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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리베스킨트 전시공간을 통해 본 조형적 내러티브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Narrative Seen from the Exhibition Space of Architect Daniel Libes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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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ay, museum exhibition can be divided into two sub-categories: a. informative exhibition with various useful

auxiliary media to convey knowledge and b. appreciative exhibition considering aesthetic conveyance and

visual/perceptual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is, the concept of memorial exhibition as a field that tangible and

intangible memories are transmitted and reproduced is creating another genre of exhibition.

As an example of such a memorial exhibition above, the work of de-constructive architect Daniel Libeskind was

selected. Jewish Museum and Imperial War Museum North both of which maximized the exhibition space by

grafting architectural language to exhibition narrative were analyzed and compared to see if the same architectural

language can be displayed differently in another form of exhibition after being drawn into the exhibition space

depending on the changes in time and perspective.

Therefore, in the narrative display combining the selection of exhibition contents and storytelling, the formative

language of space can confirm that exhibition narrative as an ending structure changed into a retelling story with

more extended meanings through interactive factors.

Eventually, in this formative narrative, when the display of historical facts and exhibition themes is combined with

the architectural language in an exhibition hall according to the approach direction, the memorial exhibition can

create a formative language stimulating sensibility in the memories of space and a differentiated formative

exhibition space where one is truly moved by oneness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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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념관의 전시는 조형언어와 함께 이미지․문자․조명

과 영상․음향 그리고 사건의 실물재현 등을 통해 한 사

회의 역사적 기억이 전승되고 재생산되어지는 공간을 의

미한다. 즉, 기념관의 전시는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엮어진 유형의 실체, 혹은 무형의 사건들을

시각언어와 공간조형으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하여

주제에 맞는 상징조형의 표현이 필요하다.

특히 전시공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역사적·환경적

맥락(context)에 기반하여 유형의 역사적 사실 전달만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박물관의 차별화된 역사적 문제의식

을 갖고, 우리나라의 관람기호와 문화수준에 맞는 기념

관적 전시방향의 재설정을 위한 전시내러티브로 시공간

의 구조와 콘텐츠가 결합하여 조형언어화된 전시공간 사

례들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추구하는 해체 철학의 본질을 담아 조성된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시간과 기억의 매개역할을 추구하

는 기념관의 전시개념이 전시공간에 어떻게 표현되고 구

조화(構造化)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리베스킨트의 건축언

어가 전시공간에서의 조형언어와 결합되어 전시의 해석,

추구하는 방향, 그리고 전시공간에 재생산되어지는 스토

리가 결국은 시점과 관점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어 나타

나고 있음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념관 성격을 갖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박물관 작품 중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공통성을

배경으로 하고 전쟁으로 인해 개인들의 삶에 미친 영향

과 과거와 현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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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베를린의 유대인박물관과 영국 맨체스터 노스임페리

얼 전쟁박물관의 전시공간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리베스

킨트가 추구한 건축언어와 조형언어가 갖는 연출방법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방법은 전시공간에서의 콘텐츠 연결에 따른 내

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상관관계에 대해 전문적 이론을

통해 고찰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성

의 시각에서 조망한 3인칭 시점의 전시방법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1인칭 시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두 개의

박물관을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기념관의 의미와 전시공간에서의

내러티브 전개구조에 대해 인문학적 측면과 전시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3장에서는 기념관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작품을 통해 건축공간에 나타

난 구조적 언어가 전시공간에서의 콘텐츠 변화에 내러티

브로 결합시킴으로써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조형적으로

변화되는지를 도출하고, 역사적 맥락성에 기반한 전시내

러티브와 조형언어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기념관의 의미와 일반적 분류

기념관은 현재 특화 뮤지엄, 법인박물관, 역사박물관

등의 다양한 표현으로 박물관의 분류 속에 포함되어 있

다. 박물관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

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

하는 시설 이라고 우리나라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서 일반적인 개념으로만 설명되고 있다.1)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문과학계

예술계
미술 고미술, 근대미술, 현대미술 등

기타 건축, 연극, 영화, 국악 등

역사․문화계

역사 역사, 고고 등

민속 의식주, 풍습 및 문화 등

민족 민족, 의류 등

자연과학계

자연사
자연사 우주, 지질, 생태 등

자연자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산림 등

이공계
과학계 기초과학, 전통과학, 첨단과학 등

산업계 철도, 정보통신, 항공 등

특화뮤지엄
기념관, 체험관, 명예의 전당 등

어린이박물관, 패션박물관, 문학관, 에코뮤지엄 등

<표 1> 박물관의 계열분류

이에 반해 기념관은 박물관의 한 부류로만 설명되고

있을 뿐 기념관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되고 있

지 않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념관은 어떤 뜻 깊은 일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28호, 개정

2000.1.12 법률 제6130호 제2조(정의)

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건립한 기념․추모공간이나 전시시설로

이해된다.

