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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ater Culture Pavilion was constructed as a part of dam construction and Four-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s,

which have the purpose to prevent damage of natural disaster, localized heavy rain and drought, and has several

functions; promotion, education and region culture community. Exhibition space in this culture pavilion should have

the excellent connection of various media, contents, and exhibition space because of limited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lows, continuation and connection of exhibit space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attribute of water and to suggest various content things, technical, spatial types. This study targets Four-major

rivers Water Culture Pavilion in Korea and suggests exhibition presentation methods as analyzing contents, media

and constituent of exhibition space for each pavilion exhibi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 First, the circulation is common expressed attribute of water in these four

water culture pavilion. The reason is that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Four-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s and

the physical attribute of water circulating the steps of evaporation, condensation and precipitation. Second, each

pavilion presents circulative solid exhibit, circulative background exhibit, circulative reflective exhibit based on

circulation. These three types of exhibition is related the floor separation. Third, each pavilion exhibit zone shows

the most circulation, solid, background, reflexibility through educational contents and promoting contents by using

graphic, video, sound media.

Keywords 물의 속성, 물문화관, 전시연출

Attribute of Water, Water Culture Pavilion, Exhibition Com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OECD소속 국가 중에서 가용

수자원에 비해 물 수료 비율이 40%가 넘어 가장 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연강

수의 7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는 등의 원인으로 수

자원 확보에 어려움에 대처,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해 댐

건설의 확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련의 목적

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댐과 강 주변

수변공간에는 물과 관련된 문화관들이 건립되어 홍보,

교육의 공간과 지역 사회의 문화공간으로 제공된다. 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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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에 위치한 과거의 물 문화관은 지역적 홍보, 교육 콘

텐츠가 상당수일 뿐만 아니라 관람객으로부터 흥미를 유

발할 요소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홍보의 일환으로 건립된 4대강 물문화관은

과거의 문화관과는 달리 예술가들의 작품을 도입한 문화

예술존과 사업홍보 특화존을 구성하여 차별화된 전시공

간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존 홍보관의 무미건조한 공간

과 콘텐츠를 역동적, 상호작용, 체험적으로 새로운 시도

를 함으로서 홍보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공간으로 전략적

인 제안을 통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화관 같은 제한된 공간의 전시는 다양한 전

시매체를 통한 전시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매체와

콘텐츠 간의 연결성과 전시구성의 연결성이 뛰어나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전시공간의 흐름과 연속, 연결성을 물

의 물리적 속성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물문화관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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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문화관 전시공간에서 물의 속성과 매체와 콘텐츠,

전시공간 구성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제한된 전시공간에

서의 다양한 내용적, 기술적, 공간적 전시연출 유형을 제

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된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문화관의 전

시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2012년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현장 답사를 통해 대상공간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의 속성을 주제로 한 문학, 건축, 예술 분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물의 속성을 고찰하고, 문헌조사를

통해 전시를 구성하는 전시매체, 전시콘텐츠, 전시공간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공간분석 대상인 물문화관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서적, 현장방문,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분석으로 물

문화관 전시공간의 현황을 조사한다. 본 연구 이론적 고

찰에서는 국내․외에서 물을 주제로 하는 댐문화관(전시

관)과 물박물관도 물문화관의 개념으로 포함한다.

넷째, 본 연구의 공간분석 대상인 4대강 물문화관 전

시공간구성을 분석하고, 각 문화관의 전시 존에 따라 전

시매체, 전시콘텐츠, 전시공간 구성요소로 분석하여 물의

속성을 도출한다.

다섯째, 각 문화관의 도출된 물의 속성을 취합하여 물

문화관에 연출된 대표적인 물의 속성 전시연출 방법을

제안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물의 속성

모든 생명체의 변화는 물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되

며, 그 것은 곧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한다. 물은 흘러가

는 액체로서의 물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이자 생존의 근원적 요소로서 원초

적 물질을 상징한다. 이렇듯이 물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고 있어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연 속에서 순환하며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물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물은 과거부터 철학 개념들의 의

미를 이해하기 위해 물을 사유했으며, 물에 특성을 부여

하고, 물을 묘사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여 의미를 부여

하였다. 아래로 흐른다는 물 자체에 내재한 경향은 초기

중국의 철학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이

다. 물이 항상 자발적으로 아래로 흘러간다는 인식은 논

쟁 상대 고자와의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에서 맹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열쇠였다.1) 중국 철학자들은 물의 형

