물리적으로 획득하는 것과 함께 변화되는 인식을 동시에 확보해야 함
· 예를 들어, 기억이 구술을 통해 기록으로 고정되는 순간 변화하지 않게 되는데, ‘변화하는 기억’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과거에는 주목 받지 못했던 이야기나 기록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수집되며, 과거에 중요하게 여겨지던 기록들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역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억과 경험 사례를 꾸준히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재에도 진행 중인 민주인권과 관련된 경험과 기억 즉 동시대의 기억과 경험 또한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민주인권 전문아카이브”를 지향할 것을 제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계하여 Archive in Archive 방식을 고려하거나,
향후 민주인권기념관이 독립재단으로 출범하는 경우 독립된 전문 아카이브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특화함. 공공아카이브로서 전문성과 법적지위를
보장 받았을 때 민주인권 관련 기록물의 수집 및 보존에 있어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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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아카이빙 프로세스

조사
분석

수집

분류체계
마련

목록화 및
기술

전시
시나리오

기술보존

본 연구의 프로세스

조사
분석

아카이빙 방안

전시 및 활용

50

Ⅰ. 핵심 개념

4. 아카이빙 핵심개념

4-5. 전시품 수집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 기록물에 대한 영구적이고 안전한 관리보존기능 확보
·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을 비롯하여 전국의 여러 조직과 기관에서 분산 보존하고 있는 형편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 공공기관에서 생산, 소장하고 있는 관련 기록물 이관, 민간 소장 기록에 대한 수집 등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나 미 확보 기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공공기관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이관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 있고, 민간의 경우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기록을 비밀, 보안 등을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로 기증을 꺼리는 경향이 있음
· 이에 기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이 영구기록관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이관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또는 민주인권기념관 기록관(가칭)에 대하여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과의 협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법의 보완이나 소재지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경우 광주광역시 조례로 법적 근거를 확보함)할 필요가 있음

2. 구체적인 수집계획 수립
·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이관에 관한 현재까지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활동을 통해 리드파일(잠재적소장정보)과 케이스파일(소장현황 및 기증의사 등)
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의 수집, 이관 대상 기록물을 목록화하고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소장처와 접촉(추가적인 조사, 연구도 필요함)
· 대체로 캠페인 수집, Target 수집, 릴레이 수집 등의 방법을 구사할 필요 있음
· 캠페인 수집의 경우 언론, 교통, 온라인상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록물을 수집해 오는 방법으로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홍보도 함께 할 수 있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 활동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예산확보 계획이 반드시 필요함
· Target 수집의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및 인사들을 수집 기획에 의거해 적극적으로 접촉해 가는 방법으로서 민주화운동 단체 및 동우회, 각 대학 민주동문회,
조직사건 관련 인사 및 기록물 소장 인사 등의 다양한 소장처로 부터 기록을 직접 수집하는 방법임
· 릴레이 수집은 기록물 기증자의 추천에 따라 소장처를 릴레이 방식으로 접촉하여 수집해 가는 방식으로, SNS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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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기록물 수집에 대한 연차별 수집계획 수립
· 기록물 수집은 일회성 업무가 아니라 아카이브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이루어 지는 업무임. 특히 민주화운동이라는 명확한 주제와 관련된 수집은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조사, 연구+소장처 접촉+수집, 이관 실무+임시정리, 등록 등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업무설계도 필요함
· 최소 3~5년 정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평가를 통해 필요하다면 수집업무 재설계 등 실효성 있는 수집활동을 추진해야 함

4. 연차별 수집계획 예시(5개년)

1년차

수집정보
구축

· 기존 자료를 토대로
우선 수집 대상 선정
·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수집 진행

2년차

구체적인
수집

· 수집정보 완성
· Target 수집과 릴레이 수집 진행
· 원활한 수집을 위해 조사, 연구
및 간담회를 활발하게 개최

3년차

4년차

5년차

중간
평가

심층
수집

성과공유
및 향후
계획수립

· 조사, 연구, 수집, 이관의 기존
업무 지속
· 중간평가를 통해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필요시 업무 재설계

·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심층 수집
· 민주화운동 소장 기관과 MOU
등 협력체계 마련

· 수집 및 이관된 기록물을 적극
적으로 활용, 공유하는 체계
마련
· 향후 2단계(5개년) 수집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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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스토리라인(동선흐름 중심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의 상징적 건물인 대공분실을 통해 기억과 기록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을 대면하고, 한국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을 만나 현재를 비춰보며
참여와 체험을 통해 미래가치를 고민한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한다”
도입부
전개부

대공분실
절정부
결말부

민주주의자들과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처음으로 대면하며,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 속 당시 저항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기념관 관람을 시작한다.
구체적 사실과 기록을 기반으로 한 각 인권유린 사건과 당시 국가폭력의 체계, 수행자들을 바라보며 역사의 과오를 반성하고,
보존되어 있는 조사실 현장을 체험하며, 역사적 사실을 몸소 실감하게 된다.
인권유린의 역사 속 저항의 당사자들로부터 관계자들로 확장하면서, 그들의 부서진 삶, 부서진 관계, 부서진 마음을 읽고
시대적 공감을 느낀다.
역사의 사실들을 동시대인들을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한 콘텐츠를 관람하면서, 전망적 기억으로서 미래를 이야기한다.

서사적 진실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통시적으로 읽어나가며, 전체적인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잡아간다.

선택과 집중

민주화운동의 시기별 주요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람객이 선택하여 집중 관람한다.

신관 + 야외
체험과 토론
공감과 사색

한국 민주화운동의 흐름 속에서 시대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콘텐츠를 통해 역사를 공감하고,
단위별 확장된 중심주제를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 및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다.
자유광장의 프로젝트를 통해 연대의 의미를 일깨우며, 민주인권의 진정한 의미와 미래가치를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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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적 기억, 기억의 재영토화
한국 민주화운동의 큰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민주인권의 의미와 지향점을 살펴보며,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 및 구체적 인물들을 통해

1
대공분실

저항과 국가폭력의 상징적 장소로서 남영동 대공분실을 조망한다. 이곳이 인권유린의 가해와 피해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죽음과 생존을
통한 독재의 증언과 저항의 현장임을 일깨우는 공간으로, 기록으로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억’으로서 공유하고, 이러한 기억공간을
재해석하고 미래를 여는 시민민주주의 공간으로서 기억을 재영토화한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박종철 열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전망적 기억’으로서 민주화운동의 사실적 기록과 과거 70/80년대의 국가폭력을 다루면서, 동시에 현재의 민주주의 과제를 염두해
두며, 역사적 사실과 현재의 삶의 관계성을 구축하여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공감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민주화운동사/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독재로 인한 우리 사회의 혼돈과 격변 그리고 새로운
모색의 시기부터, 1987년 박종철 열사의 희생,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민

2
신관

주주의 과정의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까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 조직화, 대중화, 전면화 되는 시기와 문민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의 민주화운동사를 총망라한다.
또한 민주화운동 거대 서사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혹은 잊혀진 존재들의 의미들을 재구성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사료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운동의 연대기적 과정 속에서 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민주인권의 내용까지도 연계하며, ‘민주화운동은 끝나
지 않았고, 끝날 수도 없는 지난한 과정’임을 관련 현대작가들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3
자유광장

사회적 연대
시민 참여형 공간으로, 관람객의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기억과 사실의 직접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의 기획으로,
추모를 넘어 치유로서 사회적 연대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한다.

56

Ⅱ. 전시체계 및 세부구성안

1. 전시구축 방향 및 기본개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안

1. 대공분실

2. 신관

3. 자유광장

1층

민주주의자들(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만남

2층

계속되는 민주화운동의 정신들

3층

특수조사실 보존과 소통의 공간

4층

관계자들

5층

저항의 당사자들

6층

국가폭력기구와 수행자들

7층

사색의 공간

지상1층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설명/민주인권기념관이 되기까지 투쟁과정

지하1층

한국 민주화운동사

지하2층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시민참여 공공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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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과 기억에 근거하여,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중심으로 대공분실의 국가폭력과
저항의 기록을 한국 근·현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는 상설 전시공간이자, 공간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아카이빙으로 기획

1. 대공분실

상설전시

·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
· 70/80년대의 국가폭력의 체계
· 대공분실의 역사적 자산 보존 및 박종철 열사를 중심으로 한 대공분실의 역사적 기록
· 대공분실 고문피해자/가족, 유족의 기록
· 민주화운동의 정신
· 민주인권에 대한 현재적 함의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총 망라하여 다루며, 민주화운동의 대서사 속에서 발견되지 않은
의미와 가치를 함께 발굴하여 보여주는 공간으로, 민주화운동 속에서 민주인권과의
연계성을 살피고, 당대적 이슈들을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는 상설전시로 기획

2. 신관

상설전시

·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 유신체제 시기
·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참여형 시민 공공예술공간으로 임의적/일시적(Temporary) 프로젝트 기획

3. 자유광장

공공예술 프로젝트
· 시민참여형/공모형 공공예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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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시주제

전시키워드

상설전시

민주주의자들(victims)-시작과 끝

민주화운동의 상징성

2층

상설전시

민주주의 정신(Spirits)
현대의 기억, 자라나는 힘
(Blooming Memories)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견된 시민의 힘과 공동체의
기반들 민주인권에 대한 현재적 함의

3층

보존 및
다용공간

소통의 공간

특수조사실 보존 및 소통의 공간

4층

상설전시

관계자(Relations and Relatives)

대공분실 고문피해자/가족, 유족의 기록

5층

보존공간

저항의 당사자
(Resistants, Victims and Others)

15개의 조사실 보존

6층

상설전시

국가폭력의 수행자들(Agents)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의 체계

7층

다용공간

사색의 공간

사색의 공간 및 외부 전시 대여공간

1층

상설전시

기념관 정보 및 역사

민주인권기념관 추진의 과정과 노력들

지하1층

상설전시

한국 민주화운동사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

지하2층

참여 및
교육공간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발견되지 않은 혹은 잊혀진 의미 발굴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청소년 학습프로그램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연계되는 민주인권 이슈
(여성운동, 계급운동, 노동운동, 도시빈민운동 등)

자유광장

프로젝트공간

공공예술(상설 및 프로젝트)

공공예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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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대공분실

전시공간

대공분실 1층

전시기획
주제

민주주의자들(victims)-시작과 끝

전시목적

2-1. 대공분실 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공분실로 첫 진입하는 공간으로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통해 기념관의 상징성을 보여주며, 민주화운동 역사가 보여주는,
현재도 공존하는 저항의 표상으로서 대단위의 직접적인 시각적 인물이미지를 통해 관람객의 당대적 연대감을 이끌어낸다.

시작과 끝 - 민주인권기념관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민주화운동사에서 직접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을 조망한다. 세상을 바꾸어 놓은 건강한 저항의 표상과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로서의 삶의 공존 공간이며, ‘내가 우리

전시개념

고, 우리가 나다’라는 태도와 연대적 의지를 이야기한다. 그들이 보여준 민주 인권을 위한 결연한 의지들이 영웅적 서사가 아닌 그 시대를
살아온 ‘시민적 존재’로서의 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적 태도가 세상을 바꾼다는 평범한 진리를 공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통해 시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직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콘텐츠 구성

전시연출
방식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사진, 생존 희생자들의 기록 사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비어 있는 공간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초상화를 작가들의 아카이브를 통해 재구성하며, 영상을 통해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며
이미지 중심의 구성으로 메시지를 통하여 여전히 같이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적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 공간으로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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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사진, 연도, 이름, 사건명, 체포, 구속일시, 재판결과등을 수집
예시
- 강광보 : 86년 재일교포 간첩 사건 연루 - 징역 7년형 확정 - 2017년 7월 17일 대법원 무죄 확정

콘텐츠 예시

- 김순자 :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연루 - 징역 5년형 확정 -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 무죄 확정
- 故 김태룡(김순자의 남동생) : 1979년 삼척고정간첩단 사건 연루 - 무기징역 확정 - 1998년 석방 - 2016년 9월 23일 대법원 무죄 확정
- 이사영 : 1974년 울릉도 간첩단 사건 연루 - 징역 15년 확정 - 13년 교도소 생활 후 출소 - 2014년 1월 29일 대법원 무죄 확정
- 최양준 : 82년 재일교포 간첩 사건 - 징역 15년 확정 - 9년 교도소 생활 후 출소 - 2011년 3월 24일 재심으로 무죄 확정
-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모든 이들

· 대공분실 전시의 시작의 공간으로 미디어 콘텐츠의 주목성과 엄숙한 분위기를 위한 빛의 명암을 활용한다.
· 전시 도입부분에 사운드 작업을 적용하여 관람객이 대공분실에 대한 상상과 함께 전시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가폭력 희생자와 관람객이 이곳에서 직접적으로 만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긴장감과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연출한다.

공간
연출방향

· 주동선 기능에 의해 단절되는 공간을 천정, 바닥, 기둥을 활용한 콘텐츠 설치를 통해 전체 공간을 하나의 이미지로 구축한다.
· 대공분실 전시의 시작의 공간으로 희생자와 시민들의 공감이 동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현하며, 관람객이 직접적으로 희생자들을
맞이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긴장감과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시민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면회실을 디지털 테이블을 활용한 자료 열람실로 연출하여 공간의 장소성을 전시공간으로 구현
· 전시된 피해자 사진들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각 인물들과 관련한 사건과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존

인트로
(공간아카이브존)

· 터치식 디지털 패널을 제작하며, 인물의 초성 및 사진을 터치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 국제연합 공식언어 지원(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 대공분실의 기존 공간 내용과 함께 1층 전시 내용을 설명한다.
· 기존공간 : 서무실, 숙직실, 직원대기실, 검색실, 면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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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성예시

Exhibition B
· 천정 디지털 모니터 설치

Digital Archive

· 동선에 자리한 공간의 상부에 디지털 모니터를 설치하고

· 디지털 테이블

희생자의 사진이 불규칙적으로 재생. Exhibition A에서
추상적 모습의 경험 이후 사실적 모습을 마주함

· 면회실 공간은 터치식 디지털 테이블로
간접적으로 구현하여 관람객은 아카이브
자료를 열람

Exhibition A
· 디지털 인터렉티브 연출
· 희생자의 이름이 영상으로 나열되고 영상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벽면에 투사. 이것을 통해 희생자와
관람객이 동화하여 그들과 내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표현

· 스크린 설치물
· 희생자의 동세를 군중으로 표현
관람객은 그 사이를 거닐면서 과거와
현재의 시민적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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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변경 전·후 1층 평면도
기둥, 코어 등 주요구조부 보존

보존

피의자용 계단 및 EV 보존
피의자대기실, 검색실 등
원형이 유지된 내부 벽체 보존
증축된 화장실 내부 철거 (원도의 면회실 공간)

철거
원형대비 변형된 벽체 철거

변형
삽입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 후
장애인화장실(여) 1개소 신설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 EV
(기존위치 활용)

*리모델링공사 진행 시, 내부 벽체 상태를 확인하여
벽체 보존 범위를확정하도록 한다.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1976년 원도]

[2019년기준 현황 도면]

[전시계획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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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공분실 2층

전시공간

대공분실 2층

전시기획
주제

Sec.1 계속되는 민주화운동 – 현대의 기억, 자라나는 힘(Blooming Memories)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Sec.2 민주주의 정신(Spirits)
한국 민주화운동은 대중화, 다양화, 내용적 심화를 거치며 국제 사회의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을 끊임없이
생산되어지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보여주며 현대에 확장되고 자라나는 민주주의의 힘을 이야기한다.

전시목적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연대와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다양한 양상들을 조망함으로서, 현재의 실질적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정 속에서 성장한 시민의식과
건강한 공동체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현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편적 가치로서의 민주인권의 문제를 다루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민주인권의 이슈들로 구성한다. 여성, 환경, 기후변화, 노동 등
의 현재적 이슈들, 민주인권의 보편성을 표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영화, 시, 소설, 미술 등)를 경험하며 반성적 사유가 가능한 서정적
공간으로 현재를 돌아본다. 이를 통해, 보편의 문제-인류의 문제- 민주인권의 문제가 같은 맥락임을 살필 수 있도록 구성한다.

기획의도

민주인권의 문제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으며, 3층에서는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민주인권운동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에 주목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저항과 폭력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공간의 한계를 넘어
국가의 역할과 민주주의, 그리고 저항 해 온 정신을 살펴본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의식과 행위를 통해 우리가 이루
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전시연출
방식

서정적이고, 성찰적인 공간으로 연출하며, 관련 영화를 볼 수 있는 상영관 구성, 주제와 관련된 시, 소설을 시청각으로 구성하며,
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을 분석하여, 국가적 연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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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민주화운동
① 문화적 승화 - 민주인권의 당대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이차저작물(미술, 시, 소설, 영화, 만화 등등)
영화(예): 1987, 남산의 부장들 / 소설(예): 소년이 온다(한강 作)
② 운동의 대중화 - 현재 쟁점화 되어있는 민주인권 운동의 양상들
: 성평등운동, 소수자운동,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관련 인권운동 등의 사진과 자료집
③ 심화와 연대 - 아시아 민주화운동 발전사 속에서 발견되는 국가 연대의 양상들
국내로 민주화운동 관련 견학오는 외국인들 인터뷰 기사 및 사진, 민주인권 관련 국제 학술대회 자료
④ 공간의 부산물 – 대공분실의 전시공간으로의 변환과정에서 생산된 공간의 부산물(오브제)의 재구성

민주주의의 정신들
콘텐츠 예시

① 국가폭력과 시민들의 저항 - 시민사회의 조직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평화, 공동체, 민주인권의 정신을 부각하는 자료로 구성
② 공간, 사람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 - 시민들, 학생들, 식당주인들의 3.1운동, 4.19 민주혁명, 6.3운동, 6월 항쟁 등의
비폭력 시위 양상, 경적시위, 촛불시위 등 비폭력 시위 모습
: 맨손으로 스크럼 짜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진, 시위 후 도심을 정리하는 시민들의 사진 등,
경적시위 영상
③ 시민의 연대와 공동체의 기반들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주먹밥을 나누는 장면
④ 국가보안법, 통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시민운동 등과 국가폭력-통제의 기제들
1987년 6월 항쟁 과정의 ‘최루탄 추방의 날’ 선포, 휴지와 물을 나눠주던 시민들의 모습, 명동성당 농성단에게 자신들의
도시락을 모아서 전달한 계성여고 학생들 등과 관련된 영상, 사진, 유인물 등
환경운동,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관련 보도기사, 자료집, 포스터, 유인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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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콘텐츠를 머물며 관람하는 정적관람 형태에 중점을 두어 전시주제에 대한 성찰적 시간과 대공분실 전시에

공간
연출방향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담아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연출한다.
· Silent Room과 Message Room 같은 장치를 설정하여 대공분실에 대한 소회와 감정을 담아 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공동체와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관련 사진들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각 인물들과 관련한 사건과

디지털
아카이브존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 터치식 디지털 패널을 제작하며, 인물의 초성 및 사진을 터치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 국제연합 공식언어 지원(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인트로
(공간아카이브존)

· 전시의 기본 정보를 전달
· 기존공간: 직원사무실(직원실, 판단관실, 교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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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예시

공간 아카이빙 Room
· 대공분실 리노베리션 과정에서 나오는
건축적 부산물들을 아카이빙한 공간으로

Exhibition B 민주주의의 정신 / Digital Archive

대공분실 공간이 가진 역사를 되짚어

· 자료 전시를 위한 아트퍼니처

보도록 유도

· 콘텐츠의 실물 전시 및 부분 영상 디스플레이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 자료를 함께 관람

Exhibition A
현재의 기억, 자라나는 힘
· 스크린 월
· 전시공간 벽면을 활용하여 디지털

Exhibition A
현재의 기억, 자라나는 힘
· 도서 존
· 2차 저작물(소설, 시집 등)들의 전시

시청각 자료를 상영하고 내부 공간은
관람객 좌석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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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정치적 민주화에만 머무르지 않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성장한 시민의식과 시민역량은 민주화 이행기를 거치면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민주인권이 보장되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경로를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었고, 시민들이 저마다의 입장과
환경에서 사회적 모순을 해소하는 실천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국가권력의 폭력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운동에 참여하는 경로, 방법 등이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 저마다의 관심사로 다양하고 자유로운 시민운동이 펼쳐지고 있음
•전문가 그룹의 운동참여, 전업 운동가의 확대 등으로 부문별 운동이 심화, 강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으며, 조직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음
•운동의 대중화, 다양화, 내용적 심화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폐해, 기후변화 대응, 성폭력, 이주민, 독재 등의
문제는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슈로서 민주화운동의 승리적 경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제 연대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한국 민주화운동은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장과 지향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그 바탕을 관통하는 일관된 정신이 있음
•불의에 외면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앞서서 나선 이들과 이를 뒷받침하며 함께 대열을 이룬 많은 시민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올 수 있었음
•3.15 부정선거로 촉발된 4.19민주혁명, 신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 연장에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기고자 한 5.18광주민주화운동, 군사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쟁취를 위해
투쟁한 6월항쟁 모두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리려는 독재권력에 저항한 것이며 선도적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전 국민적 항쟁에서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자위적 무장은 있었을지언정, 시위참가자와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생활을 위협하는 약탈이나 폭행 등 사회범죄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민주화에 동참함
•결국 한국 민주화운동은 시민 한 명 한 명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있게 행동하며, 평화적으로 공존하기 바라는 일념이었음
•이렇게 축적된 시민의식과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과 국민은 2016년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촛불시위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내 세계사회의 주목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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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와 연대

운동의 대중화

문화적 승화

민주화운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사회의 모순과

독재시기에는 민주화운동의 대부분이 정치적 저항 위주

민주화운동이 고양기를 맞았던 1980년대 이른바 민중미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도 병행되어 옴

였는데, 이후 계급의식의 성장,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술, 민중가요, 민족춤, 민족문학 등의 이름을 띈 저항적

사회적 의식성장, 환경, 지역, 소수자 등 다양한 주제에

문화예술활동 또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됨

시민들과 운동가들은 현실적인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민주적 의식이 성장하면서 운동의 양상도 다양화,

저항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처한 입장과 환경에서 느끼는

다원화 되고 있음

모순을 인식하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문제

민주화 이행기에는 1980년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띄는
가운데에서도 민주화운동을 매개로 한 수많은 창작이 이