<표 1>에서 박물관의 분류는 광범위한 내용으로써 국

가 또는 협회에서 자체 연구자들이 해석한 것으로 인해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없으며, 국제박물관협회(ICOM)․

미국박물관협회(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의 분류체계와 일본의 아라이 주조(新井重三)와 같은 박

물관학 연구자들이 제시한 분류법을 참고로 하였다. ‘인

문과학계’와 ‘자연과학계’에 속하는 모든 시설들은 기본

적으로 유형의 문화재가 관의 소장․전시자료의 근간이

된다.2) 다만, 특화 박물관의 경우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

의 자료까지를 그 전시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수한 전

시공간 연출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기념관의

경우 전시를 통해 어떤 특정사건이나 인물 등을 대상으

로 그들의 숭고한 뜻과 의미, 정신적 무형의 가치를 기

리고 그 의미를 기념하고 전달하는 것이므로 기념관 전

시는 박물관 전시와 차별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박물관의 형태는 국립․사립․법인․특화박물

관을 막론하고, 과거의 일률적인 전시물 위주의 공간에

서 대중을 끌어들이는 참여형 전시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관람객의 행위와 활동을 중시하는 문화시설이

라는 폭넓은 분야로 강화되고 있다.

2.2. 내러티브의 의미와 특징

내러티브(narrative)란 현실 또는 허구의 사건(event)

과 상황(situation)들을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보통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나타나지만 광의의

개념에서 볼 때 사건과 시간의 연속성이라는 특징을 가

진 모든 것은 내러티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인간의 삶 자체가 내러티브로 이해되기도 한다.3)

이것은 시․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에 따른 사

건들의 연쇄적 배열이다. 내러티브는 특정한 상황과 함

께 시작되어 인과관계에 따라 일련의 변화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그 내러티브를 마무리 짓는 새로운 상황이 일

어난다. 하나의 내러티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의 조합, 즉 공간상에 명백히 나타나는 사건들과 관객들

이 추구하는 사건들, 이 양자가 결합하여 스토리가 구성

된다. 결국 스토리란 내러티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의 총체인 것이다.4)

내러티브라는 용어는 1995년 디지털 스토리텔링 페스

티벌을 계기로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로 혼용․대체되어

2) 정성욱, 독립기념관 전시공간 변화에 관한 현황과 과제, 독립기념

관 2011 전시심포지엄 연구발표집, 2011, p.80

3) 전경란, 디지털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상호작용성과 서사성의 충돌

과 타협,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24-25

4) David Bordwell Kristin Thompson, 영화예술, 박창근 역, 청동카메

라 그룹, 1993,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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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내

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5)

구분 내러티브 (디지털)스토리텔링

미학 형식(문학의 전형적 양식) 소통(구술․게임의 전형적 양식)

전달방식

일방성(non-interactivity)

화자가 청자에게 이야기를 일방

적으로 전달하는 방식

양방성/상호작용성(interactivity)

화자와 청자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 형식

결말구조
선형성(linearity)

결말이 닫힌 선형적 완결구조

비선형성(non-linearity)

결말이 열린 비선형적 개방구조

특성
(서술적)시간성․인과성․형식성 (재현적)시공간성․다감각성․

상호작용성

콘텐츠
만화․영화․애니메이션 등 닫

힌 이야기 콘텐츠를 포괄

구술 및 다감각 인터랙티브 콘

텐츠를 포괄

<표 2>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상관관계

일반적 구분에서의 미학과 전달방식만을 적용했을 때

내러티브보다 스토리텔링의 형식이 더 진보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으나, 기념관이 역사적 주제를 다루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결

말구조의 선형적 구조를 따라야 한다. 다만, 내러티브의

형태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한다면 보다 이상적인 방법이

라 말할 수 있다.

