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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연구개요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류 필요성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3)에 따라 제도적으로 긴밀하지 못했던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협업사업 추진이 요구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 그동안 분리하여 추진되었던 박물관, 미술
관 진흥정책을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대와 운영 내실화 간 적절한 균형 필요
‒ 최근 15년간 박물관․미술관 시설이 3배 이상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운
영관리 내실화 및 유기적인 협력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시됨
‒ 환경변화에 대한 박물관․미술관과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박물
관․미술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 발전 도모 필요
▪ 기관별 개별적 행정체계의 분리운영에 따른 협력 전략부재의 문제
‒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한정적 재원과 인력, 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문화거점시설로
서 기능수행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이 도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박물관·미술관 협력망(박물관미술관법 제33조)제도는 예산 제약, 기관장의
관심부족, 운영방향 부재 등으로 적극적 확장에 한계를 보여 극복방안이 요구됨
▪ 박물관․미술관 간 협업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시급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박물관․미술관의 장기휴관이 지속되어 문화향유기반시
설의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함
‒ 지자체, 민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추후 실질적인 협업사업 발굴 및 협력활동을
추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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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 박물관·미술관 기반시설 운영 협력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 기관 간 협업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력운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파악함
‒ 박물관과 미술관 간 협업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발전기반
을 마련하고자 함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의 박물관․미술관 관리 및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업의 단계별 및 장단기 개선 방안을 도출
‒ 자료공유, 정보교환, 상호대여, 공동사업, 물적자원공유, 인력교류, 기술협력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도출하여 종합적인 교류 및 협력증진 방향을 제시

나.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시간적 범위: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이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 (2005년) 이후의 관
련 정책사업을 주요한 연구범위로 설정함
▪ 공간적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및 등록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개별 시설단위가 아닌 문화시설 간 수요분석을 전제로 함
▪ 내용적 범위: 박물관․미술관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모색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률 및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진단, 교류분야 사업 등 제도를 검토함
-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현황 및 실태분석을 위한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화한 설문조
사표를 작성, 배부, 취합하여 기관협업 및 교류사업 운영,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 도출함
- 주요국 선진사례를 통한 성공적 운영요인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협력망 실태에 대한 문제 검토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단계별 개선안 도출하고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공동역량을 강화하는 제도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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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웹조사: 관련 정부문서, 연구기관 정책보고서 및 국내외 학술논문, 포
럼 자료집, 세미나 및 회의 자료집 검토, 지자체 및 민간차원 교류 협력망 사례
자료 등 정보조사
▪ 박물관, 미술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학계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박물관(897개관), 미술관(267개관)에서 현장이해가 높은
관련 담당자 및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협력현황 및 관리방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점 파악, 통합 협력망 구축체계 및 필요사항, 향후 추진과
제를 내용으로 설문조사 실시
-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전문가 (교수, 연구기관 박사
및 현장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심
층인터뷰를 진행함
▪국외 교류 협력망 사례조사 및 비교 분석
- 주요국의 기관 간 협력망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판별하고, 협력망 사업
의 강약점 파악하여, 국내 상황에 접목이 가능한 사례관련 시사점 도출

2.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현황분석
▪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제33조에 따르면 협력망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
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
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협력망의 대상은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특성이 유사한 사업들은 범
주화하고 협력 운영에 적합하고 효용성이 높은 실무영역을 선별하여 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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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체계분석
▪ 박물관과 미술관이 별도로 운영되며, 박물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관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이 중앙관이 되어 상하구조의 수직적 조직 체계임. 중앙관의
관리 하에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 대표관이 지역 협의회, 지역 공·사립·대학 박
물관으로의 소통을 주도·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법제상으로는 국내 국·공·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이 협력망 소속 박물관·미술관
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협력망 사업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박
물관·미술관에 국한하여 집중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협력망 통합체계와 관련 체계적인 관리의 시도 및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협력망이 유형 간 제도적 차이극복과 협력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함. 이에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은 각각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 박물관이 중앙관
이 되어 별도의 협력망을 구성 운영함

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진단
▪ 협력망 내에서 박물관·미술관 간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지역 및 분야
를 중심으로 개별적 유사협력체가 구성되어 있고 역할이 중복됨. 대표적으로 시도
립미술관 네트워크는 미술관 협력망과 유사한 체제와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역 대
표관들이 모여 중앙관(국립현대미술관) 없이 협력을 진행함
- 박물관․미술관 협회와 협력망기관의 불분명한 역할 차이와 사업으로 인하여 상
대적으로 늦게 등장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하
고 참여율을 저조하게 함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업무 계획을 수
립 후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 운영 전략이 부재하고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
망의 네트워크 운영상 교류, 소통,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앙관/지역대표관을 대상으로 관장/학예실장 회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
속기관 통합 협력회의와 공론장이 부재함
▪ 자료의 통합적 운영과 정보공유를 위한 관리의 한계가 있음. 박물관·미술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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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품 및 학예 정보, 자료의 공유를 위한 정보 표준화와 표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제한하며, 미술관은 통합 시스템이 아닌 개별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사업
지원으로 그쳐 사업의 개선이 필요함
▪ 협력망 운영 상 학술, 정보, 콘텐츠 교류 협력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경우 지역대표
박물관·미술관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 문화행사 등
의 일회성 사업을 공모 후 선정하여 단기적 협력지원에 그침. 중장기 전략적 사업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관련 수요조사
가. 설문조사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실태를 파악하고자 박물관․미술관 간 협력현황, 박물관․미술
관 협력 기능 및 교류평가,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관련 수행체계 실태 및 운영 방
향, 박물관․미술관 향후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 세부방안으로 구성됨
<표 1>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관련 설문조사 개요
항목

조사 내용

목적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축 및 협력 추진방향 인식조사

대상
기간

내용

박물관(897): 국립기관(50), 공립기관(380), 사립시설(362), 대학시설(105)
미술관(267): 국립기관(1), 공립기관(72), 사립시설(179), 대학시설(15)
2021년 5월 6일 ~5월 18일(2주간)
∙ 박물관 미술관 관련 협력망 관련 인식 (4문항)
∙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과 범위 (3문항)
∙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운영 방향 (5문항)
∙ 박물관․ 미술관 향후 정책 추진 방향 (11문항)

방법

온라인, 전화방식, 이메일 설문조사 실시/ 위탁용역

응답자

622개관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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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은 문화기관시설 관계자 대상 전수조사(1,124개 대상)를 실시하였고, 기간은
2021년 5월 6일~5월 18일 (2주간)에 걸쳐 온라인, 전화방식 및 이메일 발송방식
으로 진행되었음. 문항내용은 단일선택형 질문 및 복수응답 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최종 응답은 622개관이 답변을 주었음

나.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 박물관·미술관 교류협력 관련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설의 협력망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 수합 및 정책 시사점 도출함
<표 2>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 개요
구 분

협력망 및 유사협력망 담당자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협력망 및 유사협력망 담당자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정책 등 전문가

인원

10명

11명

방법

현장담당자 심층인터뷰

문화기반시설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기간

박물관·미술관 교류현황, 담당자 업무수요 및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의견파악, 기관대상 설
협력 활동에 대한 인식, 박물관/미술관 협력 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교류사업 추진의
발전 방향 의견 등
견, 협력기반 및 정책발전방안 등
2021.3.24~3.31/ 7.19~23

조사설계
및 분석

2021.4.8.~4.15/ 6.14~18/ 8.16~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반연구실

4.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활성화 추진방안
▪ 협력망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협력망 기능 재정립’, ‘자원
협력의 관리 체계마련’, ‘제도적 기반조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기능 재정립과 협력 환경조성
‒ 기존 별도 구분․운영되고 있는 체제를 통합 후 박물관·미술관을 아우르는 ‘통합
박물관 협력망’으로 재편 필요, 다양한 주체를 포용하는 정책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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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및 유사 협력망, 지역협의체 간 수평적 협력 소통체계 마
련 및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전략 추진
▪ 박물관․미술관 협력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및 협력망 사업추진을 위한
종합운영 전략 수립
‒ 협력기반 구축기→ 운형모형 개발기→협력망 정립기→ 협력망 사업추진기
‒ 협력체계 구축환경이 조성되면서 장기적으로 협력마인드가 형성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되는 선순환적 구조와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
▪ 협력망 추진 및 운영개선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 강화
‒ (가칭)‘박물관미술관협력위원회’설치·운영추진, 전국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협
의회 연계강화, 협력망 체계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확보 등 계획 필요
‒ 협회의 정보기능강화 필요, 지역과 중앙의 협력매개를 위한 협력망 지원센터운
영 및 권역별 거점 역할 수행기능 방안 모색
▪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강화
‒ 박물관·미술관 간 자원협력분야로 ‘소장품’, ‘정보자원’, ‘인적자원’으로 구분,
소장품 공동활용 정보교류, 전문인력풀 공유, 교구재 개발지원 등 해당
‒ 소장품에 대한 자원공유관련 『공유자원의 목록화』‒『공유자원의 공유 플랫폼』‒
『소장품 공유 및 활용』일련의 프로세스를 단계별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제고 및 인적자원 중심 인프라 확대
‒ 박물관·미술관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플랫폼 다각화 및 통합 정보시스템 활용,
네트워크형 협력확산을 위한 정보표준화 추진, 네트워크형 프로젝트 지원체계
의 강화로 수평적 협력사업과 멘토 멘티형 협력사업 제안
‒ 인적교류를 위한 전문인력 조회시스템 구축 및 인력풀 DB 공유, 인적 협력사업
의 중개프로그램 운영 필요, 협력교류를 위한 인적 전문가 양성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 협력망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서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세부 내용: 협력망 개념 명확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지원 명시, 의사결정기구
및 실무기구의 설치근거, 통합협력망의 체계적 근거법제, 협력망 기반 협력플랫
폼 운영근거 마련 등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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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류 필요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3)에 따라 제도적으로 긴밀하지 못했던 박물
관과 미술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박물관과 미술관 간 협업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해 그동안 분리하여 추진되었던 박물관과 미술
관 진흥정책을 포괄해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대와 운영 내실화 간 적절한 균형 필요
여가 문화수요 증가에 따라 최근 15년간 박물관․미술관 시설이 3배 이상 양적으로 증
가하였다.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운영관리
내실화 및 유기적인 협력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박물관․
미술관의 공고한 협력 운영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다. 기관별 개별적 행정체계의 분리운영에 따른 협력 전략부재의 문제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한정적 재원과 인력, 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문화거점시설로서
기능수행의 제약이 불가피하여,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 현재 박물
관·미술관 협력망(박물관미술관법 제33조)제도는 예산 제약, 기관장의 관심부족, 운영방
향 부재 등으로 적극적 확장에 한계를 보여 극복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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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물관·미술관 간 협업사업 발굴 및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시급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박물관․미술관의 장기휴관이 지속되어 문화향유기반시설의
위기대응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해 박물관․미술관
과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한 성장과 상호 발전 도모가 요구된다.
현재 별도 구분, 운영되고 있는‘박물관 협력망’과‘미술관 협력망’간 상호 협력 기회 확
대 및 다양한 협력분야 발굴이 시급하다. 협력 및 교류 담당기관 및 지자체, 민간의 소통
을 촉진하고 추후 실질적인 협업사업 발굴 및 협력활동을 추진하여 시너지 창출 가능성
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첫째는 박물관과 미술관 기반시설 운영 협력
체계 구축이다. 둘째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관련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가. 박물관·미술관 기반시설 운영 협력체계 구축
우선 박물관·미술관 관련 운영관리를 살피고 시설 간 협력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점 파악, 기관 간 협업
운영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력운영 합리화를 위한 핵심사항을 파악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간 협업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발전기반을 마
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정책추진이 가능한 협력 기본방향, 협력과제
발굴, 협력방식 등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현재의 박물관과 미술관 관리 및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협업의 단계
별 및 장단기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전국에 위치한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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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이 문화기반시설로서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
계를 구축하고 운영되도록 한다.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협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망 장단기 개선방안
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공유, 정보교환, 상호대여, 공동사업, 물적자원공유,
인력교류, 기술협력 등 다양한 협력분야를 도출하여 종합적인 교류 및 협력증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림 1-1] 박물관의 주요 업무1)

■ 박물관·미술관 기반시설 운영 협력체계 구축
∙ 운영관리 파악, 기관 간 협력실태 분석
∙ 지속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발전기반 마련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 협업의 단계별 및 장단기 개선 방안 도출
∙ 종합적인 교류 및 협력증진 방향 제시

1) Deutscher Museumsbunde e.V.(2019), Leitfaden Professionell arbeiten im Museum, Berlin,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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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가. 시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 운영되기 시작한 시기(2005년) 이후의 관련
정책사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박물관과 미술관 담당부서 일원화(2017년 9
월)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로 통합되었던 이후의 관련 정책사업을 주요한 연구범
위로 설정하였다.

나. 공간적 범위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등록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개별 시설단위가 아닌 문화시설 간 수요분석을 전제로 한다.

다.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1) 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

법률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적으
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진단, 기관 간 교류분야 및 공동사업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문화시설 관련 정책과 더불어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 등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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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물관․미술관의 건립, 운영 현황 및 운영실태분석

현황 및 운영실태 파악대상은 초점이 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기반시설이다. 이들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항목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화한 설문조사표를 작성, 배부, 취합한
다.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관협업 및 교류사업 운영, 만족도, 개선 요구사항 등 도출
하고자 한다.

3) 주요국 선진사례를 통한 성공적 운영요인 파악

주요국 박물관과 미술관 간 교류협력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고자 한
다. 구체적으로 캐나다, 영국, 미국, EU연합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며, 협력망 주체들
의 역할 모색, 상호간 유기적 협력기반 검토한다.

4) 박물관․미술관 간 협력망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개선방안 모색

협력망 실태 및 현황에 대한 문제 검토를 통해 향후 체계적인 단계별 개선안 도출하고
자 한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공동역량을 강화하는 제도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각 부문별 연구내용에 따라 적정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가. 문헌연구 및 웹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및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부문서, 연구기관 정책보고서 및 국내외 학
술논문, 포럼 자료집, 세미나 및 회의 자료집을 검토한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지자
체 및 민간차원 교류 협력망 사례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법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제1장 서론

7

나. 박물관·미술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박물관(897개관), 미술관(267개관)에서 현장이해가 높은 기관
별 관련 담당자 및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내
용은 협력현황 및 관리방안,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점 파악, 통합 협력망 구축체계 및
필요사항, 향후 추진과제의 중요도 및 시급성 등으로 구성한다.
설문조사는 현장실태파악,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와 이행력 높은 단계별 계획을 마련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통계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다. 학계전문가 및 시설 담당자 - 자문 및 의견조사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전문가 11명(교수, 연구기관 박사
및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실무담당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것이다.
의견조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주요안건으로 제도적 협력망 기반구축방안 마
련, 협력망 체계 및 세부 교류방안 등을 구성한다.

라. 국외 교류협력망 사례조사 및 비교 분석
영국, 미국, EU연합 등 주요국의 기관들 간 협력망 사례분석을 통하여 성공요인을 판
별하고, 협력망 사업의 강약점 파악한다.
국내 상황에 접목이 가능한 사례를 취사선택하고, 제도적·정책적 활용도를 고려한 시
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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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및 과정

조사방법

수행 방향 설정

연구
계획

이론검토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이론고찰
- 문헌검토와 기초자료조사

착수
보고회

↓
정책환경분석

문화시설 관련 정책 환경 분석
- 사회환경, 법률 및 제도분석

전문가
자문

↓
현황분석

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 파악과
국내외 기관협력망 사례분석

↓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

박물관․미술관 협력 운영평가 및 문제점
- 현장수요 및 개선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
자문회의 및
관계자 면접
조사

관계자 인식조사 및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

↓
성과 조사 및 결과 분석

↓
발전방안도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제안 및
활성화 협력방안
- 장단기 개선과제 제시

최종
보고회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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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박물관·미술관 간 협력 필요성과
협력망의 의미

제1절 정책수요와 상호협력 필요성의 인식

1. 환경변화 대응 및 중장기 전략필요
가. 사회변화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재정립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서 규정한 박물관의 정의
는 48년 헌장이 재정된 이후 여러 개정을 거쳐 박물관의 의미를 재정립하였다.
48년 헌장에서는 수집, 보존, 연구 외에 박물관의 공개․전시 기능이 강조되었고, 69년
에는 교육과 문화향유의 기능, 73년에는 커뮤니케이션과 사회봉사의 기능이 추가되었으
며, 89년에는 대중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제시되어, 점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이 강조되었다.
다양한 관점의 반영을 중시하고 지역사회 및 외부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박물
관학(Museology)의 변화와 실천 맥락을 반영하여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국제박물관
협의회는 박물관 정의 개정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박물관의 정의는 시대 정신을 반영
하여 국제적으로 수용, 합의될 수 있는 개념으로 도출되고 개정되는 과정을 지속해 왔으
므로, 최근의 ICOM의 박물관 정의 개정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ICOM은
2007에 개정된 박물관 정의2)가 오늘날의 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성격을 담아내기에
미흡하다는 인식에 따라 박물관 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2019년 교토 총회에서 박물관
정의 개정을 논의에 부쳤다. 협의회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에 회부
된 새로운 박물관 정의(안)은 아래와 같았다.