태(원리)로부터 그 원리를 찾아내어 인간의 행위에 적용

시켰다. 고대 중국 전적에 나타난 많은 추상적 철학 개

념들은 물과 같은 용어로 묘사되었으며, 그 속성도 공유

하고 있다.2) 또한 물은 사회적·윤리적 가치 구조의 근간

인 추상적 개념들을 형성하는 데 은유로 사용되기도 했

다. 또한 물은 일반적으로 수평성, 투명성, 반사성, 유동

성, 연속성, 순환성 등의 물리적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물의 물리적 속성은 자연을 대표하는 요소로서 물의 의

미와 특성과 함께 자연을 적용한 형태와 표현을 목적으

로 문학, 음악, 미술, 건축, 디자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물의 속성을 도출하여 접목한 연구 또는 작품이 진행되

어 왔다.

장진수(2011)는 ‘물의 이중적 의미를 추상화한 작품 표

현 연구’에서 물의 물질적 특성을 노먼 K 부스에 의해

정의된 조형성, 움직임, 음향, 반영의 특징을 바탕으로

동서양에서의 물의 특징을 고찰하여 본인의 작품에 적용

하였다.

김인수(1996)는 ‘건축과 물의 상관성과 그 디자인 효과

에 관한 연구’에서 물의 속성을 물리적 특성과 지각, 물

의 연속성과 순환성, 물의 상징성, 물의 재현과 인식으로

나누고 건축에 도입된 물의 물리적 특성의 이용목적을

통해 물이 도입된 건축의 디자인 특성을 정리하여 물과

건축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노주선(2004)은 ‘물의 은유를 적용한 주택디자인 연구’

에서 물의 속성에서 상징성과 물리적 특성, 물의 연속성

과 순환성, 관념적 영역과 지각적 영역을 정리하였으며,

문학과 예술에서 물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물의 물질적

특성으로 수평성, 투명성, 반사성, 유동성, 조형성, 음향

성, 시각성을 물의 디자인요소로 정의하고, 도출된 디자

인요소들을 주택의 매스, 공간, 세부 디자인까지의 과정

과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최원이(2011)는 ‘현대미술에 나타난 물 이미지의 특성

과 상징적 의미 연구’에서 물의 개념을 물질적, 정신적,

순환적으로 나누고 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동서양의 회

화작품과 현대 비디오 아트에서 나타난 물의 이미지를

찾고자 하였다. 비디오 아트에서 나타나는 물표현은 물

의 순환성, 유동성, 반영적 속성 등의 이미지가 주로 나

타난다고 보았으며, 매체의 발달로 인해 물 표현 가능성

또한 확장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상연(1998)은 ‘공간에서의 물의 심미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 물의 물리적 특성과 상징성, 장소성, 연

속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물의 이미지 요소를 도

출하여 호텔 실내로비에 적용하는 계획 연구를 하였다.

1) Allan, Sarah, 공자와 노자, 그들은 물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오만

종 옮김, 초판, 예문서원, 서울, 1999, p.76

2) Allan, Sarah, 앞의 책,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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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1996)

노주선

(2004)

이상연

(1996)

장진수

(2011)

최원이

(2011)

연속성

반사성

순환성

음향성

유동성

수평성

습윤성

투명성

반사성

조형성

연속성

순환성

수평성

유동성

음향성

시각성

투명성

반영성

조형성

유동성

음향성

수평성

투명성

반사성

조형성

무정형성

수평성

순환성

음향성

투명성

반영성

무정형성

유동성

순환성

<표 1> 물의 속성 관련 선행연구 주요 키워드

2.2. 전시구성

전시를 계획한다는 것은 전시물과 전시 보조수단을 공

간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관람객의 전시주제의 인식, 즉

지식과 정보 전달 및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다.3) 과거에는 유물의 수집과 진열, 보존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전시의 기능을 수행하였지만, 기술과 과학

이 발달하고 관람객의 욕구충족 요구에 따라 단순히 보

여주는 전시가 아닌 관람객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며 감성

을 자극하기 위해 다양한 연출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현

대의 전시에서는 매체와 콘텐츠 그리고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조합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전시와 관람객들과

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고, 정보와 지식을 전달할 뿐

만 아니라 문화향유 공간을 제공한다.