‘이야기’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를, ‘내러티브’란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 짓는다(Clandinin & Connelly, 1990). 즉 ‘내러티브’

는 참여자들의 경험 전체를 말한다. 진주 한 알 한 알이

진주 목걸이의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는 그것이 함께 모

여서 내러티브를 이루는 일상의 에피소드를 말한다.6) 이

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전시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의

미관계에 대해 <표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구분 전시내러티브 전시스토리텔링
리텔링 스토리

(디지털 스토리텔링)

전시

내용

전시의 배경이 되는 역

사적 사실(흐름)

기획자가 전달 하고자

선별한 역사적 사건, 에

피소드 등 주제, 메시지

관람객이 전시공간에

서 새롭게 창출하고

전달하는 이야기, 메

시지

대상

사회․역사적․문화적

집단이 함께 공유하는

기억

기획자->관람객 기획자<->관람객

관람객<->관람객

<표 3> 전시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의미관계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볼 때 전시공간에서 내러티브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그 중 하나로 리

텔링 스토리는 전시주제의 기억과 맥락을 같이하는 일반

적이고도 객관적인 조형언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시공간의 역사성과 현실성을 정당화하는 기억의 형태

5) 류은영,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문학에서 문화콘텐츠로, 인문콘텐

츠 제14호, 2009, p.247

6) 염지숙,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그 방법과 적용, 2001년

한국질적연구센터 학술발표자료, p.38

를 시간적․공간적․정신적․물질적으로 다양하게 구성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기념관의 조형적 내러티브

기념관의 성격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물관의 일반적

성격과는 달리 단순한 기억(記憶, Memory)이 아닌 집단

적 기억을 통해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모든 사회에서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현장을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공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어떤 특정사건이나 인물 등의 숭고한 뜻과 의미,

정신적 무형의 가치를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추상적

개념전달의 전시로써 그 의미를 기념하고 전달하는 것이

다. 기념관의 스토리라인은 특정한 유물의 의미나 조형

미 등을 전달하기보다 실재적 유물과 더불어 과거 존재

했던 사건 등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춘 실물모형ㆍ영상ㆍ

그래픽요소ㆍ조명ㆍ공간 분위기 등 종합적 요소들을 복

합 연출하여 하나의 의미를 가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기념관의 복합연출은 관람객의 공감

과 이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오감을 통

한 감성적 감동전달에 연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기념관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억이 만나며 미

래의 발전상을 기약하는 기억의 매개역할을 하는 공간이

다. 과거세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

를 현 세대가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삶의 역사가 담긴 지속 가능한 장소이다. 기념관 전시는

박물관 전시보다 어떠한 인물 혹은 사건의 전후 인과관

계에 따른 서사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이야기와

그 의미성에 대한 전시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박물관과

차별되는 조형적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전시공간의 건축물은 박물관․기념관이 설립되면서 신

축되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

을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전시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동안 전시공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건축적 측

면에서의 큰 공간개념과 동선분석만 되거나, 혹은 건축

적 요소를 배재한 전시 콘텐츠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

었으며, 건축가의 건축철학 및 작품분석에 의해 전시공

간들이 하나의 요소로만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전시공간이 건축 및 실내공간에서 세분

화하여 특화되면서 건축적 언어가 전시 내러티브와 접목

되어 전시공간에 조형적 언어로 구현되었을 때, 전시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message)의 효과가 극대

화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공감

영역이 확대되어 관람시점의 변화를 통한 시공간적 커뮤

니케이션이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표 4>에 나타난 것처럼 이야기의 전후 상황과 결과,

인물의 가치관, 희생 등 지금은 실재하지 않는 유․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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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에 대해 시ㆍ지각을 기본으로 각종 매체와 기법

을 통해 오감과 감성적 공감을 연결하고 있다. 즉, 주제

의 서사적 내러티브를 전시공간으로 확장하여 조형적 내

러티브를 도출하고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기념관 전시

공간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표 4> 기념관의 조형내러티브 전개구조

지금까지 언급된 여러 가지 이론과 접근방향, 그리고

시점을 통해 기념관의 전시는 광범위한 연출매체를 활용

하여 내러티브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념관의 조형적 내러티브는 <표 5>에서 보