2) 2007년에 채택된 현 박물관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박물관은 교육과 연구, 향유를 목적으로 인류와 그 환경의 유형 및 무형의 유산을 수집, 보존, 연구, 소통,
전시하여 사회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이다.” ICOM 웹사이트
에서 원문과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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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비판적 대화를 위한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다성적인 공간이다. 현재의 갈등
과 도전을 인정하고 다루면서 박물관은 사회를 위해 신탁받은 유물과 표본을 소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며, 유산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평한 권리와 접근을 보장한다.
박물관은 이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박물관은 참여적이고 투명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 정의, 세계의
평등과 안녕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고 수집, 보존, 연구, 해석, 전시하고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체
와 활발히 협력한다.

이 정의는 당시 교토 총회에서 다수의 산하 위원회/분과가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채택이 보류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박물관 정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박물관과 소장품의 변화된 위상과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ICOM은 이후
분과위원회와 국가위원회를 통해 다각도로 정의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있
다. 위의 개정안에서 박물관은 수집, 보존, 연구, 전시, 해석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 고
유의 속성을 지니나 박물관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변화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즉, 사
회적이고 전지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신탁받은 유산에 대한 공평한 권리와 접
근성, 이를 위한 참여와 투명성, 다양한 공동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관람객들의 기대향상에 따라 적합한 박물관․미술관의 대
응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으로 요구되어져 왔던 전시, 수장, 교육 등의 기능
이외에 사회적 기대와 요구에 따라 이들 기관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기능 또한 복합
화 되고 있으며 기존의 단순한 보존, 전시공간을 넘어, 문화의 생산과 향유, 소통을 위한
지역의 종합적인 문화기반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새롭게 대두된 정의는 박물관의 존재 이유와 태도, 운영 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박물관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와 협력의 방향을 제
시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소장 유산에 대해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
고, 참여적이고 투명한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며, 박물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해야 한다는 박물관 네트워크의 지향을 시사한다.

나. 공공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유 기반 마련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全세계적으로 소비의 방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문화의 소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사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는 기대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거래되지 않던 남는 자원의 거래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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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과 관련한 일자리가 생겨나거나 경제, 사회적 효율성
을 증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만족도
를 높이고 후생을 증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 다양한 구성원뿐만
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이 폭넓게 서비스 향유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 확대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
해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공유공간을 조성, 활성화하는 등 공유로 인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 과세제도 등 기반 마련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
한 공유의 개념은 최근 연구, 정보, 문화예술로 확대되고 있다.
좋은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예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소장품과 학술 정
보는 무엇보다 소수의 박물관, 미술관에 집중되어 있다. 2016년 기준 국공립 박물관소
장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377곳의 국공립 박물관의 전체 소장품은 3,450,914점이며,
그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조장품은 395,220점이었다. 단 1점의 소장품이 없
는 국공립박물관이 14개관, 10점 미만의 소장품 보유는 17개관이 해당하였다. 문화예
술품은 일반적인 소비재와는 달리 복제, 재생산이 어렵고 원본성이 가치를 창출하는 근
거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열악한 박물관․미술관이나, 신생 박물관 미술관이 좋은 작품을
매입하려고 시도하더라도 타 기관이 소장한 작품을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장품의
집중화는 자산에 기반한 학예 연구 정보의 집중화로 이어진다. 학예 정보의 불균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불균형을 야기하며 이러한 불균형은 기존의 소
유의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최근의 공유 패러다임은 박물관, 미술관의 소장품, 인력, 공간, 정보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여 소장품 문제의 해결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주요
소장품을 중심으로 순회 전시를 개최하여 특정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소유한 소장품이
수장고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많은 관람객들에게 전시되어 향유할 수 있게 추진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순회 전시를 위한 서비스 시장이 생겨나거나, 소장품 정보를 재가공하
여 콘텐츠화 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서서히 공유 개념이 박물관, 미술관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이 소장품의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니고 있기에 소장
품을 공유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 향유 권리 확대와 불균형 문제의 해
소의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의 공유 및 교류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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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유의 기반은 각 주체간의 협력, 공유를 위한 플랫폼 활용의 개방성에서 비롯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협력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 공동
의 플랫폼과 협력의 방법, 공유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마련하는 것은 특정 주체의
개별적 참여로는 해결할 수 없다. 공동의 의견을 수합하고 정책적 방향성 마련이 선행되
어야 한다.

다. 박물관·미술관의 회복력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지구온난화, 재난재해, 과학기술의 변화나 사회경제 시스템의 붕괴 등 외부의 충격에
노출되는 충격에 맞서 적응할 수 있는 회복력은 주로 지역, 도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
의되어왔다. 회복탄력성 혹은 회복력은 다양한 위기관리,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사
회 체계의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지역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지향
성을 담고 있다.
외부환경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대한 수요는 비단 도시나 지역개발의 범주에 국한되
지 않는다. 1980년 개관한 제 1호 사립미술관인 ‘서울미술관’과 1993년 개관한 흥산박
물관이 IMF 위기로 폐관하였다. ICOM은 코로나19 이후 박물관, 박물관직 종사자 후속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시기인 2020년 4월 전 세계 박물관의 95%가 코로나 19로 휴
관하고, 코로나 시기 이후 1/4 이상의 박물관 직원이 일시 또는 영구 해고 되었다는 결
과를 발표하였다.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경우 16.1%가 임시 해고 상태였으며, 22.6%는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56.4%는 급여 지급이 중단될 예
정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박물관․미술관의 위기에 따라 ICOM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2020)는 2020년을 도전과 회복력으로 의제를 삼고 회복력제고를 위한 박물관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국제적으로 공동체의 재현을 통해 박물관들과 전문
인력들을 지원하여 박물관이 수행해야할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지속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영국 예술위원회의 보고서는 회복력은 자기 방어적이거나 자기 보존적인 것
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적응성과 추구하는 핵심 방향에 대한 재설정을 포함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논술한 바 있다. Manuel Pizarro는 MUSA(Museum Sector
Alliance)를 통해 강력한 네트워크의 구축은 자기이익만을 고취하기 위한 외부 단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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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를 야기하고, 회복력을 위한 협업을 이루는 기반으로 조직의 생존과 연결을 다양한
층위에서 만들게 된다면 회복탄력성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 박물관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코로
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반복적인 휴관이 조치되었다. 문화
체육관광부가 조사한 문화관광분야의 코로나19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9월
기간 전국 박물관·미술관이 최대 84.2% 휴관(4.20 기준)되었고, 관람수입은 약 533억
원 감소,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취소 등으로 136억 원, 편의시설 중단 등으로 160억
원 등 총 829억 원의 피해가 추산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확인되듯이, 새로운 외
부 환경의 변화와 박물관 미술관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지원만으로 근원적인 원
상회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회복력에 기반이 되는 협력 공동체는 예방과 대비에 대한 공동의 논의뿐만 아니라 위
기상황의 협력, 행정운영상 상호 연계 체제를 마련하여 유기적 대응 체제와 역할 분담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자발적 협력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기여가 제대로 작동하
기 위해서는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한다.
이에 정부는 2021 정부혁신중점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사회문화의 공동체 주도적 해
결을 선정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공동체 주체의 문제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기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
공동체의 형성과 체제 구축은 정책적 기반의 조성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협력토대구축과 운영기반마련
가. 기반시설의 양적확대와 운영내실화 문제
최근 일과 삶의 균형에 따른 여가 문화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문화 분권으로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기조 아래 박물
관·미술관의 수는 그동안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12월에는 박물관·미술관이 총355개였는데, 2020년 1,165개에 이르렀다. 기초
지자체 및 민간 주도의 건립이 확대되고 민간투자유치 등 건립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박
물관, 미술관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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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박물관·미술관 현황(출처: 2020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박물관 수: 897
①
②
③
④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미술관 수: 267

국립중앙박물관 등 50개 관
380개 관
362개 관
105개 관

①
②
③
④

국립:
공립:
사립:
대학:

국립현대미술관 1개 관
72개 관
179개 관
15개 관

양적 확산이 지역적 격차 해소문제에 기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운영관리 실태에서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종사인력의 경우, 학예인력은 국립시설을 제외하고 평균 1~2
명대에 불과하며, 인력들의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무여건이 확인되고 있다.
<표 2-2> 운영주체별 박물관·미술관 1개관 당 평균 학예인력 수
(단위: 명)

운영주체

박물관 1개 관당 평균
직원 수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학예인력 수

직원 수

학예인력 수

국립

49

8.57

337

45

공립

9

1.28

10

2.18

사립

7

1.65

5

1.86

대학

5

1.94

3

1.4

전체 평균

10

1.92

8

2.09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현황에 있어서 박물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는 미술관에 비
해 약 16배 많다. 불균형은 국립, 공립, 사립, 대학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큰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 총 10,407,778점,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는
11,922점이며, 미술관의 경우는 소장품 총 189,401점이며,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는
755점이다.
사립박물관과 대학박물관의 경우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 대비 소장자료가 많은 반면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과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는 약 10배 가까운 차이가
나 관종별, 박물관․미술관 별 소장자료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의 원인은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운영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공립은 안정적
예산으로 소장자료가 현재보다 매해 증가하지만, 사립 및 대학박물관․미술관은 기존의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소장품 확대의 경우 각 관의 여건에 따라 유동성을 띤다
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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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운영주체별 박물관 및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 수
(단위: 점)

운영주체

박물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 수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소장자료 수

국립

46,829

10,021

공립

4,899

1,069

사립

11,577

606

대학

20,345

395

전체 평균

11,922

755

시설의 경우 2000년 이전 건립 박물관·미술관 약 26%가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기관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시설 노후화되고, 수장고가 부족하며, 편의시설 미비 등 시
설관리와 한정 재원, 인력, 시설의 한정으로 운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박물관․미술관이 없는 지역에 시설을 세운다는 접근방식을 뛰어넘는 공
급정책과 연계전략이 뒷받침되어야한다. 박물관․미술관이 진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 간, 혹은 지역의 유관기관 간 협력 및 협업을 고민하
고 프로그램의 운영, 전시, 인력교육 및 소장품의 효율적 수급 등에서 문화기반시설 간
상호협력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나. 박물관·미술관 행정의 이원화 실태와 비효율성의 개선
국제사회에서 박물관을 의미하는 용어인 ‘박물관(Museum)’의 큰 범주 안에 역사, 과
학, 미술, 공예, 디자인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도 박물관
(Museum)외에 미술관(Art Museum)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상기의 박물관 의미를 사용하지 않고, 박물관과, 미술품을 전시하
는 미술관을 구분하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구분은 19세기 일본이 박물과 미술의 의
미를 만국박람회 출품을 위하여 기물을 구분하였던 것에서 비롯된다. 해방 이후 박물관과
미술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위상이 그대로 정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은 현재
까지도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관리체계 또한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1990년대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하여 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박물관 업무는 ‘생활
문화국 박물관과’가 담당하였고 미술관 업무는 ‘예술진흥국 예술진흥과’가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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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당시 문화부 직제에 따르면 ‘생활문화국 박물관과’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박물관진
흥 종합계획수립, 공·사립박물관의 육성·지원, 국립중앙박물관의 지도·감독 등이었으며,
‘예술진흥국 예술진흥과’의 담당업무는 회화·조각·공예·사진·디자인·환경미술 등 조형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대한민국예술원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도·감독 등이었다. 이
러한 근거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행정 조직의 분장 업무를 기준으로 삼아 정해
졌다. 법제정 이후 관련부서 행정조직 편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고 ‘박물관정책’과
‘시각예술디자인의 미술관 정책’으로 나뉘어 별도로 분장하고 있다. 2017년 박물관정책
과 미술관정책을 통합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를 탄생시켰기도 했다. 그러나 현
재는 문화기반과에서는 박물관 정책영역과 미술관 정책영역을 운영하되, 국립현대미술
관의 경우 시각예술디자인과에 분리되어 운영하여, 박물관․미술관 통합 정책 수립 및 운
영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그림 2-1] 박물관․미술관 정책 소관 부서 흐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현대미술관 직무를 시각예술디자
인과에 분리 이관시킨 것은 관련법의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문제를 야기
시켜왔다. 박물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정책부서에서 추진
하는 현대미술관정책은 국가적 박물관 정책의 근간인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
정 및 시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라는 핵심 업무를 별도
로 추진해야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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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미술관 간 연계강화와 업무일원화 필요
박물관 및 미술관협회들은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통합된 형태의 한국박물관협회가 박물관․미술관을 아우르며 운영하던 것을 미술관의 특
수성을 내세우며 사립미술관협회가 별도 설립되면서 지원 사업이 필요한 기관들은 기관
유형에 따라 박물관 협회 혹은 미술관 협회에 별도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문제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지원 사업이 분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박물관 협회에 가입한 미술관이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며,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원의 중복 등으로 인한 혼선이 야기되며 박물
관과 미술관 간의 협력보다는 구별짓기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현실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명확히 구별
하여 법률로 정의하고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술관만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은 현행법의 법적 적용범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박물관과 차
별화되는 지점이 소장품의 영역에 한정됨으로 박물관의 위상이나 역할을 별도로 구분하
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박물관의 주제 및 소장품 성격 또한 다양하고, 확장되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
소장품을 지칭하는 용어 또한 특정 주제에 한정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용어인 박물관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계화되어 있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문화수요가 급증하고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박물
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은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소극적
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소장품을 활용하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적극적이고
복합적인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정분야나 주제를 제한하기 어
려울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 진전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은 서로의 기능이 중첩한다.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홍보·마케팅, 전
문인력양성, 국제교류 등 영역에서 장르를 구분하듯이 분리하는 것은 상호 협력과 연구
의 발전을 제한하고 창조적인 문화기반시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주요 영역으로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교육지원 및 공동운영,
정보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운영, 지역단위에 따른 연계협력 강화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기관간의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나타
날 수 있다. 주요 업무인 소장품의 수집과 관리 및 전시 운영을 위한 기능 수행뿐만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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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효율적 정보운영을 바탕으로 문화적 기능과 사회교육적 기능을 함께 수행함에
있어서 포괄적인 협력활동이 뒷받침 되어질 때 그 효용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박물관·미술관 지속가능한 기반마련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사회 패러다임이 급변하면서, 박물관·미술관 안에서 정보통신의
서비스 및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전시관람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실감형 콘텐츠 체험기획, 소장품 관리와 아카이빙, 공간 활용, 이용객과의 관계형성 등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어, 기존 박물관·미술관 서비스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코로나 팩데믹으로 인해 박물관․미술관의 휴관과 재개관이 반복되면서 박물관․미
술관이 갖추어야 기술 장비와 디지털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커졌고, 문화
플랫폼 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 20년이
경과된 노후 문화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신규건립에 비해 노후화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따라서 디지털화 환경에서
선진 관리시스템과 기관들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설계되면서, 박물관자원이 기술적으로
활용되고 디지털정보를 생산, 공유, 확장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립과 대학시설의 경우 디지털 첨단기술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대비하기에는
예산 및 인력운영의 측면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유한 제한된
자료들에 대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교류로 전문인력 양성이나 스마트 기술
관련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안들이 거시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스마트 박물관·미술관으로의 진화로 예술의 표현·창작에 있어서 단독이 아닌 여러 자
원을 공동 활용한 작업이 기획되기도 하며, 기존 경계를 넘어서 분야 간의 협업을 통한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개방된 형태의 박물관·미술관 네트워크를 통해서 디지털환경에
대응하는 허브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화상을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국제회의·행사 참가, 전시협력, 인력교류, 공동 연구, 학술토론회 개최 등 국내외 박물
관·미술관 전문인력 간 활발한 교류의 장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기술이 기반되는 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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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공유사업이 시급하다.