에 접근하는 한편, 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자들의

독재시기 운동에 참여한 주체가 학생, 노동자, 농민 등

노력과 만나면서 운동은 더욱 심화되었음

기본계급, 일부 지식인· 종교인·문화예술인 등이 중심이

루어지고 있음

었다면 민주화 이행기에는 화이트칼라의 참여가 현저히

특히 이전에는 문화예술활동이 주로 민주화운동 공간이

민주화 이행기를 맞으면서 통일, 여성, 경제, 환경, 장애,

늘어났고, 주부, 청소년, 전문가 그룹으로 확장되었고,

라는 비제도 영역에서 창작되고 향유되는 제한적 양상이

소수자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와 해결방안에 천착하면서

참여의 폭도 넓어짐

었다면, 현재에는 열린공간에서 제도/비제도를 넘나들면

실천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쳐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서 많은 대중들과 호흡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음
이처럼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정치민주화뿐만 아니
라 시민들의 민주인권 의식성장에 기여하며, 시민들이

이 같은 양상은 국내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연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을 하면서 실천적 삶을 살아

를 지향하며 다양한 연대를 시도하고 있음

가는데 기여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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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공존

공동체

민주인권

일제강점기 3.1운동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저항

4.19민주혁명 직후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자발적

지난 시기 한국 민주화운동은 ‘반독재, 민주화’로 압축적으

운동으로서 식민지배의 일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임시

으로 치안의 공백을 메꾸고 민생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

로 표현할 수 있음

정부수립의 계기가 되었고, 약소 식민지 국가들에게 영향

파출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함

을 주었음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세계 보편적 질서인 민주주의에
5.18광주민주화운동 신군부의 무자비한 살육이 자행되

이러한 비폭력 평화운동의 정신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먹밥 등을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어 왔음

지어서 거리로 나와 시위대에게 나누어 줌

반하는 독재정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들의 운동임
따라서 그 운동의 목표 또한 부정선거 반대, 불법적인
정권연장 반대, 직접민주주의 쟁취 등 인류 보편의 상식인

4.19민주혁명 당시 경찰의 발포로 당시에만 183명이

1987년 6월항쟁 당시 열렬한 응원과 시위에 동참한

사망하고, 6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넥타이부대, 명동의 고층빌딩에서 휴지를 던지며 시위대

평화적인 시위로 이승만의 하야를 이끌어 내고 독재를

의 뜻에 동참하는 직장인들, 식수와 손수건을 나눠준

한편,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과 역량이

종식시켰음

시민들, 자신들의 도시락을 농성 중인 대학생들에게

더욱 성숙되어가면서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국가공동체

전했던 고등학생들, 6.29선언 직후 식대나 음료 값을

및 개인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미래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받지 않았던 식당, 까페의 주인들 모두가 승리의 주역임

방향으로 운동이 심화되고 있음

한국 민주화운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러한 양상은 부문 운동의 심화발전, 시민사회 조직화,

배려하고 보듬으며 공동체의식을 놓지 않았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가시화 되고 있음

1987년 6월항쟁 과정에서도 ‘최루탄 추방의 날’을 선포하

민주인권을 실현하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였음

고,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의 폭력을 저지하며 평화적 시위
를 추구하였음
한국 민주화운동은 저항과 분노로 가득찬 시위현장에서
일관되게 평화적 노선을 채택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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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대공분실

2-2. 대공분실 2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간구성

변경 전·후 2층 평면도
기둥, 코어 등 주요구조부 보존

보존

피의자용 계단 및 EV 보존
판단관실, 직원실 등
원형이 유지된 내부 벽체 보존

철거

원형대비 변형된 벽체 철거

변형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 후
장애인화장실(남) 1개소 신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 EV
(기존위치 활용)

*리모델링공사 진행 시, 내부 벽체 상태를 확인하여
벽체 보존 범위를 확정하도록 한다.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1976년 원도]

[2019년기준 현황 도면]

[전시계획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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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대공분실

전시공간

대공분실 3층

공간활용

특수조사실 보존과 소통의 공간

조성목적

콘텐츠 구성

2-3. 대공분실 3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대공분실 공간의 정체성을 관람하며, 시민들이 소통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공간
특수조사실의 보존과 관련 아카이브 존을 별도로 구성

특수조사실 보존/소통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관람객의 소통 및 휴게공간으로 구성
· 기본적으로 B, W, G(Black 천정, White 벽, Gray 바닥)으로 구성하고 전시 연출 가구 디자인 색상에
국가폭력(Black), 저항(White)을 활용한다.

공간연출방식

· 특수조사실과 관련한 영상콘텐츠 관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구성한다.
· 기존 공간구획을 존중하며 각 카테고리별 소통을 위한 가구를 배치하고 공간을 상징할 수 있는 라운드 테이블을 전시가구로 활용
기본적으로 B, W, G(Black 천정, White 벽, Gray 바닥)을 활용하여 현대적인 모습을 연출 디지털 아카이브 공간을 통해 영상콘텐츠
관람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구성

인트로
(공간아카이브존)

· 전시의 기본 정보를 전달
· 기존공간: 직원사무실 (전실, 실장실, 실장침실, ITV 모니터실, ITV 기계실, 창고, VIP실, VIP욕실, 특수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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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예시

Digital Archive
· 영상 자료 관람 공간
· 특수조사실과 관련된 영상 및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를 별도로 활용하여
집중도 있는 관람을 유도

특수조사실 보존

소통의 공간2
소통의 공간1
· 전시 콘텐츠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을 설치하여 관람객
편의와 전시 내용 전달력을 높임

· 공간의 일부에 대공분실과 호흡하고
장소의 기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설치

Ⅱ. 전시체계 및 세부구성안

2.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대공분실

2-3. 대공분실 3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간조성

변경 전·후 3층 평면도
기둥, 코어 등 주요구조부 보존
피의자용 계단 및 EV 보존

보존

특수조사실, 특수조사실 내
화장실 현황 보존 (원도와 상이)
전실, 실장실 등 원형이 유지된
내부 벽체 부분 보존

철거

원형대비 변형된 벽체 철거

변형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 후
여자화장실 1개소 신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 EV
(기존위치 활용)

*리모델링공사 진행 시, 내부 벽체 상태를 확인하여
벽체 보존 범위를 확정하도록 한다.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1976년 원도]

[2019년기준 현황 도면]

[전시계획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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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대공분실 4층

전시기획
주제

관계자(Relations and Relatives)

전시목적

2-4. 대공분실 4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 민주화운동 역사 속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물리적 상처, 정신적 고통, 사회적 낙인등을
보여주며 한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트라우마의 간접경험을 통해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사회적 연대감을 이끌어낸다.

국가폭력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다양한 관계들로 확장되어지며,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그 이상의 다양한 기억들을 만들어 내는

기획의도

과정에서 현재진행형이다.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와 가족들의 편지, 일기 등을 중심으로 직접적 당사자들의 고문, 피해를 넘어 그 피해의
양상들이 사회적 피해로 확산되며, 직접적 관계자들뿐 아니라, 사회적 트라우마로 피해가 재생산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국가폭력이 일상적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기억의 트라우마가 현재적 관계 속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여준다.

① 피해자들 - 증언과 구술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는 폭력의 양상들

콘텐츠 구성

② 가족들 - 구체적 기록을 통해 경험해 온 기억들
③ 친구들 – 희생자들을 가까이 지켜봐 온 모습들
④ 일상 속 사회적 트라우마의 양상들

전시연출
방식

절제되고 담백한 구성으로 미디어 박스 및 패널 활용하며,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과 성우의 편지 낭독으로
청각장애인도 관람 가능하도록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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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들 - 증언과 구술을 통해 여전히 지속되는 폭력의 양상들 – 인터뷰, 구술
(예시)고문피해자 함주명의 인터뷰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우더군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요, 몽롱한 정신상태가 지속돼 마치 꿈처럼 모든 감각이 뒤떨어지고 먹먹해져요. 그런 후에 온몸
을 개 패듯이 패요. 인간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거의 실신상태가 될 때까지…. 이런 데도 시인 안 해? 그러면서 퉁퉁 부어 옴쭉달싹할 수 없게 된 양
어깨를 볼펜심으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도 부인하면 사람 하나 딱 누울 만한 칠성판에 뉘어놓고 사지를 찢어 다섯 군데로 묶는 장치가 있어요. 그렇게 꼼짝할 수
없게 되면 이근안이 내 가슴 위로 올라 타. 그리고 수건을 입에 덮어씌운 다음 샤워꼭지를 들이대면서 ‘시인해! 시인해!’ 공기는 안 들어오고 물만 들어오는 거지. 그래도
시인 안 하면 새끼발가락에 플러스-마이너스로 전류를 흘려보내요. 온몸에 전류가 흐르면 완전히 죽어나가게끔 돼요. 그때 희미하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으려
고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 풀어줘!’ 그런 후 약간 정신을 차리면 조서 쓴 걸 보여줘요. 보면 다 엉터리로 조작돼 있지. 그럼 난 그렇게 간첩질 하지
않았다고(원래 그런 적이 없으니까) 주장하면 또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새끼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라면서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요즘도 내가 잠자다 깜짝깜짝
깬다면 믿겠어요?”

콘텐츠 예시
② 가족들 - 구체적 기록을 통해 경험해 온 기억들 – 편지, 일기 등
(예시)고 박종철 부친의 편지
"어머니 누나는 서울 형님 형수 집에 있고 아버지는 혼자 한없는 감홰 톳보기(안경) 속으로 눈물을 닦고 닦았으나 지면이 다 젖었구나. 잘 가라, 잘 있거라 철아“, "지금
도 차디찬 감방에서 동기들이 무서운 용기로 투쟁을 하고 있구나. 먼저 간 친구, 선배, 후배, 형들에게 이 아버지 말 전해다오. 모두 걱정 말라고, 우리 아버지까지 민주
운동 자신 있다고 하는데 걱정 말라고"

③ 친구들 – 희생자들을 가까이 지켜봐 온 모습들
④ 일상 속 사회적 트라우마의 양상들
⑤ 국제 및 국내 고문근절 운동 및 학술대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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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재질을 노출시켜 거친 공간의 연출을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공간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도록 연출한다.
· 2개로 분할된 공간에 따른 주제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연결 공간에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관람 서비스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
연출방향

· 공간의 재질을 노출시켜 거친 공간의 연출을 통해 국가폭력의 피해를 공간적으로 전달하고 전시 장치를 활용하여 희생자에 대한
관람객의 위로를 유도
· 전시 도입부에 편지와 같은 서정적 콘텐츠를 영상으로 활용하고 2개로 분할된 공간에 따른 주제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음

·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각 인물들과 관련한 사건과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존

인트로
(공간아카이브존)

· 터치식 디지털 패널을 제작하며, 인물의 초상 및 사진을 터치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 국제연합 공식언어 지원(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 전시의 기본 정보를 전달
· 기존공간: 회의실(영사실, 전실, 예비실,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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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예시

Exhibition A
· 텍스트 영상
· 관계자들의 편지를 영상으로 구현하여
벽면에 투사 전시
도입 부분에 설치하여 전시의 서정적
분위기를 연출

Exhibition B + Rest zone
· 사진 및 물품을 활용한 설치
· 관계자들의 모습과 흔적을 사실적으로 전시
편지를 설치한 투명한 벽을 사이에 두고 관람객은
마주 앉아 쉬게 되는 불편한 휴식을 통해 관계자들의
고통을 공감하도록 유도

Exhibition C + Digital Archive
· 영상 패널을 활용한 바닥과 벽면 연출
· 공간의 거친 재질과 유리 및 투명영상 패널을 활용하여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겹치게 연출. 바닥은 사각 조형물 형태의 미디어
설치물을 활용하여 희생자를 애도하는 은유적인 표현과 함께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를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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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성배경

•고문은 고문으로만 끝나지 않음. 피해자들에게 남아있는 후유증은 일반적인 삶을 살기 힘들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음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도 동반되는 후유증은 피해자들에게 악몽 그 자체임
•고문피해는 직접 피해자들만의 고통이 아님. 가족, 지인들 또한 고문 후유증을 곁에서 감당하거나, 함께 겪거나, 왜곡된 세간의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를 겪음
•이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파행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 활동,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일반적인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함
•고문 피해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서 잊혀지는 일임. 엄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심에 따라 자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중 국가폭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당한 피해자로서 물리적
상처, 정신적 고통,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이 국가폭력에 희생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망각되어 가는 것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말 못할 고통을
겪게 함
•이렇게 축적된 시민의식과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과 국민은 2016년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하는 과정에서도 촛불시위라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 내 세계사회의 주목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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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구성배경

고문의 후유증

가족과 지인의 고통

단절과 고립

꿈속인데도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트라우마 같아요.

고문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과 환각증상에 시달리는

고문의 끔찍한 경험과 기억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꿈속에 이상하게 얼굴이 커다란 괴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경우가 있음. 횡설수설한다거나, 발작증상을 보인다거나

(PTSD)’으로 나타나서,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때로는

남영동인 거죠 (김주언)

하는 등의 양상으로 가족과 지인들이 그 고통을 함께 감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 가족을 의심하고, 심하게 자책하고,

내해야만 함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동료 그리고

몸으로 받은 충격은 근육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사회와 단절됨

때때로 근육통이 찾아오거나, 밤에는 악몽을 많이 꾸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공포감은 한 사람을 정신분열의

그랬어요. 그건 아마도 평생 따라다닐지도 몰라요. 수사

지경에 이르게 했고, 가족들의 면회조차 이루어지지 못함

관들이 쫓아오거나,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서 집단구타

고문이 빚어낸 결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해자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반공지상주의가 지배하던

당하는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나와요. 그럼 땀을 뻘뻘

비로소 검사실에서 만신창이가 된 피해자를 만난 가족들

1970~80년대 ‘간첩’으로 산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

흘리면서 파김치 된 상태로 깨는 거죠 (이선근)

은 “내 아들을 병신 만들고 만나게 해주지도 않았단 말이

이었고, ‘주홍글씨’임. 피해자들은 간첩으로 낙인찍힌 채

냐”며 통곡했고, “건강한 내 남편을 정신이상자로 만든 게

철저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음

1980년 5월 18일,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23일 동안

누구냐”며 절규하기도 함 (이을호)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잠 안

이들에게 고문과 수감생활은 ‘지나간 일’이었지만, 지워지

재우기, 물고문, 구타 등을 당한 끝에 심장병을 얻었으며

석방된 이후에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 이를 함께 겪는

체중은 10kg이나 빠졌다. 석방된 후 심장박동기를 이식

가족과 지인들의 물리적, 심적 고통 또한 지속됨

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을 이기지 못하고 1988년
4월 20일 작고했음 (홍종민)

거나 사라지지 않는 현재적 고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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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변경 전·후 4층 평면도
기둥, 코어 등 주요구조부 보존

보존

피의자용 계단 및 EV 보존
회의실, 영사실 등
원형이 유지된 내부 벽체 보존

철거

원형대비 변형된 벽체 철거

변형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 후
남자화장실1개소 신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 EV
(기존위치 활용)

*리모델링공사 진행 시, 내부 벽체 상태를 확인하여
벽체 보존 범위를 확정하도록 한다.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1976년 원도]

[2019년기준 현황 도면]

[전시계획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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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명에 가까운 국가폭력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국가폭력의 현장을 현상태로 보존하여 가감 없이 보여준다.

전시목적

정신적인 혼란과 인간성 상실의 바닥을 경험했을 인권유린의 살아있는 장소인 조사실을 미래세대가 경험함으로써 당대의 국가폭력
현장을 통해 인권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본다.
15개의 조사실은 국가폭력의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곳으로 기념관의 역사적 자산이자 구조화된 악의 일상성과 평범성을 보여주는 남영

기획의도

동 대공분실의 생생한 증거로서 당시의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존하며, 박종철 고문 치사 현장 보존과 그외 보존된 조사실 중 부분을 공간
콘텐츠로 활용하여 국가폭력 희생자의 구술과 언어를 담은 영상미디어 콘텐츠로 희생자를 애도하며 기억한다.

① 박종철 고문 치사 현장 보존

콘텐츠 구성

② 기존 공간 현상태 보존
③ 박종철을 포함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으로 구성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전시공간과 비교해 어둡고 청각에 집중하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출한다.

전시연출
방식

15개의 조사실 중 일부(2-3개의 조사실)를 미디어 영상을 기반으로 공간을 기획하며, 희생자의 구술과 언어를 바탕으로, 감성적 교감이
가능하도록 연출하여 희생자를 애도하는 공간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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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종철 고문 치사 현장 보존/기존 공간 현상태 보존/박종철을 포함한 국가폭력의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으로 구성
② 통혁당, 남민전, 삼척 가족간첩단 사건 및 조작사건 등의 사건양상

콘텐츠 예시

③ 김근태, 리영희 등 돌아가신 분들의 생전 구술자료, 연구자료, 관련 보도 등
④ 민간인 사찰(윤석양 이병 사건 등), 두발/짧은 치마 통제, 언론통제(보도지침사건 등), 방송심의(금지곡 등)
⑤ 삼청교육대 사건

공간
연출방향

· 대공분실의 상징적 공간으로 공간의 흔적을 통해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전시 내용을 전달한다.
· 공간에 대해 최소한의 빛을 활용하여 공간에 담긴 어두운 역사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 피해자 사진들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각 인물들과 관련한 사건과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존

· 터치식 디지털 패널을 제작하며, 인물의 초성 및 사진을 터치하여 볼 수 있도록 개발한다.
· 국제연합 공식언어 지원(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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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연출예시

509호 현행 보존
박종철 열사 기념

Intro
· 조사실의 간단한 소개 및 보존, 복원, 전시공간
구성에 대한 설명

Exhibition
· 공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15개의 조사실 중,
2-3개의 공간에 대공분실을 거쳐간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영상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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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보존·복원 및 공간 아카이빙

조사실 복원 공간

공간 아카이빙

· 원형회복의 관점에서 3~4개의 조사실에 대해 점진적인

· 현 시점에서는 복원을 위한 원형의 기준(공간의 구조, 마감

복원을 계획한다. 509호와 원도를 기준으로 복원하되,

재료, 마감 색상)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3~4개의 조사실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2~3개 조사실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

아니라 증언과 기록이 엇갈리는 상황을 구분하여 복원·

공간에 대한 증언 수집 등 원형 복원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기록하고, 기억공간으로서의 복원의 의미를 갖도록 한다.

수 있도록 한다.

509호 현황 보존
· 박종철 열사 기념

조사실
현황 보존

영상전시실
· 2~3개 조사실에 대해 공간변형을
최소화하여 전시공간으로 활용

조사실
현황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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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은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선두에 섰거나 참여한 인사들,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들에게까지도 자행됨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약 400명에 가까운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이유로 조사를 받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피해자의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됨.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행된 폭력은 육체에 대한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멸감을 주는 언어폭력, 가족과 지인을 위해하겠다는 공갈·협박의 위협, 물고문·전기고문·성고문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 등이었음
•심한 고문에 시달리며 가해자들이 짜놓은 답을 허위로 인정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동지와 조직 그리고 진실을 위해 끝까지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은 피해자도 있었음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끼리 태연하게 자신들의 가족을 걱정하거나,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거나, 식사메뉴를 늘어놓는 상황을 겪으면서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혼란과 인간성 상실의 바닥을 경험
할 수밖에 없었음
•피해자들 중 이 같은 극한상황 속에서도 고문 사실을 세상에 알려서 더 이상 고문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고, 정권의 폭력성과 반인권성을 고발하여 민주인권을 실현하려는 처절한 저항이
있었기에 고문과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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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바치며 저항

끝내 지키고자 한 것

조작사건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겠다. 고문을 없애기 위해 목소

남영동 대공분실의 수사는 은폐된 공간에서 철저히 외부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전기고문을 받아

리를 내겠다.(유숙열)

와 차단된 채 장기간 지속됨. 많게는 60여 일, 적게는 20

사망함. 10시간 동안 구타와 전기고문을 받았고, 다음 날
인 1월 14일 오전 11시경 물고문 도중 욕조 턱에 목이

여 일 동안 변호인 접견조차 보장되지 않음
정확히 기억하고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이경일)

눌리면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의식을 잃었음

남영동 대공분실 수사관들이 자행한 고문의 목적 중 한가
어떻게든 동지와 조직을 보호하려는 생각이었다.

지는 무고한 시민을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간첩’이라는 허

최대한 덜 말하고 최대한 더 숨겨야 했다.(이선근)

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음

상태가 악화돼 국립경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수술로

알지 못하니 말할 수도 없었다. 살아서 나가려면 결국

잔혹한 고문은 간첩 아닌 사람이 중형이 선고될 것이 뻔한

충분히 완치 가능한 ‘위 유문부 협착’ 진단을 받았으나,

거짓과 허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최연석)

것을 알면서도 간첩임을 자인하게 함

죄없는 사람들을 잡아가서 간첩을 만들어 놓고 옥살이를

검사한테 억울하다고 항변하면 “다시 남영동으로 보내겠

시키고 죽게 만들었던 역사를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다”는 협박을 들어야 했고, 법원의 판사들도 고문으로 허

(함주명)

위자백했다고 주장해도 외면했음

고문으로 ‘허위사실’들을 짜 맞춰 가족을 통째로 간첩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불의에 저항한 지인을 보호

김상회, 진향식, 신향식, 최을호 등은 고문에 의한 간첩조

로 만들었음

하려고 하는 상식적인 행위마저도 고문의 대상이고 범죄

작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되었으나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가 되는 세상이었음

받았음

이재문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받았던 고문후유증으로
옥중에서 사망함. 구치소에서 위궤양이 발병했고, 이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고, 진단 두 달 만인 1981년
11월 22일 서울구치소에서 병사함
1982년 김제 가족조작간첩단 사건의 최낙교와 최낙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 이근안과 수사관들은 40여 일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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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변경 전·후 5층 평면도
기둥, 코어 등 주요구조부 보존

보존

피의자용 계단 및 EV 보존
15개 조사실 전체 현황 보존

철거

승강기 앞 자동문 철거

변형

-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 EV
(기존위치 활용)

*리모델링공사 진행 시, 내부 벽체 상태를 확인하여
벽체 보존 범위를 확정하도록 한다.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1976년 원도]

[2019년기준 현황 도면]

[전시계획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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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억압·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념공세와 권력적 폭력을 행사한, 국가체계 하의 수행자들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권력이 폭압정치와 인권유린의 핵심기구의 역할로 변질된 시대적 과오를 반성한다.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토대 위에서 국가권력과 체제 등을 조망하면서, 국가폭력이 작동할 수 있었던 당시 존재했던 기관들, 수행자들을

기획의도

중심으로 구성한다. 전국적 단위에서 벌어진 국가폭력과 저항의 양상들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국가폭력을 설계 집행하는 구조로 구성하
며, 특히 대공분실의 공간설계 방식 및 인권유린에 관한 국가권력의 집행 방식, 구조적 위계 하에서 작동하는 사람들(기관원들)을 통해
악의 평범성을 보여준다.
① 국가, 권력 그리고 국가폭력_ 당시의 국가체계
② 국가폭력의 기관들_남영동 대공분실, 남산의 중앙정보부, 서빙고 보안사 분실 등

콘텐츠 구성

③ 국가폭력의 수행자_이근안, 박처원 외
④ 국가폭력의 암묵적 동의자_밝혀지지 않은 국가폭력 수행자들
⑤ 국가폭력을 가능케 한 대공분실의 건축설계 방식

전시연출방식

핵심기구와 인물, 건축설계 방식등을 사료를 기반으로 입체적으로 구성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가폭력 수행자들의 빈 공간을 조성,
인권유린의 만행을 현재도 파헤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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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권력 그리고 국가폭력_ 당시의 국가체계
- 유신헌법, 긴급조치,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독소조항

콘텐츠 예시

② 국가폭력의 기관들_ 남영동 대공분실, 남산의 중앙정보부, 서빙고 보안사 분실 등
- 설치 배경, 주요 기능, 전국적인 조직망, 주요 사건
③ 국가폭력의 수행자 : 박처원, 이근안, 유정방, 박원택, 이학봉, 정형근 등의 연보와 악행
④ 국가폭력을 가능케 한 대공분실의 건축설계 방식
· 내부공간을 대공분실의 외벽에서 사용된 회색 벽돌을 활용하여 국가폭력의 상징적 건물인 대공분실 이미지를 전시공간으로 끌어 들여

공간
연출방향

전시 주제 전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연출한다.
· 양쪽의 Main Section에 전시의 콘텐츠의 중심을 두고 Sub Section에 전시 콘텐츠에 활용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한다.