듯이 다양하고 새로운 복합적인 전시 콘텐츠와 서로간의

오브젝트(object), 그리고 스토리라인(storyline)을 획기적

으로 구성하여 전시공간에서 관람자로 하여금 감동을 유

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적인 전시디자인의 적용방안을

분류별로 도출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전시내용 스토리텔링적 흐름 구성, 단순 시대적 순서가 아닌 테마형 주제배치

공간/동선
의도적 연출흐름, 스토리텔링을 위한 강제동선 도입, 가변적 전시공간

구성을 위한 붙박이형 쇼케이스 최소화

조명 낮은 조도, 의도적 전시조명연출, 조명을 통한 감성전달

전시연출
일관된 디자인 체계를 통한 메시지 전달, 감성적 공감, 주제 상징적

조형요소 도입, 다양한 요소의 복합구성

사인/그래픽 대형 이미지월, 입체적 패널구성, 삽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모형 다양한 모형기법, 스토리텔링적 재미 부여

영상 증언영상 활용, 대형 영상을 통한 감성자극

자료 최소의 자료진열을 통한 집중도 부각

체험
스토리텔링형 체험전시, 디지로그, 감성적 공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을 통한 스토리의 재창출, 개인과 단체의 체험 병행

관리운영 체험 에듀케이터, 체험 스토리텔러의 도입방안, 지속적 부분교체

<표 5> 분류별 적용예시

3.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공간 내러티브

3.1. 다니엘 리베스킨트 전시공간의 형태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박물관 작품을 전시공간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면 전시공간을 담는 외부 틀의 형태와 전

시 관람의 연속성을 연결지어 선형․비선형․복합형 전

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형의 의미는 선형 틀에 연속적 관람이 이루어지는

전시공간으로써 형태와 움직임을 말한다. 비선형은 뭉친

선형 틀과 결정형틀에 불연속적으로 전시관람이 이루어

지는 전시공간으로 형태와 움직임이 모두 비선형이라 말

할 수 있다. 그리고 복합형 전시공간은 결정형틀과 혼합

형틀에 연속적 전시관람이 이루어지는 전시공간으로 비

선형의 형태에 선형의 움직임이 복합된 것을 말한다.7)

또한 앞서 논의된 내러티브 관점을 적용하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사고와 디자인 수법을 살펴보면,

개인의 성장배경과 전시공간이 위치하는 장소적 의미성,

환경적 맥락성 등의 요인들과 작품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정리한 <표 6>을 참고할 수 있다.8)

건축

공간

사고

인간과 건축의 관계
희망을 향한 건축

감정을 전달하는 건축

주변 환경과의 관계
역사와 전통을 담는 건축

낯선 느낌의 건축

프로그램에 의한 관계
신체적 경험

고정관념의 탈피

디자인

수법

이질적 형태
매스의 중첩

예각

의미적 비움
부재의 공간

빛과 어둠의 대비

모호한 경계
미로공간

비정형과 탈구축

<표 6>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사고와 디자인 수법

다니엘 리베스킨트는 뮤지엄 프로젝트를 진행해가면서

건물의 형태와 내부의 구성요소, 물리적 기능의 해석을

재해석하여 비가시적 형태인 장소의 정체성이 의미 해석

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공

통으로 하지만 전시내러티브에 의해 시점으로의 접근이

달랐던 독일의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 Berlin)과

영국의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

North)을 중심으로 건축과 전시공간에서의 조형적 내러

티브 전개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3.2. 건축과 전시공간의 조형적 내러티브

건축 또는 공간에서의 내러티브는 시공간에 결부되는

재현형식이며, 구조로써 하나의 전체를 구성하게끔 부분

들을 결합하는 특정한 방식, 또는 내레이션이다. 즉, 관

찰자에 대한 특정한 시간적 효과들을 성취하기 위해 이

야기 거리들을 선택하고 배열하며 풀어내는 종합적인 활

동이다.9)

7) 한지원,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박물관 전시공간 구축방식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7권 제1호(통권51집), 2007, p.507

8) 송진호,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 공간사고와 디자인 수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실내건축설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p.52, p.73

9) Sophia Psarra, 건축과 내러티브(Architecture and Narrative)-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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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언어
전시공간에서의 조형언어

유대인박물관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

선의

궤적에

따른

움직임

선의

중첩

유대인의 상징

다윗의 별 형

태의 공간 생

성

전쟁으로 깨진

지구 (땅 ž공기 ž
물) 형태의 공

간 생성

다양

한

선의

공존

모순된 메시지

의 공간 의미

부여(가해국에

의한 역사회

복, 현재에서

과거 사과)