(1) 전시콘텐츠

전시콘텐츠는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에게 전달되는 정보

로서, 전시의 목적에 따라 콘텐츠의 유형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콘텐츠 안에는 기본적으로 학습과 교육의

기능이 포함되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게

된다. 기업홍보관, 주택문화관과 같은 뚜렷한 목적이 있

는 전시는 홍보와 정보전달의 콘텐츠가 많이 보여진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문화적․기술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전시매체와 함께 콘텐츠는 재미와 창의성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관람객에게 유희적 가치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는 과거의 수집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

시방법과는 달리 전시공간 안에서 복합문화를 소비하는

시대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

른 관람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실에 근거한 줄

거리와 이야기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도

사용된다.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사진전시에서 이루어지

는 콘텐츠이지만, 매체의 다양화와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미디어 매체를 사용하는 전시에서 다양하게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콘텐츠의 변화와 적용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최

3) 우상기, 박람회 전시연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논,

1994, p.60

첨단의 기술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콘텐츠와 예술적인 작

품들이 융합되어 풍부한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다.

(2) 전시매체

매체의 사전적 의미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의미와

내용을 추상화하고 표현(Representation)하기 위한 형식

이며 지식의 선택, 수집, 저장, 운반을 위한 수단을 말한

다.4) 전시매체는 전시공간에서 전시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관람자와의 커

뮤니케이션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전시매체는 2

차원, 3차원, 4차원적인 연출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며, 전시공간에서의 일반적 매체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2> 전시매체의 분류5)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용

평면매체 그래픽
그래픽/텍스트, 사인(sign), 실사출력, 전자식패널(LED),

홀로그래픽, 루미나이트 등

입체매체 모형 유물복제, 설명 모형, 축소모형, 디오라마

영상매체 영상/음향
슬라이드, TV, 모니터, 프로젝트, 특수 디스플레이,

디오라마, 설명용 나레이션, 아이맥스, 옴니맥스 등

기계매체 기계작동 특수연출장비, 이동 라이드 시설, 4D 영상 등

디지털매체
가상현실 정보검색, 디지털 미디어 연출 등

인터렉티브 상호작용성 센서, 터치스크린 등

과학기술과 매스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현대에는 전

시매체의 폭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자연계 전시관

에서는 살아있고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전달

하기 위하여 디지털 미디어매체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전시매체의 이용은 관람객들에게 정보를 전

달하는 일방적인 차원을 넘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한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전시공간을 제공한다.

(3) 전시공간

전시를 계획하기 위해서 전시의 주제, 주제에 따른 내

용, 그리고 콘텐츠를 관람객에게 전달해주는 전시매체와

함께 공간을 구성하는 재료와 같은 촉각적 요소, 색채와

조명과 같은 시지각적 요소와 전시내용을 원활하게 전달

하기 위해 계획되는 공간 레이아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전시색채는 전시공간의 주제를 나타내고 이미지를 형

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관람객들에게 인식된다. 색채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물리적, 심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

치게 하며, 전시공간에서 전시물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

역할을 한다.

조명은 사물의 색상이나 재료의 질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조도

와 가시도로서 조절되어야 한다. 전시공간은 관람객에게

4) 이지수, 멀티미디어 정보를 위한 매체와 표현 요소의 선택, 디자인

학 연구 통권 제39호, 2000, p.195

5) 노성진, 과학박물관의 전시공간구성 및 연출에 관한 연구, 홍익대

학교 석논, 1998, p.61 참고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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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는 공간이며, 관람객은 자신의 움직임과 효

율적인 전시 관람을 위해 공간 전체를 읽으려 하는 욕구

가 잠재하고 있다.6)

전시재료는 전시공간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전시공

간의 물리적 기초로 되었다. 재료로 제작된 도구는 전시

품에 환경을 제공해주는데 구체적 전시공간의 이미지를

형성시켜 일반인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인터페

이스 실체이다. 재료의 무늬, 색채, 구조방식 등도 이 전

시 스타일의 중요한 요소를 결정한다.7) 일반적으로 목재,

금속재료, 인공합성재료, 연체 재료는 조명과 색채와 같

이 고려되어 가장 주제와 공간에 적합한 새로운 이미지

를 창출해낸다.

