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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ese society, which maintained the feudal social system, has taken an isolationist policy in response to the

Western aggression since 20
th

century. However, in the wake of the Opium War of 1840, China had actively

accepted Western culture, not in just politics and economy, but in diverse area of social property. Since these

process, the modernization of China had begun and the Chinese museum has been erected and evolved through

the process of it. And it can be deducted that the philosophy of socialist society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spatial configuration of the Chinese museum since it was at the heart of china’s modernization. And another

social shift has been made since 2000 that is regarded a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a. It brought a new

point of de-structuralism to the society since 2000 and it is leading the changes of various areas of culture and

arts, including museology in Chinese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to the museums in China since 2000 and how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hina is engaged with this

it, in terms of the spatial structure of a museum. To do this the study examined the spatial changes of the

museum in the mathematical approach including Space Syntax tool and it was engaged with the changes of

museum type. Throughout the study, it was concluded that spatial structure of museums in china has been

changed from structural organization to de-structural one since 2000 of China’s intern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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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봉건주의적 사회체제가 유지되어왔던 20세기 이전의

중국사회는 서구세계에 대응하여 쇄국적인 정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아편전쟁1)을 계기로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서구 문화가 적극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을 통하여 중국의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즉, 서구의 다양한 생활 방식과 사회체계가

중국사회에 유입되면서 중국은 서구의 근대화를 경험하

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 최초로 근대적 개념의 뮤지엄인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옹령령,

2000년 이후 중국 뮤지엄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사회적 의미 연

구)를 보완, 발전시킨 연구임.

진단(震旦)뮤지엄이 1868년 프랑스인 한덕록(천주교 예

수회 회원)의 생물 연구를 기초로 상해에서 창립되게 하

였다. 1905년 중국 청조 말기에는 중국 기업인 장건(张

謇)에1)의하여 장쑤성(江苏省) 난통시(南通市)에 중국인

최초로 난통(南通)뮤지엄이 개관되었다.2) 이후 많은 뮤

지엄이 중국에 건립되었으나 중국문화혁명(1966∼1976)

을 계기로 문화예술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 다소 발전

속도가 늦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 현대화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뮤지엄은 중국 근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건립

1) 청나라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영국과 계속된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

고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반식민지 및 반봉건 사회로 변화하기 시

작하였다.

2)『建筑设计资料集』编委会, 建筑设计资料集, 中国建筑工业出版社,

199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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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사례 선정의 기준

 2000년 이후의 중국 사회의 변화2000년 기준 2개 
군으로 구성

분류
기준

  중국뮤지엄협회의 등급판정 결과  
 에 따른 대표성 판정1등급 박물관선정

등급
성격
구분 역사계 및 과학계    역사계와 과학계가 전체 중국   

 뮤지엄 중 70%를 차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화국지도  
 출간: 대표성國家文物局指导출처

15개 2000년 이전의 뮤지엄 15개 2000년 이후의 뮤지엄

30개 중국 뮤지엄 선정

<그림 1> 연구사례 선정의 범위

되고 발전되어왔으며 중국 근대화의 중심에는 사회주의

철학이 자리 잡고 있기에 사회주의 철학은 중국의 근대

뮤지엄의 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

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주의적 모더니즘의 중국 뮤지엄

에 대한 영향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즉,

1992년 이후로 가속되어온 중국의 개방화는 다양한 서구

문화가 도입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1년의 세계무

역기구(WTO) 가입, 제9차 APEC(Asian-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북경올림픽(OLYMPIC), 상해국제박람회

(EXPO)를 계기로 2000년 대 이후의 중국의 생활환경은

보다 국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

존의 사회주의적 모더니즘에 충실한 중국 뮤지엄 건축의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제공하여 이전과는 상이한 전

시문화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중국 사회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뮤지엄의 계획적 지향성 및