나. 문화향유 기반구축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박물관·미술관의 수요에 맞추어 전시환경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방문객의
행태분석 및 특성파악이 필수적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
을 하러 오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고객관리 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략 수립을 돕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의 대표 문화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행동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고객에 맞는 관람환경을 점검하고 통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박물관·미
술관 협력망은 관종별 박물관·미술관 방문에 관한 현황조사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기관조차도 세분화된 방문객 특성을 바탕으로 한 고객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며, 공립 및 사립의 경우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앞서 현장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
로 시설·전시환경 개선 등에 노력하지만, 방문객의 일반 현황, 계층별 관람패턴, 기관
프로그램 참여도, 잠재적 수요 등을 분석하기에는 미비한 수준이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
는 가장 기초적인 관람인원 집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기반으로 방문객들의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지원 및 종
합적인 조사·분석을 주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사항목은 방문객 수, 외국인
관람객 등 기본 통계, 방문객, 회원 대상 기본정보의 조사 그리고 방문목적, 방문빈도,
관람유형, 관람분야, 만족도, 효과 등 관람패턴 등에 대한 심층적인 데이터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단위 객관적인 실증조사 결과를 위한 방문객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방문객 통계,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확대되어야 하
다. 방문객 프로파일에 대한 데이터 수집 선행 이후 방문객의 양적, 질적 구성과 비교하
고 달성목표를 설정하는 이용객의 체계적인 전략과 발전방안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고도화 정책은 고객 관리의 선진화와 고
객의 수요에 맞는 박물관 및 미술관 공공서비스의 내용과 질의 개선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객들의 정보는 서비스를 스마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보라고 생각하고 제
도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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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미술관 간 협력증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현행 박물관미술관법은 1991년 제정된 이래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
할 수 있는 방향으로 30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박물관미술관법의 주요내용은 총칙,
국립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 사립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대학 박물관 및 대학 미술관, 등록, 관리와 운영·지원, 평가와 지도·감독, 운영자문·협력
등 9개의 장, 35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자문 및 협력 부문은 제9
장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중요사항의 자문(32조), 박물관·미술관 협력망(33조), 협회
(34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설립(35조)을 포함한다.
박물관·미술관을 둘러싼 사회정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법 내 협력망
정책기능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교류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몇 가지
점을 살펴보면, 협력망의 추진주체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력
망을 구성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질적 운영은 중앙관이 맡고 있어 법적근거 마련이 포함
되어야한다. 또한 협력망의 체계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여, 중앙관, 지역대표관, 참여관
및 지자체들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 협력망이 연계성 강화 및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와 운영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실정에 대응하여 박물관·미술관 간 데이터 표
준화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소장 자료별 특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표준포맷을
정하여 제한된 박물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자료관리와 이용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정보환경의 교류협력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법에서 소장품의 정
의 및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8조 내용은 여전히 유형의 소장품에 적합한
형태로 국한되어 있다. 많은 시설들이 실물을 수집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각적 매
체를 통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더불어 정보환경의 맥락에서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확장된 학예사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서비스 요구에 여러 박물관이 서로 협력하
여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개편도 필요하다.
박물관·미술관 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논점들을 정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조항을 제안하거나 기존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하
여 관련 협력망 운영관리와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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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의미성

1. 협력망의 이론적 검토 및 유형화
가. 협력망의 개념
1) 협력과 네트워크

행위주체들 간의 관계는 공존, 위계, 네트워크, 협력, 경쟁 등 여러 양상으로 나타난
다. ‘경쟁’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무언가를 놓고 겨루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공
존’은 서로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며 경쟁을 피하는 방식을 의미한
다. ‘위계’는 구성원들 간 상하의 서열관계가 설정되고 각 계층적 질서에서 권한과 책임
이 배분되면서 명령·복종·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2] 주체 간 관계의 종류

공존

위계

네트워크

협력

경쟁

자료: Bertelsmann Stiftung(2018), Mehr Zusammenarbeit wagen, Guetersloh, p.17.

협력(cooperation)은 Brockhaus사전에 따르면 라틴어 ‘cooperatio’(공동협업),
‘cooperationis’(참여), ‘cooperari’(협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사전적으로 협력은 ‘전
략적 의미에서 공동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힘을 합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협력은 두 명이상의 공동협업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얻는 것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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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동성과라는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사람, 단체, 기관들
사이의 협동을 지칭하며, 그룹 내부가 아닌 그룹 간 협력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협력은 공동의 목적, 상호 협조적 태도, 참여 주체 간 동의가 필요하다. 협력을 위한
관계 형성은 ‘파트너십’과 ‘공동체’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O’toole은 기존의 단일
조직의 역량이나 자원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대안적 방안으로 해
결책을 찾고자 상호의존적으로 협동하는 것이 협력이라고 설명한다.
네트워크(Network)용어는 방직분야에서 직물을 짜는 제조 작업 혹은 (로마식) 건축
부문에서 벽돌을 이용해 서로 떠받치고 있는 건축구조에서 유래되었으며, 20세기 초까
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1950년대 비로소 소셜 네트워크라는 용어가 정의되고 조직의
맥락에서 빠르게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파트너 간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의 연결체계 또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체계를
확립하고 다수의 노드(node)사이를 연계하는 것”(OECD, 2003)으로 정의된다. 파트너는
목표를 지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네트워크는 미래의 협력 가
능성을 놓고, 복잡한 시스템이나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림 2-3] 네트워크의 5가지 구성요소
파트너
―

연계(성)
네트워크관리
네트워크문화
목표, 과제

자료: Indra Kuehlcke(2013), Netzwerke in der Weiterbildung, Berlin, p.8.

파트너십, 협력, 네트워크는 일치하지는 않는다. 파트너십은 네트워크 안에서 연계를 맺
는 것을 지칭한다. 협력은 구성원들 상호 간 우호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고 구체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을 취한다. 반면에 네트워크는 다수 공동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협력
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확장성 있는 형태를 띠게 된다. 네트워크는 집단이나 조직을
연결시키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단독으로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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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한다. 구성원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별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
은 이들이 취하는 접촉과 관계로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참여하는 활동 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 능력과 신뢰성, 책임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조직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업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게 된다.(Powell, 1990)
[그림 2-4] 협력-네트워크의 개념적 관계

2) 네트워크의 유형

네트워크 개념은 다양한 유형을 내포하는 바, 각각의 네트워크는 협력을 위한 주체에
서 조직체계로의 강도, 각각의 주체간의 이해관계와 친밀성, 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나 구심점의 여부에 따라 네트워크의 목적과 관계가 상이하게 달라진다.
Schubert의 분석에 따르면 ‘자연적’ 네트워크와 ‘기능적’ 네트워크로 구별된다. 자연
적인 네트워크는 사회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크게 정서적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한 기초네트워크 그리고 신뢰와 협력관계에 기초로 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포괄한다. 반
면 기능적 네트워크는 전문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공식 네트워크이다. 크게 제도권의 네
트워크와 시장 친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협력체로 세분화된다.3)
자연적인 네트워크는 사적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협동하는 기초네트워크를 기반한다.
또한 참여구성원 간 신뢰와 호혜성을 기초로 체계화하여 운영하는 다양한 결사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기적인 협력의 비공식 조직체인 ‘마을단체’, ‘이해집단’이
있고, 공식적인 협력체인 ‘협회’ 등을 포괄한다.

3) Herbert Schubert(2008), Netzwerkmanagement, Wiesbaden,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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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네트워크의 분류와 특징(H. Schubert의 유형구분)
자연적 네트워크
사회 자원
기초 네트워크

기능적 네트워크
전문 자원

2기 네트워크
인적 관계

3기 네트워크
전문적 관계

조직화 되어있지 않음

미약한 조직화

심도있는 조직화

시장

공익의 영역

정서적 친밀한 관계

비공식 작은 협력

공식적
보다 큰 협력

시장친화적 협력

제도적 협력

(예) 가족, 친척

마을단체, 이해집단

협회, 협의단체

조합, 연합회

주제·행정영역에
따른 협력체

자료: Herbert Schubert(2008), Netzwerkmanagement, Wiesbaden, p.38.

기능적 네트워크는 전문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력을 도모하는 공
적영역의 조직체를 지칭하며, 3기 네트워크로 분류된다. 그 산하에는 정부 주도하에 공
식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제도화된 협력체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질서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해당 분야의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단체를 포함한다. 기능적 네트워크
는 공공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협력망으로, 네트워크의 체계와 협력방식, 공유 자원
이 분명하며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주체들이 공유, 동의하에 규칙과 규정이 마련된다.
참여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협력하며, 개별적으로 조정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보다 목표를 보다 더 달성할 수 있는 필요 동기에 의해 협업을 하게 된다.
네트워크는 필요성에 따라 자연 발생한 개별적 협력에서 조직적 협동의 확대 및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되는 공식적 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발전하고 있다. 오늘
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연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통합적 제휴에 의한 시너지효
과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이 보다 정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여러
공식 및 비공식의 참여주체들의 협력활동과 관계구축이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협력적 네트워크의 이론적 배경
네트워크 조직과 관련한 연구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학에서 먼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형 조직의 장점과,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과 같은 경제사회학자들은 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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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화적 차원에서 네트워크 조직을 산업사회와는 구분되는 정보사회의 특성으로 규정하
였으며, 커뮤니케이션분야, 사회학, 정치학, 물리학, 생물학 나아가 군사학에서도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행태 구조파악 차원에서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이론 연구는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연구한 송경재의 연구에
기반하여 각각 사회교환이론, 상호조직이론, 사회자본이론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4)

1)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

네트워크의 사회 조직은 참여자들 간 보유한 자원을 주고받으며 연결시킴으로써 교환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 주체들이 일관되고 효율적
인 협업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막는 것이다. 적절한 자원의 배분
과 공유된 정보를 위해 조직 간의 교환활동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교환이론을 통해 서로 간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 한다. 협력기반의
신뢰관계가 크면 클수록 교환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조직 관점에서 교육훈련이나,
멘토링 등 조직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의 가치와 목적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조직에
헌신하는 자세가 형성된다. 사회교환이론의 차원에서 각 박물관․미술관은 협력적 네트워
크의 참여 주체로서 우선,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어서, 상호교
환 행위자 간의 관계 맺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조직 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 간
의 관계 형성 및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 각 기관이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적실성을 충분히
마련해야하며, 교육훈련이나 멘토링 등 공동의 가치와 목적을 동일 시 할 수 있는 프로
그램들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2) 상호조직이론/조직간 관계 이론(Inter-Organizational Theory)

상호조직이론은 조직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으로, 협력의 주체는 개
인보다는 조직에 있으며 네트워크의 특성을 상호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론을 연구한
David Hardcastle에 따르면 상호간의 조정과 협력은 개별 주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
체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경쟁은 발전을 퇴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며, 상
호교환과 상호보완적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강조된다. 송경재는 상호
4) 송경재의 연구에 기반하여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연구자가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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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론이 주로 지역사회나 사회복지 이론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적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상호조직이론에 기반을 한다면 박물관․미술관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박물관․미술관 영
역 전반의 발전과, 네트워크 전반의 공동의 발전을 도출할 수 있다고 적용할 수 있다.

3)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

사회자본이론은 협력적 네트워크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가운데 하나로 본다. 앞
선 두 이론이 개별 주체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단위로 다루어진다면 사회자본이론
은 네트워크 조직 그 자체를 또한 사회자본 가운데 하나로 본다. 사회자본이론상 네트워
크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 주체가 서로 간 협력활동, 역할분담,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활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효과를 가지며, 협력관계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사회역량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된다고 본다.
사회자본이론 상 네트워크는 우선, 조직의 구조가 정립되어야하며, 구성원의 의사가
소통, 반영되어야 하며, 그리고 구성원 간, 하위 조직단위 간 협동이 기반되어야 한다.5)
또한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는 조건으로서 네트워크가 수평적인 네트워크 관계로 기능
해야 함을 제시한다.

다. 박물관·미술관의 협력망 관련 규정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협의로 박물관과 미술관 간 협력기반, 광의로 유관기관을 포
함한 조직 간 연계시스템으로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체계적인
조직운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국내 박물관미술관법 제4조 제6항에서 박물관이 수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국내외 다
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
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박물관·미술관에
게 협력은 법적 의무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국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책임을 갖고 있다.
박물관미술관법 제33조에 따르면 협력망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김상묵 외의 연구에서는 사회자본이론상 연구의 토대 마련을 설명하여 이를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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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협력망 규정에 따르면 ① 전산 정보와 자료의 유통, ② 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표준화, ③ 통합D/B구축, 상호대여 체계,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④ 박물관․미술관의 상
호협력으로 정리된다,
이 외에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
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
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하며,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박물관·미술관진흥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본 연구에서는 기관들 사이에서의 협력망을 포함하여 구조적 측면의 망(네트워크), 행
위자의 상호작용하여 나타는 협력의 유형에 따라 그 의미를 구분하고 어떠한 공동의 목
적, 상호 협조적 태도와 각 참여 주체의 동의와 활발한 기여를 유도하는 체계 확립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안점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오늘날 법·제도적으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개념과 이와 연관된 주요
역할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크고 작은 박물관․미술관들의 정보와 자료를 유통하는 네트워크 체계이다. 정보와
자료를 유통하는 네트워크 체계는 각각의 협력 주체들의 공유와 개방을 기반으로 각 박
물관․미술관을 소통,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자료의 정리, 정보 및 시설 표준화를 마련하고, 통합된 데이터의 기반을 구축하며
운영의 정보화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통합된 관리체계이다.
③ 동종의 박물관․미술관 사이의, 더 나아가서 이들과 유사형태의 다양한 협의체들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체제이다. 여기서 협력망 내에서의 상호 협력은 앞서 살펴본 자연
적 네트워크 차원의 인적 관계 기반 상호 협력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에서의 방향성을
지닌 협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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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미술관은 이러한 협력을 의무적으로 또 대표성을 확립하며 달
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지속하고 특히
관련 분야에서의 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망의 실질적인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라. 협력망의 유형분류
협력망은 협력망을 대표하는 중앙관이 필두가 되어 협력망에 참여하는 타 박물관․미술
관들이 조직원이 되어 운영된다. 법에 의하여 박물관․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망이
있는가 하면, 중앙관이 자발적으로 협력망을 만들고 그 성격과 유형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협력망의 유형은 중앙관에 따라 협력망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20조(협력망 구성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1. 29.>
②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각각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
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여 중앙
관에 통보한다.<개정2020.9.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협력망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중앙관인 박물관 협력망, 국립현대미술관이 중앙관인 미술관 협
력망, 국립민속박물관이 중앙관인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중앙
관인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이 해당한다. 그 외 지역의 유사형태의 협력망과 기타 문화예
술 조직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나는 협의회 형식의 협력망을 찾아 볼 수 있다.