· 사건기록들을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각 인물들과 관련한 사건의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디지털
아카이브존

인트로
(공간아카이브존)

· 벽면에 양철 서류 보관함 형태의 미디어 박스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관람객이 직접 열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한다.
· 국제연합 공식언어 지원(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 신축 공간을 구별하는 인트로 디자인과 전시의 기본 정보를 전달
· 기존공간: 외근반, 서무반, 실장실, 연구실, 자료실, 휴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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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예시

Exhibition A

Digital Archive

· 전시 조형물을 통한 구현

· 양철 서류함 미디어 박스

· 기둥형태의 전시 설치물을 통해 인물에 대한

· 벽면에 양철 서류 보관함

정보를 나열식으로 전시
· 서류 박스를 통해 대공분실의 기밀스러운 업무형태를 조형으로

형태의 미디어 박스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를

표현하고 관람객은 그 속을 들여다보는 형태로 미디어 콘텐츠를

관람객이 직접 열어 자료를

관람하는 연출로 감시자를 은유적으로 표현

열람할 수 있는 형태

· 박스 속에 대공분실의 사건일지 등의 복사본을 담아 관람자가
꺼내갈 수 있도록 구성하며, 신관의 참여 프로그램과 연동

Exhibition B
· 대공분실의 재질을 활용한 전시 연출
· 대공분실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건축 재질을 통해
전시가구와 전시공간을 연출하여 대공분실의 공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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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억압·통제하는 수단으로 분단상황을 악용한 이념 공세와 국가권력을 통한 공포분위기 조성을 자행함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국민과 국정운영을 위해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들은 통제, 탄압하기 위하여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수반되었음
•정보기관, 군기관, 경찰기관 등을 통해 국민들을 감시·통제하고, 탄압하며 ‘반공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면서 ‘국가보안법’ 등을 악용하여 수많은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함
•독재에 저항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사소한 발언까지도 모두 빌미가 되었고, 심지어 근거 없는 조작과 날조를 통해 무고한 국민들을 체포, 구금, 폭행, 고문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만행을 저지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은 1970~80년대 당시 남산의 중앙정보부(훗날 국가안전기획부), 서빙고 보안사 분실과 함께 ‘고문과 폭압정치의 대명사’로서 독재정권 유지의 핵심기구였음
•명목으로는 ‘국가안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독재정권에 비판적인 민주세력을 탄압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기구였고, 이러한 국가폭력은 민주세력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에게 일상적인 위협을 가하는 일이었음
•군사독재정권의 구조적인 패악이라고 하더라도 국가폭력기구에 소속되거나 책임자로서 인권탄압과 폭력을 자행한 인물(이근안, 박처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만천하에 공개하고 기억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훈으로 삼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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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의 구조

대공분실의 성격과 만행

주요 인물

남영동 대공분실은 알려진 바와 같이 건축가 김수근에

1976년 경찰조직에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파트(정보2과)

박처원: 남영동 대공분실의 역사는 ‘대공수사의 대부’ 박처

의해 설계되었음

가 신설되면서, 남영동 대공분실이 만들어짐

원이 걸어온 길과 맞닿아 있음. 1927년 평남 진남포 출신
으로 해방 직후 월남하여 1947년 5월종로경찰서 사찰계

설립 당시부터 건물자체가 수사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 대공업무를 기획하는 사령탑이

대공형사(순경)로 경찰 생활 시작. 스스로 자신을 ‘대공 사

역할을 하도록 치밀하게 준비되었음

자 박정희 유신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기구였음

찰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진상조작 및
은폐 사건의 최고책임자로 옷을 벗은 1987년까지 만 40

체포되어 대공분실에 도착하면 육중한 철문을 통해 진입

전두환 정권에서는 ‘정보2과’의 명칭을 대공과로 변경하

하여, 나선형 철제계단을 통해 층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면서 1)대공경찰에 관한 기획 및 지도, 2)대공에 관한

빙글빙글 돌아 들어가도록 설계됨

첩보 수집 및 분석, 3)간첩 및 사회안전사범에 대한 수사

이근안: 1970년 순경에 공채된 후 1972년 8월경 치안본부

및 수사지도를 전담하는 것으로 밝힘

정보과 대공분실로 발령받아 본격적인 대공수사를 시작

5층 조사실은 물고문용 목욕탕(욕조), 변기, 책상 한 개,

년 동안 대공 분야를 떠나본 적이 없음

했고, 이때 상관이 박처원. 진급과 격려금을 적절하게

의자 두 개, 단색 벽과 천장, 전기고문용 침대, 방음벽,

실제로는 쿠데타와 양민학살을 통해 집권한 패륜적인

구사하며 조직관리를 한 박처원의 휘하에서 충직한 심복

감시용 TV장치… 조사실이 아닌 고문실이었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북, 반공’ 이념을 악용하여

으로 무수히 많은 불법감금과 고문수사를 담당함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탈출은 물론이고 비명조차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고안된
창문을 포함한 내부 설계. 그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
고 고통이었음

유지하기 위한 국가폭력을 자행하는 일에 전념함

그 외 고문가해자들 명단과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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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변경 전·후 6층 평면도
기둥, 코어 등 주요구조부 보존

보존

서무반, 5분실장실 등
원형이 유지된 내부 벽체 보존

철거

원형대비 변형된 벽체 철거

변형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 후
여자화장실 1개소 신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 EV
(기존위치 활용)

*리모델링공사 진행 시, 내부 벽체 상태를 확인하여
벽체 보존 범위를 확정하도록 한다.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1983년 증축도면]

[2019년기준 현황 도면]

[전시계획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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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대공분실 7층

공간활용

사색의 공간 및 외부대관 전시공간

조성목적

공간연출방향

2-7. 대공분실 7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망적 기억을 통한 사색의 공간으로 관람객에게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비교적 조용한 공간으로 구성
관련된 외부 대관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구성으로 운영

분실동의 개방성이 가장 높은 공간으로 전반적으로 어두운 공간의 기반으로 유닛형 가구등을 활용, 공간의 주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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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예시

사색의 공간(외부전시 대관공간으로 복수 활용)
· 비어있으며, 최소한의 가구 및 영상만이 구성된 공간으로, 관람자가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외부 대관을 통한 기획전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유동성이 가능하도록 구성

2-7. 대공분실 7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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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성

변경 전·후 7층 평면도
기둥, 코어 등 주요구조부 보존

보존
비상계단실 등 원형이 유지된 내부 벽체 보존

철거

원형대비 변형된 벽체 철거

변형

기존 화장실 내부 철거 후
남자화장실 1개소 신설

삽입

무장애 전시공간을 위한 장애인 EV
(기존위치 활용)

*리모델링공사 진행 시, 내부 벽체 상태를 확인하여
벽체 보존 범위를 확정하도록 한다.

[보존] 주요구조부
[보존] 원형 벽체
[철거] 변형 벽체
[변형] 화장실
[삽입] 장애인용 EV

[1983년 증축도면]

[2019년기준 현황 도면]

[전시계획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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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의 휴게 공간은 1층, 5층, 7층을 제외한 각층에 배치하여 전시 관람에 편의를 도모
· 휴게 공간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의 형태보다는 전시의 관람이 자연스럽게 함께 이뤄질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전시 컨셉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연출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1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민주주의
자들

사색의
공간

국가폭력
수행자들

저항의
당사자

관계자

소통의
공간

계속되는
민주화운동

전시내용 전달의 보조적
장치로 휴게공간

전시내용의 상징성을
담는 휴게공간

관람 편의를 위한
휴게 공간

휴게공간

관람 편의를 위한
휴게공간

3. 전시 세부구성 및 전시콘텐츠(안)
(신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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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전시 구성의 배경
· 신관 전시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사건, 주제, 인물 등을 소재로 내용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본 연구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모든 위원들이 ‘시계열적 전시’의 불가피성을 공감하고 다소 건조하고 밋밋할 수 있는 내용전개를 디지털 기법,
인터랙티브 기법 등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도 반영되었음
· 이는 역사연구에 있어서 시기구분은 접근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제시될 수 있고, 국가폭력에 희생된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으며, 민주화운동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특징상 다소 민감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고려한 조치임
· 이에 따라 신관 전시의 주요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에 걸쳐 발간한 “한국민주화운동사 1~3”(돌베개 출판사)을 기본으로
설계하였음

신관 전시를 위한 콘텐츠 설계 프레임 예시
· 신관 전시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제, 군사정권의 양상, 사람, 주요사건 등을 소재로 내용
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이와 같은 설계과정을 대/중/소 분류에 의해 프레임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예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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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1. 신관 1층

전시공간

신관 1층

전시기획
주제

민주인권기념관 추진의 과정과 노력들

전시목적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 민주인권기념관의 설립취지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념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과 민주인권 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의미를 다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시된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민주인권기념관 설립 취지와 지난 역사배경의 연결 선상에서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관람객이 전시장을 들어설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악명 높았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청 인권센터를

기획의도

거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새롭게 개관하는 민주인권기념관의 설립까지의 지난한 과정들을 아카이빙 형식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87년
이후, 30년 동안의 대공분실이 지나온 역사에 주목한다. 또한 민주인권의 탄압이 극한으로 치닫던 장소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수호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까지의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민주화운동으로 일구어 낸 민주인권기념관
① 민주인권기념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콘텐츠 구성

② 민주인권기념관의 설립 취지와 의미에 대한 설명
③ 대공분실의 건축적 의미들에 대한 정보
④ 신관 건축의 정보 및 의미

전시연출
방식

민주화운동 자료를 정의 등을 담은 텍스트와 데이터와 미디어로 시각화하여 희생과 다양한 다수의 참여로 이루어진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 형상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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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1. 신관 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 2017. 7. 26)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콘텐츠 예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에 희생자와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그래픽화하여 시각적인 호기심과 정보를 제공한다.

콘텐츠
수집방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념관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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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1. 신관 1층

공간연출

· 민주인권기념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전시로 전시가구를 활용하여 서적
및 인쇄물 중심의 전시와 영상 자료를 상시 상영하여 전시를 구성
· INTRO 존에 민주화운동사 텍스트와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월로 구성
· 데이터 그래픽 예시작_ 옵티컬레이스(한국사회 통계자료를 시각화 하는 디자이너)
· 데이터 미디어 아트 예시작_테싯그룹(데이터를 미디어 인터렉티브 아트로 구현)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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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신관 지하1층 도입부

전시주제

민주화운동사 개요

전시제목

한국 민주화운동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민주화시기에서도 민주인권기념관은 투쟁을 거쳐 획득되었다는 점은 민주화운동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시목적

또한 민주화운동의 성과를 과거의 사건과 박제로 만들지 않고 현재도 유효한 민주주의의 가치실현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그 예시로 최근 경험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등과 그 의미를 밝힌다.

연출방향

콘텐츠 예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폭력에 맞서 결연히 저항한 민주주의자들의 투쟁의 공간인 이곳에 그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일구어 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는다.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열람 가능한 사료 및 아카이브

Intro. 한국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의 현장은 실천투쟁의 현장이자, 학습의 현장이었고, 공감의 현장이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회는 변화했고, 사람 간의 관계도 변화발전했다.

콘텐츠 구성
(안)

민주화운동의 성과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고, 일상과 가치관도 변화시켰다.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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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전시공간

신관 지하1층 zone1

전시주제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전시제목

민중의 성장, 민주주의의 움틈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민주화운동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장 zone1 부분에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분단과
전쟁, 독재로 인한 혼돈과 격변의 사회 그리고 새로운 모색의 시기를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 4.19민주혁명과 5.16쿠데타 그리고 유신선포

전시목적

로 인해 더이상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 성장 등에 대해 다룬다. 특히 이 과정 속,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싹튼 조직적 운동과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대표되는 노동 현장의 사회적 고발, 저항 등을 사료와 함께 현대미술을 통해 역사적 상상과 해석으로 표현한다.
도시 빈민들의 생존권 투쟁 그리고 4.3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등 잊을 수 없는 민주화운동임을 이야기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고 사료와 이를 감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이를 해석한 시각, 영상, 사운드, 그래픽

연출방향

등을 새로 제작하여 전시한다.
연표, 사건과 사료의 설명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는다.
당시 사건의 사료와 이것의 의미를 담고 해석한 설치 미술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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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zone1. 민중의 성장, 민주주의의 움틈
결코 짧지 않았던 식민의 어둠을 끊고 해방을 맞았으나,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독재로 인해 우리 사회는 혼돈과 격변, 그리고 새로운 모색이 복합적으로 시도되었다.
분단과 전쟁은 기형적 정치구조를 낳았으며,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었고, 이를 악용한 야당 탄압과 장기집권의 욕심은 결국 민주적 질서를 파괴
했고 4.19민주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고 말았다.
2월 대구, 3월 마산에서 시작된 혁명은 어린이에서 노인, 무학자에서 대학교수까지 전 계급계층이 대중적으로 참여했으며 4.19민주혁명 승리의 경험은 노동운동, 학생운
동 및 진보운동에 기폭제가 되었지만, 5.16쿠데타로 인해 더 이상의 민주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박정희 정부는 한일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및 지
식인의 저항을 받기 시작했고, 지속되는 무리한 외교와 경제정책에 대한 저항은 누적되어갔다. 이어진 6.8부정선거, 3선개헌은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
로 야당진영, 지식인, 대학생을 비롯한 국민들로부터 반대투쟁이 이어졌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정부는 금권, 관권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급기야 1972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른바 유신을 선포하였다.

콘텐츠 구성
(안)

이 과정에서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는 조직적 운동이 싹텄고, 정권에서는 언론, 법조계, 대학가 및 야당에 대한 탄압은 물론이고 조작사건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한편, 이 시기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노동현장의 사회적 고발과 저항, 광주대단지사건으로 대표되는 도시빈민들의
생존권투쟁 그리고 4.3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등도 잊을 수 없는 민주화운동들이다.

· 이승만 정권과 4월 혁명

· 박정희 정권과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

· 이승만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탄압

· 5·16쿠데타의 발발

· 2·28의거에서 마산시위까지, 3·15부정선거, 제1·2차 마산시위

· 민중생존권투쟁의 분출

· 4·19봉기

· 전태일의 분신과 광주대단지사건

· 4월 혁명 직후 통일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개

· 민주화운동으로서 생존권투쟁의 위상

· 통일운동단체의 결성과 활동, 진보적 사회운동의 분출,

· 전태일 분신의 사회적 파장... 생존권투쟁에서 민주화운동으로의 과정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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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전시공간

신관 지하1층 zone2

전시주제

유신체제 시기

전시제목

어둠이 짙을수록 가까워지는 새벽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민주화운동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장 존2부분에 유신헌번 선포 이후 국민통제가 강화되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된
사회에서도 야당, 재야, 학생운동 진영 등의 투쟁이 멈추지 않았던 시기를 다룬다. 이 시기 남영동 대공분실도 출현하였다. 폭압상황에서

전시목적

도 민주화운동 진영은 연대를 모색하며 저항을 시도하였고, 1979년 부마항쟁은 유신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독재정
권의 무자비한 국가폭력 자행에도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계, 언론 출판계, 지식인 문화계,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학생운동 각 부문에서 민주화운동을 멈추지 않았던 장면들이 이 장소에 펼쳐진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고 사료와 이를 감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이를 해석한 시각, 영상, 사운드,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전시한다.

연출방향

연표, 사건과 사료의 설명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는다.
관련 사건의 사료와 이것의 의미를 담고 해석한 설치 미술작품
당시 문화예술인의 민주화운동 관련 작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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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zone2. 어둠이 짙을수록 가까워지는 새벽
유신헌법 선포는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이었다. 정치구조는 박정희 영구집권 체제가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국민통제가
강화되었다. 통제가 강화되고 김대중 납치사건 등의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야당, 재야, 학생운동 진영 등에서는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박정희 정부는 급기야 긴급조치를 선포하며 정권에 대한 어떠한 말과 행동조차도 폭력적으로 억압하였다. 수많은 체포와 구금, 조작사건, 폭력, 고문, 살인이 자행되었으
며 이 시기 남영동 대공분실도 출현하였다. 폭압상황에서도 민주화운동 진영은 연대를 모색하며 저항을 시도하였고, 결국 1979년 부마항쟁은 유신정권을 무너뜨리는 결
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독재정권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종교계, 언론 출판계, 지식인 문화계, 인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학생운동 각 부문에서는 민주화운동을 멈추지 않았다.

콘텐츠 구성
(안)

· 유신체제의 성립과 유신 전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개

· 충효 교육: 국민총화의 이데올로기

· 유신 전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전개

· 긴급조치 9호 시기 반독재민주화투쟁

· 유신 직후의 정치상황과 반독재민주화투쟁

· 인도차이나사태 직후 유신정권의 공세와 학생운동

· (1972년 10월~1973년 전반기)

· 재야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과 3·1민주구국선언

· 대학가의 반유신 민주화시위

· 민주화운동의 침체 극복과 연대기구 결성 모색

·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

· 학생운동의 전환과 유신철폐투쟁의 전개

· 김대중 납치사건과 그 파장

· 연합가두시위 전개와 투쟁 방식의 전환, 카터 방한

· 학생들의 유신반대투쟁의 확대

· 재야 민주화운동세력의 결집과 유신철폐투쟁

· 개헌청원100만인서명운동과 긴급조치 1·2호

· 부마항쟁과 유신체제의 붕괴

· 긴급조치 9호와 유신 후기 반독재민주화투쟁

·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운동(종교계/언론·출판계/지식인과

·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교육: 유신이념 실천 도량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구현

문화예술인의 민주화운동)
· 인권운동/민중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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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전시공간

신관 지하1층 zone3

전시주제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전시제목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한 대한민국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민주화운동사의 흐름을 살펴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시장 zone3 부분에 이른바 신군부의 출현과 80년 광주, 전두환 정부의 국가폭력
등에도 성장한 민주화운동 진영과 국민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등을 다루게 된다. 특히 1987년 박종철 열사의 희생, 1987년 6월 항쟁으

전시목적

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과정의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였다.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이
조직화, 대중화, 전면화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 노동자, 문화예술, 종교, 교육, 언론/출판계를 망라한 제
계급 및 계층운동의 발전과 인권, 여성, 환경, 통일 분야의 가치지향적 운동이 심화 발전하는 시기로 공간을 구성한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고 사료와 이를 감각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 및 이를 해석한 시각, 영상, 사운드,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전시한다. 당시 문예운동과 관련된 작가의 작품도 전시물로 활용한다.

연출방향

연표, 사건과 사료의 설명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는다.
관련 사건의 사료와 이것의 의미를 담고 해석한 설치 미술작품
당시 문화예술인의 민주화운동 관련 작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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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zone3.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한 대한민국
유신체제의 몰락이 곧 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른바 신군부의 출현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돌려놓았고, 국가폭력은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수행되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에 맞서 저항이 시작되었다. 계엄군은 총칼로 진압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고 헬기까지 동원한 무차별 발포는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다. 그럼에도 당시 광주는 정권에 의해 철저히 봉쇄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진상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
요했다.
시작부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전두환 정부는 물가안정, 88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민들을 회유하고자 하였으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구조 하에서 어떠한 정책도 기만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정권은 권력형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었으며 군, 정보기관, 경찰을 중심으로 국가폭력, 국민통제를 심화시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진영은
서서히 조직적 성장을 해나갔고,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민주주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갔다.
1987년 박종철 열사의 희생은 민주화운동 진영에는 경종이었고, 전두환 정권에는 조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주의 과정의 승리를 경험하는 역사가 되었다. 하지만 군사정권을 종식하지 못한 채 노태우 정부로 이어지게 되었고, 신군부의 일원이었던 노태우는 기본적으
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억압체제를 운용하였다. 다만, 제13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5공청산’ , ‘5.18진상규명’ 등이 전면화 되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UN남북 동시가입이라는 이전과는 다른 남북관계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콘텐츠 구성
(안)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이 조직화, 대중화, 전면화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생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 노동자, 문화예술, 종교, 교육, 언론/출판계를 망라한 제 계급 및 계층운
동의 발전과 인권, 여성, 환경, 통일분야의 가치지향적 운동이 심화 발전하는 시기였다.