육․해․ 공군

의 치열한 전

쟁의 시대 속

한 시기를 상

징화

불규칙한 동선

생성을 통한

전시시점 변화

유도

불규칙한 동선

을 통해 개인

들의 삶에 대

한 피해 상 공

감유도

불규

칙적

선을

통한

빛의

유입

유대인들의 찢

어진 삶,

희망의 부재

( 시 간 변 화 에

따라 자연빛의

유입차이)

전쟁으로 깨진

개인의 삶

(타임컨트롤에

따른 조명, 사

선적 빛의 유

입)

파편화

된

공간

예각

으로

접힌

벽,

공간

의

급변

급변하는 공

간, 미로형태

의 복잡한 공

간 형성,

유대인들의 극

단적 상황 및

과거 내용 전

시

거대한 광장과

사선적 매스를

통해 형성된

골목길로 개인

들의 삶의 터

전을 상징하여

피해 상 전시

급변하는 전시

공간을 통한

과거역사

-현재적 반성

과 미래적 관

점 창출의 전

시의도 표출

거대한 흰색

매스들의 교차

배치와 벽을

활용한 영상연

출로 시점의

이동을 통한

공감 유도

비어

있는

공간

의도적 비움과

동선통제를 통

한 유대인의

상실감과 기억

의 공간으로

전시

강렬한 전쟁의

영상쇼 이후

드러나는 거대

한 광장과 미

로 같은 골목

길, 비어있는

흰 벽면을 통

해 희생당한

당시 개인들의

삶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전시

<표 7> 건축언어와 전시공간에서의 조형언어 상관관계

이러한 건축적 언어는 통사적 역사로써 유물중심의 박

물관보다 특정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집단적 기억을

통한 그 의미의 재생산을 위해 기념관의 전시공간과 접

목될 때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진다. 왜냐하면 기억의 매

개역할을 위한 기념관의 전시공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

의 나열보다 전시주제와 관련한 내러티브와 의미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관점(觀點)이 명백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 형성과 문화적 의미, 조순익 옮김, 시공문화사, 2010, p.2

건축언어가 전시의 내러티브와 접목되어 공간에 힘을

불어넣고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다니엘 리베스킨

트의 작품을 통해 건축언어와 전시공간의 조형언어와의

관계성은 <표 7>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베를린 유대인박물관은 해체주의 건축가 다니엘 리베

스킨트의 대표작품 중 하나로 2001년 9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건립되었다.

리베스킨트의 건축에 나타나는 주체와 객체의 이중적

시각성은 시각의 분산화로 선의 궤적에 따른 움직임과

파편화된 공간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유대인박물관에서

나타난 건축적 언어는 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시간과 몸

의 움직임을 공간 속에 부여하고 있다.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유대인박물관에서 첫 번째 선은 복잡한 궤적을

따라 흩뿌려 있기도 하고 또 꼬이고 모나있지만, 연속된

궤적을 그리며 관람자의 창조적인 움직임을 유도하며 스

스로의 의미를 변화시키고 있다.10) 이는 ‘선형의 형태’와

그 사이에 생성되는 ‘비워진 공간’을 통한 물성과 비물

성․외부와 내부․형태에서 공간 등의 서로 대립되는 요

소들의 공존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공존을 통해 새

로운 상황(사건)을 창조하면서 무한한 변화를 재생산해

나간다.

이러한 리베스킨트의 건축언어는 베를린 유대인박물관

의 주제 내러티브와 공교롭게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

다. 장소적․주제적 내러티브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사건’의 가해국가인 독일

의 수도 베를린에 과거에 대한 사죄와 유대인 생존자들

에 대한 역사의 회복이라는 모순된 의미를 하나의 전시

공간에 담아야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리베스킨트는 사

선의 중첩을 통해 파괴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지그재

그형 건축형태로 구성하고, 그 중첩된 선형들로 생성된

비어있는 공간을 표현했다. 그 중 하나는 소리 없이 끊

임없는 울음을 토해내고 있는 사람 얼굴 형상의 낙엽들

이 쌓여있고, 관람객이 걸으면서 울음소리를 형상화시키

는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의 비

어 있는 공간은 관람객이 들어갈 수 없고 다만 바라만

볼 수 있도록 하여 유대인들의 상실감을 공간적 상징으

로 표현하고 있다.