전시 공간의 시각적 이미지는 공간의 구조, 전시물과

레이아웃의 형태, 빛과 색채이미지의 융합으로 전체 이

미지(overall Image)를 나타내게 된다.8) 따라서 관람객의

전시관심도와 집중력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요소간의 조화는 전시공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 전시공간의 시각적이미지 요소

3. 물문화관

3.1. 물문화관

국내에 건립된 물문화관은 고온, 가뭄, 홍수 등의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물 부족상태에 직면하는 국가적 위기의

방안과 대비를 위해 댐을 건설하고, 댐의 역할 및 기능

에 대한 교육적 콘텐츠와 댐의 홍보를 하는 전시관으로

건립되어져 왔다. 이 전시관들은 수자원공사가 전국의

댐에 설치한 물문화관 14곳과 시화호 환경문화관, 청계

천 문화관, 4대강 물문화관을 포함하여 20개의 물문화관

이 운영중이다. 한국 수자원 공사의 전시공간 구축 목적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댐 전시관은 댐 건설 사

업의 내용과 가치에 대한 관람객인식 변화를 위한 공간

6) 이양, 전시 디자인에 있어서 조명계획과 재료에 관한 연구, 동서대

학교 디자인&IT대학원 석논, 2009, p.20

7) 이양, 앞의 논문, p.28

8) 박혜경 외, 생태 전시공간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 분석 연구, 한국

색채학회 통권 제26호, 2012, p.71

이다. 둘째, 수자원의 개발, 관리, 이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이다. 셋째, 수자원에 대한 관람객의 문화적 향유 욕

구에 대한 부응이다.9)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

된 과거의 물문화관은 홍보 콘텐츠가 상당수를 차지하여

관람객인식 변화와 사업 홍보의 목적은 충족시켰지만,

문화적 콘텐츠의 비율이 낮아 홍보관의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지역민들에게 문화활동을 제공할 만큼의 전시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관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

하여 방문객 수가 감소하여지고 관리가 미비해져 왔다.

하지만 다수의 댐 문화관이 리모델링을 시행하면서 문화

관 내 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4대강 사업의 일환

으로 4대강 물문화관을 개관하여 지역민들에게는 지역문

화특화공간을 제공한다. 물문화관 전시콘텐츠는 수자원

현황, 지역의 문화와 역사, 전망대, 댐․보시설의 기술원

리 설명, 사업의 취지와 목적알림 등이다.

해외사례로는 일본, 네덜란드, 미국 등의 물박물관을

들 수 있다. 해외사례들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다. 해

외사례의 경우 교육․학습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모형

과 색채의 일관성으로 인해 전시공간 내에서 보여지는

물의 속성은 바탕성과 입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인다.

구 분 세 부 내 용

Tokyo

Water

Museum

위치 일본 동경도 고토구

규모 지상3층

전시구성 물의 여행, 3D영상, 급 수소체험 등

이미지

물의 속성 입체성, 순환성, 바탕성

Aquabiwa

위치 일본 시가현

규모 지상3층, 야외시설

전시구성
비와코 관련 자연현상, 역사, 물이용 관련자료

물과 생활, 물의 기능, 생물과 환경 관련자료 등

이미지

물의 속성 입체성, 바탕성

Netherlands

Water

Museum

위치 네덜란드 아르헨

규모 지상1층, 지하1층

전시구성 Water Lab, Water cinema, Water world 등

이미지

물의 속성 입체성, 바탕성

Mississippi

River

Museum

위치 미국 아이오와주

규모 지상3층, 야외시설

전시구성 대형3D/4D 극장, 아쿠아리움, 인터렉티브전시 등

이미지

물의 속성 유동성, 입체성

<표 3> 해외사례

9) 수자원공사, 우리의 자원 우리의 소중한 물 통권 40호, 수자원공사

출판부, 2007,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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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대강 물문화관 현황

4대강 물문화관은 4대강 사업의 홍보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과 레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의 장’, 4대