1) 박물관 협력망

박물관은 공중에게 인간과 그 환경의 물질적 증거를 연구, 교육, 향유하기 위해 수집,
보존, 연구, 소통, 전시하는 기관으로서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광물·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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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 및 학문
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로 우리나라의 박물관미술관진흥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의 백서에 따르면 박물관협력망은 박물관
과 박물관, 박물관과 유사기관, 박물관과 사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상호간 교류를 위한
협력 시스템으로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취약점을 보완함으로써 상생
의 기반으로 정의된다. 전태일(2004)은 박물관과 연계기관 간의 취약점을 보완해 줌으
로써 마케팅, 학예, 전시, 관리, 교육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통한 업무 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체계적, 효율적으로 구성된 조직이 협력망이며, 협력망의 운영을 통해 잠재
이용자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효과적인 홍보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에 기반한 수익사업을 제안하여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 보았다.
박물관 협력망은 2006년 11월 중앙박물관 중심으로 전국 16개 지역 대표관(국립 9,
공립 7)을 지정하여 박물관 협력망을 구성하였고, 2006년 12월에 중앙박물관과 민속박
물관이 통합하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박물관 협력망 구축과 운영의 역할분담
을 하게 되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앙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에 통보하는 지역대표관 체제로 최소 단위 권역은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되었다. 이후 박물관 협력망과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이 분리 운
영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협력망의 단독 중앙관이 되었다.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며 정보화 자료 공유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스템과 협업과 분업
을 목표로 하는 “중앙관-지역대표관-단위박물관 체제로 행정단위 중심으로 조직,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과 조화가 가능한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표 2-5> 박물관 협력망 구성 현황
중앙관

국립중앙박물관

지역대표관

서울역사박물관, 부산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울산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자료: 국립중앙박물관(2019), 「박물관연보」,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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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관 협력망

2008년부터 시행된 미술관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마찬가지로 미술관 전체를 아우
르며 미술관간, 미술관-타 문화기관, 미술관-사회를 연결하는 협력 시스템이다. 박물관
미술관법에 근거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으로 지정되어있다. 박물
관계와는 달리 유일한 국립미술관으로서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박물관 협력망-민속생
활사박물관 협력망-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등 여러 종류의 박물관 협력망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유일한 미술관 협력망으로 작동한다.
중앙관의 하위에는 각 시․도지사가 지정한 15개의 지역대표관이 존재하며 각 지역대표관
은 지역에 산재한 미술관들을 대표한다. 세종시와 울산시는 지역 대표 미술관을 아직 지정
하지 못하였으며, 14개 공립미술관과 1개의 사립 미술관으로 구성된다. 각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주도하에 운영실무협의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협력망과 관련한 안건을 중
앙관에서 준비, 마련하면 운영실무협의체를 통해 검토,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표 2-6> 미술관 협력망 지역대표관 구성현황
연번

지역

지역대표관

구분

1

서울시

서울시립미술관

시립

2

부산시

부산시립미술관

시립

3

대구시

대구시립미술관

시립

4

인천시

인천시립송암미술관

시립

5

광주시

광주시립미술관

시립

6

대전시

대전시립미술관

시립

7

세종시

미지정

8

울산시

미지정(건립중)

9

경기도

경기도미술관

도립

10

강원도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군립

11

충북

청주시립미술관

시립

12

충남

임립미술관

사립

13

전북

전북도립미술관

도립

14

전남

전남도립미술관

도립

15

경북

포항시립미술관

시립

16

경남

경남도립미술관

도립

17

제주

제주도립미술관

도립

총 15개관

34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그림 2-5] 2019 미술관 협력망 사업

전국 공립미술관 큐레이터 워크숍

순회전 운영실무협의회 회의

자료: http://ianpnk.com/02_projects/detail.php?idx=77

3)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

지역박물관과의 문화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민속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목적으로 하
는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이하 “민속관 협력망”)은 박물관 연계교육 운영과 소장유
물 정리 등 지원을 통해 지역박물관 자립 기반 구축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세부 사업으
로는 ① 박물관 교육 공동기획 및 운영을 통한 지역박물관 교육 역량 강화, ② 소장품정
리 지원 및 관리교육, ③ 학예인력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④ 기타 박물관 협력망
구축 및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중앙관
이 되어 민속문화의 계승·발전과 박물관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고 민속분야
박물관의 상호간 협력을 도모하고 중앙관으로서의 협력을 지원한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
과 세계화에 따른 박물관 성격의 변화 모색과 새로운 돌파구를 개발하고 민속생활사를
재조명하고 생활문화를 보존, 전수함으로써 각 지역의 민속 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에 부응한다.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은 2002년 9월 민속박물관 주관으로 협력망이 구성되기 시
작하여 2005년 1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9년 12월까지 361개 기관(서울의 농업박물
관 등 57개 기관, 경기와 인천에서 성호기념관 등 81개 기관 등)이 가입하였고, 신규
가입기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경기·인천 지역이 2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15.7%),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의 순이었다. 점차 가입
기관이 증가하였음에도 협력망 관련 예산은 2006년(최대 예산의 해로 598백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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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축소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예산은 평균 약 219백만 원이었다.
협력망 가입 대상 기관은 모든 국·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박물관으로 가입 신
청과 선발 과정을 거쳐 등록이 가능해진다. 선발과정에서는 내부 심사위원 3인, 외부 심
사위원 2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발 기준에 따라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선발 기준으로는 독창성, 충실성, 연관성, 사업수행능력, 지원필요성, 사업취지 부합성,
인력활용의 적정성, 예산활용의 적정성, 자체재원 확보방안, 박물관 운영실적, 기반시설
및 환경, 기타 고려 사항 등이 포함된다.
<표 2-7>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구성현황
구분

지역

중앙관
가입관

박물관명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농업박물관 등 57개관

경기․인천

성호기념관 등 81개관

강원

화천민속박물관 등 34개관

충북

세계술문화박물관 리쿼리움 등 16개관

대전․충남

공주민속극박물관 등 36개관

대구․경북

자연염색박물관 등 36개관

부산․경남

부산포민속박물관등 38개관

광주․전남

한국천연염색박물관 등 18개관

전북

전주역사박물관 등 18개관

제주

김영갑갤러리 두모악미술관 등 27개관

**민속박물관은 협력망 가입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은 근현대사 관련 유물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지역박물관들
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근현대사와 관련한 지원사업과 역량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은 민속박물관 협력망을 모델로 구축된 협력망으로, 2012년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립박물관으로써의 위상을 획득하고, 인지도와 협력적
관계의 확장을 위하여 개관 직후인 2013년부터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을 운영하게 되
었다. 2013년에는 33개 기관, 2014년에는 44개, 2015년에는 56개의 기관, 2016년
81개, 2017년 99개기관, 2018년 108개, 2019년 113개 관으로 매해 꾸준히 회원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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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매해 하반기에 가입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사항을 공유하고, 중앙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며, 협력망 중앙관으
로서 협력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협력망의 가입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박물관 가운데 근현대사와 관련한 전시, 유물
수집, 조사연구,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국 공사립 박물관으로 기념관, 역사관, 문학
관을 포함한다. 가입은 심사를 통해 박물관의 성격과 협력망에의 적합성을 심사 판단
후 가입 확정을 통보하며, 회원관이 되면 가입기관 대상 학예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공동 프로젝트나 주제별 소장 자료집 등을 발간하거나, 근현대사 박물관 역량강화세미나
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은 민속생활사 가운데 근현대사 민속생활사를 다루는 시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협력망의 운영상 회원관이 중복되거나 사업이 중복
되기도 한다.
<표 2-8>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구성현황
구분

박물관명

중앙관

국립민속박물관

회원관

강원도산림박물관 거제조선해양문화관 경찰박물관 공군박물관 교과서박물관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국립산악박물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국채보상운
동기념관 국회 헌정기념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농협 농업박물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보건대
학교 인당뮤지엄 대구섬유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독도박물관 둘리뮤지엄 디자인코리아뮤
지엄 록봉민속교육박물관 만해 기념관 목아박물관 목포근대역사관 몽양여운형 생가기념관 문
경석탄박물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백범김구기념관 보령석탄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부산박물
관 부천교육박물관 부천펄벅기념관 사상생활사박물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역사박물관 서
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교육박물관 서울대학교병원의학박물관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서울
올림픽기념관 소래역사관 손기정기념관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신문박물
관 안성맞춤박물관 안중근의사기념관 애니매이션박물관 양구근현대사박물관 양평친환경농업
박물관 여명카메라박물관 여주시립폰박물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영월미디
어기자박물관 영인문학관 영인산산림박물관 예천박물관 우리은행은행사박물관 울산박물관
유엔평화기념관 육군박물관 이한열기념관 이화박물관 인천개항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 전쟁기념관 조명박물관 조선민화박물관 조세박물관
증권박물관 진주교육대학교 박물관 천안박물관 철도박물관 최용신기념관 춘원당한방박물관
충청남도역사박물관 칠곡호국평화기념관 탄허기념박물관 태백석탄박물관 포로수용소유적박
물관 피규어뮤지엄W 한국광고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한국근대문학관 한국금융
사박물관 한국대중음악박물관 한국도량형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한국색동박물관 한국선교역
사기념관 한국영화박물관 한국은행화폐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잡지박물관 한국족보박
물관 한국카메라박물관 한독의약박물관 한무숙문학관 한밭교육박물관 합천한의학박물관 해
군사관학교박물관 해금강테마박물관 해녀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화폐박물관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DMZ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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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망의 포괄적 범주와 구성형태
가. 박물관․미술관 유사 협력망의 분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과 함께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유사한 형태의 협력적 네트
워크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현주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측정과 관련하여 네트워
크의 특성을 내용(content)와 관계의 구조(structure)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도 한다. 이를 특성으로 박물관․미술관 협력적 네트워크에 적용한다면, 내용의 차원
은 박물관․미술관이 다루는 학예 분야나, 학예 업무 내용상 차이가 분명한 관종별로 구분
된 경우와, 혹은 내용에 대한 세부적 구분 없이 박물관·미술관을 통합하는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관계의 구조는 접근력과 통제력을 의미하며 물리적 공간상 위치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에 이를 적용한다면 소재 지역커뮤니티 단위가 될 수 있다. 이에 구조적
기준으로는 지역 커뮤니티 단위 혹은 지역과는 관계없이 전국단위의 네트워크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형 협력적 네트워크에는 크게 지역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를 아우르는
연계 협력의 형태를 이루며, 박물관·미술관 정책 관련하여 외부환경 측면의 거시적 논의
및 포용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전국단위 네트워크가 있다. 반면에 지역단위의 소통과 협력
을 위한 형태를 이루며,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지역문화예술 기반시설
로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하는 협력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커뮤니티 단위의 네트워크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나. 통합형 네트워크: 한국박물관협회
통합형 네트워크는 박물관, 미술관의 유형이나,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등의
관종, 혹은 예산의 규모나, 운영의 여건에 대한 차별과 차이가 없이 모두가 협력 관계에
있어 구성원이 되고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네트워크로, 일반적으
로는 별도의 사무국이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참여관들은 회원이 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협력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과, 소속의 절차적 과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정의
회원비를 받고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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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박물관·미술관 협력네트워크의 형태는 협회이다. 협회는 1976년부터 박
물관․미술관들의 필요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제34조), 2007년 7월 협회와 관련하여 법
이 제정됨에 따라 공식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로 인정받게 되었다.
협회는 박물관·미술관간 협력을 위하여 법인의 형태로 설립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허
가를 받음에 따라 그 지위를 인정받는다. 협회는 분야별, 관종별, 지역별로 협력적 네트
워크의 내용과 구조에 따른 협력관계별로도 설립 및 등록이 가능하다.
제34조(협회)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
나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2007. 7. 27., 2008. 2. 29.>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한국박물관협회는 협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오래된 역사와 규모를 지녔다. 1976년 당
시 국내 사립박물관은 총 32개관이 개관 및 운영 중에 있었는데 해당 사립박물관들이
모여 박물관간의 한정된 정보, 인력, 소장품 등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의 발
전을 위해서 한국민중박물관협회를 창립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의 개체수의 증가와 함께
협회에 참여하고자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수요가 뒤따르자 사립박물관 뿐만 아니라 관종
을 아우르는 협회로서 1988년 한국박물관협회로 그 명칭을 바꾸고, 1991년 사단법인의
형태로 한국박물관협회의 설립을 문화부로부터 인가받았다.(허가 제 51호)

2) 협력방식

한국박물관협회는 자발적 회원가입 형태의 사단법인으로,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등
록 박물관 미술관은 소정의 협회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면 협회 활동이 가능하다.
이를 관리하는 한국박물관 협회 사무국은 각 회원관 간의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하고, 정
부의 박물관 지원사업에 대한 교부 단체의 기능을 하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을 지
원하는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협회가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임에 따라 협회 사무국은 회원관들
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 및 참여관의 활동 독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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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망 사업 가운데 지원사업 일부는 협회에서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받아 진행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공·사립·대학 박물관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격
은 협력망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대국민공개서비스 내
소장품 DB구축 사항이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현재의 협력망 중앙관 차원에서 이루어지
지 않고 협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또한 협력망의 기본단위인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협의회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협력망의 구현의 경우 이 역시 한국박물관협회가 사
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박물관협회는 협력망과 유사한 체제적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협회 사무국
이 협력망 사업과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에 대해 적극적이다.

4) 문제점 및 한계

다만 한국박물관협회는 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기에 구속력이 없으며, 소수의 협회
직원이 전체 박물관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회원가입기관(연회비 납부기관)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에, 미가입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또한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의 대표성을 띠기는 하지만 국내 소재 박물관․미술관에 있
어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체 수가 타 유형의 박물관․미술관 대비 많음에 따라 협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결이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 또한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내 박물관․미술관을 아우르는 통합적 협력 체제로의 작동보다는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 체제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수평적 형태의 협력네트워크: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
수평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유형은 각 협력 주체가 위계 없이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이 있어 협력체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운영을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모두 동등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상호 관계의 균형을 유지
하고 상호 소통이 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 기반 한다. 대
표적인 사례로는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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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는 2012년 전국 각지에 산재한 공립 미술관간의 협력적 네트
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의 제안으로 결성되었다.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
는 별도의 회원 기관을 모집 운영하지 않으며 시도립미술관이라면 자동적으로 협력적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다. 별도의 중앙관과 참여관으로 구분되는 구조가 아니라 참여
기관이 돌아가며 간사기관이 되어 회의 및 안건을 주도하고 참여, 의결하는 형태로 운영
된다.6) 민주적 소통의 지향성이 미술관 관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이 된다.

2) 협력방식

시도립 미술관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 운영됨에 따라 지역의 분리로 상호 소통
하기 어렵다. 지역 미술관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 각 미술관이 보유한 정보, 인력,
소장품 등을 교류하며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가 작동되기에 순회전시, 소장품 교류, 학
예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공동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
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인 하정웅컬렉션이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립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
최하였으며, 각 미술관의 기획전시 개최에 따른 소장품 대여 역시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
크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여 및 업무 협조가 이루어졌다.

3) 협력망과의 관계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중앙관 산하에 지역대표관이 존재하는 상하 위계구조로 인한
소통과 협력의 어려움이 있기에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가 결성되었다. 시도립 미술관(공
립)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 네트워크의 참여관은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앙관을 제외한 지역대표관간의 협력 체제라
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협력망 체제와 중복을 야기한다. 이로 인하여 현재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의 운영을 미술관 협력망 중앙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이 제안하기도 하였다. 미술관
협력망의 하위 협력 체계 차원에서 협력의 방향이 구분된다면 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는
관종과 지역적 성격을 두루 갖춘 협력적 네트워크로 그 의미를 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6) 2021년 현재 간사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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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립 미술관 네트워크는 공립미술관이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협력망 체제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새로운 회원관을 만들기 어렵다. 또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협력체제이기
때문에 공립 미술관의 시도립 미술관 참여 여부는 전적으로 기관의 자발성에 비롯된다.
또한 미술관 협력망 지역 대표관으로 대부분의 공립미술관이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시
도립미술관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경우 미술관 협력망에서의 중
앙관이나 사립미술관 형태의 지역대표관 등을 소외시키는 등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미술관 협력망의 중앙관의 역할과 입지를 약화시키고, 타 종 미술관간의 구별짓기
를 야기하여 또 다른 협력체제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각각의 협력망이 지닌
특성과 방향성이 달라 협력 관계에 있어서의 논의의 혼선을 야기하거나 역할이 중복되
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 지역 중심의 협력네트워크: 지역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지역문화예술기관협의체
박물관·미술관의 협력 단위로의 지역은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도의 등
장과 함께 지자체는 직접 박물관․미술관을 지역에 설립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박물관․
미술관의 등록과 관리의 역할을 부여받고,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및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마련해야한다. 이처럼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시설로의 박물관․미술관의 협
력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지자체 중심의 협의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박물관 미술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협의회 그리고 박물관·미술관뿐만 아니라 유관 문화예술 기관을 아우르는 지
역문화예술기관협의체가 이에 해당한다.