· 1980년대 민주화운동: 배경, 전개과정, 성과와 한계

· 6·29선언과 6월 항쟁의 의의

· 신군부의 등장과 5·18민중항쟁, ‘서울의 봄’

· 1987년 노동자대투쟁

· 민중투쟁의 확산과 학생들의 계엄철폐투쟁

·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김영삼·김대중의 분열

· 사회경제 현실과 노동자 생존권투쟁 확산,

· 노태우 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

학생들의 계엄철폐투쟁과 ‘서울역 회군’

· 민주화 ‘이후’ 운동의 활성화

· 5·18민중항쟁의 발발과 전개

· 5공 청산문제와 민주화운동, 1989년 공안정국의 도래와 민주화운동

· 전두환 정권과 반독재민주화투쟁

· 전대협과 전민련의 활동 | 각 부문운동의 활성화

· 6월민주항쟁과 민주화 이행

·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

· 박종철 고문사망과 민주대연합 구축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 문화예술운동의 성격과 이후의 향방

· 항쟁의 시작―6·10국민대회

· 1980년대의 인권 상황과 ‘인권운동’
· 1980년대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여성운동, 통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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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라키비움(Larchiveum)으로 조성
· 도서관(Library) + 기록관(Archives) + 박물관(Museum)형태
· 주요 민주화운동사는 그래픽과 패널로 연출하고, 기타 다양한 사료 등은 관람객이 필요한 정보를 찾아 관람하는 형식

· 다양성이 확보된 일상의 민주주의 내용을 담은 자료 및 서적, 이것을 열람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확보하여 대공분실에서 고조된

공간
연출방향

긴장감을 잠시 풀어주며 사색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연출
· 공동체의 민주주의 발전에 실천적으로 참여할 구상을 갖게 하고 경험을 나누는 생명력 있는 공간을 은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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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 라키비움(Larchiveum) 으로 조성
· 전시장 전체의 벽면을 따라 민주화운동사를

zone1

zone2

zone3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민중의 성장, 민주주의의 움틈

유신체제 시기
어둠이 짙을수록 가까워지는 새벽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한 대한민국

연대기별 도서관 형태로 구성하고,
일부 조성된 벽면에서 주요 민주화운동
역사를 발췌하여 다룸
· 조닝별 작가 한 명이 현대작품으로 연출

zone3

zone2

zone1

Ⅱ. 전시체계 및 세부구성안
공간연출(예시)

zone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민중의 성장, 민주주의의 움틈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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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예시)

zone2

유신체제 시기
어둠이 짙을수록 가까워지는 새벽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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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예시)

zone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한 대한민국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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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Library) (예시)_도서관(Library) – 민주화운동사 사료 및 관련도서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17

Ⅱ. 전시체계 및 세부구성안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기록관(Archives) (예시)_해당존의 주요 역사 관련한 패널 및 디지털 미디어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18

Ⅱ. 전시체계 및 세부구성안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2. 신관 지하1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19

박물관(Museum) 작가존 (예시)_사료를 이용한 현대작가 존 및 열람공간

· 사람들의 구술과 텍스트를 설치미술
작품으로 만든 작품
· (마이크 및 텍스트 참조_2019

· 최민화 작 예술가의 현재와 역사-6·10
민주항쟁에 대한 30주년의 기억 연작

베니스비엔날레 본 전시)

· 임흥순 작<좋은 빛, 좋은 공기>
· 일본 오키나와 평화박물관에 전시된
증언의 텍스트 나열

· 1980년 5.18 광주, 그리고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관한 이야기, 두 도시의 아픔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 이매리 ‘잃어버린 40년 우리는 그를
· 안창홍 작가의 부마항쟁 관련 작품

잊었다’는 5·18광주민주화항쟁 당시

·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갑자기 사라져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 목격한 상황과 사건을 소재로

아직도 가족의 품 안으로 돌아오지

하고 있다.

못한 441명의 잃어버린 40년을 상징한
작품이다.

Ⅱ. 전시체계 및 세부구성안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3. 신관 지하2층

전시공간

신관 지하2층

전시주제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민주화운동의 의미들/확장된 민주인권

zone1 시민포럼 및 다목적 공간

공간구성

zone2 청소년 참여 활동공간
zone3 시민참여 공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누가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를 묻고 답하는 공간으로 민주화운동 거대 서사 속에서 의미들을 재구성하여 민주화운

전시목적

동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한다. 인류의 보편적 질서라고 할 수 있는 평화, 민주, 인권을 실현하려는 투쟁의 과정을 민주인권운동사의
흐름 속에서 소통하고 체험하며 개인보다는 역사, 공동체,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신념을 추구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를 돌아보며 동시대
인들과의 공감을 확보하고자 한다.
사료를 기반으로 한 민주화운동의 연대기적 과정속에서 87년 이후의 민주화운동-민주인권의 내용까지도 연계하며, '민주화운동은 끝나
지 않았고, 끝날 수도 없는 지난한 과정'임을 관련 현대작가들과 시민들의 참여로 보여준다. 또한, 현재적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다양한
양상들-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루고, 당대적 재해석 기반의 컨템퍼러리 미술을 중심으로 확장된 다양한 담론들을 생성하여, 민주화 과정

기획의도

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화 과정의 간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사적 경험을 통해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교육
하며, 나아가 우리의 민주화 경험을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조망함으로써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인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는 공간으
로 기능한다. 현재 성과와 시점에서의 기억의 재구성, 역사적 전망, 삶과 죽음의 문제 등을 다루기에 사료와 함께 현대예술로 재해석,
시민참여를 통한 동시대성이 반영된 공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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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3. 신관 지하2층

· 민주화운동사의 시민참여 공간

콘텐츠 구성

· 여성운동, 계급운동, 노동운동, 도시빈민운동 등을 통한 확장된 민주인권
· 문화예술 운동 – 민중미술 등
· 민주인권기념관의 구체적인 사료와 구술 + 역사적 상상력(현대예술) + 시민참여

전시구성
예시

· 작은 참여가 이루어낸 큰 물결
· 공동체의 힘과 사회적 연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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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연출

zone1

zone2

시민 포럼 및 다목적 공간

청소년 참여 활동공간

· 비움을 통해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공간

·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존

· 시민포럼, 단체관람 소통공간 등

· 주체적으로 이동하면서 학습하는 프로그램
· 공간의 구획은 공간 바닥의 높낮이 변화와 형태적
변화를 설정하여 직관적으로 배치

zone3

시민 참여 프로그램 공간
· 시민 참여 프로그램 존
· 작가와 시민이 시간의 축적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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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3 시민참여 공간 [전시작가 예시]
김기라 작가
‘특정인과 사건’의 이야기를 넘어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인간성의 왜곡을 담은 작품

김영철, 언메이크랩, 이윤엽 작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모으고 지워진 기억(사람들)과 역사 복권의 내용을 담은 작품

전시작가
예시(안)

임흥순 작가
희생된 이들의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동으로의 확산

김월식, 인송자 작가
남겨진 사료를 통해 민주인권의 가치를 담은 작품제작/사료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구성

예시작품은 흐름 속에서도 시선에 따라 숨겨지고 가려진 전시장구성과 작품 배치, 민주인권의 성과를 담거나 기억해야 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민주인권기념관 장소성과 역사를 드러내는 신작 작품으로 서사 구성(노승복, 백비의 상징성 등)

123

Ⅱ. 전시체계 및 세부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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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라 작가
김기라 좌측 작업은 대한민국의 80년대 후반의 국가폭력으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개인의 기억과 상처를 보여주는<이념의 무게_한낮의 어둠 A weight of
Ideology_Darkness at Noon 2014>을, 우측편으로는 검은 화면에 70년이 넘는 사간의 이산 가족들에 대화로 이루어진<이념의 무게_마지막 잎새 A weight of
Ideology_the last leaf 2014> 작품으로 진달래 이미지 이외에 아무런 이미지가 등장하지 않는 영상이다.  
한 작업은 88년 한반도통일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고무되었던 학생운동 축전에 참여했던 한 개인의 실제 사건과 체포와 구금을 통한 국가폭력으로부터의 정신과
육체의 상처를 배경으로 작가 프로젝트와 신경정신과 박사의 최면 치료를 통해서 이전 개인의 역사와 심연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발견하고 끝나지 않은 시간을 보여주
고 있으며, 또 다른 작품은 2014년 70년의 시간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작가가 방문하지 못했던 그날의 가족상봉을 기자단의
기사와 수집을 통해 정리 발췌하여 성우들과 협업하여 이루어진 영상과 음성으로 결과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들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때이른 ‘민족의 봄’을 꿈꾸고 희망하는 두 가지의 해결되지 않는 역사적 사건을 하나로 교차하여 마주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우리

전시작가 예시

앞에 남겨진 이념과 경계, 색깔론의 이데올로기의 무게를 내려놓고 인간으로서의 개인사와 가족, 형제의 인간 본질적인 대화를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 시간

참고작품(안)

동안의 이데올로기는 개인과 공동체를 억압하면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역사의 희망과 절망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영상들에서 등장하는 각 사
건들은 비록 파편화된 시간의 부분과 편재된 잠깐의 대화화 화면으로 구성되었지만, 실제의 인물과 이름, 현장사진들 모두 기사와 이미지로 인터넷에서 검색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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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라 작가
김기라 작가가 정치, 세대, 지역, 노사 문제 같은 갈등과 대립, 충돌 등을 심미적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비디오작업이다. 장님이란 물리적인 결과로써의 맹인이
아니라 개념적, 심미적 관점의 장님과 이념과 폭력의 물신주의를 바라보는 개념적인 사유로써의 장님이다. 이 작품을 통해 집단화의 광기와 각기 다른 욕망의 지표들은
인간의 가치와 미래의 다양성의 가치를 다시 재고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엄숙하면서도 풍자적인 신호체계는 이렇듯 사람들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관성을 직시하고,
누적된 사회적 병폐들을 해결토록 하려는 긴급한 필요에 부응하고 있다.

전시작가 예시
참고작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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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언메이크랩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3. 신관 지하2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작가

당시 사건에 대한 기억을 모으고 지워진 기억(사람들)과 역사 복권의 내용을 담은 작품

전시작가 예시
참고작품(안)

김영철_감각의 증언 Testimonies of Senses

언메이크 랩_평범한 장치 Banality of things

종이에 드로잉, 사운드, 라이팅 설치_400×91cm×4_2019

단일 보드 미니 컴퓨터, 터치 디스플레이, 모터, 나무, 프로세싱_가변크기_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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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3. 신관 지하2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윤엽 작가
이윤엽 작가는 역사와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펼쳐내고 있다. 그는 4.3사건과 이후 광풍의 학살 속에 있었던 의인을 표현하고자 한다. 사실 현재 평화박물관에는 8인의
의인이 전시되어 있으며, <진상보고서>(2003)에는 1인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작가는 4.3사건 속에서도 더 많은 상식적 행위자가 있었을 것이고 드러난 의인이 많지
않다는 것은 침묵의 역사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또한 4.3사건을 말하는 과정으로 오늘 논의를 통해 작가의 상상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시작가 예시
참고작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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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3. 신관 지하2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임흥순 작가
희생된 이들의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운동으로의 확산
<좋은 빛, 좋은 공기>는 1980년 5.18광주, 그리고 1970년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관한 이야기가 2채널로 교차하며 상영된다. 임흥순은 두 도시의 모습
을 마주 보게 배치하고 영상을 교차로 재생해 두 도시의 아픔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다. 광주의 영상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소리가 얹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영
상에 광주의 소리가 더해져 있다.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군사 쿠데타와 독재 정권에 의해 자행된 학살을 경험한 공통점이 있다. 영상에서 증언을 하는 이는 피해
자와 그들의 어머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채 말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있다. 광주는 '빛'이라는 뜻이 담겨있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좋은 공기'라는 뜻에서
영상의 제목을 따왔다. 학살의 장소를 역설적으로 묘사하는 것 같으면서도, 기억과 애도를 이어가며 치유를 시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좋은 빛, 좋은 공기>의 후반부에서,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은 저마다 꿈에서 자식을 본 이야기를 한다. 자식들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꿈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아침
마다 자식의 사진에 입을 맞춘다. 내가 꾼 꿈 중 가장 슬픈 꿈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꿈이다. 이미 죽은 자가 나왔을 때도 예외는 없다. 그는 죽었고, 그

전시작가 예시

것은 꿈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 그의 지탱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짓하는 일. 가이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 산 자가 죽은 자를, 죽은 자가 산 자를, 마음을 다해

참고작품(안)

지탱하는 것. 결국 우리가 우리를 지탱하는 것. 그러므로 오직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는 신호를, 거꾸로 앉은 씨앗 대신 모두가 손에 쥐고 돌아가는 겨울이기를 빈다.
(목정원, 전시글에서 발췌)

좋은 빛, 좋은 공기, 2채널 비디오, 4채널 사운드, 스크린, 42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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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3. 신관 지하2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김월식, 인송자 작가
남겨진 사료를 통해 민주인권의 가치를 담은 작품제작
사료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재구성

전시작가 예시
참고작품(안)

김월식 작가는 김근태가 생전에 쓰던 나무의자를 쪼개고 갈아

인송자 작가의 작품에서 서서히 나오는 불빛이 비추고 당시

‘민주주의의 불을 밝히는 성냥’으로 만들었다.

유물과 사료를 제주와 4.3사건의 상징적인 나무와 함께 배치 했다.
일상용품의 파편에 맥락을 더 하여 당시의 상황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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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자유광장(야외)

전시기획
주제

사회적 연대

전시목적

콘텐츠 구성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4. 자유광장

추모를 넘어 치유로서 사회적 연대의 열린 공간으로, 임의적/일시적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참여-공공-교육적 맥락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건축-미술-설치-실험 등 다양한 공공프로젝트 진행
기념비적 상징물을 두는 대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참여적 공간으로 운영
공공미술관련 전문가로 아트디렉터 1인 선정
아트디렉터를 중심으로 민주인권과 관련한 주제를 설정하고 공모를 통한 작품 선정

운영방식

1년 단위로 아트디렉터를 계약하여 진행
연간 2회의 프로젝트 진행
작품설치 기간 6개월 단위

공모방식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제별 공개 공모를 통한 작가선정
(개인 혹은 팀/미술가, 건축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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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_(서펜타인 갤러리/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례)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4. 자유광장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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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4. 자유광장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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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5. 야외연결계단

전시공간

신관 지하1층에서 야외 연결공간

전시기획
주제

전망적 기억 -미래의 메세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하1층에서 야외로 연결되는 외부 계단 공간으로, 임의적/일시적 프로젝트를 통해 젊은 청년 작가들을 지원하는 전시개념으로,

전시목적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한 참여-공공-사회적 맥락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동선상 외면될 수 있는 공간을 관람을 위한
목적형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강렬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선언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시민과 청년작가가 협업으로
작업 진행한다.

콘텐츠 구성

시민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청년 예술가 텍스트 작업
- 동시대 청년작가들이 시민의 사회적 전달 메세지를 예술언어로 재해석
공모를 통해 시민의 사회적 메시지를 선정

운영방식

청년작가 중심으로 메시지를 재해석하며 텍스트 아트로 작업
신관의 전시주제와 연계된 팝업 전시형태로 연간 4회의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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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전시 세부 구성 및 전시 콘텐츠(안)–신관 외 3-5. 야외연결계단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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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관람동선

주제 집중형 동선(전시해설사의 안내로 이루어지는 안내동선) 대안1
① 시간적 개념
공간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역사를 통해 현재로 가는 방향으로서의 동선

② 주제적 개념
역사적 사실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아카이빙으로서 대공분실을 통해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토대로 국가폭력과 저항의 역사를
한국 근·현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 신관에서 민주화운동사와 발견되지 않은 의미와 가치의 확장을 통해 동시대의 현재적 함의를
생각해보는 방향으로 설정

③ 공간적 개념

①

기록으로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억'을 통해 공유되는 대공분실(구관)을 먼저 관람하면서, 기념관의 역사적 자산인 5층 조사실을 직접
경험하며 생존과 저항의 역사를 체험한 후, 민주화운동사를 이해하는 전시(신관)를 후에 관람하는 방식

④ 동선의 특장점
전시기획에 따른 동선으로 주제별 이해가 용이
신관 1층, 동선의 도입부에서 기념관의 설립과정, 역사 등의 정보를 먼저 습득하고, 대공분실 외부 건축물을 조망한 후 진입하여 공간의 상징
성을 선 경험함으로써 민주인권기념관의 정체성을 보다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음

신관
1층
기념관 정보

대공분실
1층

신관
7-2층

사실적 기록에 따른 전시

지하1층

자유광장
지하2층

민주화운동사

공공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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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37

치유의 길

교육관

자유광장

사색의 공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속동

AMD동

부대시설

사무실

분실동

중앙계단

상설전시

신관
상설전시

야외계단

대안1 :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공간(원형공간 조망)

피의자용 계단

중앙계단/야외계단

신관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신관

신관

1층

1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지하1층

지하2층

기념관
정보

민주주의
자들

사색의
공간

국가폭력
수행자들

저항의
당사자

관계자

소통의
공간

민주주의
정신

민주주의
자들

민주화
운동사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자유광장
공공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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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관람 동선

주제 집중형 동선(전시해설사의 안내로 이루어지는 안내동선) 대안2
① 시간적 개념
민주화운동사 전반에 대한 관람을 마친 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던 시대의 공간으로서 대공분실을 관람하는 동선

② 주제적 개념
신관에서 민주인권기념관의 의미, 민주화운동사와 발견되지 않은 의미와 가치의 확장 등 민주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내용을 관람하고 구체적인 사건이자 인물을 다루는 현장으로서 대공분실을 마지막으로 체험하는 방향으로 설정

③ 공간적 개념
기록으로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억'을 통해 공유되는 대공분실(구관)과 민주화운동사 전반을 이해하는
전시(신관)공간의 관람을 동선에서 명확히 구분하는 방식

①

④ 동선의 특장점
신관 전시공간을 모두 관람한 뒤 대공분실동을 관람하여 관람객의 전시 동선 이해 명확함
신관 1층, 동선의 도입부에서 기념관의 설립과정, 역사 등의 정보를 습득하고,
신관 지하1층, 지하2층을 통해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포괄적인 전시 내용 확인한 뒤
현장으로서의 대공분실을 마지막으로 경험하며 민주인권기념관의 정체성을 인식하며 전시를 마무리 할 수 있음

신관
1층
기념관 정보

신관
지하1층

대공분실
지하2층

민주화운동사

1층

자유광장
7-2층

사실적 기록에 따른 전시

공공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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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의 길

교육관

자유광장

사색의 공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부속동

AMD동

부대시설

사무실

분실동

중앙계단

상설전시

신관
상설전시

야외계단

대안2 :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공간(원형공간 조망)

중앙계단

피의자용 계단

신관

신관

신관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분실동

1층

지하1층

지하2층

1층

7층

6층

5층

4층

3층

2층

1층

기념관
정보

민주화
운동사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
확장

민주주의
자들

사색의
공간

국가폭력
수행자들

저항의
당사자

관계자

소통의
공간

민주주의
정신

민주주의
자들

자유광장
공공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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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동선

선택적 상상이 가능한 동선(관람자 선택의 자율동선)
① 주제적 개념
전시주제에 따라 관람객의 선택적 자율 관람방식

②

② 공간적 개념
나선형계단의 선택적 체험가능 및 재방문 시, 전시별 선택 관람가능

③ 동선의 특장점
관람객의 방문목적에 따라 선별적인 관람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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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동선

건축설계 시, 계획된 동선 및 공간구성에 관한 의견
① 신관, 구관의 위계 구분에 따른 동선의 일원화보다는 선택적 동선의 가능성을 부여
· 신관의 1층 및 지하1층에서 야외계단을 통해 대공분실 나선형 계단으로 구관을 진입·관람 후, 다시 신관 지하2층으로 내려오는 신관 건축설
계를 중심으로 한 동선은 구관·신관의 공간의 혼재된 이동이 수반됨으로 자칫 대공분실의 상징성이 약화되고 민주인권기념관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이 우려됨
· 신관 1층에서 바로 구관으로 이동한 뒤 다시 신관의 지하1층, 지하2층으로 이어지는 전시로 동선을 유도하거나 신관 전체의 포괄적
전시를 체험하고 구관의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과 공간의 원형을 관람하는 전시 동선이 관람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동선과
전시기획의 테마를 서로 조율함

③

② 공간의 체험을 고려한 동선체계의 구성
· 민주인권기념관 전체 공간의 내부와 외부공간이 갖는 채움과 비움의 공간의 연속성을 통해 전시 테마가 공감각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동선
을 유도
· 특정한 전시공간이 중심에 놓여 구관과 신관을 동선에 따라 분리하기보다는 구관과 신관의 전시 테마가 상호연계되어 관람객이 어떤 동선을
선택하더라도 민주인권기념관이란 통합된 공간이 체험될 수 있도록 전시주제와 공간의 연출, 그리고 동선 구성을 연계함

③ 신관 지하1층 야외계단의 목적형 공간으로 활용
· 지하1층에서 구관 후면의 원형 계단으로 유도하는 야외계단은 장애인과 노약자, 유모차를 동반한 관람객의 동선을 단절시킬 수 있어서 주
동선으로 일원화하기 어려워 보조적 동선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동시에 공간콘텐츠를 설치하는 목적형 공간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됨
(젊은 작가들을 위한 팝업 전시공간이나 텍스트를 이용한 아트 등)
(*동선상의 이동계단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를 주어, 목적형 공간으로 고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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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현장을 벗어나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민주인권 가치실현을 모색하고자 함
· 민주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역사의식을 길러주며, 민주인권기념관의 주요 콘텐츠인 한국 민주화운동의 유물과 장소,

교육목표 및
방향설정

이를 해석한 현대미술을 직접 접하게 하는 고유성을 가지고 학교 교육을 보완하며 연계하고자 함
· 민주화운동의 역사·토론·체험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미래형 교육을 제공함
· 아동, 청소년, 학교 교육 종사자 등의 관람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형식

이론중심
프로그램

대상

학생과 교사

학생
감상중심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형(안)

교사

체험활동 중심
프로그램
이론·감상·참여 병행
프로그램

기타

내용

강연, 강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symposium)

전시실 안내 및 설명(Study Tour), 갤러리 대담(GalleryTalk), 학교 방문 교육, 셀프 가이드,
학생용 워크시트, 전시 체험, 비디오상영
사전 감상의 제공, 갤러리 안내(Guide Tour), 교수 및 감상 자료의 제공,
교사연수 프로그램(Teachers Workshop)

학생

워크숍(workshop), 특별 체험 프로그램, 체험교실, 현장 관찰 학습

학생

감상 및 참여수업, 개방교실, 기념관 학교, 가상 갤러리 전시 프로그램

학생과 교사

교사실 및 교육 자료실 운영, 온라인 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 대여 프로그램, 찾아가는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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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연계 학습방안(대상:중고등학교 과정)__총 4차시 과정(각 전시실별로 적용)
<기념관에서 만나는 한국 민주화운동사>

차시

제목

학습목표

전시연계 학습요소

기념관

1948년 8월 15일 해방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어진 독재로 인해

관찰과 이해

우리 사회에 일어난 혼돈과 격변, 그리고 새로운 모색의 시기를 설명할 수 있다.