그 지표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서 뮤지엄이 시작된 20

세기로부터 현재까지의 뮤지엄의 변화를 고찰하여 앞서

언급한 중국 사회의 국제화가 완성되어지기 시작한 2000

년을 전후로 중국에 소재한 뮤지엄에 어떠한 변화가 있

어 왔는가를 뮤지엄의 공간 구조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특성을 해석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중국에서 건립되는 뮤지엄의 계획적 지표를 사회변화의

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 소재 2500여개 뮤지엄

중 20세기의 중국 근대화 이후 현재까지 건립된 뮤지엄

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들 뮤지엄 중 대표성을 갖는3)

2000년 이전의 15개 뮤지엄과 이후의 15개 뮤지엄이 연

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각 뮤지엄에 대하여 관

람객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전시공간을 포함한 공

공영역이 연구대상 공간으로 제한되었다. 2000년이 연구

사례의 선정기준이 된 이유는 2000년 이후 중국사회가

본격적으로 국제화되었고, 이를 통하여 서구문화가 적극

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뮤지엄 지식전달체계에 큰

변화가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전시공간을 포함한 공공영

역이 연구대상 공간으로 선정된 이유는 본 연구가 뮤지

엄의 공간구조에 따른 관람객의 행태에 관한 연구로서

관람객의 행태가 표출되는 공간이 연구나 수장의 영역을

3) 대표성을 갖는 뮤지엄을 선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중국박물관건

축(중화인민공화국 국가문화국지도, 천진대학출판사, 천진, 2010)에

서 선정한 100개 뮤지엄과 중국 1등급 박물관(중국 박물관 협회

감정 평가) 중 대표성을 갖는 30개 뮤지엄이 선정되었다. <표 1>

의 기초분석은 본 서적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제외한 전시 및 공공영역이기 때문이다.

(2) 연구의 방법

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된 각 뮤지엄에 대하여 본 연구

는 연구사례의 평면도를 기준으로 J–Graph (Justified

Graph)4)를 작성하여 공간구조를 해석하였다.<그림 2>

이때 J–Graph는 공간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각 뮤지엄이 전시 콘텐츠가 어떠한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이해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구

조가 실질적으로 관람객의 동선체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

량적 고찰을 위하여 공간구문론(Space Syntax)5)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것을 통하여 표출된 명료도(intelligibility)

와 통합도(integration) 평균값으로 2000년 전후로 중국

뮤지엄에서 관람객 동선의 결정요인을 이해하였다. 또한

연결도(connectivity) 평균값의 변화를 통하여 2000년 전

후로 중국 뮤지엄에서 관람객의 행태를 공간구조에 따른

동선체계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아이소비스트

분석을 통하여 공간 위상학적 중심공간으로부터의 전체

공간에 대한 인지도를 이해하였다.<그림 4>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

구는 앞서 수행한 J-Graph분석을 기준으로 2000년 전후

의 각 15개 뮤지엄의 유형6)을 3가지를 분류하였고, 즉

PR형(퍼블릭투룸 형식), RR형(룸투룸 형식) 그리고 RRS

형(룸투룸스 형식)으로 분류하고<그림 3> 각 유형별 지

표의 차이를 파악하여 2000년 전후로 뮤지엄 유형에 있

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파

4) 프로그램 구조도

5) 断进, Bill Hillier & Julienne Hanson, 空间句法与城市规划, 东南大

学出版社, 2007

6) 문정묵은 그의 저서 ‘미술관속 아메바’에서 뮤지엄의 전시공간 유

형을 room to room, room to rooms, public to room 그리고 free

plan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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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 변화 중국 뮤지엄 공간구조의 변화

   2000년 전후에 뮤지엄

공간구조의 특징 분석 
Space Syntax 분석

Isovist 분석

J-Graph 분석

연구사례의

유형화

중국 사회의 변화가 뮤지엄 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을 이해

<그림 4> 연구의 진행방법

<그림 3> 전시공간 유형 구조도

악하고자 하였다.