1) 지역박물관·미술관 협의회

지역 박물관·미술관 협의회는 협력망의 기본단위로 작동하면서도 협회와 유사한 사단
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박물관과 미술관은 각각 지역 협의회
(서울시 박물관 협의회, 서울시 미술관 협의회 등)를 구성하는데 지역의 상황에 따라 박
물관․미술관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형태의 지역협의회(전라북도 박물관·미술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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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 구성되기도 한다. 협의회의 구성은 2006년 서울과 경상북도, 충청북도 박물관 협
의회 등의 창립을 시작으로 인천, 경남,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다.
협력망 체제의 성립은 전국에 산재한 박물관·미술관들의 협력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있다. 전체를 통합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지니든, 또는 특정 학예분야별 발전을 위한 것
이든 협력망은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과 문화적 거점 시설로의 연대를 기반으로 해야 한
다. 특히 협력망 법의 제정과 체제의 설계가 2006-2007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방향성은 참여정부의 <자율, 분권, 참여> 국정 원
칙에 따라 문화기관시설 간 협력 활성화와 지역 분권이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하는
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6년부터 현장성 있는 박물관·미술관 현안을 논의하고 구상하여 지역별 네트워크
협력망 구현 및 박물관·미술관 발전의 실제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협의회7)(17개
광역자치단체별)가 등장하였다.8)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비영리 목적의 민간 사단법인
으로 지역박물관 협의회를 구성하며, 회원 간 협의에 의해 지역협의회장을 선정하였다.
지역 협의회의 구성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정책소관일 당시 박물관 협력망 차원에서 이
루어졌으며, 협력망 사업 가운데 지원사업은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한 보조금 사업의 형태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박물관협회가 당시 지역협의회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
였다. 지역 협의회는 지자체 주도로 구성 운영하여야 하는데, 민간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한국박물관협회가 설립을 지원했다. 또한 협회가 협력망과 유사한
국내 등록박물관들의 자발적 협력 단체이기에 한국박물관협회 가입관과 박물관 협력망
혹은 지역 협의체 가입관들이 중복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오늘날 지역협의회는 박물
관 협력망 사업차원에서 중앙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 체제의 관리․운영 통솔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박물관협회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실제 지역협의회를 한국
박물관협회 웹사이트에서 협회 추진사업 안내 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로 인하
여 협회와 협력망의 일부인 협의회의 구분이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협의회가 아닌 협회
의 명칭을 쓰는 지역(대전, 경기도, 충북, 전라남도 등)이 등장하기도 한다.
박물관 협력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지역박물관 협의회지만, 각 지역의 여건과 상황
에 따라 박물관 협의회와 미술관 협의회가 통합되기도 하며 분리 운영되기도 한다. 서울
7) 협의체와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법인 등록 명칭은 협의회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협의회로 통일하였다.
8) 지역협의회 안내 웹사이트 https://museum.or.kr/2014/news05.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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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경우 박물관 협의회와 미술관 협의회가 분리 운영되고 있다.9) 충청북도의 경우 박
물관․미술관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으나, 별도의 충청북도 미술관 협의회도 운영되고 있
다. 혹은 명칭이 박물관 협의회라고해도 지역 미술관을 포함하는 협의회도 있다. 이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협의회 대표기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박물관미
술관법에 따르면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은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대표관을 두고
협력망을 운영하여 지역 박물관·미술관과 중앙 간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박물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과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이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협의회 회장단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박물관 협력망 회의에서는 박물관
지역대표관이, 미술관 협력망 실무협의회에서는 미술관 지역대표관이 참석을 하고, 지역
박물관․미술관 협의회는 협의회장단이 대표로 참석하고 있다.
<표 2-9> 지역협의회 ․ 박물관 ․ 미술관 지역 대표관 현황
지역협의회명

지역협의회장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박물관협의회

환기미술관

서울특별시미술관협의회

토탈미술관

부산광역시박물관협의회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

대구광역시박물관협의회

전통산업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대구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범패민속문화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소암미술관

광주박물관·미술관협의회

주안미술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대전박물관협회

옛터민속박물관

대전선사박물관

대전시립미술관

울산박물관협의회

울산박물관

울산박물관

미지정(건립중)

경기도박물관협회

허브아일랜드식물박물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강원도박물관협의회

한얼문예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양구군립박수근미술관

충청북도박물관·미술관협회

철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충북미술관협의회

쉐마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충청남도박물관협의회

아산정린박물관

국립공주박물관

임립미술관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국립전주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전북도립미술관

전라남도박물관·미술관협회

학명미술관

국립나주박물관

전남도립미술관

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시안미술관

국립경주박물관

포항시립미술관

경상남도박물관협의회

대산미술관

국립진주박물관

경남도립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박물관협의회

그리스신화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9) 박물관협의회의 회장은 환기미술관장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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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문화예술기관 협의체

박물관·미술관에 특화된 협력적 네트워크는 아니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박물관·미술
관을 포함한 유관 문화예술기관들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창원이나 당진 등
의 도시들이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원해서 혹은 예비도시 선정 후 조성사업
을 위해서 문화예술기관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역문화예술기관의 협의체를 구
성하거나 독려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구문화기관운영 협의체 코코아
COCOA,10) 광주지역문화예술기관 협의체와 같이 지역문화의 발전과 문화예술기관 기
관 간 공동 홍보 등 협력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자발적인 협의체 구성을 하기도 한다.
[그림 2-6] 광주문화기관협의회 활동
[사례] 광주지역문화예술기관 협의체
광주문화예술기관 협의체는 대표적인 자발성을 띤 지역문화예술기관 협의체로 7개 기관(광주문화재단, 광
주관광 컨벤션뷰로, 광주관광협회, 광주발전연구원, 김대중 컨벤션센터,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 협력단 등)
이 모여 2014년 출범하였다.
협의체는 2021년 현재 16개 회원기관으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한 지
역 내 문화예술기관이 모여 운영하게 되었다. 수평적 네트워크형 협의체로 구성되었으며, 초기에는 광주문
화재단이 간사기관이 되어 운영을 지원하는 형태였으나, 현재는 광주문화예술기관 협의체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광주문화재단의 정규 사업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광주광역시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광주문화재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다.
광주문화예술기관 협의체의 주요사업은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되 회원관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사업과 기관
들의 개별 협력사업으로 나뉜다. 공동사업은 주로 지역문화의 전반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도 협의체 가입관
들의 홍보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으로 공동출판물 발간, 공동 세미나 및 포럼, 역량강화 교육
등이 포함된다. 광주광역시 지역 문화예술기관이나, 지역문화예술공간의 전체를 정리하여 지역 문화의 지형
을 보여주면서 각 회원관을 홍보하고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출판물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2019년 문화예
술기관 정보 공유를 위한 ‘디렉토리북’을, 2020년 문화예술공간의 정보를 소개하는 ‘걷는 광주’를 발간하였
으며, 2021년 광주 문화예술인명 정보 출판물을 공동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광주지역전체를 아우르는 주
제 혹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책 제안 등 문화예술기관 협의회의 공동안건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한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
개별 협력사업은 회원관 가운데 유관 기관들이 개별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로 광주문화예술기
관 협의체를 플랫폼 삼아 추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20년도 사업 총 16건 가운데 8건의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2020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주최는 광주과학관이 추진하였으며, 국립
광주박물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과학관과 협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행한 경우가 있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의 경우 광주비엔날레가 주최기관이
었으나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등이 함께 하여 연계 프로그램
을 개발한 경우가 있다. 광주공원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광주광합성 프로젝트>의 경우 광주공원 주변에
소재하거나, 콘텐츠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데, 박물관, 미술관을 비롯한 14개기관이 이에 협력 참여하고 있다.
광주문화예술기관 협의체는 박물관․미술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협력

10) 대구문화기관운영협의체 코코아 안내 웹사이트 https://cocoadaegu.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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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네트워크의 유형이기 때문에 협력망과 직접적 관계나 유사성은 없다. 다만 박물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
인 국립광주박물관과, 미술관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인 광주시립미술관이 소속되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 협
력망에 포함되는 박물관․미술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등이 광주문화예술기관협
의체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박물관․미술관 협력의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광주문화예술기관 협의체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계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요구하며, 협력
망 법 상 박물관․미술관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포함하는 광의의 협력을 실현 하는
체제(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협의체가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기관의 활동 및 협의
체의 유지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정보공유를 위한 통합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여 소통의 쌍방향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등 협의체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사업 방향 및 운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자체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협의체의 궁극적 기능이 지역문화예술계를 위한 정책 제안 기능의 강화를 목표
해야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협의체의 규모의 확대와 체계의 개편을 염두하고 있다.

광주문화기관협의회 14회 대표자회의

광주문화기관협의회 안내문 (2017)

자료: 광주문화재단

3. 협력망의 변천과 의미형성
박물관·미술관의 협력과 관련한 정책적 논의는 199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력의 필요성은 박물관들 내부에서 인식하고
1976년 총 32개의 박물관이 협력을 위한 구성단체로 한국민중박물관협회를 창립하였
다.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협력을 위한 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협회는 1991년 정부에
한국박물관협회의 설립을 인가를 요청하였으며, <문화부 허가 제 51호>로 인가되었다.
199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제정과 함께 법제적으로 협력의 체제인 박물관·
미술관의 협력망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협회는 지속유지되었
으나, 협력망의 구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력망이 정책적 차원에서 구축되지 않는 동

46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안 박물관․미술관의 협력에 대한 수요는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대 및 열악한 운영환경
을 타개하기 위하여 점차 확대되었다. 협력에 기반한 순회전시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
현대미술관의 소장품 혹은 기획 전시를 중심으로 지역 박물관․미술관들에서 연달아 개최
되었으며, 태평양박물관(현 아모레퍼시픽 뮤지엄), 호암미술관, 간송미술관 등 기업 혹은
개인 박물관․미술관과 협력한 박물관·미술관 전시들도 다수 생겨났다.
1992년 협력망법 제정시에는 중앙관이 박물관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관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이 지정되었으나, 2000년 3월 협력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립민
속박물관이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에 포함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법 상 박물관과 미술관의 등록 제
도를 정부주관에서 지자체로 이전시킴과 동시에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책업무를 각각 국
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소관하도록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
관이 정책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박물관과 미술관들의 상위 기관에 위치하게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책업무 수행은 2007년까지 지속되었다. 박물
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의 구성 논의는 2005년 국립민속박물관이 중앙관인 민속생활
사박물관협력망이 등장한 이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연이어 2006년 박물관
협력망과, 2008년 미술관협력망이 잇따라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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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협력망 출범 이전 박물관․ 미술관 기관간 협력 전시
1989

1990

1992

1993

1994

1996

1997

호암-국
[중앙·광
립진주박
[중앙-진 [광주-대
주]
[중앙-진 [중앙-부
물관 협력 [전주-광
주]
구-청주] 우리나라
주]
여]
주]
김용두옹 백제금동 금속공예
조선시대 금동용봉
<호암미술 한국의
수집문화 대향로와 와 정화
문방제구 봉래산향
관 소장 부채전
재 귀향 석조사리 「입사
전
로
조선도자
특별전
감
공예
특별전>
특별전」

[중앙-광
주]
<고려청자
명품전>

1998

1999

2000

[중앙-전
[중앙-부
주]
산시립겨레와
전주] [중앙-부
함께한 쌀
고고유물 여-대구]
- 도작
로본
특별전
문화(稻作
한국고대 『백제』
文化)
국가의
3000年
형성
展

2001

[영남대전주-청
주-대구]
영남대박
물관 소장
「한국의
옛지도」

2008

[진주-청
주]
[중앙「아름다
광주]
운 우리 조선시대
문화재」 풍속화전
사진전

[중앙,
[중앙-부
강릉
[중앙-전 여-경주오죽헌시
주]
전주]
립박물관,
한국고대
중국
광주]
의 토기 낙양문물
아름다운
명품전
금강산전

[중앙-광
주]
한국의
청동기문
화 특별전

2002

[공주·부
여]
「금강」
특별전

[경주-광
주-부여]『
신비한
황금의
나라,
신라황금
전』

[청주-제
주-대구]
옛 책과
글씨의
향기

[영남대기
획,
김해·진
주] 면과
선의
세계

[국립현대
미술관광주시립]
국립현대
미술관소
장작품
특별
순회전

48

[국립현대
미술관강릉문예
회관,
대전
한림갤러
리]국립현
대미술관
소장작품
특별
순회전(1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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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
미술관-K
AIST
공동
기획전
『과학정신
과
한국현대
미술』
(찾아가는
미술관
사업)

2008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정책소관에서 벗어났지만, 협력망의 체
제는 박물관 전체와 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상하 피라미드 구조로 정책적 성격이 확고
하였다. 이에 먼저 운영되고 있던 민속생활사 협력망이 박물관 협력망과 통합 운영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분리운영되고 있다. 분리운영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은 연보 상에서 2012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앙관으로 병기하였으
며,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2005년 이래 박물관 협력망을 언급하지 않고 민속생활사박
물관 협력망에 한해서만 언급하였다. 2012년 개관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13년부
터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선행 모델로 하여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을 구성하였으
며 국립민속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박물관 협력망 관련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림 2-7]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의 교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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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박물관 협력망의 발전과정

[그림 2-9] 미술관 협력망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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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협력망 발전 흐름
제도 및 정책

협력망

1976년
최초의 민간박물관 협력체 “한국
민중박물관협회”결성

1990
이전

1990
1999

1992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
(박물관협력망 및 미술관 협력망
법 제정 및 국립중앙박물관,국립
현대미술관 중앙관 지정)

1991년
한국박물관협회 설립인가 (문화
부 허가 제 51호)

1996년
국가정보화사업 추진 (박물관 정
보화 및 정보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추진)
2000년
협력망 법 내 중앙관으로 국립민
속박물관 추가 지정

2000
2009

유사 협력체

1999년
사립박물관협회 출범

2005년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출범

2003년
사립미술관협회 출범

2003년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
2006년
서울, 경북, 충북 박물관 지역 협
술관 정책 업무 수행
박물관협력망 시행 및 민속생활 의회 창립
박물관 미술관 등록제도 지자체
사박물관협력망 통합논의
이전
2007년
2008년
인천, 경남, 전북 등 지역박물관
2007년
미술관협력망 구축 및 시행
협의회 창립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업무 문화
체육관광부 이관

2010
2019

2013년
2017년
박물관․미술관 정책업무 문화기 근현대사 박물관협력망 출범
반과 일원화

2020
이후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소관부서를 시
각예술디자인과로 이관 및 박물
관․미술관 업무 재이원화

2012년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 결성
2014년
광주 지역문화예술기관 협의체
결성
2021년
수도권 박물관협력망 출범
김해시 박물관협력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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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협력망 현황분석 및 운영진단

1. 관종별 운영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협력망이 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협력망의 운영은 전적으로 중
앙관의 사업 계획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각각의 협력망 정책은 중앙관의 성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역사, 미술사를 중심으로 박물
관·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지닌다면,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학 영역을 다루
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 학술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협력망의 운영 정책
을 수립한다.

가. 박물관 협력망의 운영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1) 협력망 운영 정책

박물관 협력망의 운영정책은 협력망 중앙관에 대한 방향성과 사업에 의하여 주도된
다. 박물관 협력망의 운영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박물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를 통한 박물관 운영 활성화이다. 국립중앙박
물관의 역할은 정책적 기능 차원에서 지속 요구되었다. 2003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 진흥위원회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
물관 정책의 업무를 수행했다. 2008년 문화부 내 문화여가정책과로 이관 되었으나, 박
물관을 대표하는 기능과 역할은 여전히 협력망 등을 통해 요구받고 있다.『국립중앙박물
관비전2020』에 따르면 박물관 협력망은 일원화된 박물관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명
시하고 있으며, 협력망을 담당하는 부서가 미래전략관에 위치한 것도 박물관 협력망이
특정 사업의 형태가 아닌 정책적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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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역박물관 역량 강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두고 있다. 박물관 협
력망의 정책방향성은 지역 대표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우선 한다. 지역의 문화 거점
기반시설인 박물관이 지역의 문화를 연구, 보존하고 문화 서비스 주체로 작동케 한다.
따라서 협력망은 17개 시,도 지역별 단위로 나뉘며 해당 지자체-지역사회-지역소재 박
물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형성을 목표해야 한다.
협력망은 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대표관이 협력망 체계의 중간 관리관으로
역할을 수행해야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소속된 박물관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지정된
지역대표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 운영에는 지역에 소재한 산하의 국립박물관들이 이
를 대신하여 지역대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각 국립박물관들은 출토 유물을 관리
하고 조사하는 권역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협력망 권역이 기능한다. 다만 협력망의
권역은 국립박물관의 소재 지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경우 국립춘천박물관이 강
원도 내의 전체를 관장하지만, 국립나주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인접지역의 특
성상 좁은 지역을 구분하여 관할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산하 국립
박물관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학예 인력의 순환 근무 혹은 발령에 의한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어 협력망 법에 따른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협력망의
취지나 목적에 유사성을 띤 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 3-1] 박물관 협력망 사업

국립경주박물관 박물관 협력망 사업(2016)
자료: 경주포커스 보도자료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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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제주박물관 협력망 사업 (2019)
자료: 제주의 소리 보도자료(2019.9.19.)