강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 사람의 마음

을 움직이는 ‘감동과 즐거움의 장’을 컨셉으로 문화적 콘

텐츠를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문화관

은 실내공간과 실외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실내공간

은 사무공간과 전시공간, 지역특화공간으로 나누어지며

실외에는 전망대와 체육시설, 야외공연장이 위치하고 있

다. 4개의 물문화관의 개요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세부 내용

A문화관

위치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규모 지상3층, 지하1층, 전망대

전시면적 3,576m²

전시구성
①로비 ②희망나눔존 ③새물결꿈존 ④물길여행존

⑤감동소통존

B문화관

위치 충남 부여군 부여읍

규모 지상3층, 지하2층, 전망타워

전시면적 1,349m²

전시구성
①로비 ②희망나눔존 ③새물결꿈존 ④물길여행존

⑤감동소통존

C문화관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승촌동

규모 지항3층, 옥상

전시면적 1,772m²

전시구성
①로비 ②희망나눔존 ③새물결꿈존 ④사람사랑존

⑤감동소통존

D문화관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규모 지상1층. 지하1층, 옥상

전시면적 1,369m²

전시구성
①로비 ②희망나눔존 ③새물결꿈존

④어린이물길여행존 ⑤감동소통존

<표 4> 국내 물문화관 개요

4. 물문화관 분석

4.1. 공간구성

4대강 물문화관은 4대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으

며 각 문화관에는 희망나눔, 새물결꿈, 물길여행, 감동소

통 이라는 동일한 전시존이 구성되어 있다. 희망나눔 존

은 전시장 입구를 구성하는 존으로서, 나눔과 소통을 기

반으로 하여 관람객들이 메시지를 남기는 전자방명록과

1000개의 ‘나만의 돛배 띄우기’의 돛배를 통해 관람객들

이 직접 전시공간을 채워가는 참여형 코너이다. 새물결

꿈 존은 각 문화관의 가장 핵심적인 전시공간으로서 사

업홍보, 미디어영상, 인터렉티브 등의 전시매체들이 다양

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소통을 강조하여 4개의 문화관이

연결되는 네트워크 영상을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물

길여행 존은 각 문화관의 주제인 강과 위치하고 있는 지

역의 문화, 역사 콘텐츠를 담고 있으며, 역사문화의 발원

지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다양한 체험매체를 통해 전달한

다. 영산강 문화관은 새물결꿈 존에 사업홍보와 지역문

화, 역사 콘텐츠를 통합하여 전시하고, 지역민을 위한 강

연과 기획전시 공간으로 사용되는 사람사랑 존을 구성하

지역문화공간 면적을 넓혔다. 낙동강 문화관은 물길여행

존을 어린이 물화공간인 어린이물길여행 존으로 구성함

으로서 교육과 체험의 멀티공간을 구축하였다.

A문화관과 B문화관은 1층에 로비와 희망나눔, 새물결

꿈, 물길여행 존이 위치하고 2층에 감동소통 존이 위치

하는 동일한 공간구성 형태를 가진다. 관객들은 1층에서

교육․홍보콘텐츠를 접하고, 2층에서 색다른 예술작품을

접하게 된다.

C문화관은 1층에 희망나눔 존과 새물결꿈 존을 관람

하고, 2층에 디오라마를 포함한 사람사랑 존과 감동소통

존을 배치하여 문화예술활동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전

시공간과 체험공간을 층별로 분류한 사례이다.

D문화관은 단일층으로 1층에 모든 전시 존이 있으며,

희망나눔 존과 새물결꿈 존에서 감동소통 존으로 이어지

며, ④번의 어린이 물길여행 존은 D문화관에만 있는 어

린이특화 존으로서 구별되어 건물 출입구에 별개로 위치

하고 있다.

구분 세부 내용

A문화관

① 로비

② 희망나눔 존

③ 새물결꿈 존

④ 물길여행 존

⑤ 감동소통 존

B문화관

① 로비

② 희망나눔 존

③ 새물결꿈 존

④ 물길여행 존

⑤ 감동소통 존

C문화관

① 로비

② 희망나눔 존

③ 새물결꿈 존

④ 사람사랑 존

⑤ 감동소통 존

D문화관

① 로비

② 희망나눔 존

③ 새물결꿈 존

④ 어린이 물길여행 존

⑤ 감동소통 존

<표 5> 물문화관 전시공간구성

4.2. 공간분석

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전시콘텐츠와 전

시매체, 전시공간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기호로 분류

하였다. 다음의 <표 6>은 4장의 <표 7>, <표 8>, <표

9>, <표 10>에서 분석요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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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기호 세부내용