각 유형의 뮤지엄 구성방식이 관람객의 관람행태 및

정보취득 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문정묵의 연구, ‘미술관 속 아메바’에 기술된 뮤지엄 유

형에 따른 관람형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뮤지엄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른 관람행태 및 정보취득

방식의 차이가 중국 사회구조의 변화와 어떠한 상관관계

를 갖는지 파악하고자 2000년 이후 중국사회변화에 대하

여 조사 하였다.

2. 문헌고찰

2.1. 뮤지엄 공간구조의 의미

뮤지엄에서의 공간은 그 형태를 기초로 관람자의 동

선을 결정하고 이러한 동선을 기반으로 뮤지엄의 다양한

지식과 감성이 관람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

간구조는 뮤지엄의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왔으며 뮤지엄

<그림 2> Justified Graph(구조도) 분석예시 (상해박물관)

P: 공공 공간     
R: 전시 공간     
E: 출입구

지식전달의 체계를 결정한다. 최윤경의 연구7)에 의하면

교육행태학에서 언급되는 강제분리방식의 교육과 자유통

합방식의 교육이 뮤지엄 전시에도 적용되어, 정해진 순

서에 의하여 한정된 전시물만을 경험하는 것과 관람객이

스스로 찾아다니며 사고하는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강제분리방식에 의해 정해진 순서로 전시

물을 경험한다면 관람자들 모두 동일한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자유통합방식에 의한 전시물 관람은

7) 최윤경 김재연, 박물관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18권 12호, 서울, 2002

관람자들에게 모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는 정해진 공간조직과 동선체계를 전달받은 관람객의 경

우 보편적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이 될 것이고, 전달받은

지식이 상이할 경우 다양한 사고를 지닌 사회 구성원을

갖는 다원적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의 의미

19세기 유럽의 역사주의적 언어연구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로서의 구조주의적 개념의 언어체계가 프랑

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드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에 의해 1916년도에 주장되기 시작했다. 프랑스

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

는 소쉬르의 구조 언어학으로부터, 방법으로서의 구조 개

념을 빌려와 인류학을 인간과학으로 정초시켜 구조주의 사

상이 타학문에서도 인용,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8) 따라서 1945년대도 이후 사회는 이러한 구조주

의적 시각을 중심으로 해석되며 재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주의적 사회관에도 큰 변화가 일

어나는데, 해체주의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데리다

(Jacques Derrida)는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의 폐해를 이식하고 이를 공격했다. 즉, 해체주의 이론은

구조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탈구조주의라는 새로운 이

론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구조주의의 단순한 연장도 아니

지만 동시에 그것의 완전한 배제도 아니다. 오히려 탈구

조주의는 구조주의가 구축해 놓은 구조를 구조주의의 내

부에서해체또는탈구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9)

이와 같은 구조주의적 철학으로부터 탈구조주의로의

변화는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중국사회가 모더니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사회주의 철

학을 수용하고 구조주의적 사회관을 유지한 것이 지난 20

8) 서진원, 교육방법으로서의 구성주의와 구조주의의 비교연구, 한국

도서관정보학회, 2009, p.87

9) 이지윤, 解體主義空間의 構成原理 및 디자인 特性과 造形的 接近

方法에 關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1994,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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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분류번호 박물관 명
개관