2) 협력망 사업추진 현황

박물관 협력망은 2002년부터 운영해온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과 통합운영이
2006년 이루어지면서, 중앙관 역시 국립민속박물관과 함께 맡게 되었다. 그러나 중앙관
과 가입 회원관이라는 2단계 체제였던 민속생활사박물관과는 달리 박물관미술관법상 박
물관 협력망은 박물관-지역대표관-회원관(등록박물관) 3단계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의 경우 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합의가 선행되었다. 총 206개관의 국․공․사립․대학
박물관이 포함되었으며, 같은 해 박물관 협력망에 대한 소개와 협력방향성을 논하는 워
크숍이 개최되어, 박물관 전문인력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국립중앙박물관이 5
과목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8년 본격적으로 협력망 사업이 추진
되었으며, 박물관 자체 운영사업보다는 보조금 교부사업이 협력망 사업의 큰 비중을 차
지했다. 보조금 교부 사업은 기관간 협력사업 차원에서 지자체 대상의 보조금 지원사업
과,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한 보조금 사업으로 분리 운영되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협력체제 강화사업의 경우 매해 지원 시․도를 선정하고, 그
에 따른 지역 박물관의 공동전시를 개최하거나, 협력망의 하위 단위 네트워크인 지역협
의회의 웹사이트나 학술대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지속되었다. 지역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협
력망 체제에 대한 활동을 장려하고, 각 지역사회 관점에서 박물관들의 활동을 활성화하
여 지역의 문화거점 역할을 촉진하고자 함이었다.
한국박물관협회의 보조금 교부사업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한국박물관협회는 사단
법인으로 국내 등록 박물관 전체 대상으로 운영하며 협력망의 주요 사업인 ‘박물관 주간’
과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뉴스’,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사업’을 수행한다. ‘박물관
주간’은 세계박물관의 날을 기념하여 1주일을 지정하고 국내 박물관․미술관을 방문하는
캠페인으로, 2014년까지 박물관 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현재까지 ‘박물관
주간’ 행사는 한국 박물관협회를 통해 지속하고 있다.
대신 박물관 협력망의 신규 사업으로 2015년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함에 따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국 주요 박물관이 할인 혹은 무료관람 등 혜택을 통해 박물관
의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박물관 뉴스’는 가입관들의 소식을 전하고 박물관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뉴스레

제3장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현황

57

터를 발행하는 사업이다. 한국박물관협회가 협력망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발간
해왔다. ‘박물관 뉴스’는 박물관 이슈, 박물관계를 둘러싼 논의를 필진을 섭외하여 진행
하는 칼럼, 가입관의 전시소식, 교육 이벤트 소식, 문화가 있는 날 혹은 명절이나 연휴를
맞아 특별히 진행되는 박물관 즐기기, 개별 박물관을 소개하는 뮤지엄 스토리 등을 내용
으로 구성하여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현재까지도 수시 발간하고 있
으나, 2015년 이후의 사업은 박물관 협력망 사업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표 3-1> 박물관 협력망 사업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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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박물관뉴스 운영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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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한국박물관협회가 박물관 협력망 사업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사
업은 ‘우리가족 박물관탐방’이 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박물관․미술관들이 참가하는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전시 관람과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스탬프 이벤트를 함
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연계 박물관 방문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이다.
2010-2011년 운영 후 중단되었던 ‘우리시대 문화이야기’와 ‘박물관이야기’ 사업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자체사업으로 재운영되게 되었다. ‘우리시대 문화이야기’는 박물관과
문화재에 대한 강연 프로그램이며, ‘박물관이야기’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
립중앙박물관 전시 관람 프로그램이다.
정보 협력망 차원에서 박물관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온 박물관 협력망 사업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과 e-museum 를 들 수 있다. 박물관
의 정보화, 표준화를 위하여 마련된 문화유산표준관리프로그램은 지속 개발되어 국립중
앙박물관이 활용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부터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박물관들에게 이
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던 2009년까지는 협력망을 소개하고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협력망 사이트11)를 개설 운영하여 협력망 사업에 대한 소개와 회원관들
간 교류의 온라인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연동된
박물관소장품 검색 웹사이트 e뮤지엄이 개설됨에 따라 기존의 온라인 협력망 웹사이트
는 e뮤지엄 웹사이트12)로 통합 운영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010년도 업무계획에서
2009년 e뮤지엄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구축 및 운
영을 검토하였으며, 국립민속박물관은 통합 운영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운영 제외를 결정
하였다. 현재는 전국의 박물관을 중심으로 e뮤지엄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술관
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e뮤지엄 웹사이트는 협력망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협력망의 온라인 상 플랫폼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2021년 5월 21일 기준 e뮤지
엄 웹사이트는 총 297개의 기관이 소장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총 2,121,310건의
소장품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11) 온라인 협력망 사이트 주소 conet.museum.go.kr,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12) e 뮤지엄 웹사이트 https://www.emuseu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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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e뮤지엄 운영 웹사이트

나.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1) 협력망 정책 방향

국립현대미술관은 2005년 문화부로부터 미술관 정책업무를 이관 받고 2006년부터
미술관 정책을 위한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력망 법이 마
련되기 이전부터 전국단위의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방안 모색을 시작하였다.
2006년 영세 미술관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전국 곳곳에 세워지는 공립미술관의
건립을 지원하며, 사립미술관 육성 지원사업을 수행하였다. 2006년 미술관 백서에 따르
면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정책 업무의 일환으로 ① 미술관의 정책기능 강화, ② 미술문
화의 지역균형발전도모와 미술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③ 미술관 관련 자료의 유통․
관리 및 이용과 협력 도모를 추진하였다. 2008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수립하던 미술관 정
책업무는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미술관은 더 이상 미술관 정책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
었으나, 기존의 정책업무를 수행하던 미술관 내부의 인력과 정책적 업무의 성격은 국립
현대미술관이 지속 보유하고 있어, 정책 사업가운데 상호 협력 차원에서의 미술관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미술관 협력망으로 발전하게 된다.
2008년부터 사업화된 ‘미술관 협력망’은 정책업무의 이관과 국제교류 업무 비중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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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2009년 협력망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2011년 협력망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2012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협력망
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분야별 8대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등 미술관 협력망 정책 방향
성 모색이 이루어지면서 역할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8대 추진과제는 크게 협력망의 성격을 교류협력망과 정보협력망으로 나누고 그에 따
라 각각 4가지 과제를 발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교류협력망은 첫째, 각 미술관간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협력체제로의 자리매김, 둘째, 권역별 교류․협력사업의 강화,
셋째, 미술관간의 소장품 교류 활성화, 넷째, 미술관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정보협력망의 경우 기관이나 기관 내부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술관의 지식, 정보를 관리하는 차원에 대한 협력체계를 의미하였다. 첫째, 협력망에
기반한소장품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둘째, 미술관 내부에서 형성․논의되는
지식을 공유하는 체계로의 협력망 정비, 셋째, 미술과 관련한 학술 연구 자료 데이터베
이스의 구축으로 특히 작가정보나 작품정보를 정비하는 것, 넷째, 이를 토대로 각 미술
관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알리는 플랫폼으로의 홍보 네트워
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3-2> 교류협력망 및 정보협력망의 4대 과제
교류협력망

정보협력망

① 교류협력체계구축

① 소장품관리DB 구축

② 권역별 교류·협력사업 강화

② 미술관 지식공유 협력망

③ 미술관 소장품 교류 활성화

③ 학술연구DB 구축(작가·작품DB)

④ 인적역량 강화

④ 미술관 홍보네트워크 구축

미술관협력망은 2006-2007년 미술관 정책업무를 토대로 정책적 방향성을 크게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술관전반의 진흥을 도모하는 측면,
둘째, 미술문화의 지역균형발전도모와 미술문화 기반시설과 관련한 측면, 셋째,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미술관의 육성과 지원의 측면이 이에 해당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2008년 이후 더 이상 미술관정책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앞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관 협력망을 미술관 전반에 걸친 발전적 협력체계로 인식하
고 운영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정책적 측면에서 미술관계로부터 미술관의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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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매개기관으로 역할 한다. <미술관은 무엇을 수집하는가>(2018),
<미래세대 성장의 공간, 참여와 확장의 미술관>(2019), <미술관은 무엇을 움직이는가-미
술과 민주주의>(2019)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의 최근 3년간 국립현대미술관이 동
시대 변화하는 미술관의 경향성과 역할에 대한 공론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술관 정책
연구과를 신설하고 미술관 혹은 미술관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발굴․수행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국공립미술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협력망을 2013년까지 전국 미술
관을 대상으로 확장 운영하며 국내 미술관의 통합 체계로 미술관 협력망이 확대 발전하
였다. 2012년 개최된 ‘미술관 협력망 사업 체계 개선 회의’는 미술관 협력망이 정책협의
체계임을 공유하고 정책협의 기능을 효율화․활성화 하기 위하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논의하였다. 다만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기관장 직위 해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후부터 협력망이 정책협의체계로 작동하거나 혹은 정책협의체계로의 발
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국립현대미술관과 정부의 역할을 병행
하면서 전국에 소재한 미술관의 건립, 운영지원, 기관 협력 등의 업무를 경험하였으나
이를 미술관 협력망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하였다. 관련 법에 따라 지역대표관들을 지정하
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했으나 법이 제정된 이후로도 지역대표관 선정은 이
루어지지 않고 협력망에 참여를 원하는 개별 미술관들의 모임에 가깝게 운영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2012년 본격적으로 협력망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마련하기 시작하
였다. ‘미술관 협력망 사업 체계 개선 회의’에서 협력망 8대 발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권역별 교류․협력 사업 강화를 꼽았다. 이에 지역대표관 중심의 사업의 다각화를 지원하
고, 권역별 미술관 공동협력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같은
해 11월 2회에 걸쳐 치러진 ‘미술관 협력망사업 협력체계 구축 회의’에 참여한 미술관들
은 미술관 협력망이 시․도 지역 대표관의 지정과 지역 내 정책 협의 기능을 강화해야한다
고 의견을 모았다.
2013년 15개 지역대표관이 각 지역의 시․도지사의 지정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학예
실장급 지역대표관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미술관 협력망에서의 지역적 대표성과 권역
별 관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각 지역대표관들은 해당 지역을 대표하여 실무협의
회를 참가하였으며 2013년 한해에만 3회(4월 18일, 10월 4일, 10월 30일)에 거쳐 실무
협의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여 4가지의 협력망과 관련한 협의를 이끌어 냈다. ①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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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망의 정책협의체계로의 정립과 협의기능을 효율화․활성화하는 것, ② 권역별 공사립
미술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③ 중장기 미술관 정보포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정보시스템의 구축, ④ 미술관 인적 역량 강화 및 지원 분야의 확대가 이에 해당된다.
<주요 협의 내용>
① 미술관 정책협의체계 정립 및 협의기능 효율화·활성화
- 시·도 지역대표관 지정 및 정책 협의기능 활성화, 전국 지역대표관 운영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분과별
실무협의회 구성 방안 논의(전시/교육/홍보마케팅/아카이브 등)
② 권역별(시·도) 공사립 미술관 교류·협력 강화
- 권역별 미술관의 공모경쟁을 통한 지원보다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마련, 보조금 지원액의 확대, 소장품
순회 교류 등
③ 중장기 미술관정보포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④ 미술관 인적역량 강화 및 지원 분야의 확대
- 미술관큐레이터 재교육, 해외 유명 큐레이터 초청, 전시 외 교육·보존·홍보·DB 구축 등 지원범위 확대 검토

201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각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
한 미술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술관 협력망의 경우 주로 지역에 소재한 공립미술관이
지역대표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는 공립미술관이 부재하여 사립미술관인
임립미술관이 협력망 지역대표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이 실제로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 내 소재한 미술
관들과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거점으로의 역할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협력망
의 체계상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에 특성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대표관의 역할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협력망 사업추진 현황

국립현대미술관의 협력망 사업은 미술관 간 이루어지는 협력망 관련 회의, 미술관 지
원사업, 국립현대미술관과 협력망 산하 미술관 간의 협력사업, 공동 발전사업, 정보협력
망 사업과, 미술관 소속의 인력에 관련한 미술관 전문인력 대상 교육, 연수, 워크샵 프로
그램 등이 이루어진다. 2008년 미술관의 정책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2009년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은 협력망 사업을 일시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 유일하
게 이전 협력망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전문인력대상 교육 워크샵의 경우도 협력
망이 아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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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망은 지정되어있는 지역대표관의 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연 1~3회가 개최되
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공립미술관장을 대상으로 관장회의를 진행하였다.
주로 공립미술관과의 협력연계사업을 위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관장회의가 이루어졌다.
국공립미술관의 경우 교류의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정작 논의의 목표였던 협력연계
사업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사립․대학미술관들은 미술관 협력망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미술관장회의를 통해 협력망의 체계에
서 미술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시작했다. 전국미술관장회의에는 국공립미술관 뿐만 아
니라 사립․대학미술관장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
201013)-2011년의 경우 사립미술관협회가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협력망을 운영
하게 되면서 주최 주관하고 전국공․사립미술관의 협력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상대적으로 전국미술관장회의는 중앙관이 직접 사업으로 협력망을 운영하지 않아 실무
회의가 아닌 사립미술관협회장상 시상식, 협력망사업 연간보고와 학술발표, 교육, 전시
관람 등 교류행사로 진행되었다.
2013년 지역대표관이 선정되면서 지역대표관 관장회의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관장
회의는 협력망사업의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차원의 논의를 하고, 지역대표관 실무협의회
를 통해서는 세부적인 협력망 사업을 논의하는 등 협력망 회의가 체계화 되었다.
<표 3-3> 미술관 협망 사업 추진 현황
‘08