전시콘텐츠

학습/교육적 E 교육, 지식, 체험 등

홍보적 P 현황, 사례, 광고 등

유희적 A 놀이, 오락 등

다큐멘터리 D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 줄거리 등

전시매체

그래픽 G
그래픽/텍스트, 사인(sign), 실사출력, 전자식패

널(LED), 등

모형 M 유물복제, 설명 모형, 축소모형, 디오라마

영상/음향 v/s

슬라이드, TV, 모니터, 프로젝트, 특수 디스플

레이, 디오라마, 설명용 나레이션, 아이맥스,

옴니맥스 등

기계작동 E 특수연출장비, 이동 라이드 시설, 4D 영상

가상현실 v/r 정보검색, 디지털 미디어 연출 등

인터렉티브 I 상호작용성 센서, 터치스크린 등

전시공간

재료/재질 M 섬유, 유리, 나무, 메탈 등

색채 C
배경색채, 가구/도구/레이아웃의 색채, 장식/문

자/표식의 색채 등

조명 L1 색온도, 조명등의 분류 등

레이아웃 L2 동선, 배치도 등

<표 6> 공간분석 틀

(1) A문화관

구분 세 부 내 용

전시존

전시콘텐츠 전시매체 전시공간

물의

속성

E P A D G M v/s E v/r I M C L1 L2

이 미 지

특 성

②

희망

나눔

● ◉ ◎ ◎

․투명성

전시공간입구를 밝은 조명과 하얀 종이배를 넣은 투명한

원통으로 벽을 장식함으로 맑고 투명한 물을 연상케 한다.

③

새물

결꿈

● ● ◉ ◉ ◉ ◎

․입체성

․순환성

영상과 그래픽, 가상현실체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4대

강사업 홍보 콘텐츠를 전달한다. 푸른색과 무채색으로 화려

하지 않고, 가볍지 않은 공간을 연출한다.

④

물길

여행

● ● ◉ ◉ ◉ ◉ ◎

․입체성

․순환성

학습/교육적 콘텐츠를 그래픽과 영상, 인터렉티브 전시로 연

출하여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문화를 알리면서

정해진 동선 없이 물 흐르듯이 자유로운 동선을 제안한다.

⑤

감동

소통

● ◉ ◎

․수직성

․음향성

일정한 간격으로 수백 개의 물방울이 정보의 최소 단위인

단어를 만들어 물과 문화의 결합을 보여준다. 물이 떨어지

는 소리는 마치 폭포를 연상케 한다.

<표 7> A문화관 분석

A문화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물의 속성은 순환

성과 입체성으로 순환적 입체전시로 연출되었다. 전시공

간간의 동선이 관람객의 임의로 관람을 할 수 있는 레이

아웃을 가지며, 각 존의 전시공간은 공중에 띄워져 있는

박스 형태를 보임으로서 전체공간 안에서 입체적인 세부

공간을 나타낸다. 또한 체험매체가 포함된 존에서는 매

체와 모형의 결합을 통해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

A문화관에서 나타나는 수직성은 설치되어 있는 예술작

품이 수백 개의 물방울을 떨어뜨려 정보의 최소단위를

보여줌으로서 나타나며, 감동소통 존이 2층이 위치함으

로 인해 관람객들이 수직이동을 통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공간적 구성의 요인이라고 판단되었다.

(2) B문화관

구분 세 부 내 용

전시존

전시콘텐츠 전시매체 전시공간

물의

속성

E P A D G M v/s E v/r I M C L1 L2

이 미 지

특 성

②

희망

나눔

● ◉ ◎ ◎

․투명성

전시공간입구를 밝은 조명과 하얀 종이배를 넣은 투명한

원통으로 벽을 장식함으로 맑고 투명한 물을 연상케 한다.

③

새물

결꿈

● ◉ ◉ ◎ ◎

․음향성

․순환성

외부의 빛을 차단함으로 어두운 전시공간에서 영상과 음

향이 돋보이며, 물길여행 존과 함께 자유형의 동선체계를

가진다.

④

물길

여행

● ● ◉ ◉ ◉ ◉ ◎ ◎ ◎

․투명성

․입체성

․순환성
조명과 유리가벽이 조화를 이뤄 공간 내의 투명함을 나타

내고, 놀이의 컨텐츠를 모형에 담음으로 입체적인 전시 컨

텐츠를 만들어낸다.

⑤

감동

소통

● ◉ ◎

․바탕성

중첩된 무수한 섬유를 통해 물속으로 들어가 안기는 체험

을 제공하며, 물의 장엄함을 인식하게 한다.