년도

전시

면적

전시

성경
위치

전시

층수

연결도

평균

명료도

평균

통합도

평균

통합도

표준편차

Isovist

비율
유형

2

0

0

0

년

이

전

CM-1 상해자연박물관 1958년 5700㎡ 과학 상해 2F 1.889 0.417 0.668 0.187 50% PR

CM-2 중국지질박물관 1959년 4000㎡ 과학 북경 4F 2.190 0.375 0.652 0.077 8% PR

CM-3 장시성박물관 1999년 13000㎡ 역사 장시성 3F 2 0.264 0.496 0.105 21% PR

CM-4 신장웨이우얼자치구박물관 1963년 7800㎡ 역사 신장 2F 2.129 0.317 0.570 0.088 28% PR

CM-5
광시장족자치구

박물관
1978년 4500㎡ 역사 광시 2F 2.379 0.481 0.801 0.132 28% PR

CM-6 남경박물관 1950년 7800㎡ 역사 장쑤성 2F 2.456 0.26 0.772 0.156 30% PR

CM-7 흑룡강성박물관 1929년 3000㎡ 역사 흑룡강 B1, 2F 2.077 0.117 0.504 0.110 62% PR

CM-8 상해박물관 1996년 12000㎡ 역사 상해 4F 2.3150 0.221 0.644 0.131 41% PR

CM-9 티베트박물관 1999년 10451㎡ 역사 티베트 2F 2.340 0.347 0.770 0.174 26% PR

CM-10 칭다오시박물관 2000년 6000㎡ 역사 산동 3F 2.170 0.267 0.600 0.094 9% PR

CM-11 려순박물관 1934년 2560㎡ 역사 려오닝 2F 2.105 0.208 0.468 0.066 49% RR

CM-12 중국철도박물관 1978년 7000㎡ 과학 북경 B1, 3F 2.352 0.154 0.589 0.099 8% RR

CM-13 하북성박물관 1969년 11216㎡ 역사 하북성 2F 2.364 0.238 0.674 0.077 20% RR

CM-14 귀주성박물관 1958년 1200㎡ 역사 귀주성 2F 2.327 0.223 0.550 0.033 29% RRS

CM-15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 1960년 40000㎡ 역사 북경 4F 2.259 0.317 0.737 0.153 32% RRS

2

0

0

0

년

이

후

CM-16 선전박물관 2008년 9000㎡ 역사 광동성 4F 2.325 0.106 0.657 0.153 11% PR

CM-17 산서성박물관 2005년 20000㎡ 역사 산서성 4F 2.358 0.143 0.520 0.088 6% PR

CM-18 복건성박물관 2002년 12000㎡ 역사 복건성 3F 2.276 0.167 0.677 0.167 34% PR

CM-19 천진박물관 2004년 11000㎡ 역사 천진 3F 2.659 0.66 0.615 0.152 29% PR

CM-20 북경천문관 2004년 미상 과학 북경 B1, 2F 2.435 0.186 0.623 0.103 15% PR

CM-21
침화일군남경대도

살조남동포기념관
2007년 9800㎡ 역사 장쑤성 2F 2.059 0.108 0.348 0.084 11% RR

CM-22 애휘역사박물관 2002년 4000㎡ 역사 흑룡강 2F 2.182 0.057 0.391 0.080 27% RR

CM-23 수도박물관 2006년 30000㎡ 역사 북경 B1, 6F 2.331 0.124 0.735 0.140 12% RR

CM-24 상해과학기술관 2001년 22000㎡ 과학 상해 B1, 3F 2.420 0.128 0.617 0.113 15% RRS

CM-25 소주(수조)박물관 2006년 9000㎡ 역사 장쑤성 B1, 2F 2.229 0.04 0.496 0.132 28% RRS

CM-26 중국국가박물관 2003년 50000㎡ 역사 북경 4F 2.397 0.145 0.768 0.182 9% RRS

CM-27 중국과학기술관 2009년 22000㎡ 과학 북경 1F 2.115 0.252 0.674 0.176 22% RRS

CM-28 중국석탄박물관 2003년 6000㎡ 과학 산서성 2F 2.111 0.049 0.379 0.096 21% RRS

CM-29 절강성박물관 2009년 7600㎡ 역사 절강성 3F 2.494 0.333 0.692 0.126 8% RRS

CM-30 호남성박물관 2003년 7000㎡ 역사 호남성 B1, 2F 2.444 0.281 0.790 0.081 19% RRS

<표 1> 연구대상 뮤지엄의 기초분석

세기의 역사라면 그 이후의 중국사회에서는 2000년 이후

중국 다양한 국제행사를 통한 사회개방에 따라 중국문화

에는 탈구조주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2000년 이후의 중국 사회의 변화

서구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비하여 20세기 중국은

상대적 뒤쳐지게 되고 오히려 서구문물의 유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국사회는

서방세계에 비하여 보다 낙오되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

중국사회는 20세기의 수차례에 걸친 외세와의 전쟁 및 계

속되는 내전과 극단적인 이념의 대치 등 비교적 짧은 기

간 동안 큰 사회적 변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중국사회는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된다.