벽을 찢어 놓은 듯한 불규칙적인 선형의 개구부들을

통한 파편화된 빛의 유입, 예각으로 접힌 벽면형태에 의

한 내부 공간의 급변, 지상과 지하를 관통하는 비어있는

수직적 공간,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복잡한 사람

의 관람동선이 동시에 얽히면서 ‘등질적(等質的)이고 고

정된 공간’에서 미로처럼 비예상적인 사태가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공간으로 공간적 조형언어가 만들어지

10) 홍덕기․구영민,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시각성에 관한 연

구-스티븐 홀과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

학회논문집 제27권 제5호(통권271호), 2011,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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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대인박물관 전시공간의

불규칙 선형

<그림 2>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의

내부 조형언어

고 있는 것이다.11) 즉,

사선적 시각요소와 비

어있는 공간, 닫힌 공간

과 열린 공간이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면서 베

를린이란 도시 속에서

유대인의 과거를 단순

히 보전하는 고정된 장

소가 아니라 관람객이

공간 안에 머물면서 전시를 관람하게 된다. 사람들의 움

직임에 따른 동선변화가 베를린과 유대인들의 삶 사이를

시점으로 변화하며, 시공간적 흐름을 경험하게 된다. 이

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관람하는 것이 아닌 관람객 스

스로가 유기적으로 공간흐름을 주도하고, 감성적으로 공

감함으로써 과거 독일의 과오를 반성하고, 유대인들의

시점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보도록 하였다. 이는 현

재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역사를 보며, 더 나아가 미래

적 관점을 스스로 창출하는 전시공간으로 되새겨지는 것

이다.

영국 맨체스터의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리베스킨

트의 또 다른 작품이다.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2002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때 대공습을 받아 폐허가 되

었던 지역에 깨진 지구본의 모향을 땅․공기․물의 추상

적 요소로 형상화하여 갈등으로 산산조각 난 세계를 상

징하는 형태로 건축되었다. 리베스킨트의 건축적 언어는

유대인박물관과 동일하며, 이것이 전시공간에서 나타나

는 조형언어 역시 동일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유대인박

물관과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의 조형언어는 전시주제

의 내러티브에 대한 차별성으로 인해 조금 다르게 나타

나고 있다.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불

리지만 전시 내용적 측면에서는 전쟁기념관적 성향이 강

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

개과정이 그 피해 상황만을 보여주는 박물관식 전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쟁박물관들이 주로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 전시를 구성하는 데 반해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

관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평범한 개인들의 물질

적․정신적 피해와 수많은 사망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기리는 전시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다. 건축적 형태를 통

해 상징하는 땅․공기․물의 추상적인 요소는 육․해․

공군이 참전한 치열했던 20세기 전쟁의 시기를 의미하

며, 전쟁의 시기 속에(건축물 내부의 전시공간)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피해상과 희생에 대한 내용이 전시공간에

이야기로 풀어져있다.

전시공간은 유대인박물관과 유사한 조형언어로 사선의

11) Anthony Vidler, Wraped Space, The MIT Press, 2001, pp.240-241

창과 그 창을 통해 유입되는 파편화된 빛을 만들었으며,

동선의 구성은 리베스킨트의 건축언어가 동일하게 전시

공간에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대인박물관

과 차별적인 요소는 유대인박물관이 사선적 공간의 중첩

을 통해 극단의 공간과 공간으로의 동선을 유도했다면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의 경우 넓은 홀(hall) 개념의

중심공간과 파괴된 건물을 상징하는 거대한 사선적 매스

(mass)들이 서로 중첩되어 골목을 형성하고 있다.

이 매스들의 일부

는 사선적 요소를 통

해 전시자료 및 그래

픽 등의 전시물이 존

재한다. 하지만 이 무

너진 건물들이 형성하

는 골목을 따라 이동

하면 또 다른 전시공

간으로 연결되어 평범

한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를 형상화하고 있다. 유대인박물관이 선형의 중첩으

로 비어있는 공간의 조형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노스임페

리얼 전쟁박물관에서 선형의 요소는 천정과 벽면의 파편

화된 빛을 유입시키는 창과 조명의 역할에 국한되며, 이

보다 더욱 거대하게 다가오는 매스들이 덩어리감과 중량

감이라는 차별적 조형언어를 보인다.