1

민중의 성장,
민주주의의 움틈

민주주의의 성장을 4.19민주혁명, 5.16쿠데타와 유신선포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노동현장의 사회적 고발과 저항을 사료를

제1공화국 부터
제3공화국 까지

분석과 추론
신관zone1
분석과 추론

찾아 당대의 신문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의미구성과 의사소통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 4.3사건 등의 진상규명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신관zone2,

유신헌법 선포 이후 국민통제가 강화되고 공포분위기가 조성된 사회에서도 야당, 재야, 학생운동

대공분실

진영의 투쟁이 멈추지 않았던 배경을 관련된 사료를 찾아보고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출현한 대공분실의 폭압상황을 이해하며, 국가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도화선으로서

2

어둠이 짙을수록
가까워지는 새벽

학습원리

대공분실

박종철 열사와 대공분실과 관련한 문화콘텐츠(영화 등)를 체험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관찰과 이해

체험과 분석

유신체제 시기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운동이 멈추지 않았던 종교계, 언론 출판계, 지식인 문화계, 인권운동,

의미재구성

노동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운동, 학생운동 각 부문에서의 특징을 분석하여, 민주화운동을
전체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권운동과 민중운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당시 사회에 끼친 영향을 신문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신관zone2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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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연계 학습방안(대상:중고등학교 과정)
<기념관에서 만나는 한국 민주화운동사-확장된 민주인권>

차시

제목

학습목표

전시연계 학습요소

기념관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을 파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에 맞서

학습원리

관찰과 이해

시작된 저항의 의미와 목숨을 걸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섰던 시민들의 연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헬기까지 동원한 무차별 발포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음에도 당시 광주는 정권에 의해 철저히

체험과 토론

봉쇄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진상을 알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음을 관련 콘텐츠(영화 등)를
통해 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

3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한 대한민국

당시 정권이 권력형 비리와 부패, 군, 정보기관, 경찰을 중심으로 국가폭력, 국민통제를 심화시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 진영이 서서히 조직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었던 요소로, 정권에 대한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신관zone3
분석과 추론

국민적 불만과 민주주의 요구를 신문기사로 작성할 수 있다.
1987년 박종철 열사의 희생,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이 국민

의미구성과 의사소통

들로 하여금 어떤 새로운 민주주의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의미구성과 의사소통

민주화운동의 조직화, 대중화에 대한 사료를 찾아보고,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를 토론할 수 있다.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의사소통

것인가?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뇌구조 그리기를 통해 작성할 수 있다.
학생운동, 농민운동, 도시빈민, 노동자, 문화예술, 종교, 교육, 언론/출판계를 망라한 제 계급 및 계층운

4

확장된
민주인권과
미래 메세지

관찰과 이해

동의 발전과 인권, 여성, 환경, 통일분야의 가치지향적 운동이 심화 발전하는 단계를 개괄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
LGBT, 노동, 여성문제 등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인권과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토론할 수 있다.
민주인권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통해 한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일상적 민주주의
의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다.

확장된

신관

민주인권

지하2층
체험과 토론

체험과 토론

2.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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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시연계 프로그램 <기억하는 미장센, 진동하는 생각들>
· 대공분실과 신관의 전시와 연계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 전시 중 가장 인상 깊은 장면과 콘텐츠 등을 사진으로 찍어, 현장에서 출력하여 공유하는 프로그램

시민참여형1

· 라키비움에 소장하고 있는 사료나 책을 선정해 관람객의 생각과 의견들을 작성, 수집하여 전시하는 방식

(현장 관람객)

· 지하2층 공간에 생각들을 전시할 수 있는 프레임(틀)을 만들고, 일정기간(분기별) 시민들의 콘텐츠를 채워가는 방식으로
· 이후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기념관의 자산으로 기록
· 콘텐츠를 채우는 프레임(틀)은 작가와 협업하여, 전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제작
· 참여시민은 작품제작의 주체로서 기능함

기대효과

· 참여시민인 작품제작의 주체로서 기능하며, 다른 관람객들의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 사회적 연대의 의미로 하나의 작품을 시간의 축적을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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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전시연계 프로그램 <사진관_나의 사람들>
·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에 대해 추모가 아닌,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로 기억하는 프로그램
· 민주화 열사의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진을 전시장 벽면에 투사하고, 관람객이 그들 중 한 명이 되어 같이 촬영할 수 있는 방식

시민참여형2
(현장 관람객)

· 참여하여 찍은 사진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함
· 이후 아카이빙 작업을 통해 기념관의 자산으로 기록
· 참여시민은 작품제작의 주체로서 기능함

· 나와 결코 다르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을 생각함으로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겨봄

기대효과

· 그들의 친구로서 혹은 가족으로서 같은 사진 속에 담긴다는 것은 시대를 같이 산 사람들에게는 기억의 재생산의 의미를,
시대를 겪어보지 못한 미래세대에게는 연대적 가치를 일깨우며 민주인권의 의미를 생각하게 함

149

Ⅲ. 기타 전시조성 계획

2.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학생단체 관람 진행과정)
① 전시해설사를 통해 전시를 관람
② 라키비움에서 여러 사료와 도서들을 통해 각자의 심화된 자료열람

교육형
(학생단체)

③ 별도로 마련된 학습공간에서 생각을 교환
④ 청소년 도슨트로서의 역할을 체험
· 바닥패널에 연도별, 시기별 민주화운동사의 사건명과 주요이슈들을 새겨 넣고,
· 각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각자 관심 있는 해당패널에 서서 1~2분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구성
· 이야기의 주체자가 되어,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 및 인물,이슈를 설명해보며 전시해설가가 되어보는 체험

기대효과

·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언어로 전달을 해보고 또 다른 생각들을 함께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형성
· 학교공간과는 다르게 물리적인 움직임이 있는 공간에서 보다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청소년 프로그램 공간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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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방안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VR 전시관람을 통한 소통

· 온라인 전시-3D웹을 이용한 전시관람

온라인을
통한 참여형

· 공간별, 콘텐츠별 위치와 설명을 통해 관람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전시를 관람하는 형태
· 국제 연합 공식언어(6종)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구성
· 관람자가 전시 후기 및 질문 등을 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분기별 아카이브로 취합
· 1일 평균 접속자 수를 산출해 적정한 온라인 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

2020부산비엔날레 온라인 전시관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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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념관 구축방안

3-1. 디지털 기념관 배경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디지털 시대
· 21세기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디지털은 낯선 것이 아닌 사람의 삶의 영역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변화는 사람에게 새로운
지각과 사유, 행동 방식과 경험의 변화를 동반하게 됨
· 디지털은 사람과 사물, 사람과 사람의 소통의 방식 및 범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켰고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는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적 IT강국으로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선진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부각되면 디지털의 중요성은 더욱 더 대두되며 디지털 사회의 또다른 변곡점을 맞이함
· Web 2.0 시대(O’reilly,2005)의 등장으로 정보에 대한 ‘개방(Openness)’, ‘공유(Sharing)’, ‘참여(Participation)’, ‘협력(Collaboration)’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시에서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함
· 스마트 폰과 무선인터넷의 발전으로 관람객이 요구하는 정보 및 자료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조성됨
·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시관에도 디지털을 활용한 전시가 다양하게 등장

디지털 라이프의 시대
스마트 폰의 보급화
개방, 공유, 참여, 협력의 시대
온택트(Ontact)의 흐름

디지털 전시의 발전과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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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념관 구축방안

3-1. 디지털 기념관 배경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54

디지털과 전시의 변화
· 디지털의 등장과 그에 의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전시의 형태와 개념에서도 변화가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컴퓨터를 통한 전시 프로그래밍을 시작으로 전시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논의되었고 1990년대 인터넷 발달과 멀티미디어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전시 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됨
· 1995년 전 세계 박물관들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에 기초하는 박물관 소장품의 전산화 작업이 본격화 되고 2000년대에는 질적, 양적 성장과
보편화를 이루고 2010년대에는 다양한 디지털 전시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디지털 전시
기술의 등장

1980

인터넷의 발달과
멀티미디어의 도입

1990

디지털 전시 기술의
질·양적 성장과 보편화

2000

1995년 세계 박물관 커뮤니티
네트워크 형성

디지털 전시
기술의 다양화

2010

2003년 UNESCO
‘디지털 유산의 보존에 관한 헌장’ 채택

2012년 UNESCO는
‘디지털 시대의 세계기록유산: 디지털 화와 보존’
벤쿠버 선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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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념관 구축방안

3-2. 디지털 전시관 개념과 특성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디지털 전시관의 개념 및 유형
· 디지털 전시관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전시와 교육이 이뤄지는 물리적 전시관(Onsite museum)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온라인 전시관(Online museum)
혹은 이 두가지가 융합된 형태로서 전시공간을 의미하지만 미래지향적 전시관은 온라인 전시관의 가상적 공간과 물리적 전시관의 실제적 공간을 상호보완하여
유기적 형태로 통합되는 것을 지향함
· Onsite museum: 전시 및 교육 분야에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적극적 도입 및 활용을 통해 학습자의 참여를 확장시키는 공간으로 물리적 박물관
· Online museum: 2000년대 이후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가상 박물관(Virtual museum), e-박물관(e-museum)
등 PC나 모바일 등 멀티 플랫폼으로 접근이 가능한 독립적 존재의 전시공간

유기적 형태의 통합 디지털 전시관

Online museum

Onsite museum

Web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관

전시 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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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지털 전시관 개념과 특성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디지털 전시관의 흐름
· 박물관: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전시 4요소의 오픈을 통한 박물관 관람 진입장벽의 극복,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오감체험, 개인화된 박물관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분산형 박물관 구축을 통한 궁극적인 백과사전적 아카이브의 구축
· 미술관: 미술관의 전통적이고 아날로그적인 감상 경험, 즉 작품이라는 실물 감상의 경험과 전시 및 미술관이라는 공간 관람을 배가하는, ‘돕는 기술’로서 활용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돕는 기술로서 활용
· 도서관⑴: 지식의 보고(Knowledge Commons)로서 디지털 자원의 단순한 접근(Access)을 넘어 기술(Technology) 측면이 가미된 개념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 열린 대화, 참여, 경험으로 표현되는 Web 2.0의 개념을 차용한 Library 2.0의 등장은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뿐만 아니라 정보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여 정보 이용 행태와 도서관의 역할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며 Semantic(컴퓨터가 정보의 뜻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시스템)’이 더해 진 Library 3.0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 이용자의 정보 이용 및 참여를 통한 새로운

· 유·무형 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브

·작품 감상의 경험을 보조하는 역할

· 전시와 학습의 소통을 위한 매개체

·관람객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매개체

정보를 생산하는 역할
· 사람을 넘어 컴퓨터의 정보 이해를 통한
새로운 정보를 생산 및 이용

이용자와 자료 및 정보의 소통 매체

(1) 도서관도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한 공간이기에 참고자료로 함께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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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의 디지털 활용
· 정보 전달의 매체: 전시물에 대한 디지털화 된 자료 및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환하여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매체로 활용
· 전시에 대한 접근성 확장: 디지털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전시의 내용이나 관련 정보를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있어 전시와 관람객의 접점을 확장시킬 수 있음
· 관람객 맞춤 관람 서비스 제공: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LBS(Location Based Services: 위치기반기술),
GBS(Gesture-Based Computing: 행동 상호 작용 기술), BYOD(Bring Your Own Device: 관람객 기기 활용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물과 상호 작용 및 전시물의
정보를 관람객의 목적에 맞게 선택적 경험이 가능함
· 사회적 상호작용 생산: 무선 인터넷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토론 및 참여를 전시장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게 함

정보전달
맞춤 서비스 제공

디지털 매체의 활용

전시관

관람객

접근성 확장

사회적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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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시의 활용 기술
· 디지털 전시의 활용 기술은 디지털 하드웨어, 디지털 프로그램, 디지털 미디어 연출, 온라인 활용으로 분류
· 디지털 하드웨어 중심의 기술 및 미디어 효과는 전시관 내(Onsite)에 전시 작품 및 전시 연출의 보조 장치로 적용이 가능
· 온라인 웹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전시관 전반의 정보의 기록 및 전달, 소통의 플랫폼으로 디지털 전시의 핵심적 기능으로 활용
· 디지털 프로그램은 전시장 안팎의 공간의 제약없이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가능하고 관람객 개개인에 대한 소통 및 접근에 유리함

기술적 측면

내용

Onsite

디지털 하드웨어 활용

휴대폰, Tablet PC, PDA,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등

O

디지털 프로그램 활용

전시관 애플리케이션, 도구 및 프로그램 형
애플리케이션 활용

O

QR코드, NFC, AR, VR, NUI, 미디어 아트 등

O

디지털 미디어 연출 활용

온라인 활용

가상 박물관, 뮤지엄 웹 등

Online

기대효과

관람객의 직접 참여 환경과 정보전달의 환경을 제공

O

공간의 제약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전시의 정보 및 체험
이 가능

관람객 이해와 흥미를 높여 참여를 이끌어 내고 새로운 지각
을 통한 체험 제공

O

디지털화된 자료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통한 플랫폼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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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시 구축 방향
· 디지털 전시의 효율적 효과를 위해서는 개별적 기술 대입이 아닌 연계 및 융합적 활용
· 온라인 멀티 플랫폼을 구성하여 온라인과 온사이트(전시관)의 효율적 연계
· 디지털 기술을 통한 민주 인권 전시의 일방적 교육이 아닌 양방향 소통을 위한 전시 구축

ONLINE
접근성 확장

사회적 상호작용

정보의 전달

온라인 멀티 플랫폼

ONSITE
디지털 하드웨어

디지털 프로그램

미디어 효과

전시의 이해와 교육

이용자 맞춤 서비스

흥미와 참여 유도

열린 전시를 통한 민주인권 전시와 시민의 소통
융합적 활용 | 온라인과 전시관의 연계 | 관람객과 양방향 소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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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시의 적용 전략
· 민주인권에 대한 ‘만남▷교감 ▷참여’의 과정을 디지털을 활용하여 전시 내용의 일방적 전달이 아닌 관람객과 민주인권에 대한 내용을 양방향 소통이 발생할 수
있게 함
· 민주인권에 대해 내용 전달로 시작하여 관람객과 공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 내며 민주인권과 관람객의 소통을 도모함
· Onsite 디지털 전시와 함께 Online 디지털 전시는 아카이브, 정보의 제공, 외부 교육과정과 연계, 관람객 참여 분석과 공유의 기능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

민주인권 전시 콘텐츠
전달
민주인권

만남(Meeting)
관람객

디지털 하드웨어

· 민주인권 전시 내용에 대한 관계를 형성
· 민주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자료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
· 전시 내용 전달에 유용한 기술을 적용

미디어 효과

온라인 멀티 플랫폼
공감
민주인권

교감(Commune)
관람객

미디어 효과
전시 오브제

소통
민주인권

참여(Participation)
관람객

디지털 프로그램

· 민주인권에 대한 감정적 교감을 형성
· 민주인권에 대한 당사자 상황 및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넘어 공감을 이끌어 냄
· 다양한 인지적 체험과 지각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 적용

· 민주인권에 대한 관람객 경험을 수집하고 참여를 유도
· 민주인권에 대한 관람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생각을 표현하게 함
·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고 수집할 수 있는 기술 적용

디지털 하드웨어

· 민주인권에 대한 아카이브 플랫폼
· 전시에 대한 관람 정보 및 프로그램 홍보
· 민주인권 교육 연계 인터페이스
· 관람객 참여 결과를 분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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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지털 기념관 구축 전략

디지털 전시의 공간별 적용
· 전시 동선에 따라 디지털 전시의 주요 전략을 적용하고 각 전시의 주제 및 연출과 부합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시 기술을 활용
· 디지털만 나열되는 방식이 아닌 전시물과 공간과의 어우러짐을 통해 전시 메시지와 대공분실 공간을 관람객과 연결해주는 방향으로 적용

민주인권 전시 콘텐츠
만남(Meeting)

· 디지털화 정보를 시각적 효과를 통해 전달하고 인터렉티브 기술을
적용하여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

신관 1F/대공분실 1F

교감(Commune)

· 관람객의 체험 속에 기본적인 민주인권의 정보를 전달

· 전시 공간과 상징적 오브제를 활용하여 과거와 지금을 연결하는 방식의
디지털 전시를 구축

대공분실 3F/4F/6F

· 디지털 미디어의 효과와 대공분실 공간과 전시물의 어우러진 효과로
관람객에게 다양한 지각의 경험을 제공

참여(Participation)

·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민주인권기념관
의 전시 관람 경험 및 참여 활동을 축적

대공분실 2F/신관 B2F

· 관람객 참여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과
인터렉티브 디지털 기술을 활용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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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교육과정의 디지털 적용
· 전시 교육은 기념관의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교육 주체와 참여자들이 관람 전에 학습 계획 및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 멀티 플랫폼을 통해 구축
· 기념관 전시의 학습 이후 결과물을 온라인 멀티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축적하여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조성

온라인 플랫폼
학습과정의 정보 전달
교육 주제별 자료 제공
교육 후 결과 및 활동 기록 및 축적

방문 전 학습
· 교과 및 학습 과정에 대한 분석
· 학습 주제에 따른 온라인 박물관의 주요 전시
콘텐츠 선정

기념관 학습
· 사전학습과 연계된 작품 감상 및 모둠활동
(BYOD 활용 전시 관람)
· 학교에서 학습한 주제에 따른 체험활동

· 온라인 박물관을 통한 연계활동

ONLINE

방문 후 학습
· 온라인 박물관 활용한 연계 학습
· 교과와 연계된 체험활동 및 발표
· 학습 평가 및 경험 공유
· 전시콘텐츠의 시민 인식에 대한 자료 기록

ONSIT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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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시 향후 과제
· 디지털 전시는 자료의 디지털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 구현을 고려한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
· 디지털 전시에서 온라인 멀티 플랫폼은 대중과의 접점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함. 그렇기에 사용자 기반의 인터페이스 구축 및 기념관 내의 디지털 전시물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디지털 전시는 복합적인 기술을 동반하고 예산에 따른 기기의 품질이 좌우됨. 따라서 전문 기술인력의 확보와 재원 확보가 중요함

디지털 아카이빙

민주인권에 대한 문헌 및 기록물,
사진 및 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의 디지털 화

온라인 멀티 플랫폼 구축

디지털 전시의 기술적 구현과 운영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의 효율적

다양한 디지털 전시 구현을 위한

활용을 위한 웹 체계 구축

기술력 확보 및 재원 확보

기념관 내의 디지털 전시물과의 연동

운영 인력의 교육을 통한 효율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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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를 사용언어로 적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분

적용 계획

사례

오디오가이드
서비스

· 오디오 가이드를 대여해주는 전통적인 방식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오디오 가이드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결합하여
서비스를 지원

· 대영박물관
10개 언어 버전의 오디오,이미지,지도,내비게이션 등 제공
시각장애인용/청각장애인용/어린이용 멀티미디어 가이드 제공

모바일 앱

·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앱 내에서 가이드, 사진 및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 구겐하임박물관
박물관 지도, 작품 정보, 시청각 영상, 장애인 가이드 등의 스마트폰
멀티미디어 앱 서비스 제공

멀티미디어

QR코드/
NFC기술

웹사이트

· 시각서비스인 키오스크 유형의 디스플레이 혹은 태블릿 PC를
통해 각각의 공식언어 선택으로 전시물 부가 설명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

· 리움미술관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스마트 단말 내비게이터, 대형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UHD TV 활용
· 국립중앙박물관
태블릿PC를 활용한 스마트 큐레이터 테마 코스 제공

· QR코드를 전시장 내 작품설명에 삽입하여 링크를 통해 웹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서비스를 지원

· 전쟁기념관
QR/NFC 연동 120여개 3D/4D 유물 체험 서비스 제공

· NFC 스마트폰을 지닌 방문객들이 NFC태그를 스마트폰으로
터치하면 전시와 관련된 정보를 얻고 공유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지원

· 런던 박물관
NFC 스마트폰으로 SNS 정보 공유, 전시관련 정보 열람, 예약, 구매 등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

· 공식 웹사이트 구축 시 온라인 전시 관람, 공식언어선택으로
작품정보 확인 등의 서비스를 지원

· 부산 비엔날레 공식 웹사이트
VR기술을 적용하여 3D로 전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전시 탐험 가이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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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념관 구축방안

3-4. 국제연합 공식언어 지원 구축 방안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접목된 사례
뉴욕현대미술관(MOMA)
· 다양한 언어로 MOMA 와이파이를 연결해 정해진 링크로 들어가면 웹사이트를 통해 몇몇 작품의 오디오 가이드와 작품해설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MP3로 오디오 가이드 대여도 가능함
· 웹사이트뿐 아니라 구축되어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이 용이하며, 어린이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함
· 작품 해설 및 하이라이트 작품 모음, 투어, 검색, SNS 공유 등을 QR코드로 적용시킨 인터렉티브 모바일 가이드가 적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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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키비움 활용 방안

4-1. 라키비움의 개념 및 특성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라키비움의 배경 및 개념
· 20세기 후반부터 인류 문화사의 정보 저장소 역할을 하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복합적이고 다양해졌고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은 거대한 복합문화시설의 모습으로 진화, 기록관에서도 통합적 기능을 갖추기 시작함
·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협업에 대한 디지털화 및 정보화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물리적 공간으로 구현하는 것에는 현재 연구와 논의가 미흡한 상황
· 이용자 추세에 부응하여 복합적 문화정보시설로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한 기관의 유형을 라키비움[Larchiveum=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이라고 하고 이는 메간 윈젯(Megan Winget)이 2008년에 최초로 제시한 개념

도서관(Library)

자료의 수집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류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

라키비움(Larchiveum)
다양한 생산자와 유형에 따른 가치 있는

각 시설의 상호보완적인 통합적

진본·원본을 접할 수 있는 장소이자

기록물을 수집 및 보존 관리

시설 구축에 의한

원활한 관람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

이용자 중심의 복합문화정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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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키비움 활용 방안

4-2. 라키비움 사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퐁피두 센터(Centre Georges-Pompidou)
· 1977년 프랑스 조르주 퐁피두 국민미술문화센터(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는 복합문화시설의 필두로 상징성을 가진 공간
· 커뮤니티 공간, 공연, 전시, 자료 열람 공간, 휴게 공간 등의 다양한 문화적 기능을 담고 있는 공간
· 예술의 향유와 도서관 활용뿐만 아니라 강당과 스튜디오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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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키비움 활용 방안