즉, 21세기 중국사회는 지식경제와 국제화를 기본으로 사

회, 문화적 발전을 이루게 되고 국제화는 중국사회를 급

속하게 발전의 기회중의 하나로 알려져 왔다.10) 11)

3. 연구대상 뮤지엄의 분석

10) 倪先敏, 试论21世纪社会主义的发展, 西南师范大学, 2002, p.3

11) 각 뮤지엄에서 전체공간의 통합도, 통합도의 표준편차, 연결도 그

리고 명료도를 분석하였다.

3.1. 연구대상 뮤지엄의 기초분석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뮤지엄의 기초분석을 수

행하여 개관년도, 전시면적, 전시성경, 위치, 전시층수가

<표 1>에 기술되어 있다. <표 1>의 분류번호 CM-1부

터 CM-15까지는 2000년 이전의 연구대상 뮤지엄을 그

리고 CM-16부터 CM-30까지는 2000년 이후의 뮤지엄으

로 기술되어 있다.

3.2. 공간구문론을 통한 공간구조의 분석

2000년을 기점으로 중국 뮤지엄 공간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왔는지 이해하고 이 변화가 뮤지엄 동선체계

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공간구문론 분석
11)

과 아이소비스트 분석12)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서 <표 1>에 각 뮤지엄의 연결도 평균, 명료

도 평균, 통합도 평균, 통합도 표준편차과 아이소비스트

(Isovist) 비율이 기술되어 있고 <표 2>에는 각 뮤지엄 공

간구문론 분석결과가 평면도의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평균값은 <표 4>에 기술되어 있으며 이

것에 의하면 공간구문론 분석 결과 2000년을 기점으로

12) 아이소비스트(Isovist)분석은 통합도가 가장 높은 컨벡스 공간의

중심점으로부터 가시영역에 있는 모든 공간을 표시하고 그 안에

포함된 각 컨벡스 공간의 수를 전체 컨벡스 공간의 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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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전
CM-1 CM-2 CM-3 CM-4 CM-5 CM-6 CM-7 CM-8 CM-9 CM-10 CM-11 CM-12 CM-13 CM-14 CM-15

공간

구문론

분석

Isovist

분석

2000년

이후
CM-16 CM-17 CM-18 CM-19 CM-20 CM-21 CM-22 CM-23 CM-24 CM-25 CM-26 CM-27 CM-28 CM-29 CM-30

공간

구문론

분석

Isovist

분석

<표 2> 공간구문론과 Isovist의 분석 결과

2000년

이전
CM-1 CM-2 CM-3 CM-4 CM-5 CM-6 CM-7 CM-8 CM-9 CM-10 CM-11 CM-12 CM-13 CM-14 CM-15

구조도

분석

2000년

이후
CM-16 CM-17 CM-18 CM-19 CM-20 CM-21 CM-22 CM-23 CM-24 CM-25 CM-26 CM-27 CM-28 CM-29 CM-30

구조도

분석

<표 3> 연구대상 뮤지엄의 구조도 분석 결과

뮤지엄내 각 컨벡스 공간의 연결도 평균값이 증가함

(2.223에서 2.322로)을 파악하였다. 연결도 평균값의 증가

는 통합도가 높은 컨벡스 공간과 낮은 컨벡스 공간사이

의 편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통합

도 평균값에 있어서는, 그 지표의 변화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0.633에서 0.599로 감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뮤지엄의 각 컨벡스 공간 통

합도 사이의 표준편차의 경우는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지표가 다소 감소(0.043에서 0.034로 감소)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명료도의 경우, 2000년을 기점으로 유의성