전시 도입공간과 이어지는 거대한 광장을 상징하는 공

간에는 역시 거대한 실물규모의 대포와 추락하는 비행기

를 연출하여 긴장감을 형성한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매스들은 타임스케줄러(Time scheduler)에 의해

연출되는 대형 영상쇼(Video shows)의 무대이기도 하다.

‘전쟁과 삶’, ‘전쟁과 무기’, ‘아이와 전쟁’이라는 세 가지

주제의 영상이 연출되면서 고정적이고 정적인 공간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전쟁의 시작을 알리면 어느새 관람객

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는 듯한 희생당한 인물로 감정

이입이 되며 시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주제적

내러티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유대인박물

관과는 다르게 건축언어를 전시공간적 조형언어로 차별

화시킨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차별적 전시

연출이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개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전쟁과 함께 개인의 삶이 파괴되

어 버리는 주제 내러티브를 거대한 매스의 흰 벽면에 폭

탄의 투하장면과 갑자기 어두워진 전시조명, 귀를 찢을

듯한 폭발음과 어지러운 시대상황 속 혼란스러움을 전시

공간에서 체험하고 순식간에 당시의 상황 속으로 유입되

어 관람객 스스로가 당시의 어느 개인으로 동화되는 순

간을 경험한다. 이는 유대인박물관과는 차별화되지만 앞

서 말한 리베스킨트의 건축언어인 부분적 요소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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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국한되는 것보다 건축적 제 요소들이 상호 작용

하여 지속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simulacre)발생적

인 공간’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8> 내러티브의 생성 변화

이러한 기법은 건축을 단순히 현재라는 시간에 머무는

고정된 존재(being)가 아니라, 과거․현재․미래까지를

수용하는 지속적인 변화로서의 생성(becoming)임을 표현

하는 또 다른 공간적 조형언어인 것이다.12)

3.3. 시점변화에 따른 조형적 내러티브

전시의 형태는 주제에 대한 인칭 시점에서의 접근방법

에 따라 나타내려 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앞에서

분석한 유대인박물관과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같은

건축가의 건축적 언어가 시공간적․주제 내러티브에 따

라 전시공간에서 표현되는 조형언어로의 변화를 <표 9>

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장 좋은 비교사례라 할 수 있다.

유대인박물관은 3인칭, 즉 가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

에 대한 반성의 역사와 희생을 기념하며, 복잡하게 얽히

는 조형언어를 통해 정적이고 차분한 혹은 냉철한 목소

리로 현재적 시점에서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은 1인칭, 즉 피해자의

입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전쟁에 대한 놀람과 피해, 그리

고 혼란의 상황을 선과 덩어리라는 공간적 조형언어와

조명․영상․음향 등의 요소들을 통해 보다 개인이 호소

하는 목소리로 극적으로 연출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시도

하고 있다.

이처럼 기념관은 박물관과 달리 관점을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집단적 기억과 의미성을 부각하여 전달하는

요소가 강하므로, 전시주제의 내러티브를 상징할 수 있

는 건축언어를 전시공간언어로 승화시켜 다양한 연출매

체와 복합적으로 연출될 때 시공간적 전시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2) 권태일․이동언, ‘근원적 다양성(多樣性)’으로 본 접힘(fold)의 건축

-피터아이젠만, 그렉 린,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이론과 작품 비교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0권 10호(통권192호), 2004, p.206

구분 유대인박물관 노스임페리얼 전쟁박물관

장소성 가해자의 나라 수도 베를린
제2차 세계대전 공습 피해지 맨

체스터

전시

시점

3인칭 객관적

시점, 현재에

서 과거를 사

과

1인칭 개인적

시점, 당시의

전쟁상황 재

연출

공간

분위기

서정적․차분

함․슬픔

동적․놀람․

아픔․혼란․

희생의 안타

까움

공간

선의 중첩을

통한 비워진

공간, 예각의

공간 연출

선의 중첩과

사선적 매스

(mass)의 배

치를 통한 사

이공간 (미로)