4-2. 라키비움 사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LAC(Libryary and Archives Canada)
· 2004년 캐나다 정부의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Act 시행으로 the National Library of Canada와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를 합병하여 LAC를
창설. 캐나다 정부와 도서관 및 기록관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정보기관
· 140년간 수집된 약 2,000만 권의 도서, 정부와 민간 기록물(텍스트) 241km, 약 300만 점의 건축 도면 및 관련 기록물, 학위논문 및 정기간행물 등
450만 메가바이트의 전자정보, 9만 편의 영상기록 55만 시간의 오디오, 비디오 기록과 약 42만 점의 예술 작품을 소장
· LAC는 소장 기록물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SNS 및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10 웹사이트 중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로 2015~2016년 약 1천 5백만 명이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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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키비움 활용 방안

4-2. 라키비움 사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ABM-utbiking
· ABM-utbiking은 노르웨이 아카이브, 도서관 및 박물관으로 2003년 1월에 설립
· 협력(co-ordination), 합리적(rationalization) 그리고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의 역량강화(strengthening of the archive)를 목표로 전문적 과제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도전적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함
·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역할을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하고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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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키비움 활용 방안

4-2. 라키비움 사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라이브러리 파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내에 위치한 라이브러리파크는 라키비움의 형태로 새로운 지식정보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예술 관련 정보의 열람, 전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복합문화공간
· 자료 열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실험영화, 시청각 자료 휴게공간으로 활용되며 멀티미디어 복합프로그래밍 형식의 공간 비전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

기획관

주제전문관

비디오 파트

특별열람실

수장고

171

Ⅲ. 기타 전시조성 계획

4. 라키비움 활용 방안

4-3. 라키비움 활용 전략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라키비움의 활용
· 라키비움은 국립국악원, 국립예술자료원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등에서 계획 단계의 연구 및 기관 수립 방안의 한 부분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는 있으나 직접적인
공간화 사례는 없음
· 라키비움의 현실적인 구현을 위해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라키비움에 대한 개념 확장 및 선도적 시도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의 라키비움 개념을 도입
· 민주인권에 대한 자료에 대해 온라인-온사이트 연동 방식의 라키비움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용

온라인 라키비움 웹페이지
소장 자료 연동
이용객 활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온라인 관람 및 프로그램 홍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웹서비스와 연동하는 디지털 장치를 통해

민주화운동사 사료 및 관련 도서와

진본·원본의 역사적 사료를

관람객이 민주인권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서고를 구축하여 일상적으로 민주인권에

관람할 뿐만 아니라 현대작가의

열람 및 감상

대한 자료를 열람 및 활용

해석을 통한 작품을 함께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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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념관 관람객 분석 및 예상관람객 지향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19년 대공분실 시민 개방공간의 방문객 분석
· 4/4분기(10월~12월)에 가장 많은 방문객 수가 나타남
· 전시개방 공간은 대공분실 본관 1, 3, 4, 5층과 별관 등 전시에 따라 상이함
· 가장 높은 방문객 수를 보인 2019년 4/4분기에는 기획전시<끝없는 여지>,<나는 간첩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100년>가 진행됨
· 1일 평균 119명으로 8시간(9:30-17:30) 개방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15명의 방문객 수를 보이나, 시간별 분포는 알 수 없음
·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보인 11월이 191명으로 시간당 평균 24명의 방문객 수를 보임
· 기획전시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은 상대적으로 낮은 방문객 수를 보임
· 대관전시의 방문객 수는 일반관람객의 8% 수치를 보임

구분

월별일 수

관람일

휴관일

관람

대관

방문자 수

1일 평균

관람객 분석

1월

31

26

5

1,170

0

1,170

45.00

(2019년)

2월

28

21

7

1,321

0

1,321

62.90

3월

31

27

4

2,428

0

2,428

89.93

4월

30

25

5

1,726

0

1,726

69.04

5월

31

27

4

3,689

125

3,814

141.26

6월

30

27

3

3,982

424

4,406

163.19

7월

31

26

5

3,537

450

3,987

153.35

8월

31

27

4

2,661

350

3,011

111.52

9월

30

22

8

1,960

323

2,283

103.77

10월

31

27

4

4,081

534

4,615

170.93

11월

30

26

4

4,590

389

4,979

191.50

12월

31

26

5

2,708

226

2,934

112.85

총계

365

307

58

33,853

2,821

36,674

119.46

비고

분기 구분

65.94

1/4분기 평균

124.49

2/4분기 평균

122.88

3/4분기 평균

158.42

4/4분기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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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념관 관람객 분석 및 예상관람객 지향점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0년 대공분실 시민 개방공간의 방문객 분석
· 코로나의 여파로 휴관일을 제외한 개방 관람일이 연중 43%로 2019년 관람일 84%에 비해 현저히 낮음
· 집중적으로 관람객 수가 높은 10월은 1일 평균 75명이며, 기획전시가 진행된 시기임
· 1일 평균 40명으로 8시간(9:30-17:30) 개방기준으로 시간당 평균 5명의 방문객 수를 보이나, 시간별 분포는 알 수 없음
· 전면 휴관이 이루어진 3,4,6월과 아직 미집계인 11,12월을 고려할 때, 2020년 방문객 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대관전시의 방문객 수는 일반관람객의 11% 수치를 보임

구분

관람객 분석
(2020년)

월별일 수

관람일

휴관일

관람

대관

방문자 수

1일 평균

1월

31

23

8

1,128

248

1,376

59.83

2월

29

20

9

613

95

708

35.40

3월

31

0

31

0

0

0

4월

30

0

30

0

0

0

5월

31

15

16

626

85

711

6월

30

0

30

0

0

0

7월

31

9

22

388

0

388

43.11

8월

31

13

18

790

195

985

75.77

9월

30

1

29

33

0

33

33.00

10월

31

25

6

1,871

12

1,883

75.32

11월

30

25

5

300

0

300

12.00

12월

31

27

4

0

0

0

0.00

총계

366

158

208

5,749

635

6,384

40.41

비고

분기 구분

47.61

1/4분기 평균

47.402

2/4분기 평균

50.633

3/4분기 평균

29.11

4/4분기 평균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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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관의 방문객 분석
· 서울에 소재한 기관이 지방소재 기관에 비해 방문자 수가 현저히 높음
· 건축물의 바닥면적인 연면적이 모두 전시면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통계로 면적대비 방문자 수를 판단하기는 어려움
· 3년간 방문객 수치를 볼 때, 각 기관별 연도별 방문자 수는 두드러진 증감 없이 매년 유사한 수치를 보임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전시면적에 비해 방문객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냄

타기관 분석

면적

NO

기관명

1

국립중앙박물관

41,865평(138,156㎡) 연 면적

2

국립고궁박물관

2,112평(6,975㎡)

3

서울역사박물관

4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5

전시면적/연면적

연도별 방문자(명)
건축면적/대지면적

14,990평(49,468㎡) 건축 면적

2016년

2017년

2018년

3,396,259

3,476,606

3,304,453

1,393,730

1,188,069

2019년

출처
박근화, 김지학, 수시연구 2019-04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측정 방안] , 24면

1,118,081

통계청, 국립고궁박물관 관람객 현황
박근화, 김지학, 수시연구 2019-04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측정 방안] , 24면

2,426평(8,019㎡) 건축 면적

1,687,535

1,788,452

1,778,542

813평 전시면적

2078평 대지 면적

330,300

328,427

356,179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15,795평(52,125㎡) 연 면적

3,386평(11,195㎡) 건축 면적

1,171,780

1,218,504

6

서대문형무소역사관

422평(1,398㎡) 전시 면적

1,426평(4,726㎡) 건축 면적

7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285평(4,248㎡) 연 면적

8

경기도미술관

2503평(8277㎡) 연 면적

18,006평(59,420㎡) 건축 면적

158,725

207,113

172,495

경기문화재단 사이트 - 관람객 현황

9

백남준아트센터

1695평(5605㎡) 연 면적

561평(1857㎡) 건축 면적

167,614

202,682

223,293

경기문화재단 사이트 - 관람객 현황

10

실학박물관

905평(2,993㎡) 연 면적

616평(2,038㎡) 건축 면적

183,908

195,203

210,858

경기문화재단 사이트 - 관람객 현황

11

제주도립미술관

2143평(7087㎡) 연 면적

1321평(4369) 건축 면적

1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1660평(5490㎡) 연 면적

13

정읍시립박물관

14

국립광주 과학관

697,980

1,003,689
950,000

126,793

513평(1696㎡) 건축 면적
2180평(7,209㎡)전시면적

박근화, 김지학, 수시연구 2019-04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현황 측정 방안] , 24면

729,714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서울특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사이트-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사이트 - 정보공개 게시판

17,019

통계청,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45,359

통계청,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

855,385

890,363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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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현재 대공분실 방문객 분석
· 2019년을 기준으로 3층(특수조사실 약15평), 4층(74.12평), 5층(86.78평), 별관을 개방관람 공간으로 볼 때,
· 시간당 15명이 분포하는 면적은 총 176평+별관으로 10평당 1명 미만 수준임

관람객 분석
총평

· 가장 높은 1일 방문객 수 191명 중 30%가 동시관람을 진행하였다고 가정할 때, 동시관람객수는 57명으로 3평당 1명 수준임
· 민주인권기념관의 2019-2020년 방문객 수를 고려해 볼 때, 관람을 위한 면적대비 환경은 좋다고 판단됨
· 단체관람은 1조 10인 이하, 최대 30인까지의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간대비 원활한 관람을 할 수 있는 요건임

민주인권기념관 개관 예상관람객 분석
· 개관할 민주인권기념관의 전시면적은 대공분실 497.26평(1584,33㎡), 신관 523.60평(1730,90㎡)로 총 1021평(3315㎡)임
· 내용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콘텐츠를 다루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422평)과 유사성격의 공간으로 비교해 볼 때, 약 41%의 면적이 더 넓음
· 서울소재의 기관의 방문객 수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용산에 소재하는 민주인권기념관의 접근성은 높은 방문자 수가 예상됨
· 역사적 장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유사성격으로 볼 때, 대공분실의 역사적 공간을 보려는 방문목적
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공분실의 전체공간을 전시공간으로 재개관하고, 신관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성격으로 구성

민주인권
기념관
예상관람객

되면, 교육목적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서울에 소재한 기관으로 지금까지 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을 주제로 하는 공간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수도권 각 교육기관의 단체관
람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1998년 개관하여 20년 이상 운영을 해왔으며, 2017년 70만 명, 2019년 100만 명의 관람객 수 추이로 보아,
해가 거듭될수록 역사관 인지도의 상승 및 역사 콘텐츠의 관심 증대 등의 요인으로 관람객이 증가했음을 추론할 수 있음
·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간 방문객은 첫 개관을 하는 해는 2-30만 명으로 예상되며, 향후 성숙기를 거쳐 연간 4-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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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밀집도에 따른 예상관람객
· 대공분실(1개층 평균68평)은 1개 층에 2-30여 명이 최대수준으로 보이며, 7개 층 동시관람이 160여 명까지 수용가능하다고 판단됨
(3평당 1명)
· 신관은 지하1층 209평, 지하2층 253평, 총 523평으로 동시 170여 명까지 적정관람 인원이라고 판단됨(3평당 1명)
(*코로나시기 강화된 기준으로 관람 가능한 평당 밀집도는 4㎡에 1명임)
· 따라서 휴게공간, 자유광장을 포함한 기념관 방문자는 동시 350여 명까지가 최대수준으로 보이며, 그 이상이 넘어갈 겨우 혼잡도가

예상관람객
대비 지향점

예상됨
· 연간 방문자를 60만 명으로 예상할 때, 300일 개방일 기준 1일 평균 2000명의 관람객이 예상됨
· 8시간 개방으로 시간당 250명 수치이며, 주말 및 혼잡시 3-400까지 동시관람이 예상됨
· 서울소재 중학교 383개, 고등학교 318개 외 수도권 및 전국 교육기관의 학생수를 고려해, 학교단체관람은 사전 협의를 통해 평일
관람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주말은 일반관람객 위주의 관람을 권장함

예상관람객 대비 사전구축 사항
· 홈페이지 구축시 관람방법의 체계구성과 세분화 전략(개인관람, 단체관람, 프로그램 예약, 전시해설 예약 등)
· 단체예약 중, 교육기관의 현장학습은 별도의 해설사가 운영하며, 일반 단체관람과의 차별화된 안내 구성이 필요

예상관람객
대비 지향점

· 자원봉사 및 시민도슨트, 청소년 해설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인력과 전문인력, 시민인력의 구분과 역할의 세부적 구성 필요
· 주말 및 휴일, 행사가 진행될 시 운영인력의 증원이 필수적임
· 주차장 협소의 안내가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람객 휴게공간의 확보가 필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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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 중장기 과제

도입기
(개관 2022~2023)

정착기
(2023년~2026년)

현장중심
· 민주인권기념관 정체성 확립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 최적의 전시관람 환경 조성

고도화
(2026~)

공공성 강화

전시 개보수
· 5년 주기로 상설전 재편 및 개보수

· 베리어프리 재검토
· 융합적 문화공간으로의 발전

· 부대시설 보수 및 전시실 개편
(노후시설 개선 및 진열장, 조명 및 전시콘텐츠의 재개편)
· 예상되는 재원확보 방안 마련
· 경우에 따라서 전시조성의 개편된 연구 및 실시설계 필요

사료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심화
지역연계 협업

· 지속적인 사료 발굴 및 확보계획 수립

· 관련 전문가 심포지엄, 포럼 등을 통해 지속적 이슈 발굴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주요 교육프로그램의 상설화 및 교육기관 정기적 연계

· 용산미군기지 및 용산공원과의 확장된 환경인프라 연계
계획 수립

운영체계 확립
· 전략과제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추진체계 내실화
· 전략적인 홍보방안 확립

콘텐츠 생산

해외 네트워크 확충

· 특별전시 및 참여 이벤트 활성화

· 유사한 역사를 가진 해외 기관과의 연계방안

· 기념관 자체 콘텐츠 생산(기념품 등)

· 활발한 국제교류로 기념관 위상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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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안)
도입기 연간예산
(개관 2022-2023년)
구분

세부항목

운영인건비

산출내역(원)

총괄운영

전시기획 및 연간 전시운영 총괄 1인*12개월

5,000,000원*1인*12개월

60,000,000

실무인력

전시조성 및 프로그램운영 실무 4인*12개월

3,500,000원*4인*12개월

168,000,000

운영인력

현장 전시 운영(대공분실4인/신관4명)*12개월

2,500,000원*8인*12개월

240,000,000

보조인력

현장 전시관리(단기인력포함)10인*12개월

2,000,000원*10인*12개월

소계

도입기
홍보비

소요예산(원)

홍보디자인

디자이너 1인 혹은 외주 디자인

웹페이지관리

홈페이지등 사이트 관리 및 운영

홍보물 제작
기타 홍보

리플렛 및 홍모물 인쇄 제작

4,000,000원*12개월

48,000,000

30,000,000원*1식

30,000,000

500원*200,000개*2종

200,000,000

20,000,000원*1식

20,000,000

전시장 내 사인물 등

소계

298,000,000

중계

1,006,000,000

*산출 세부내용
· 도입기에 1년 운영예산을 약10억 원 으로 예상하며, 운영과 홍보인력에 한정함
· 1년 단위의 예산이며, 향후 운영인력 증감 및 추진하는 홍보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0학술연구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인건비 산정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기획 및 학술 등의 주요인력이 9명이며, 이에 근거하여 기념관의 다양한 전시를 감안, 보조인력을 제외하고 13인으로 산정함
· 보조인력은 현장관리 인력으로 한 개의 공간에 한 명씩 상주함을 기준으로 산정함
· 기념관추진단과는 별도의 전시운영 인력으로만 산정함

240,000,000
7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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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안)
정착기 연간예산
(개관 2023-2026년)
구분

세부항목
연간행사
학술행사

시민포럼, 전문가세미나, 강연등 활성화 행사비

산출내역(원)
20,000,000원*12회

240,000,000
120,000,000

교육프로그램

청소년/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강연비

10,000,000원*12개월

해외교류

해외 유관기관 방문 및 교류행사 참여

30,000,000원*2회

소계

정착기
활성화행사

기념굿즈
유관기관 행사

소요예산(원)

60,000,000
420,000,000

기념관 굿즈 개발 및 제작

1,000원*200,000개

200,000,000

외부 유관행사 유치 및 홍보 활성화

100,000,000원*1식

100,000,000

소계

300,000,000

중계

720,000,000

*산출 세부내용
· 정착기에 1년 예산을 약 7억 원으로 예상하며, 이는 운영예산은 제외된 예산임
· 1년 단위의 예산이며, 향후 추진하는 행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공공기관 100인 이하의 행사비를 근거로 산정(2017-2018공공디자인포럼(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진행)/예산이 약 2천만 원임을 근거로함)
· 고도화기(개관 5년 후부터)에 국제교류 준비를 위해 서는 운영기관의 해외사례 등을 견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항목화함
· 그밖에 기념관 활성화 방안으로 굿즈제작과 유관기관 행사 등을 항목예시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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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인권기념관 전시조성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예산(안)
고도화 연간예산
(2026~)
구분

세부항목

산출내역(원)

소요예산(원)

시설개보수
전시개보수

시스템개보수
기념관 전시 조성비의 40%

12,700,000,000*40%

5,080,000,000

콘텐츠개보수
휴게공간개보수

고도화

소계
국제교류

국제교류행사

해외 유관기관과 행사유치

5,080,000,000
500,000,000*1식

500,000,000

소계

500,000,000

중계

5,580,000,000

*산출 세부내용
· 고도화기에 1년 예산을 약56억 원으로 예상하며, 이는 운영 및 행사예산은 제외된 예산임
· 1년 단위의 예산이며, 공공박물관등의 개보수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
· 주요 하드웨어 설비 등을 제외하고 개보수를 진행함에 전시장 조성비의 40%를 산정함
· 해외인사초청 및 제반비용 등 국제행사비를 산정함(2018-2020문화예술교육주간 행사비(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진행)이 약5억 원임을 근거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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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시조성 소요예산(안)

구분

전시장조성비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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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원)

대공분실

공간시공

전시장 7개층 총 1,560㎡(가벽시공 및 전시존 구성)

1560㎡*1,567,000원*1식

2,444,520,000

신관

공간시공

전시장 3개층 총 2460㎡(가벽시공 및 전시존 구성)

2460㎡*1,567,000원*1식

3,854,820,000

소계

전시설계 및
전시품제작비

소요예산(원)

6,299,340,000

대공분실

콘텐츠제작비

전시장 7개층 총 1,560㎡(전시설계 및 콘텐츠 제작)

1560㎡*2,500,000원*1식

신관

콘텐츠제작비

전시장 3개층 총 2460㎡(전시설계 및 콘텐츠 제작)

2460㎡*2,500,000원*1식

소계
합계

*산출 세부내용
· 공간시공 1 ㎡ 당 1,567,000원을 기준으로 함(조달청 전시공사 평균 단가 적용)
· 전시설계 1 ㎡ 당 2,567,000원×4.59%(설계요율_복잡·중급)을 참고함

· 2020년 3월[대한민국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체험관 전시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이 약 26억 원으로 발주(조달청 참고)
발주면적은 667㎡(상설전시실 4층 및 전시준비실 포함)임
· 민주인권기념관 전시면적은 4,020㎡으로 역사박물관의 약 6배의 규모임
· 역사박물관 조성비의 6배로 산정할 때 약 156억이나, 단층이 아닌 10개 층의 조성을 감안하여 조성비가 예상됨
· 예산의 세부항목 및 내역은 실시설계 단계의 콘텐츠 제작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기본계획에서는 면적을 기준으로 작성됨

*기타 유사기관 참고
· 2019년 1월 [해양수산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193억 원으로 발주(3개층 5,100㎡ 전시면적)
· 2020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시·체험 설계 및 제작·설치 약 113억 원으로 발주(3개층 4,690㎡ 전시·체험공간)
· 2017년 시민생활사박물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예산이 약50억 원으로 발주(4개층 3,294.11㎡(수장고, 전시준비실 포함))

3,900,000,000
6,150,000,000

10,050,000,000
16,349,3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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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시 편의시설 설치 관련 종합계획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를 대공분실 외부에 설치할 경우,
기존 대공분실 내 화장실 활용 불가
대공분실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AMD동 및 부속동, 신관의 편의시설을 종합하여 계획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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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엘리베이터 설치 시 재료 사용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여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를 대공분실 외부에 설치할 경우,
대공분실 원형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질재료 선정하는 안과 대공분실 배면 외부공간의 공간감을 유지하기 위한 동일재료 선정하는 안 가능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마련 시 신설되는 부분의 재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 유무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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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고려한 무장애공간 조성과 원형 변형의 정도 – 무장애공간 조성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설치 의무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대변기), 점자블록,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수유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의무
· 장애인용 승강기 완화기준 유효크기 미달 (기존건물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신축건물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 부족한 승강로 내부 규격(약 10cm 내외)에 맞춰 최소 크기 장애인용 승강기 주문제작 가능 유무 검토 필요
· 완화 적용 불가능할 경우, 엘리베이터 대안2 방식의 신설 필요 → 대공분실 공간 변형 불가피/기존 화장실 활용 불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 의무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 유효너비(1.2m) 미달
→ 현재 설치된 주출입구 접근로 역시 대공분실 원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기준 적용 시 현재 공간 변형 필요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설치 의무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유효너비(1.2m) 미달, 손잡이 설치 기준 미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수유실) 설치 의무
· 장애인용 대변기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 설치 의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 장애인용 승강기 외부에 설치할 경우 기존 화장실 활용 불가, 지상1층의 현재 장애인 화장실 증축구간은 원형 용도 면회실로 화장실 활용 어려움

인권을 고려한 무장애 공간 조성과 원형 변형의 정도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민주인권기념관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하여 일반등급 수준의 계획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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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대공분실 원형의 변형 불가피,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수립을 위한 사전 기술용역 필요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및 관계법령 준수

건축법 제 48조 구조내력 등
·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건축법 제 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 1개소 (적합)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인 층 피난계단 설치 필요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등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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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대공분실 원형의 변형 불가피,
리모델링 설계공모 지침 수립을 위한 사전 기술용역 필요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법 및 관계법령 준수