‘09

‘10

‘11

정책회의
관장회의

회의

‘12

○

○

○

○

실무자회의

기관간
협력
지원
사업 협력사업

‘13

‘14

‘15

‘16

○

○

○

○

○

○

○

○

○

○

○

○

○

○

○

분과회의

○

공립
지원사업

○

○

○

사립
지원사업

○

○

○

공동사업

○

○

홍보물
제작

○

○

기타

○

정보협력망
실태 조사
교육연수
국외연수

‘18

‘20

○

○

○

○

○

○

○

○
○

○

○

○

○

○

○

○

○

○

○

○

○

○

13) http://www.artmuseums.or.kr/community/notice_view.php?db=notice&id=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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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박물관-미술관협력
전문인력
대상사업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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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회에서는 협력망사업 운영 협의 및 사업성과 공유, 지역대표관 상호 교류, 협
력망지원사업의 개선 방안, 기타 전국 미술관 발전을 위한 정책사항 논의 등을 협의하였
다. 이러한 구조는 2020년 기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008년-2009년 당시 국공립
미술관 간의 관장회의와 기관 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협력망 회의는 협력망의
운영에 관한 회의 주제 및 지역 대표관으로의 의결에 대한 권한이 지역대표관에게 부여
됨에 따라 독점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중앙관-협력망 산하 미술관 간의 구조가 상호 협력
구조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협력망 하위에 다양한 협력단위로의 분과를 만들어 분과회의를 개최하기
도 하였다. 분과회의는 전시, 교육, 소장품, 정책․홍보마케팅 4분야로 나뉘었으며, 등록
미술관 뿐만 아니라 대안공간을 포함하여 미술관/미술계를 아우르는 협력망의 전문분야
별 협력을 위한 세분화된 회의의 형태로 구성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사정으로 2015
년 관장회의가 중단되고, 기관장이 바뀌면서 협력망과 관련된 논의도 축소, 변화하였다.
이후 미술관협력망의 관장회의 및 실무자 회의 등 협력망의 운영과 관련한 회의는 연간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협력망 체계보다는 협력망 사업의 차원에서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술문화의 연계차원에서의 협력망 회의는 2017년 운영실무협의
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역대표관과 중앙관의 업무 담당자 외에 문화부 시각예술디자인
과 사무관 등이 참여하여 협력망의 정책 연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었으나, 일회성
에 그쳤으며 후속 추진 사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원·협력사업)
협력망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1차적으로 협력망이 전국단위로 확대되기 시작한 2010년으로, 사립미술관
협회가 협력망 사업을 운영하게 되어 미술관들을 홍보하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형
태로 이루어졌다. 2014년-2016년 3년 동안 협력망사업의 일환으로 협력망 체제 내에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
이 있는 중소 규모의 사립 미술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권역별 지역 소재 미술관의
지역문화 거점 역할 활성화를 위한 공립미술관 지원사업이 시행되었다. 2017년 이후 지원사업은 지속되지
않았다.
(정보협력망)
미술관 협력망의 정보협력망을 위한 소장품관리시스템 관련 사업은 2014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 2006-2007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자료의 정비와 유통 관리를 위한 DB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미술
관 내부에서 먼저 정비와 활용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정보의 표준화, 통합과 유통을 위해서 시스템을 개발
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로 인한 시스템의 공유 문제, 개별 사립․공립미술관의 네트워크 기반 소장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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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그리고 앞서 자발적으로 미술관의 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소장품
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경우 연계 혹은 통합의 어려움 의 문제를 풀어야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소장품
관리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미술관이면서 규모가 작아 독자적 소장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미술
관들에 한하여 보급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3-2014년 경기도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이천시립월전미술
관, 양구군립미술관 등 4개관, 2015년 소마미술관, 포항시립미술관 등 2개관, 2016년 세종문화회관, 천안예
술의전당, 양평군립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등 6개관 등 총 10개관이 시스템을 보급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소장품관리시스템의 보급사업 및 정보협력망 관련 사업은 지속되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 대상사업)
미술관 협력망 사업가운데 인적 교류차원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업이 실무자 대상 교육연수사업이다.
명칭은 공․사립 전문인력 워크숍(2008-2009), 큐레이터 컨퍼런스(2010-2012), 미술관운영자연수(2013),
전국미술관워크숍(2013), 미술관전문직워크숍(2014-2016), 전문직 연수(2017-2019) 등 다양하지만 전문
인력의 현장 업무 전문성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컨퍼런스 형태로의 교육연수 사업 형태는 동일
하게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공유와 확산을 키워드로 새로운 시대의 미술관’을, 2019년에는 ‘변화하는 관
람문화에 따라 사회에서 기대하는 새로운 미술관 가치’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다.

다.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의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1) 협력망 정책 방향

민속생활사 협력망은 협력망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2년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추진회가 발족되면서 출발하였다. 박물관들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민속
과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취지로 결성하였다. 민속생활사 협력망은 중앙관인 국
립민속박물관이 체제를 유지․운영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협력망 정책은 민속문화
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정책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민
속 문화 관련 유물의 보존과 계승이다. 그리고 민속문화와 관련이 있는 박물관들의 지역
문화에 대한 기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은 정부의 협력망 정책에 의해서 흔들리는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2005년 협력망 사업 예산 5억을 확보하고 회원관을 늘리며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으나, 2006년 박물관미술관법 개정을 앞두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 전체를 아
우르는 박물관 협력망을 추진하게 되면서 박물관 협력망으로 통합 운영되는 방안이 논
의되었다. 2006년 12월 박물관 협력망 사업 통합운영 장관보고 이후 2007년 국립민속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공동운영협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통합운영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박물관에 대한 거시적 협력체계인 박물관 협력망과, 민속생활사라는 학예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협력망의 취지와 정책적 방향성의 괴리가 있었다. 이는 2008년 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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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박물관이 더 이상 박물관정책을 소관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
박물관이 각각의 협력망 취지와 방향성에 맞게 분리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까지도 민속
생활사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법 시행령 상의 명기된 협력망 체계 상 지역대표관을 선정
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해오던 중앙관과 협력망에 가입한 회원관 이원 체제로 운영을 유
지하며, 민속생활사에 집중된 협력망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2) 협력망 사업추진 현황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은 교류보다는 민속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 및 국립
민속박물관 연계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민속문화 관련 보존과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은
정보협력망 기반 온라인 민속문화 데이터 구축과 민속문화 정보의 수집을 진행한다. 국
립민속박물관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구축하기 이전인 1997년부터 박물관 정보
화사업을 추진하여 민속문화 관련 DB를 구축하고 관련 콘텐츠 개발 및 홈페이지 서비스
를 시작했다. 2000년에는 표준유물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유물정보의 표준화와 관
리의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2005년부터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이 운영됨에 따라 기
존에 개발된 소장품 정보화 및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소장품 정리사업에 참가
하는 기관의 소장품 정보를 구축, 정비하고 있다. 2016년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이 네트워
크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선되면서 2017년부터는 아카이브 자료 관리 시스템으로 배포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을 통해 소장품
정보제공을 하게 되면서 민속박물관의 정보화사업은 e뮤지엄에 통합 제공하게 되었다.
민속생활사박물관은 지역민들에게 민속생활사를 매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협력망 사
업의 핵심사업으로 운영한다. 지원사업은 교육사업과 민속문화재 소장품의 관리 사업으
로 나뉜다. 교육사업은 각 지역 박물관들의 교육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재를 개발하는 교육 워크샵 및 교구재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각 박물관
이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하기도 한다.
소장품 관리 지원사업은 지역박물관 소장품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지원사업은 박물관 인력들을 실무경험을 통한 소장품 관리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수 있고, 민속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사업은 소장유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수장고를 정리하며, 체계적 소장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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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와 등록의 방법을 실무와 교육의 형태로 추진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유물정리지원
팀이 구성, 파견되어 사업을 진행한다.
국립민속박물관과 회원관이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교육, 전시, 교육과 전시
의 통합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만, 협력망 사업 설명상 전시+교육 프로그램인 ‘찾아가
는 어린이 박물관’과 지역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협력망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교육사업이다. 교육사업은 기획이 될 때마
다 명칭이 바뀌는 경향이 있다.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여타의 교육관련 지원사업은 지속 유지되었으나 2011-2012년의 경우 민속
박물관 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았다.
2020년 기준 국립민속박물관의 타 박물관 대상 협력 및 교류와 관련한 사업은 다문화
꾸러미 대여사업과, 찾아가는 어린이 박물관 전시 및 교육 사업, K-museum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시 등이 있다.14) 해당 사업들은 지역 민속문화와 관련하여 콘텐츠 보급의 역
할을 목표하는 사업이며, 협력망 사업설명 자료에 포함되었으나, 예산 혹은 사업의 구분
에 의하여 협력망 사업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었다. 이는 협력망 관련 사업 운영
이 국립민속박물관 내의 다른 학예 사업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운영 사업의 범위와
예산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4]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국립민속박물관-대구대 중앙박물관 협력망 사업 (2020)
자료: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소식 웹진(2020.9.)

14) 2020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설명자료, 국립민속박물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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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의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1) 협력망 정책 방향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민속생활사 가운데에서도 근현대사
와 관련한 학예 전문 영역을 다루며 시기적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의 영역에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이 포함되는 구조인 동시에 협력망의 정책적 방
향성 또한 중복된다.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가입관 가운데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과
중복 가입관들이 존재하는 등 구조적 분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근현대사박물
관 협력망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적 협력망의 중복
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상호협력망 운영에 있어 평가위원을 교류 위촉하는 등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운영 정책 차원에서는 근현대사영역에 대한 업무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협력망 사업추진 현황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사업은 민속박물관 협력망과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원사업은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지원사업 공모에 따라 각 박물관․미술관들
이 근현대사와 관련한 사업을 제안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2013-2014년의 경우 교육
사업(강사비, 교육운영비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2015년부터 협력망 전문영역
에 해당하는 교육, 전시, 홍보, 문화행사, 조사연구, 모바일웹 서비스 등 각 박물관․미술
관에 필요한 사업의 제안 및 검토하여 지원 기관을 선정 운영한다. 사업의 유형이 다양
한 만큼 기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관리와 운영
지원이 복잡하기에, 교육관련 사업만 지원하던 2013-2014년 지원 사업의 비중에 비해
2015년 다소 지원기관수는 축소하였다. 지원사업 수혜기관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현대사를 다루는 박물관 수가 현저히 적으며, 협력망의 가입관 내에서 지원사업
에 대한 수행의지를 지닌 박물관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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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사업 추진 현황
교육(지원, 교육키트)
전시(도록, 활동지)
지원협력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

○

○

○

○

○

○

○

○

○

○

○

○

홍보물
문화행사
조사/연구

○

모바일웹

○

정보협력망

○

기타(총서 발간)
전문인력
대상사업

○

○

○

워크숍

○

교육연수

○

○

○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 근현대사협력망은 협력망 내에서 네트워크 협력을 위한 체제로 작동
을 할 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유일하게 협력망과 관련한 웹사이트를 별도 운영하
고 있으나, 협력망 가입관을 소개하고, 협력망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가입신청 안내의
장으로 활용하는 정도이며 온라인 기반 회원관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그림 3-5]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웹사이트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워크숍(2019)

자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2019.12.)

2017년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사업으로 주제총서가 발간되었다. 박물관간 협력프로
그램의 활성화와 교육사업 외의 확장 필요성에 따라 98개의 협력망 가입관들을 유사한
주제로 묶어 소장자료와 주제에 대한 주제 총서를 협력 발간하는 사업이다. 협력망 담당
자들이 가입관을 직접 방문하고 박물관 학예인력들과 유사 주제군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출판물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가입관 중 석탄관련 3곳의 박물관(태백, 보령, 문경)과 협
력하여 ‘석탄’을 주제로 발간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3장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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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협력망별 협력 영역 비교
협력망

박물관협력망

미술관협력망

민속생활사협력망

근현대사협력망

전문 영역

비고

전체/
한국사 전반

∙ 박물관 전체를 다루는 협력망(별도 장르구분 없음)
∙ 국내 등록 박물관 전반을 다루어야 하지만 실제는 국립만
을 대상으로 함
∙ 각 지역 국립박물관이 권역별로 지역협력망, 협의체, 협회
활동을 통해 세부운영/ 공립 중심

미술

∙ 미술부문에만 한정(박물관 미가입)
∙ 협력망 지역 대표관은 지자체가 올리기 때문에 사립(임립미
술관)도 포함
∙ 실제 세부사업은 공립만 대상으로 함

민속생활사

∙ 민속생활사 한정
∙ 박물관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 전문 분야화하는 것에 집
중하고자 함
∙ 국립, 공립, 사립, 대학을 모두 가입 대상으로 다룸
∙ 가입관 수가 사업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종을 가리지
않음

근현대사

∙ 연대 기준에 의한 학예 분야로 인하여 민속생활사 뿐만 아
니라 미술관, 박물관이 모두 중복 포함
∙ 국립, 공립, 사립, 대학을 모두 가입 대상으로 다룸
∙ 가입관 수가 사업 실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종을 가리지
않음

2. 지역별 현황 및 특성
가. 지역협의회
지역협의회의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지역 소재 박물관․미술관 간의 정
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의 역할이며, 다른 하나는, 지역 커뮤니티와 박물관․미술관 간
의 관계 형성 및 지역문화거점기반시설로의 역할 수행이다.
지역박물관․미술관의 교류 및 네트워크차원에서 협의회 정기 총회나, 박물관․미술관인
대회의 개최를 통해 개별 박물관․미술관은 인적, 학예적 정보의 교류 및 공동의 안건을
발굴하여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한다. 또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협의회 회원관의
전시 및 동정 소식을 공유하기도 한다. 협의회에서 각 박물관․미술관은 관별 의결권을
지니며 자체 정관에 따라 의결 및 운영한다. 다만 운영사업은 지역협의회의 구성이 사립
박물관․미술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여건과 특징에 기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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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지역협의회는 정부나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협력망 사업 혹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
로 이루어지는 지원사업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진행한 ‘2020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의 경우 테마가 있는 박물
관․미술관 여행 프로그램을 공모하였는데, 공모가 권역별로 이루어지면서 지역 협의회를
통해 홍보 및 참가를 독려하기도 한다. 다른 예로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문화의 지역적
기반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지역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지역협의회가
참여 혹은 지원하는 것이다. 국립민속박물관과 지역박물관협의회는 1년간 준비기간과
1년간 실행기간을 설정하여 준비기간 동안은 지역의 민속자원을 발굴하는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다음해에 민속 문화의 해를 선포하고 전년도의 조사결과를 전시, 학술대회,
교육, 문화행사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사업의 규모가 크고, 부대 행사가 많으
며, 지역 박물관․미술관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특성상 지역협의회가 사업을 매개
한다. 2007년의 경우 제주민속문화의 해로 지정이 되어 제주특별자치도박물관협의회가
행사를 주관, 제주도 박물관 엑스포와 박물관 협력망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그림 3-6] 2007 제주 민속문화의 해, 제주박물관협의회 주최 박물관엑스포

자료: 오마이뉴스(2007.05.29.), “제주민속한마당, ”죄송합니다, 마감입니다!“ ‘제주민속문화의 해’ 성공으로 이끈 국립민속박
물관 협력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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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미술관협의회의 경우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원관 카드발급을 통
한 멤버십 혜택을 마련하기도 한다.15)
지역박물관·미술관 협의회는 각 지역마다 지역문화거점시설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차
원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수행 및 협력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도 한다.
연합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하거나(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2009년 22개관 참여), 지
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문화의 특성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는 연합 특별전시(경상북도박물관협의회: 제1회 연합특별전 2007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특별전 「민중의 삶, 그 파노라마」 (장소:경주엑스포문화공원)), 전북박물관협
의회: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 연합 임진왜란 특별전>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전주
역사박물관 등)나,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기반한 공동의 캠페인 등 (인천박물관협의회,
2020. 인천에서 다시 태어난 백범 김구)을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를 특성화하고, 지역민
들에게 협력에 기반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그림 3-7] 전라북도박물관미술관협의회

[그림 3-8] 인천광역시박물관협의회

15) 서울시 미술관 협의회 웹사이트
http://www.seoulscm.com/community/80/page/3/category/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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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대표관의 자발적 지역 협력
박물관 협력망의 지역대표관은 상당수가 지역 소재 국립박물관이다. 예를 들면 광주
광역시의 지역대표관인 국립광주박물관이나 경상북도 지역대표관인 국립경주박물관, 강
원도 대표관인 국립춘천박물관 등이 그러하다. 지역대표관 가운데에는 지역협력망 사업
의 일환으로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만 취지나 사
업의 방향성이 협력망과 유사한 경우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대표관으로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대표관이 지역 내에서의 대표관으로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지만, 관여할 수 있는
협력망 사업은 교부되는 지원사업 예산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으로의 박물관 역할 확장은 협력망 사업만으로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사협력망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지역 내 박물관들과 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역박물관은 사립박물관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 협의체, 협회
등의 지역 중심 박물관 협력체제는 사립박물관들의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요구가 대부
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공립 박물관인 지역대표관은 공적측면에서 각 박물관들의 협
력적 관계에 기반한 지역 문화의 거점과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적 방향성을 좀 더 고려하
는 협력을 지향하기에, 협력망 사업이 아닌 박물관의 공적 취지의 사업을 만들어 운영하
는 경우가 더 많다.
국립광주박물관의 경우 협력망 사업으로 부르지는 않으나 고흥군이나, 여수시, 광주
광역시 등 권역별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망 체제에서의 사업적 성과 도출보다는 실질적 협력에 초점을 둔다.
** 사례: 광주, 경주, 춘천