연출

빛

대 체 적 으 로

밝고 은은한

조도에 벽,

천정을 통해

사선으로 유

입

대 체 적 으 로

어두운 조도

에 천정을 통

해 인위적 사

선의 빛 유

입, mass로

사선적 빛 연

결 시도

색채

White, 채도

낮은 green․

blue․brown

등의 차분한

칼라 연출

white&B lack,

영상 및 조명

을 활용한

red․blue 등

강렬한 색채

연출

<표 9> 시점과 조형적 내러티브 상관관계

4. 결론

기념관(memorial museum)은 명확한 기준이나 성격

없이 박물관의 일부분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념관의 전

시는 역사를 기억하는 내러티브의 한 방법으로 시간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엮어진 실제 혹은 허구적

인 사건들의 전개와 연결을 내포한다. 박물관 성격에서

는 오직 기록과 유물ㆍ문자언어로만 이루어지 유형의 소

재(素材, material)를 다루는 반면, 기념관의 성격에서는

관련 유물은 물론 이미지ㆍ대사ㆍ문자ㆍ음향을 이용한

무형의 감성(感性, emotion)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즉 기

념관 전시공간에서의 내러티브 전개는 이야기의 형태로

꿈을 꾸게 하여 그 꿈들을 기억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이

야기를 조직하고자 하는 전략을 과거와 현실을 동일시하

도록 현실세계에서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을

조성한다. 또한 이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관람객은 전시

와 혹은 다른 관람객과의 인터랙티브를 통해 또 다른 스

토리를 창출(retelling story)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한 주제 내러티브에 따른 전시공간의 조형

적 내러티브 전개는 기념관뿐만 아니라 유형의 자료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박물관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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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주제별 차별화된 콘텐츠 구성을 통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하

여 전시공간의 흐름을 간단․명료하게 축약하여 전시연출이 입

체적으로 변화

조형적
공감각적이고 내재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공

간을 구조체의 변형을 통해 조형적으로 연출

다양성
생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칼라와 전시조명의 도입이 시

도되어 공간, 칼라 포인트의 강약 조절을 통한 다양성 연출

감성적
호기심과 내재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감성아이템을 도입하

여 제한된 활동의 폭을 확장

확장성
휴게와 체험, 관람공간이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공간의 기

능성 확장을 들 수 있다

<표 10> 전시공간에서의 조형적 내러티브 전개 주요 변화요인

시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간접적 전시방법으

로 기념관과는 또 다른 3인칭 관점이긴 하지만 효과적인

내용전달과 다양한 관람형태를 구축하기 위해 조형적 내

러티브를 도입하여 전시의 변형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전시공간에 있어 관람자와 전시공간이 구조언어

중심의 전시에서 상호 커뮤니케이션 전시로 발전하는 전

환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제 내러티브에 따른 전시공간에서의 조형적

내러티브의 전개에 있어 주요 변화요인은 <표 10>과 같

이 5개 분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전시공간에서의 주제적 내러티브는 시각적 변

화 요소를 통해 공간의 조형언어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

는 관람객의 움직임을 통제하고, 전시내용 전개에 대한

스스로의 지각능력을 이끌어주어 새로운 감성적 공감의

전시공간으로 변화를 꾀하는 강력한 모티브가 된다.

또한 상설전시관으로써 역사적 흐름에 따른 통사적 시

점을 배재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아이템 및 공감적 스

토리텔링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당시 시기

전반에 대한 큰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건 자체에 매몰

되지 않고, 역사적 사실이 곧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전시를 풀어가려

는 관점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려는 시도로 호

기심(curiosity)ㆍ서스펜스(suspense) 그리고 놀라움을 유

발시킴으로써 특정한 기대를 형성하게 한다. 관람자 또

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특유한 예감을 전개시키고 이러

한 것들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키거나 가능한 한 이전

의 사건들을 재검토하게 한다. 혹은 전혀 새로운 관점으

로 보도록 신호하게 함으로써 정보를 상기하고 다음에

무엇이 나올 것인가 기대하면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시행

위에 직접 참여하도록 임무를 수행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조형적 내러티브는 표현하고자

하는 접근방향에 따라 역사적 사실, 전시주제의 전개가

전시관의 건축적 언어와 결합되어 전시공간의 조형적 내

러티브로 확장될 때 기념관의 전시는 공간의 기억에 나

타난 감성을 자극하는 조형언어로의 표출, 콘텐츠가 하

나 되어 진정한 감동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되

고 조형화된 전시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향후 본 연

구를 계기로 박물관 또는 기념관의 전시디자인에 더 많

은 연구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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