건축법 제 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제 62조 건축설비기준 등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1. 소화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 스프링클러 설치
2.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등
3.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등
4.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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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 원형 보존을 위한 우수건축자산 지정 – 우수건축자산 지정 관련 명확한 지침 필요
우수건축자산 지정과 원형 변형의 정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바리케이트 및 담장 보존, 피난시설 등 각종 건축기준 설치 완화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완화 협의 등을 위한 우수건축자산 지정 필요
· 우수건축자산에 관한 특례조항
-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제4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 대공분실 정문 및 바리케이트, 담장 보존 용이
- 건축물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제50조 방화벽, 제62조 건축설비기준 → 피난계단 기준 미달(유효너비 등), 각종 피난 및 설비관련
기준 준수 필요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 지상1층 출입문 방풍구조 필요, 에너지성능지표 배점을 위한 각종 설비 설치 필요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법령의 특례 적용
1.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할 것
→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시 특례 적용 불가할 수 있음 → 용도변경 + 대공분실 원형보존을 위한 협의 필요

우수건축자산 지정 일정 관련
대안1 :신관 증축 인허가 과정 후 우수건축자산 지정
→ 신관 증축에 따른 대공분실 원형 변형으로 인해 우수건축자산 지정 어려울 수 있음(자문의견)
→ 우수건축자산 지정 후 대공분실 리모델링 추진 시, 일정 연기 필요
대안2 :신관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우수건축자산 지정 추진
→ 대공분실 원형 보존을 위한 협의 및 완화 적용 검토 필요
→ 신관 증축 인허가 과정에서 우수건축자산 지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 및 신관 추진일정 변경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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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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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분실동 전시가용면적 및 층고 검토

구분

층수
지하2층

비고(층고)

838.73 ㎡

253.72 평

2,900 ~ 8,000 mm

전시공간3(기존 기획전시B)

160.57 ㎡

48.57 평

3,950 mm

전시공간2(기존 기획전시A)

253.29 ㎡

76.62 평

2,600 mm

전시공간1(기존 상설전시B)

276.00 ㎡

83.49 평

3,300 mm (상부오픈 구간 7,400)

지상1층

전시공간(기존 상설전시A)

202.31 ㎡

61.20 평

2,600 mm

기타 공간

전시공간 외 공유공간 일체

729.10 ㎡

220.55 평

신관 전시면적 계

2460 ㎡

744.15 평

지상1층

159.10 ㎡

48.13 평

현황 : 3,020 mm / 노출천장 : 3,910 mm

지상2층

181.02 ㎡

54.76 평

현황 : 2,340 mm / 노출천장 : 3,230 mm

지상3층

170.25 ㎡

51.50 평

현황 : 2,340 mm / 노출천장 : 3,120 mm

지상4층

245.03 ㎡

74.12 평

현황 : 2,340 mm / 노출천장 : 3,240 mm

지상5층

286.87 ㎡

86.78 평

2,650 mm

지상6층

259.26 ㎡

78.42 평

현황 : 2,340 mm / 노출천장 : 3,290 mm

지상7층

258.47 ㎡

78.19 평

현황 : 2,400 mm / 노출천장 : 3,290 mm

분실동(구관) 전시면적 계

1560 ㎡

471.9 평

야외 광장

830 ㎡

251 평

신관

자유광장

면적

전시공간(기존 참여전시)

지하1층

분실동(구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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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지하2층

838.73㎡(약25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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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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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지하1층

160.57㎡(약48평)

253.29㎡(약76평)

276.00㎡(약8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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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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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분실동 지상1층

159.10㎡(약48평)

202.31㎡(약6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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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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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동 지상2층

181.02㎡(약5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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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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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동 지상3층

170.25㎡(약5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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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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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동 지상4층

235.03㎡(약7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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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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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동 지상5층

286.87㎡(약8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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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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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동 지상6층

259.26㎡(약7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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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공간 면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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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동 지상7층

258.47㎡(약7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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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전시 동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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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 해설안내 시, 전시해설 동선 기준

진입마당

기념관 정보

남영동 대공분실 개요 및
건축가, 건축물에 대한 설명 진행

1

204

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2. 현황 전시 동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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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 해설안내 시, 전시해설 동선 기준

진입마당

대공분실 철문

철문에 대한 설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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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전시 동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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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분실 뒷문

나선형 계단

5층으로 이동

3
건물 뒤편에 있는 출입구 및
나선형 계단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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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전시 동선 검토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남영동 대공분실 해설안내 시, 전시해설 동선 기준

분실동 5층

5층 조사실

4
5층 조사실 건축적 구성에 대한 의도 설명
각 조사실 공간에서 건축적 의도 및
각종 조명설비, 위생설비, 가구설치 등의 의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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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전시 동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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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 해설안내 시, 전시해설 동선 기준

분실동 4층

박종철

4층 박종철 기념 전시실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설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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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전시 동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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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동 대공분실 해설안내 시, 전시해설 동선 기준

분실동 1층

정초석 민주인권

1층 정초석 앞 김수근과
김치열 민주주의와 인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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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신관

1층

상설전시 A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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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신관

지하1층

상설전시 B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11

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대공분실 뒷문

선큰계단 뒷문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12

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분실동

5층

5층 조사실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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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분실동

3층

사료 전시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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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신관 중앙계단

중앙계단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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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신관

지하1층

기획전시 A, B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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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신관

지하2층

참여전시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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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자유광장

공공예술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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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교육관

2층

치유의 길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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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민주인권기념관 신축설계안 계획 전시 동선 기준

교육관

4층

사색의 공간

3. 기존 전시 동선 계획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20

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신관

지상1층

기념관 정보

분실동

1층

시작과 끝

민주주의자들
시작과 끝

민주인권기념관
정보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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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7층

사색의 공간

사색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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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6층

국가폭력 수행자들

대공분실
상설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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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5층

저항의 당사자

대공분실
현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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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4층

관계자

대공분실
상설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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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3층

소통의 공간

대공분실
현장보존

소통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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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2층

민주주의 정신

대공분실
상설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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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1층

시작과 끝

민주주의자들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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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신관

지하1층

민주화운동사

zone3

zone2
zo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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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신관

지하2층

참여 및 교육공간

참여 및
교육공간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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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자유광장

공공예술

공공예술
프로젝트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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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시공간 및 동선 분석

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교육관

2층

치유의 길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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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 전시 동선 대안1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대공분실(원형공간)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교육관

4층

사색의 공간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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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신관

지상1층

기념관 정보

민주인권기념관
정보 및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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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신관

지하1층

민주화운동사

zone3

zone2
zon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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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신관

지하2층

참여 및 교육공간

참여 및
교육공간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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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신관

지하1층

민주화운동사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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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1층

시작과 끝

민주주의자들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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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7층

사색의 공간

사색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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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6층

국가폭력 수행자들

대공분실
상설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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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5층

저항의 당사자

대공분실
현장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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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 전시 동선 대안2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4층

관계자

대공분실
상설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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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3층

소통의 공간

대공분실
현장보존

소통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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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2층

민주주의 정신

대공분실
상설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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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 지상1층(기념관 안내공간) → 신관 지하층 → 대공분실(원형공간) → 자유광장 및 사색의 공간(원형공간 조망)

분실동

1층

시작과 끝

자유광장

공공예술
프로젝트

공공예술

민주주의자들
시작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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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치유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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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

4층

사색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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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조사 대상지 개요

구분

독일
1
베를린
미국
2
워싱턴D.C
프랑스
3

4

파리

국외

이스라엘
예루살렘
미국
5
멤피스
미국
6
워싱턴D.C
캐나다
7

8

소재지

위니펙

국내

서울
마포구

사례대상지

유형

박물관 성격

전시기획방식

이야기 중심

주제별(공간 중심)

이야기 중심

연대별(+주제별)

쇼아 기념관

이야기 중심

연대별(+주제별)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유물 중심

연대별

국립 인권 박물관

유물 중심

주제별(사건 중심)

이야기 중심

연대별(+주제별)

이야기 중심

연대별(+주제별)

유물 중심

주제별(공간 중심)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
기념관
(홀로코스트)

국립 흑인 역사문화 박물관

박물관

캐나다 인권 박물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기념관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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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공간개요

소재지

독일 베를린

조성년도

2001

설립배경

유대인박물관의 구상에 관한 25년간의 논쟁 끝에 1988 - 1989년에 진행된 국제건축공모를 통해 다니엘 리베스킨트(D. Liebeskind)가
신관을 건축하게 됨

규모

166,840 ㎡

컨텐츠/

상설전(신관)

전시프로그램

· “A museum you need to experience“의 주제로 13개의 섹션을 통해 유대인의 문화와 역사가 전시되어 있음
· 베를린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럽에서의 유대인의 삶과 성과, 비애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속죄의 의미를 담은 전시스토리가 구성되어 있음

기획전(본관)
· 주로 유대인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 분야에 관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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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Holocaust Tower

주요특징

Garden of Exile

실제 홀로코스트 현장의 타워를

불안정과 미로같은 혼란의 느낌을

재현하고 그에 대한 느낌을

주는 공간. 탑에서 나온 유대인들의

주기 위해 만든 공간

감정을 전달해줌

· 전통적인 박물적인 관심보다 교육학적 목적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유럽에서 유대인의 대규모 학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역사적

학습장소로 인식되는 것이 목적이다. 유대인의 다양한 관점과 유대인이 아닌 환경 사이의 관계의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찰하는 장소이다.
· 이주와 다양성,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공존에 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오브제와 기획보다는 건축과 공간의 힘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이다.
· 공간적 특징: 지그재그의 독특한 외관 외부는 티타늄 패널로, 내부는 콘크리트 벽으로 지어졌으며 좁고 날카로운 형태로 차갑고 불편한 느낌을 준다.

이는 건축가가 의도한 디자인으로 방문자가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학살의 슬픈 역사를 되새기고 추모하기 위함이며, 상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그재그 건물 형태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부러진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방향과 균형을 잃게 하는 구조는 과거 독일에서 유대인이 느꼈을 삶의 불확실성과 공포를 드러내며, 전시내부 곳곳의 ‘빈 공간’은
유대인들의 공허, 고통, 절망 등을 의미한다.

251

별첨2. 사례조사

국외사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2. 미국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공간개요

소재지

미국 워싱턴 D.C

조성년도

1993

설립배경

1980년, 미국 의회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설립한 홀로코스트 대통령 위원회(President's Commission of the Holocaust)의 보고서를
토대로 박물관 설립을 승인하게 되면서 설립됨

규모

7,700 ㎡

컨텐츠/

상설전: 개념 중심 방식

전시프로그램

· 연대별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념관 2~4층 3개 층에 걸쳐 홀로코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 전시하고 있음
· 개념 중심의 전시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4층: ‘나치스의 탄압: 1933년부터 1939년까지’: 히틀러의 집권과 나치스의 유대인 탄압정책이 강화되어가는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줌
· 3층: ‘최종해결: 1940년부터 1944년까지’: 게토->강제수용소->절멸수용소로 이어지는 살인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함
· 2층: ‘홀로코스트 이후: 1945년부터 현재까지’: 수용소 해방 이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삶을 세밀하게 보여줌
기획전
· 1층 전시관에서 특정 주제 혹은 사건에 대한 전시를 진행

주요특징

· 이야기 중심 박물관( A narrative historical museum)으로 전시물 자체보다 전시물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이어주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함으로써, 전문 역사가들의 역할이 더 강조되어 기념관의 의도에 따라 폐쇄적으로 전시물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다.
전시물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 이미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이 자기 선택에 따라 동선을 만들어가는 것은 배제된다.
· 교육에 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학적 걸작으로 평가 받고 있다.
· 공간적 특징: 철제 구조물과 붉은 벽돌로 지어져 있어 실제 수용소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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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쇼아 기념관(Shoah Memorial)
공간개요

소재지

프랑스 파리

조성년도

2005

설립배경

1956년 처음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무명의 유대인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관이었으나, 이후 홀로코스를 기념하기 위한 장소로 바뀌며
쇼아 기념관(Mémorial de la Shoah)이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받게 됨

규모

-

컨텐츠/

상설전

전시프로그램

·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던 상황과 홀로코스트 사건 관련 문건 및 사진,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음
· 유대인의 역사를 묘사하는 12개의 시퀀스로 구성된 연대순 및 주제별 기획의 전시가 구성되어 있음
· 개인과 집단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전시하고 있음
기획전
· 역사, 예술 및 문학 주제를 기반으로 하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 유대인의 상황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과는 달리, 다른 유럽 국가의
유태인들의 곤경을 조명하는 전시를 진행

주요특징

· 쇼아(Shoah)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이라는 뜻으로 홀로코스트(Holocaust)를 가리킨다.
· 기념관 내 대형 석조 건축물인 <이름의 벽>은 프랑스에서 추방되거나 나치의 유대인 몰살 수용소(Nazi Extermination Camp)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7만 6000명의 희생자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벽면에 새겨져 있다.
· 지하 납골당은 검은 대리석으로 유대인의 상징인 다윗의 별이 놓여 있으며, 이는 나치에게 희생된 600만 유대인들을 위한 상징적인
묘지를 나타낸다.
· 특별 이벤트실에서 여성 레지스탕스(Femmes en resistance)등 기획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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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Yad Vashem Holocaust Museum)
공간개요

소재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조성년도

2005

설립배경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홀로코스트와 영웅적 행동에 관한 증언을 수집하고, 그 교훈을 국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설립됨

규모

4,200 ㎡(총면적 : 55,000㎡)

컨텐츠/

상설전

전시프로그램

· 전 세계의 홀로코스트 박물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이 방식인 --반유대주의 법률 제정과 탄압
· (1933-1939)/생존을 위한 투쟁(1939-1941)/ 절멸(1941-1945)--로 구분하여 전시를 보여줌
· 가해자(나치스)의 박해나 희생자(유대인)의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의 대응’ 에 서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스라엘과 유대인과의 강조가 전시에서 드러남
· 유대인 학살의 기록과 사진, 증언과 유물의 절묘한 조화로 사실감을 증폭시키는 방법으로 전시하고 있음
· 별관: 당시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음
· 어린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방송의 반복으로 관객에게 당시의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함

주요특징

· 유대인의 추모를 기반으로 교육, 연구, 기록의 문서화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교육적인 터전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며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세계 교육

관계자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 어린이 기념관, 추모의방, 홀로코스트 시기의 예술 및 조각 박물관, 공동체 희생비 등과 같은 야외 추모공간이 있으며 유대교 회당, 기록물 보관소를 갖춘

연구소, 도서관, 출판사 그리고 홀로코스트 연구를 위한 국제학교도 위치하고 있다.
· 공간적 특징: 단면이 삼각형으로 된 이 구조물은 끝부분, 남쪽 입구 가까이에서 밖으로 노출되어 아인 케렘 골짜기 바닥 위로 외팔보처럼 튀어나와 있으며,

북쪽 출구에서 보면 구조물은 한 쌍의 상징적인 날개로 퍼져 나와, 아래편의 예루살렘 위에 떠 있는 형태이다. 내부의 갤러리들은 ‘쇼아’(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량 학살)의 서로 다른 단계를 상징하는 참호들로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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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 인권 박물관(National Civil Rights Museum)
공간개요

소재지

미국 멤피스

조성년도

2014

설립배경

Lorraine Motel이었던 원래의 공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격을 당한 이후 인권을 위한 박물관을 설립함

규모

16,800 ㎡

컨텐츠/

상설전

전시프로그램

· 노예제도에 대한 저항부터 남북 전쟁과 재건, 평등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들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 전시되어 있음
· 역사(노예와 자유, 자유의 승리), 문화(언어와 예술, 전통), 커뮤니티(스포츠, 공동체)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시섹션: Lorraine building/A culture of resistance/ The rise of Jim Crow/Separate is not equal/ The year they walked 등

1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특징

· 인권과 관련된 역사를 사건이 발생한 공간별로 구성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
· 과거의 흔적을 통해 인종, 계급, 성별 등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글로벌 시대의 인권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미래의 역사를 바꾸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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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립 흑인 역사문화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
공간개요

소재지

미국 워싱턴 D.C

조성년도

2016

설립배경
규모

100여 년 전인 1915년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이 제안했으나, 흑인 민권운동가 출신 하원 의원 존 루이스가 1998년 법안을 발의하고
2003년 통과되면서 현실화되어 설립됨
33,000 ㎡

컨텐츠
/전시프로그램

상설전
·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경험에 대한 내용 등 현대 흑인의 삶에 대해 전시하고 있음
· 1400년대부터 시작된 흑인노예 암흑의 역사에 대한 전시 -> 남북 전쟁 이후의 노예 해방,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인종차별과 억압,

이에 대한 흑인들의 저항, 법적·제도적으로 동등한 국민의 자격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전시 -> 암울했던 과거를 딛고 미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흑인들의 현재와 미래 모습에 대한 전시
· 지하1층: 흑인역사에 관한 전시관으로 1400년대의 노예제도부터 시작되는 전시
· 3층: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전시
· 4층: 흑인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전시

주요특징

인종 평등과 사회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싸우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이 직면한 도전, 즉 계급과 성별 및 이민 경험이 복합된 도전과 관련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공간적 특징 Corona: 3층 구조의 특별한 박물관 건물 외형 이름이다. 이 삼단 장식은 아프리칸-아메리칸의 전통, 다양한 영향력 그리고 신념을 담고 있다.
왕관 모양의 코로나는 *요루바(YORUBA)조각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또한 찬양 혹은 승리감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
코로나들은 워싱턴 모뉴먼트의 꼭대기를 기점으로 모두 17도 기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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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캐나다 인권 박물관(Canadian Museum for Human Rights)
공간개요
소재지
조성년도
설립배경

캐나다 위니펙
(캐나다 역사상 가장 많은 원주민이 거주한 도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인권항쟁이 벌어진 곳)
2014
2000년 이스라엘 아스 퍼가 캐나다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인권 센터를 만들고자 계획하였고, 그의 사망 이후 그의 가족과 지지자들이
인권 교육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됨

규모

24,155 ㎡

컨텐츠

상설전

/전시프로그램

· 인권 발전의 계기가 된 사건과 변천사, 보상 등에 대해 전시하고 있음
· 캐나다 원주민, 흑인, 여성, 장애인, 종교 등의 인권 발전 역사에 관해 전시하고 있음
· 유대인·캄보디아·르완다 대량학살,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획전
· 인권의 개념, 원주민 인권에 대한 견해, 캐나다에서 인권의 진보, 인권 신장의 역사, 대량 학살, 인간성 회복, 현재의 인권 상황 및 실천 방안 등의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시를 진행함

주요특징

·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가진 박물관이다.
· 조각품, 예술품만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많은 폭력으로 유린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모아 놓았으며, 사례를 통해 사실만을 나열함으로써 사례를
보고 읽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박물관의 가장 큰 특징이다.
· 층마다 다른 주제를 선보이는 전시관은 과거 인종차별이 심하던 캐나다에서 인권 발전의 계기가 된 사건과 변천사를 단계별로 보여주며 기승전결이 확실한 박물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 공간적 특징: 1669개의 유리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곡선과 대담한 기하학의 구조를 가진 독특한 디자인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불규칙한 표면과 벽의 4분의 3
이상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기울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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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공간개요

소재지

서울 마포구

조성년도

2012

설립배경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그 진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됨

규모

24,155 ㎡

컨텐츠
/전시프로그램

상설전
· 4만 5천 장의 검은 벽돌의 외관: 할머니들과 기부자들이 쌓은 평화의 메시지를 표현함
· 자갈길 체험: 할머니들의 삶을 나타냄
· 추모관: 가장 밝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야생화 뜰에 봄에만 아름다운 꽃을 보고 계속 피어있는 것이 아니라 꽃 한송이라도

계속 피어 있음으로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

주요특징

· 9년간 국내외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관람객과 후원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었던 역사를 기억하고 교육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공간이다.
· 전쟁과 여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사의 기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박물관의 설립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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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 중심으로 분석

설립목적
공간설계

· 주로 전통적인 박물적인 관심보다 교육학적 목적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음
· 전시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다양한 관점과 환경 사이의 관계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부분이 상설전시관과 기획전시관을 별도로 두어 운영함
· 각 사례별로 각각의 공간적 개성을 담고 있으며, 전시물과 더불어 건축과 공간의 힘을 보여주고 있음
· 중심이 되는 주제를 둘러싼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의 공존에 대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역사적 상황과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증거의 계속적인 수집과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함

콘텐츠제시

· 이야기 중심으로 전시물 자체보다 전시물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이어주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동선을 따라 전시할 수 있도록 유도
· 글로벌 시대 이슈의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미래가치로 역사를 바꾸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
박물관의 중심 주제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심도 깊게 다루면서도, 인권과 평등, 다양성 등의 폭넓은 범위로 확장하고 미래가치의 메시지로
연결하고 있다. 즉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동시대인들이 미래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시구조를 통해,

종합분석

교훈과 교육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계속되는 증언들의 수집 및 기획전시 등을 통해, 멈춰있지 않고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관람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유동적인 공간구성이 전체를 이루면서도 애도와 성찰의 별도공간이 존재하여, 전시와 연계되어 사색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민주인권
기념관
설립과의
연계점

설립될 민주인권기념관이 대공분실 역사 그대로의 장소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공간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별도의 기념비 없이도 공간자체가 기념관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축되는 신관과의 전시연계성을 통해, 과거에서
현재를 넘어 미래로의 가치를 고민할 수 있도록 조성방향을 설정하며,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전시관람 자체로서 충분한 교육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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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금)

5월 12일(화)

5월 20일(수)

6월 4일(목)

6월 13일(토)

6월 25일(목)

착수보고회

민주인권기념관
현장답사

1차 연구진 회의

2차 연구진 회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 답사

현대사 분야 및
선행연구 자문회의

전시 기획
자문회의

3차 연구진 회의

7월 1일(수)

7월 13일(월)

7월 21일(화)

7월 30일(목)

8월 5일(수)

8월 31일(월)

4차 연구진 회의

5차 연구진 회의

공간 분야
자문회의

7차 연구진 회의

8차 연구진 회의

1차 보고회

6차 연구진 회의

1차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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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수)

9월 24일(목)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간담회 및

기념사업회

9차 연구진 회의

임원 면담

10월 26일(월)

10월 27일(화)

콘텐츠 분야
자문회의

남영동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 간담회

1. 추진일정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10월 7일(수)

10월 12일(월)

10월 17일(토)

10월 19일(월)

10차 연구진 회의

11차 연구진 회의

박종철기념사업회
간담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간담회

10월 29일(목)

10월 30일(금)

11월 6일(금)

공간 분야

콘텐츠 분야

콘텐츠 분야

자문회의

자문회의

자문회의

11월 7일(토)

12차 연구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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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 회의

1차 연구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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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연구진 회의

일시

5월20일(수)

일시

7월1일(수)