있는 지표변화가 파악되었는데 2000년 이전의 뮤지엄 명

료도 평균값(0.282)이 2000년 이후에는 절반정도(0.146)

로 감소하였다. 아이소비스트(Isovist) 분석의 경우 2000

년을 기점으로 유의성 있는 비율의 감소(30%에서 18%

로)가 파악되었다.<표 4>

2000년을 기점으로 중국 뮤지엄 공간의 연결도 평균

값이 증가하고 각 컨벡스 공간의 통합도 표준편차가 감

소하고 있음은 결국 이들 뮤지엄에서 다양한 관람객 동

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지표변화는 2000년 이후 뮤지엄에서 관람객의 길 찾

기에 어려움 예측되고 다양한 동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명료도 값의 유의적 감소는 관람

객의 뮤지엄 전체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이소비스트 분석결과에

서 나타나듯이 통합도가 가장 높은 공간 즉, 관람객의 사

회적 조우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공간 위상학적 중심공간

으로부터 인지되는 뮤지엄 전체공간의 영역이 2000년 이

후로 대폭 감소되어 관람자의 뮤지엄 전체 공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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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도

평균

명료도

평균

통합도

평균

통합도

표준편차

Isovist

비율

2000년 이전 2.223 0.281 0.633 0.043 30%

2000년 이후 2.322 0.146 0.599 0.036 18%

<표 4> 공간구문론 분석의 값

조사대상 PR형 RR형 RRS형

2000년 이전
개수 10개 3개 2개

비율 67% 20% 13%

2000년 이후
개수 5개 3개 7개

비율 33% 20% 47%

<표 5> 연구대상 뮤지엄 유형 분석의 값

이해도 감소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결국 앞서 언급한

명료도 감소를 뒷받침하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3.3. 공간구조 유형의 분석

(1) Justified Graph 분석에 의한 뮤지엄 유형 분류

이와 같은 공간구문론 분석결과는 뮤지엄 유형의 변

화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표 3>에서 수행한 각

뮤지엄 J-graph 분석의 결과가 <표 5>에 기술되어 있

다. 이 J-graph 분석에 따른 유형변화 분석 결과 2000년

전후로 PR유형 뮤지엄이 10개에서 5개로 감소하고, RR

유형의 경우 2000년 전후로 모두 3개로 동일하나 RRS

유형의 경우 2000년 전후로 2개에서 7개로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국에서 2000년 이전의 PR

형 중심 뮤지엄은 2000년 이후로 RRS형 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다.

(2) 뮤지엄 유형에 따른 정량적 공간고조 특징 분석

이와 같은 유형의 변화는 각 유형의 뮤지엄이 보유한

공간구문론적 지표의 변화 즉, 연결도, 통합도, 명료도

값의 변화로 이어지는데 각 뮤지엄의 연결도, 통합도, 명

료도에 대한 유형별 평균값은 PR>RRS >RR의 순서로

높았다. 즉, <표 6>에 연구대성 뮤지엄의 유형별(PR형,

RR형, RRS형)의 공간구문론 분석결과에 대한 평균값이

기술되어 있다. 이것에 의하면 PR유형, RR유형, RRS유

형의 순서로 연결도(2.267, 2.232, 2.311), 통합도 (0.638,

0.534, 0.634), 명료도(0.248, 0.148 0.196)가 측정되어 결

국, 2000년 전후로 PR유형에서 RRS유형으로의 변화가

전체 30개 뮤지엄의 연결도 평균값의 증가, 통합도 평균

값의 감소 그리고 명료도 평균값의 감소의 결과를 초래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사례 연결도 평균 명료도 평균 통합도 평균

PR형 2.267 0.248 0.638

RR형 2.232 0.148 0.534

RRS형 2.311 0.196 0.634

<표 6> 연구대상 뮤지엄 유형의 공간구문론 분석의 값 

4. 분석결과의 종합

PR 유형의 감소는 RRS 유형의 증가와 함께 2000년

이후의 중국 뮤지엄 공간구조가 관람객 동선을 강하게

조정하는 역할로부터 관람객 스스로의 자유 관람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해석할 수