<표 8> B문화관 분석

B문화관 전시공간에서 보여지는 물의 속성은 A문화관

과 동일한 순환성과 입체성으로 나타난다. B문화관의 전

시공간 구성은 반원형의 형태를 가져 전시공간 안에서도

공간분할이 곡선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각 세부 전시

공간은 골방형의 전시공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

각의 골방형 공간은 출입구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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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전시되어 있다. 물길여행 존에서는 벽면에 입체

적인 판넬을 설치하며 리듬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고, 조

형적인 돌방아 모형과 인터렉티브 매체를 혼합하여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빛과 유

리소재의 재료들을 통해 물이 침투, 순환되어 흐르는 이

미지가 부각되어 나타난다.

(3) C문화관

구분 세 부 내 용10)

전시존

전시콘텐츠 전시매체 전시공간

물의

속성

E P A D G M v/s E v/r I M C L1 L2

이 미 지

특 성

②

희망

나눔

● ◉ ◎ ◎

․투명성

전시공간입구를 밝은 조명과 하얀 종이배를 넣은 투명한

원통으로 벽을 장식함으로 맑고 투명한 물을 연상케

한다.

③

새물

결꿈

● ● ◉ ◉ ◉ ◎ ◎

․순환성

․바탕성

․입체성

공간전체를 둥근 동선과 돌멩이를 연상케 하는 모형으로

부드러운 공간을 연출하며, 흰색과 푸른색의 조화로 청명

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④

사람

사랑

● ◉

-

지역민들에게 학습/강연 장소를 제공하며, 강의 디오라마

를 설치해 정보전달을 한다.

⑤

감동

소통

● ◉ ◎

․반사성

전세계의 물은 바다로 강으로 연결되듯, 상호간의 의사소

통으로 빛이 표면에 반사되어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표 9> C문화관 분석

C문화관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물의 속성은 순환성

과 바탕성으로 나타났다. C문화관은 다른 문화관과는 달

리 바닥의 푸른 바탕색과 전시 세부공간의 흰색의 조화

로 물의 청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빛을 차단하지 않고 공간 내로 흡수함으로서

공간이 자연과 어울리는 연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

인다. 전시 세부공간은 조약돌의 형태 또는 바다위의 섬

형태와 순환되는 레이아웃을 가지고 동일한 색채로 공간

에 통일성을 주면서 바탕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C문화관

의 특징은 다른 문화관에 3번째 존으로 구성된 물길여행

존 대신 지역민을 위한 사람사랑 존으로 구성되어 1층의

전시공간에는 새물결꿈 이라는 하나의 존이 구성되어 공

간의 통일성과 일체성이 돋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10) <표 5> 참고

(4) D문화관

구분 세 부 내 용

전시존

전시콘텐츠 전시매체 전시공간

물의

속성

E P A D G M v/s E v/r I M C L1 L2

이 미 지

특 성

②

희망

나눔

● ◉ ◎ ◎

․투명성

전시공간입구를 밝은 조명과 하얀 종이배를 넣은 투명한

원통으로 벽을 장식함으로 맑고 투명한 물을 연상케

한다.

③

새물

결꿈

● ● ◉ ◉ ◉ ◉ ◎ ◎ ◎

․순환성

․반사성

전시공간의 진입과 연결통로에 물을 사용하여 물길을 따

라 돌다리를 건너는 재미를 주며, 순환되는 공간을 따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④

어린이

물길

여행

● ● ◉ ◉ ◉ ◉ ◎ ◎

․입체성

․순환성물과 놀이터의 결합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어린이들을 위

한 학습/교육적 콘텐츠가 보여진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

과 각종 그래픽, 영상, 장난감을 통해 어린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⑤

감동

소통

● ◉ ◉ ◎ ◎

․반사성철새와 맑은 물을 형상화하여 관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세상을 이루는 사람, 물방울, 공기 등을 ‘점’으로 표현하여

조화를 나타낸다.

빛의 입자들이 신체에 닿는 듯한 경험과 함께 물소리를

듣는듯한 청각적 경험을 유발한다.

<표 10> D문화관 분석

D문화관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물의 속성은 순환

성과 반사성이다. D문화관은 새물결꿈 존에서 세부전시

공간을 연결하는 지점에 물과 돌을 소재로 돌다리를 건

너는 재미를 준다. 조약돌이 있는 수공간에는 전시공간

의 그래픽 패널과 미디어 매체의 영상과 빛이 반사되어

맑은 공간의 이미지를 전달하며, 예술작품이 도입된 감

동소통 존의 작품들에서 사람의 행동과 모양을 인식해

관람객의 모습이 작품 안으로 반사되어 나타나는 인터렉

티브 작품임을 알 수 있다.