장소

(주)시월이앤씨

장소

(주)시월이앤씨

내용

· 민주인권기념관 공간 확인 사항 공유

내용

· 해외 민주인권기념관 및 인권 박물관 사례 조사 및 공유

· 전시 기획 개요 공유 및 방향성 설정 논의

· 국내·외 공간 활용 전시 사례 조사 및 공유
· 국내·외 엘리베이터 외부 증축 사례 조사 및 공유

2차 연구진 회의

5차 연구진 회의

일시

6월4일(목)

일시

7월13일(월)

장소

(주)시월이앤씨

장소

(주)시월이앤씨

내용

· 공간별 전시기획 연구 내용 공유

내용

· 전시 동선 및 기획 방향 공유 및 논의

· 전시 기획 방향 및 동선 논의, 연구 내용 공유

· 민주인권기념관 본/신관
- 공간별 전시 콘텐츠 기획 논의
- 공간 조성 방안 논의

3차 연구진 회의

6차 연구진 회의

일시

6월25일(목)

일시

7월21일(화)

장소

(주)시월이앤씨

장소

(주)시월이앤씨

내용

· 전시 기획안 보완 및 논의

내용

· ‘1차 보고회’ 자료 검토

· 국가폭력 사례 관련 연구 및 자료 조사

- 공간 분석 공유

· 민주인권기념관 층별 도면 및 면적표 공유

- 전시 기획 방향 검토 및 수정사항 정리

· 엘리베이터 설치 방안 공유

- 분실동 전시 공간 조성 원칙 수립
- 분실동 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설치안 내용 논의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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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진 회의

7차 연구진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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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연구진 회의

일시

7월 30일(목)

일시

10월 7일(수)

장소

(주)시월이앤씨

장소

(주)시월이앤씨

내용

· ‘1차 보고회’ 준비

내용

· 신관 내 기획전시 콘텐츠안 논의

- ‘1차 보고회‘ 자료 구성(내용) 논의

· 신관 전시기획 추가 구성안 논의

- 전시 기획 방향 내용 및 구성 논의

· 연구보고서 수정사항 논의

- 공간별 전시 콘텐츠 구성 방안 논의

- 공간별 전시 구성안, 연출방식 등 수정

- 분실동 전시 공간 조성 원칙 수정 및 논의
- 분실동 내 화장실, 엘리베이터 설치안 수정 사항 공유
- 우수건축자산 등록 관련 사항 논의

8차 연구진 회의

11차 연구진 회의

일시

8월 5일(수)

일시

10월 12일(월)

장소

(주)시월이앤씨

장소

(주)시월이앤씨

내용

· ‘1차 보고회서’ 작성 및 수정

내용

· 기획전시 콘텐츠안 작성

- 아카이빙 핵심개념 수정

- 신관 내 기획전시 콘텐츠안 작성

- 공간아카이빙 부분 추가

: 기획의도 및 목적, 전시 내용, 콘텐츠 구성안,

- 전시 핵심 개념, 동선 원칙 사항 등 내용 추가 및 수정

작가 선정의 기준 및 구성안 등

- 공간별 전시 콘텐츠 수정 및 보완

9차 연구진 회의

12차 연구진 회의

일시

9월 9일(목)

일시

11월 7일(토)

장소

(주)시월이앤씨

장소

(주)시월이앤씨

내용

·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간담회

내용

· 2차 보고서 보완 및 수정

- 전시 콘텐츠 세부 내용, 동선, 복원 및 보존 관련 이슈,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 등 기념사업회 의견 공유

· 연구진 회의
- 전시 콘텐츠 구성 관련 사항 논의
- 전시 동선, 복원 및 보존 방식의 원칙 설정 등 논의

- 대공분실 전시 콘텐츠안 보완 및 수정
- 신관 내 기획전시 대안(2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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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현대사 분야 및 선행연구 자문회의(자문 : 최호근 교수)
일시

6월 25일(목)

장소

(주)시월이앤씨

자문 내용

· 선행 연구 진행 시, 공간별 전시 기획 방향·의도·공간 구성 방안·기타 이슈 등 사항 공유
· 민주인권기념관의 복원 및 보전과 관련한 이슈 공유
· 국가폭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쓴 사람들,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담은 전시기획이 필요
· 선행연구에서 논의한 미디어 활용 전시, 온라인(민주인권)교육 플랫폼 관련 내용 논의
· 창의적인 공간 조성과 전시기획으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관람자들에게 메시지(화두)를 던질 수 있는 구성이 필요
· 전시 동선은 신관 먼저가 아닌 분실동을 먼저 관람하는 것이 보다 좋을 것
· 민주인권,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 조성 등과 관련하여 해외 사례들을 조사해 반영해 보면 좋을 것

반영 사항

· 민주인권기념관 분실동의 복원과 보전의 원칙 설정 논의
· ‘분실동 → 신관 → 자유광장’으로 이어지는 전시 동선 기획
· 인권, 민주화운동 등 해외 사례 기념관 또는 박물관 사례 조사
· 관람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 연출계획 논의
· 미디어를 활용한 전시 연출 논의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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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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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야 및 선행연구 자문회의(자문 : 안창모 교수)
일시

7월 21일(화)

장소

(주)시월이앤씨

자문 내용

· 민주인권기념관 보존 및 복원 관련 사항 논의
· 전시 공간 조성 관련 자문 및 우수건축자산 등록 내용 자문
· 리노베이션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변형과 훼손이 이뤄지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
· 구 서울역사(현 문화서울역) 리노베이션 사례를 통한 건축인허가 과정에서의 건축기준에 다른 물리적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법
· 대공분실의 전시체험에서 시작하는 전시 동선의 구성에 관한 자문
· 5층 조사실을 전시공간화할 때 공간 전체의 주제에 맞게 접근

반영 사항

· 대공분실 분실동의 경우 원형보존의 원칙을 기준으로 설정
· 전시 공간 조성 과정에서의 변형의 최소화를 위해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가능성 검토(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한 대안 제시)
· 대공분실의 무장애공간 고려시 물리적 변형을 최소화하거나 기존 원형을 유지하면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 제시
· 대공분실에서 신관으로 이어지는 전시동선 체계를 구성
· 5층 조사실을 전시공간화할 때 개별적 상징공간은 존중하면서 민주인권 희생자의 집합적 상징성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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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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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자문회의(자문 : 정해구 교수)
일시

10월 26일(월)

장소

세종문화회관 인근 카페

내용

· 공간의 특성상 관람객들이 대공분실부터 전시를 관람하는 동선이 적절
· 대공분실은 ‘국가폭력과 인권’에 집중, 신관과의 연결부에 ‘민주화운동사’를 전면적으로 구성, 신관은 미래지향적 내용을 담은 예술적 전시 등
으로 구성
· ‘국가폭력과 인권’을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상정하고, 확장되는 개념으로 민주, 자유, 평화 등으로 개념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
· 민주화운동사의 대상 시기는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부터 문민정부 이전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법상 “권위주의적 통치”
라는 표현을 상기하여 정부의 성격보다는 정부권력의 행위상 권위주의 양상에 저항한 운동을 포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언
· 주 이용자 층이 학생들임을 고려할 때, 민주화운동사 등에서 시계열적 구성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디지털기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학생
들의 관심과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음(시/공간적으로 입체적 내용 구성을 통해 민주화운동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국가기록원·언론사 등 연구팀에서 기 조사한 소장처 외로(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경찰·정부기관·군기관 등에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료 확보 필요
· 대공분실에서 직접피해를 입은 인사의 경우에는 물론 중요한 내용이지만, 특정인물 중심보다는 전반적인 국가폭력과 인권의 차원에서 다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단, 국가폭력 피해당사자·관련자·가족 등과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반드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일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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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야 자문회의(자문 : 박성태 상임이사, 이은경 대표)
일시

10월 29일(목)

장소

(주)시월이앤씨

내용

· 대공분실 내 밀도 높은 전시 콘텐츠 보완 필요
- 과한 전시 콘텐츠 구성은 오히려 관람객들이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 잔존
· 다중이용시설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원형 훼손 우려, 그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지정 과정에서 어려움 예상
· 대공분실의 원형 보존 원칙을 고려한 전시 관람객 제한 필요
· 신관 내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한 전시 기획으로 대공분실과 신관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전시 연출방안 마련
· 정기적인 기획전시보다, 사료 관리(디지털화 작업 등) 및 발굴 등 지속적인 아카이빙 작업을 관람객들과 공유함으로써 민주인권기념관의
역할 수행 필요

반영 사항

· 공간의 위계를 기준으로 정하기보다 공간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전시 기획안을 검토해볼 필요성 인식
· 대공분실은 장소의 역사성을 기반(원형이 가지고 있는 전시 콘텐츠)으로 하는 전시 기획, 신관은 아카이브 기반의 전시 기획으로 추가 대안 마련
· 새로운 대안에 따른 자율 동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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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자문회의(자문 : 서중석 교수)
일시

10월 30일(금)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6층 회의실

내용

· 준비과정의 꼼꼼함과 철저함 등으로 매우 잘 마련된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 4.3기념관 참고 필요
· 전체적인 민주화운동의 관점에서 국가폭력, 고문 등이 조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나치게 고문과 폭력을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 강조
·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한 시계열적 전시 연출 방식은 불가피하겠지만, 디지털 기법 및 시각예술을 조화롭게 활용해 전시효과를 높일 필요
· 민주화운동 중, 1972년 유신선포 이후부터 1987년 6월 항쟁 및 개헌시기까지가 가장 집중되어야 할 시기
· 대공분실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시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 대공분실은 공간의 상징성이 강조되는 곳을 집중해서 보존할 필요(예,5층 고문실)
· 부문운동, 계층/계급운동 등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전문 연구자들과 협의가 필요하며 적절한 선택과 집중 필요
· 故 김근태 의원이 생전에 남긴 기록이 현존하는 최고의 사료라고 판단, 이를 숙지하고 콘텐츠로 활용할 필요성 강조
· 과거사위원회 중 ‘국정원’ 및 ‘국방부’ 과거사위원회의 사건조사 보고서 활용 필요
· 고문사실(국가폭력) 자체는 알려져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언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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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분야 자문회의(자문 : 이영재 교수)
일시

11월 6일(금)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6층 회의실

내용

· 민주화운동 전체를 보여주기 보다 “국가폭력”, “인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가족, 지인을 포괄하는 범주에서 공간조성이 될 필요성
·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내용은 향후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하거나, 다양한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이 건립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할 필요
· 넓지 않은 남영동 대공분실 공간에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공간이 갖는 특징에 집중할 필요,
이를 통해 국가폭력 피해 당사, 가족, 지인 등에 대하여 사회가 위로하고 추모하는 공간이 될 필요성 강조
· 남영동에서 일어난 국가폭력 사건 및 희생자들이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당시 판결을 포함한 재판기록과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 등도 상세하게
전시로 보여줄 필요성 제안(예, 재판기록을 활용하여 이용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법정 체험을 하는 등의 체험형 전시 기획 제안)
· 공간 원형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변화과정을 충분히 조사, 연구하는 방법이 적당(도면 확보는 필요)
· 남영동 대공분실 관련 사건, 인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경찰청 과거사위 자료, 신문보도 및 현재 추진중인 ‘반헌법행위자
열전’ 등이 주요 참고 자료
· 향후 교육부 및 관계기관 소장기록 조사와 관련 인물 조사를 지속할 필요
· 국가폭력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1970년대 이후 특히 심해졌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연구와 이해 필요

274

별첨3. 진행상황 경과보고

3. 자문회의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교육 분야 자문회의(자문 : 조정래/차승용 역사 교사)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25일(목)

장소

서면 자문(비대면)

내용

1. 학생들의 사전 학습 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쉬운 내용으로 전시 구성할 것을 권장
·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역사 교과서에서 민주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사전 학습은 전무한 상태라고 생각됨
· 사실상 처음으로 국가폭력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서 전시 내용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시작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접할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음
· 중등 교육과정에는 ‘박종철이 고문을 받아 사망하였다.’와 같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독재정권과 국가폭력에 대해 서술하는게 전부
· 고등학교 8종 교과서에서는 중학교 보다는 상세히 서술하였지만, 1개의 교과서에서만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박종철이 사망하였다.’
라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사료로 사용함
· 현행 교육과정상(2021학년도 기준), 초등학생은 ５학년 ２학기 사회에서 현대사를, 중학생은 ３학년부터 민주화의 발전상황을 배우며 고등학생은
1학년 때부터 한국사 과목을 통해 현대사를 배우게 됨
· 요즘 학생들은 Youtube세대라고 부를 정도로 시각적, visual 효과에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순 text에 대한 집중력은 평균적으로 5분을 채
넘지 않다는 가정하에, 보다 많은 당시의 영상, 사진, 피해상황, 목격자의 증언 등이 영상, 사진으로 제시되면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2. 섬세한 학습지도안 구성 필요
· 라키비움에 소장하고 있는 사료나 책에 대한 접근방식을 좀 더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람 초반에 전시하면 좋을 것
· 방대한 민주화 항쟁에 대한 사료를 구체화하고 목록화하여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이 다수일 것으로 예측됨
· 두번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사진관 나의 사람들＞에서는 풍부한 사진을 제시하는게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요즘 박물관이나 전시사업에서
쓰는 기법인 만화, 슬라이드쇼(제주 올레길 10코스 다크투어리즘, 섯알오름 학살터 참고), 피해자나 가해자, 그 가족들의 성장과정 등을 담은 사진 슬라이드
등을 함께 제시한다면 생동감 있는 전시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중고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였을 때,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인물 학습’이 가장 학습효과에 좋음
· 피해자의 가족 사진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진 자료가 제시되면 좋겠음
· 프로그램 제안 예시 ①： 故김근태 의원이 홀로그램으로 등장하여 학생들을 맞이해, 대공분실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전해주고,
학생들과 문답을 할 수 있다면 교육효과에 좋을 것
· 프로그램 제안 예시 ②： 각종 민주화 운동에 사용되었던 전단지를 제작하는 체험활동으로 은밀하게 진행되었던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의 상황과 감정 등을 체험함
· 프로그램의 구체화로 개별적인 세세한 반응과 응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 및 대화를 하는 경험을 갖는다면, 민주화의 고통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미래
세대가 연대 기억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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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 자문회의 (자문 : 조정래/차승용 역사 교사)
일시

2021년 2월 19일(금) - 25일(목)

장소

서면 자문(비대면)

내용

3. 학생단체 관람 추진 시, 참고할만한 사항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관련
① 전시해설사를 통한 해설은 ５~10인 이내로 조정하여 집중력 향상
② 패널 앞에서 설명 : 청소년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나누어 주고 같이 내용을 확인하며 설명하는 방식이 내용 전달에 더욱 효과적
③ 청소년 도슨트 : 새롭게 학습한 내용을 말하며 나누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 단, 이를 위해서는 한 학생이 담당할 분야를 세분화하여 나눌 것.
또한 jigsaw 모형처럼 각자 맡은 분야를 조금씩 나누어 주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된 학생이 나머지 학생에게 배운 내용을 설명해주기와
같은 규칙을 알려주는 것(진행자 확보 등을 고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권장되고는 있으나 학급당 학생수가 과다하여 시간관계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전시사업에서 집중적으로 개별 학생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또한 생각을 교환하는 경험이 가장 기대됨)

·<교과연계학습방안> 관련
17차시 분량의 수업은 매주 2~3회씩 역사 수업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 교육과정상 적용이 쉽지 음(17차시는 매주 1회 수업에 해당)
단, 학습목표를 잘 구성하여 제시하였으므로 내용을 좀 더 통합하여 3~4시 분량(1전시관 분량)을 한 차시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연대기적으로 학생들이
파악하기 좋을 것

4. 기타
· 당시 도구들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활동과 자신의 생각을 써보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AR, VR기능을 이용하여 과거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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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보고회
일시

8월 31일(월)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7층 강당

내용

<1차 보고서 발표>
· 전시 조성(공간, 연출 방식 등)의 방향성
- 기록과 기억을 토대로 전시 공간 조성 및 연출
· 공간 조성의 원칙 수립
- 물리적 변형 최소화
· 전시 동선 제안
- 기존 건축설계 동선 이외로 전시 동선 제안(신관1층 → 대공분실 → 신관 지하층 → 자유광장)
· 대공분실 및 신관 전시 기획
- 대공분실: 상설 전시/신관: 기획전시/자유광장: 참여형 공공예술
· 공간별 전시 콘텐츠 설명 및 기타 의사결정 논의사항 공유

질의 내용

· 공간의 리노베이션을 통한 변형에 대해 심층적 고민(원형 보존 시점 등) 필요
· 국가폭력을 비롯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시기획 필요
· 공간별 전시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제시
- 대공분실의 전시 콘텐츠에 대한 사료 현황과 한계점, 적합성 등
· 상설전시와 기획전시의 균형 있는 전시 연출 필요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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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회 및 간담회

2차 보고회
일시

12월 3일(목)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7층 강당

내용

<2차 보고서 발표>
· 대공분실 및 신관 내 전시 연출계획안 수정사항 설명
- 대공분실, ‘국가폭력’/신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계획안 수정
· 전시 동선 계획_주제 집중형, 선택 동선 등 설명과 기존 건축설계의 계획된 동선에 대한 의견 공유
· 전시체험 및 교육 연계 프로그램 방안 설명
· 디지털 박물관 구축 방안 설명
· 관람객 분석 및 중장기 전시조성계획, 전시조성 소요예산(안) 설명

질의 내용

· ‘국가폭력’과 ‘민주화운동‘의 명확한 개념화 필요
- 대공분실과 신관의 각 주제별 명확한 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신관 전시 내 시대열이 아닌 주제별 전시 구성이 필요
· 대공분실 내 국가폭력과 관련한 대표적 인물 외에도 모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록해야하는 점 강조
· 현 4층 ‘박종철전시실’ 보존 관련 검토 요청
· 민주주의가 시민의 자기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 필요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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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면담
일시

9월 24일(목)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7층 회의실

내용

· 기존 건축설계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진의 1차 보고서에 관한 의견 공유
- 신관 지하층의 상설전시 기획
- 기존 건축설계의 동선과 연구팀의 제안 동선 논의
- 대공분실 내 전시 콘텐츠

연구팀 의견

· 대공분실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역사성,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 전시 관람객의 편의성 등을 중점으로 공간 구성 및 전시 동선 제안
· 민주인권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대공분실과 신관의 균형 있는 상설 및 기획 전시 제안

기존 건축설계 및

· 대공분실의 공간적 한계(낮은 천장과 협소하고 오래된 공간 등)로 공간 내 전시 기획 방안 수정 필요

임원 의견

· 신관 내 상설전시(민주화운동 관련) 기획 및 공간 구성 필요
· 대공분실과 신관의 상설/기획 전시 수정에 따른 전시 동선 변경 필요
· 향후 민주인권기념관 운영 예산을 고려한 전시 기획안 요청

논의 사항

· 연구팀의 신관 지하층, 전시 콘텐츠안(준상설전시) 제안 이후 논의 예정
- 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을 담은 전시 콘텐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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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기념사업회 간담회
일시

10월 17일(토)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7층 회의실

내용

· 박종철기념사업회 임원진의 1차 보고서에 관한 의견 공유
- 대공분실 4층에 위치한 현 박종철기념관에 관한 사항
- 대공분실 5층을 비롯한 원형 복원 및 보존 관련 사항
- 대공분실 내 전시 콘텐츠

논의 사항

· 박종철기념관의 역할을 고려한 전시 연출 방안 마련
- 물리적 공간에서 벗어나 대공분실 내 전시 연출을 통해 ‘박종철’을 기념하는 전시 기획안 제안
· 대공분실 내 세부 전시 콘텐츠안 제안

민주인권기념관 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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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간담회
일시

10월 19일(월)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6층 회의실

내용

<민주화운동기념관의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연구방안> 공유
· 대공분실을 활용한 ‘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의 기본 주제 집중
· 대공분실 내 기존 건물의 일부를 활용한 전시 공간 구성과 그 외 열린 공간 마련 필요
- 관람객의 휴식 및 사색 공간,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공간 등
· 지역의 기념관 및 전시관과 사업회의 관계, 민주인권 기념시설의 허브 역할을 고려한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공간 구성 필요

논의 사항

· 신관 지하층에 준상설전시를 기반으로 하는 전시 콘텐츠안 제안
· 1차 보고서에서 제안한 대공분실 전시 기획안을 민주화운동의 역사성과 의미를 보여주는 흐름으로 재수정
· 실시설계, 전시 조성 계획 단계에서 지침(방침)이 될 수 있는 기획안 작성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간담회
일시

10월 27일(화)

장소

민주인권기념관 7층 회의실

내용

<1차 보고서에 대한 추진위 의견 공유>
· 1차 보고서에 대한 평가 공유
· 기념관 전시 설계 지침(안) 공유
- 국가폭력 역사의 1차 사료인 대공분실의 중요성
- 남영동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을 포괄할 필요성
- 국가폭력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담은 전시 콘텐츠
- 국가폭력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관람객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연출
- 대공분실과 신관 간,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전시 연출 방안

논의 사항

· 대공분실의 원형 훼손을 최소화한 공간 구성
- 원형 보존의 경우 실제 시공을 진행하여 현장 상황에 따라 보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임을 서로 인지
· 국가폭력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전시 연출 방안 마련
· 추진위가 소유하고 있는 사료들을 공유하여 콘텐츠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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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답사

민주인권기념관 현장답사
일시

5월 12일(화)

공간 답사

공간구성 연구팀_민주인권기념관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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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 전시 답사 및 전시 기획 관련 자문회의
일시

6월 13일(토)
·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ACC - [열흘간의 나비떼] 전시

공간 답사

· 전일빌딩245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자문 : 광주문화재단 박강배
전시기획
자문회의

· 5.18민주화운동 관련 전시 기획 시 이슈 사항 공유
· 당사자 및 유관 단체와의 소통 관련 자문

전일빌딩245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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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

연구자문

(주)시월

박강배 | 광주문화재단

(주)어반콜라보

최호근 |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

연구책임
이채관 | (주)시월 대표

공동연구
이영범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손동유 |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장
이유미 | (주)어반콜라보 대표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해구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박성태 | 정림건축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은경 | EMA 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중석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이영재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조정래 | 금광중학교 역사 교사
차승용 | 포천고등학교 역사 교사

연구진

연구 코디네이터

이진경 | 건축사사무소 소소담 소장

조성호 | (주)시월

김지욱 | 건축사사무소 소소담 소장/경기대 건축학과 초빙교수
홍다솔 | 건축사사무소 소소담 소장
김보현 |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조성희 |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김병재 | 어반마이너 대표
김진영 | (주)어반콜라보
임종은 | 독립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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