있었다. 즉, 뮤지엄이 강한 공간위상학적 중심성과 공간

구조를 통한 특정한 동선체계를 유지한 상태로 관람객

동선을 배분(distributed)하는 구조적 성격을 갖는 PR 유

형의 뮤지엄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관람객의 자유로운

동선선택이 가능한, 탈 구조적 성격을 갖는 RRS 유형의

뮤지엄이 증가하여 보다 자율적 동선체계가 조성되고 있

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관람객에 있어서

다양한 동선의 발생을 초래하는데 공간구조에 따라 전개

되는 동선체계가 제공하는 공간경험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이것은 공간구조보다는 전시 컨텐츠에 의존

하는 동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

으며 전시 컨텐츠가 제공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사회변화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데, 최근에 이루어진 중국의 다양한 국제행사는 중국사

회의 변화를 이끌었으며 뮤지엄 계획과 같은 영역에서

중국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즉,

모더니즘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구조주

의적 사회관을 기초로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러한

구조주의 철학이 나타나게 하였는데 2000년 이후의 탈구

조주의적 사회관은 중국사회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에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000년 이후의 중국 뮤지엄의 공간구조

에 나타난 RRS 유형의 증가는 이러한 중국의 사회 구

조의 변화, 다시 말해 탈구조주의적 사회관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국제화는 중국사회의 변

화를 이끌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

으며 중국 뮤지엄의 공간구조에 변화를 주게 되고 이러

한 변화는 뮤지엄의 지식전달체계로 알려진 동선체계에

영향을 받아 뮤지엄의 사회교육방식의 변화를 초래한 것

으로 파악되었다.

5. 결론

2000년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에 따른 뮤지엄 전시공

간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고 본 분

석을 통하여 뮤지엄이 제공하는 사회교육의 방식의 변화

를 이해할 수 있었다. 즉, <그림 5>에 기술되어 있듯이

중국의 대표 뮤지엄을 2000년 전후로 각각 15개씩 선정

하여 뮤지엄에서 관람객의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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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0년 이후 중국 뮤지엄 공간구조의 변화 분석

공간을 대상으로 공간구문론 분석을 시행하여 그것의 연

결도, 명료도, 통합도, 통합도의 표준편차, 아이소비스트

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구조도(Justified Graph)의 작성을

통하여 연구사례 뮤지엄을 3가지 유형 즉, 일방향통과형

(RR유형), 다방향통과형(RRS유형) 그리고 공용공간연결

형(PR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분류를

기준으로 2000년 전후로 공용공간연결형(PR유형)이 감

소하고 다방향통과형(RRS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

하였다. 이것은 앞서 수행한 공간구문론 분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

은 결론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중국의 뮤지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공

간구조의 변화 특성은 구조주의적 공간으로부터 탈구조

주의적 공간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대공간을 중심으로 각각의 전시실로 관람객의 동선을 배

분하는 형식으로부터 관람자 자신이 자율적 의지에 의하

여 매 순간 동선을 선택하는 형식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뮤지엄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사회가 2000

년 이후 경험한 다양한 국제화의 영향 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모더니즘 이후로 사회주의국가관을 유지하면

서 구조주의적 사회조직의 기본적인 철학으로 규정해온

중국사회에 다양한 국제화 행사의 경험을 통하여 탈구조

주의적 사고가 유입되기 시작했고 뮤지엄의 공간구조의

변화는 이와 같은 중국사회의 탈구조주의적 상황과 관계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00년 이후 중국사회의 변화에 따

른 중국 뮤지엄 건축의 새로운 계획적 패러다임을 전시

공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하였고 향후 본 연구에 이

어 뮤지엄 전체공간구성에 대한 계획적 지표를 중국사회

의 새로운 사회 환경변화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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