4.3. 소결

앞 장에서는 각 문화관의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전시콘

텐츠, 전시매체, 전시공간을 분석하여 각 존에서 나타나

는 물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4개의 문화관에 공통된 의

도와 모티브로 구성된 희망나눔 존은 투명성이라는 물의

속성을 동일하게 나타내어 각 사례별로 대표적인 물의

속성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에 있어 제외하였다. 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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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전시에서 도출된 물의 속성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다이어그램 세부설명 문화관

순환적

입체

두 사례에서 보이는 유형으로, 입체적인

전시물과 입체적 공간에서 순환적인 동

선을 통해 순환적 입체성 연출을 할 수

있다. 순환적인 동선은 세부전시존 간의

연결, 전시구성의 순서에 따라 가장 많

이 보여진다.

A문화관

B문화관

순환적

바탕

바탕성은 전시공간 구성요소 즉, 색채와

재질로 인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간

에 진입했을 때 시지각적으로 바탕성을

인지하고, 동선과 전시구성에서 순환성

을 인식할 수 있다.

C문화관

순환적

반사

순환과 반사가 함께 나타나는 전시공간

에서는 각도에 따라 보여지는 것이 많

다. 자유로운 동선에 따른 영향과 반대

편 전시물이 반사가 되어 색다른 공간

을 연출한다.

D문화관

<표 11> 물문화관에 나타나는 물의 속성

5. 결론

본 연구는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전

달하는 물문화관 전시공간을 대상으로 전시공간 안에 나

타나는 물의 속성을 전시콘텐츠, 전시매체, 전시공간의

분류 안에서 찾아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물문화

관에서 나타나는 물의 속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인 4개의 문화관에서 공통적으로 순환

성이라는 물의 속성이 나타난다. 순환은 정지된 사건의

연속으로 물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 어느 것 하나 시

작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물은 물리적으로도 해양과

지표면으로부터 증발, 증발된 수증기가 기단의 형태로

이동, 응결되어 강수로 지표면에 이르는 순환성을 가지

기도 한다. 물문화관에서 나타나는 순환성은 이러한 물

리적인 속성이기도 하지만, 물문화관의 전시공간 구축의

근본적인 목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과도 연관되

어 4개의 강을 살리는 것을 주장하는 이 사업에서 환경

과 물의 아름다움, 지속적인 관리라는 슬로건에서 순환

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순환은 일반적으로 전시

공간의 레이아웃과 밀접한 연관을 지어 4개의 문화관 세

부전시공간에서 전시공간 구성과 레이아웃을 통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순환성은 각 문화

관마다 연출된 블록 공간을 통해 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서 전시콘텐츠를 보여줌으로서 세부공간 안에서도

순환성이 보여지고 있었다.

둘째, 전시공간이 1층의 3개 전시 존과 2층의 1개 존

으로 나누어지는 A문화관 B문화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순

환성과 입체성이 나타나며, 1층의 2개 존, 2층의 2개 존

으로 나누어지는 C문화관에서는 순환성과 바탕성이 나

타난다. 단일층에서 공간이 분화되는 D문화관에서는 순

환성과 반사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물의 속성인 순환성이 나

타난 전시 존에서 사용된 전시매체는 G(그래픽), v/s(video

/sound) 이며, 이 매체들을 통해 학습/교육적 콘텐츠와

홍보 콘텐츠가 전달되고 있었다. 이는 물문화관 전시공

간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매체와 콘텐츠로, 전시공

간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를 알리기 위한 목적과 연결된

다고 보았다.

넷째, 해외의 물문화관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 물

문화관에서는 순환성이 동선과 매체를 통해 나타났다면

해외사례에서는 모형과 전시공간 색채를 통해 입체성과

바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홍보의 목적보다

교육․학습적 콘텐츠를 쉽고 명백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

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에 따라 국내 물문화

관은 홍보콘텐츠와 문화콘텐츠와 함께 교육적 콘텐츠를

명백하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적, 기능적, 내용적 유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전시공간에서 매체와 콘텐

츠, 전시공간의 구성요소로 인해 특화된 전시공간의 주

제에 부합하는 전시연출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물문화관을 사례로 한 본 연구는 국내사

례로 진행되어 사례수가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콘

텐츠와 매체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새로운 전시공간에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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