다. 지자체 자체협력 운영
박물관 협력망 차원에서 지역으로의 직접사업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박물관 협
력망이 구성된 2008년부터 박물관들의 보조금 사업이 중단되는 2014년까지 진행된 사
업에서 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의 지역문화 거점임을 인식하고,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
자체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사업은 지역협의회 혹은 지역 박물관이 아닌 지자체가
직접 신청하여야 했다. 신청 조건은 박물관 협력체제에 지자체와 지역협의회가 함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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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이어야 하며, 다음으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성 있는 사업이며,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가 가능한 사업을 기준으로 하였다.16)
지역협력체제 강화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내 박물관들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기고, 지
역박물관들로 구성된 지역박물관 협의체의 협력망 참여를 독려하여 협력망 체계를 유지․
활성화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박물관 단위 혹은 박물관 지역 협의체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력망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부산이나 전라남도 등의 경우 2회 이상 선정되는
등 지역별 선정은 지자체의 참여여부로 결정되었다.
<표 3-8> 박물관 협력망 지역협력체제 강화사업 수혜 지자체 현황
년도

수혜지자체

2008

12개 시도

2009

7개 시도

2010

4개 시도 부산, 대전, 전남, 인천

2011

1개 시도 전라남도

2012

1개 시도 부산

2013

1개 시도 강원도

2014

1개 시도 경기도

3. 협력기반 성과분석
가. 협력망 운영 정책 특징
각각의 협력망을 운영하는 중앙관의 태도와 접근에 따라 협력망 정책 또한 달리 운영
된다. 같은 ‘협력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협력망에 대한 의미는 다를 수 있기 때
문이다. 법에 의해 협력망의 체계가 구성된 경우인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은
각각 박물관․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망의 구조 체계 상 박물관이나 미술관 전반의
큰 틀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계의 협력을 이끄는 박물관의 대표
성을 띠며,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계의 협력을 이끄는 대표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한
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의 정책기능 측면
에서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16)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https://www.museum.go.kr/site/main/archive/united/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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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협력망별 운영 정책 비교

박물관 협력망
미술관 협력망
민속생활사
박물관협력망
근현대사
박물관협력망

협력망별 정책 목표

협력망 설립 배경

협력망 정책 대상

정책적 방향성 논의
(박물관/미술관 전체)

법에 근거한 체제 유지
정책업무의 일환으로 협력망의 운영

등록 박물관 전체

민속문화 보존계승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성
학예연구 분야별 발전 자발적 운영에
(민속생활사/
기반한 발전
신생 국립박물관의
근현대사)
방향 모색
위상성과 근현대사 연구의
특성화

등록 미술관 전체
민속생활사 유관
박물관
근현대사 관련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 정책의 차이는 협력망의 설립배경에 기인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
관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박물관․미술관의 정책업무를 맡으면서 협력망의 설립을 준
비해왔기 때문에 협력망이 박물관․미술관의 정책적 방향성을 논의하는 체계에 가까워졌다.
반면 민속생활사 협력망과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은 박물관이 다루는 학예 내용을 중
심으로 해당 분야별 박물관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연구 분야의 발전과 계승을 목
표로 한다. 때문에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의 경우 민속 생활사와 관련한 박물관을 포
함하여 민속 생활사 관련 소장품이 있는 기념관, 리쿼리움, 전시관 등도 포함한다. 근현
대사박물관 협력망의 경우 근현대시기를 특정하여 이와 유관한 박물관과 미술관을 아울
러 협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법제상으로는 박물관 협력망에 소속 및 활동
을 해야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과 협력․교류를 진행하지는 않는다. 민속생활사박물관 협
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통합운영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협력망을 통한 지향하는 바가
다름을 확인하고 현재는 공동운영이 아닌 분리 운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시
2012년 개관 직후인 2013년부터 신생 국립박물관의 입지와 위상을 구축하기 위하여 민
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선행사례로 삼아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대표 박물관들로서 책임을 기관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차이
가 난다. 학술분야에 대한 발전적 방향성에 대한 책임은 기존의 박물관이 진행하는 학예
업무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민속생활사연구 및 분야의 발전을 위해 협력망이 보존,
유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협력을 지원하는 근거로 작동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역
사박물관 역시 근현대사를 재조명하고 개별 중소규모의 박물관들로부터 산발적으로 이루
어지는 근현대사의 연구 가치 확립과 발전을 위해 협력망을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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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망 운영 사업
<표 3-10> 협력망 운영 사업 비교
협력망

박물관
협력망

미술관
협력망

협력망
운영사업 기간

2008~

2008~

사업 목적

사업유형

사업명

지원

문화행사

문화가있는날, 우리가족 박물관탐방 등

교류/소통

온라인/
정보협력망

e-뮤지엄 등

교류/소통

협력회의

지역대표관장회의, 지역대표관실무협의회,
분과회의 등

연계협력

공동 전시

순회전시 등

교육

워크샵,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국외연수

협력망 글로벌역량증진사업

교육지원

교보재 개발, 소장품 관리교육,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전문인력지원

소장품 정리지원 등

물품지원

다문화꾸러미 대여 등

교육+전시

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등

전시

K-museums 지역순회공동기획전 등

지원

사업지원

제안 공모에 따른 지원사업

연구조사

협력연구

총서 등

인력양성

교육

2019년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워크숍 등

인력양성

지원
민속생활사
박물관협력망

2005~

연계협력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2013~

각 협력망의 운영 사업의 성격은 중앙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4개의 협력망 모두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박물관 협력망의 경우 정부가 2014년 전국 문화시설의 할인․무료
관람을 통한 문화향유확대 목적의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소재 국립 박
물관 대상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거나, 세계박물관주간을 맞아 가족단위 관람객의 박물관
관람 장려 프로그램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등의 사업을 지원사업으로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보조금 사업이 가능했던 시기에는 지역박물관․미술관에 지
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나, 보조금 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현재는 지역 소재 국립
박물관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물관 협력망의 운영 사업 가운데 박물관들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
업은 e뮤지엄이다. 전국박물관소장품검색 웹사이트인 e뮤지엄은 국내 박물관들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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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장품정보를 구축하고 공개하는 웹사이트로 박물관 관계자들이 정보를 교류,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접근도 허용하고 있다.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인 국
립민속박물관과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 소장품을 공
개하고 있다. 다만 e뮤지엄에 미술관 소장품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미술관 협력망의 경우 지역대표관과 중앙관의 교류/소통을 위한 사업을 가장 활발하
게 진행하고 있다. 매해 연 1회 지역대표관장회의와 연 1~2회의 지역대표관 실무협의회
가 개최되는 등 회의에 기반한 기관간의 교류를 통해 협력망 사업을 보고, 의결한다.
미술관 협력망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증진을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워크숍 혹은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이 매해 2~3일에 거쳐 개최되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참여하는 전문인력들의 교류를 위한 장을 마련하기도 한다. 국제적 업
무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역량증진사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국제 미술행사나 국외
미술기관을 방문, 참가자들의 개별 연구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으로부터 선정된
학예인력(교육 등) 대표자가 참가하며, 사업 종료 후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과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의 특징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지역 소재 박물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의 경우 교육지원과 전문인력지원, 물품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지원사업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이 생겨남과 동시에 가장 꾸준하게 진행
되는 사업으로 교보재의 개발, 소장품관리교육 등을 지원하여 지역 박물관들의 민속생활
사 분야의 학예 전문성 고취를 목표로 한다.
민속생활유물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민속박
물관의 보존 관리 전문 인력이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지원대상 기관에 파견되어 관리
환경 조성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외에도 교육이나 문화행사를 위한 물품의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은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과 마찬가지로 지원사업을 중심으
로 하지만, 협력망 차원에서 지원 분야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필요한 사업의 제
안을 검토하여 지원 선정한다. 때문에 지원사업의 유형이 전시물 제작, 홍보, 교육, 연구,
조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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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협력망별 운영 유형 및 특징 비교
구분
박물관 협력망
미술관협력망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운영 유형
교류협력체제형

지원형

운영 활성화 특징
온라인 기반 활성화
소통/논의 활성화
교육/보존 분야 중점 지원 활성화
수혜기관 중심 지원 활성화

다. 협력체계의 문제점 분석
1) 통합 운영 전략 부재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업무 계획을 수립
후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협력망 운영상 교류, 소통, 협력
은 부재한다. 중앙관/지역대표관을 대상으로 관장/학예실장 회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
어 소속기관 통합 협력회의와 공론장이 부재한다.
박물관․미술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이
나, 실제로 하나의 연계사업이 추진될 때에 개별 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외부 사업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사실상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
다. 이는 추진 구성원들의 상호이해를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 유사협력체와의 역할 중복

협력망 내에서의 박물관·미술관 간의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지역 및 분야를
중심으로 개별적 협력체가 구성되어있다. 대표적으로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는 미술관
협력망과 유사한 체제와 사업을 진행하지만 지역 대표관들이 모여 중앙관(국립현대미술
관) 없이 협력을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 협회와 협력망기관의 불분명한 역할 차이와 사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
로 늦게 등장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참여율을 저
조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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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시스템 및 관리운영체계의 한계

자료의 통합적 관리와 공유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및 학예 정보, 자료의 공
유를 위한 정보 표준화와 시스템 구축 사업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제한하며, 미술관은 통합 시스템이 아닌 개별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사업 지원으로 그쳐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
전시, 교육이외 업무는 자신의 고유업무에 주력하여 부수적으로 수행하거나 조직운영
에 관한 업무분담이 모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등한시되기도 한다. 협력사업의 경우 그
필요성이 인지한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당장에 시급하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우선순
위에서 밀려나게 되는 점이 네트워크 활성화를 방해하는 문제점으로 파악된다.

4) 공적 기금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박물관·미술관 협력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지원의 성격을 띤 것이 대부분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었다. 사립기관의 경우, 재정난과 인력난으로 인해 하나의 조직체로서 갖추어야할
경영구조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절대 부족의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부담
이 박물관․미술관의 존폐자체에 대한 위기감으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
요하되, 재정 자립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것이 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협력망 운영 상 학술, 정보, 콘텐츠 교류 협력의 지원을 위한 사업의 경우 지역대표
박물관·미술관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 문화행사 등의 일
회성 사업을 공모 후 선정하여 단기적 협력지원에 그치고 있다. 중장기 전략적 사업 방
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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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관협력의 국외사례분석

1. 유형별 정책사례분석
해외의 협력망 사례를 협력망의 배경과 목적/미션, 주요 협력 사업, 그리고 운영 방식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협력망의 유형을 웹사이트 등을 통한
자료 조사가 용이한 외형적 특성에 따라 협력의 주요 단위 및 협력을 지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크게 프로젝트형 협력망과 구조적 협력망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3-12> 협력망의 유형별 분류
프로젝트형 협력망

구조적 협력망

협력 기간

임시 또는 상시

상시

협력 단위

특정/단일 사업

전반/복수 사업

가. 프로젝트형 협력망
프로젝트형 협력망은 특정 사업/프로젝트를 목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형태이며,
한시적인 기간 동안 혹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유럽
뮤지엄/아카이브/도서관의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로피아나> 프로젝트, 네덜
란드 5개 뮤지엄의 미디어아트 컬렉션 플랫폼인 <미디어아트닷넷>, 유럽 뮤지엄/문화기
관이 협력한 관객개발 프로젝트 <스마트플레이스> 등이 대표적이다.

1) 유로피아나(Europeana)
① 배경 및 목적

유로피아나(Europeana)는 유럽 전역의 4000여 개 뮤지엄, 도서관, 아카이브가 협력
하여 조성한 디지털 플랫폼이다. 2015년, EU가 주도하여 시작된 프로젝트로, ‘유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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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펀드’와 EU 가입국들의 공동출자로 기금이 조성되었다. 교육, 연구, 향유를 위해 문
화유산이 디지털 형태로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리소스를 수집, 가공하고
웹사이트를 제공하며, 그 미션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문화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유럽의 풍부한 유산을 바탕으로 사람들
이 학습 또는 즐거움을 위해 좀 더 쉽게 활용하게 만들고자 한다.”
유로피아나는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 권한을 부여한다. 디지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전문성, 도구, 정책을 개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독려한다.

② 주요 사업

유럽의 방대한 문화유산을 디지털 리소스로 수집, 가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유로피아
나 웹사이트를 개발 운영한다. 유로피아나 웹사이트는 컬렉션, 전시, 탐구, 블로그로 구성
되어 있다. 대표 메뉴인 <컬렉션 Collections>은 책, 음악, 미술작품 등 5천 만 점이 넘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검색 툴을 통해 원
하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컬렉션의 분류는 건축, 미술, 패션,
산업유산, 필사본, 지도, 음악, 자연사, 신문, 사진, 스포츠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 Exhibitions>에는 미술, 패션, 음악, 사진, 1차세계대전, 이민, 역사 등의 영역
에서 다양한 주제별 자료를 구성해 놓았으며, <블로그 Blog>에서는 이와 연관된 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정보와 읽을 거리를 올려 놓았다. <탐색 Explore>은 신착자료, 사람, 색
상, 출처 등으로 검색가능하다. 누구나 신청하면 월간 전자 뉴스레터를 보내주어 최신
소식과 편집자 하이라이트를 제공한다.
유로피아나는 유럽의 문화유산을 방대한 디지털 자료로 축적하고 이에 스토리를 부여
하여 큐레이션하고 접근가능하게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문화기관들이 디지
털 전환에 안착하도록 촉진하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EU 차원의 프로젝트이다.
유로피아나를 개발, 운영하는 협의체는 자신들의 활동을 ‘협업’ ‘옹호’ ‘관객과 연결’
‘역량 개발’ ‘기술 개발’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유산 전문가/종사가 간의 협업을 수행하
고, 문화유산 분야에서 디지털 문화유산의 개방성, 투명성, 활용을 지지하는 우수한 디
지털 실천을 옹호하며, 디지털 문화유산을 제시·공유·활용하는 기술적 솔루션을 지속적
으로 선보인다. 유로피아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화유산 기관들을 온라인 상에서 관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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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위해 문화유산 기관들이 일정한 포맷과 퀄리티로 소장 자료를 디지털 변환하
는 것을 지원하고 전세계의 교육자, 연구자, 애호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 기관과 종사자들이 디지털 기술과 실행 능력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료간 협업
툴을 제공하며, 각종 서비스와 행사들을 기획한다.

③ 운영조직 및 방식

유로피아나는 EU가 보유한 디지털서비스인프라스트럭쳐(DSI)의 하나로 개발되었다.
사회, 보건, 경영 등 여러 분야에서 DSI를 개발하면서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로 개발한 것이 유로피아나이다.
이는 “문화유산 영역의 디지털 전환과 문화에 의한 유럽의 전환”에 비전을 가진 전문
기관 3곳 – 유로피아나 재단, 유로피아나 네트워크 협회, 공유자 포럼 - 의 협업으로 개발
되었고 지속되고 있다. 비영리재단인 유로피아나 재단(European Foundation)은 유로
피아나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며, 유로피나아 네트워크 협회(Europeana Network
Association)는 디지털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협의
체이다. 공유자 포럼(Aggregators Forum)은 문화기관들을 지원하고 유로피아나에 자료
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국가별, 도메인별, 주제별 협의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유로
피아나의 운영방식은 일종의 혁력망 간의 협력망 체계를 구축한 형태로, 유럽 전역의 문
화유산 종사자, 전문가들간의 거대한 협업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네덜란드 미디어아트닷넷 (mediakunst.net)
① 배경 및 목적

‘미디어아트닷넷 mediakunst.net’은 네덜란드 5개 박물관이 협력하여 미디어아트 컬
렉션을 한 곳에서 아카이빙 하는 플랫폼으로 조성된 프로젝트이다. 참여 기관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은 국제적 위상을 지닌 네덜란드의 주요 미술관 또는 미디어아트 기관이다.
• Frans Hals Museum
• Stedelijk Museum Amsterdam
• LIMA

• Van Abbemuseum
• the Cultural Heritage Agency of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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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지식을 교환하며 장기적인 보존과 전시
를 위해 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난 50년간 제작된 미디어 아트의 컬렉션의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는 박물관, 컬렉터간의 유례없는 협업 프로젝트로 일컬어진다.

② 주요 사업

미디어아트닷넷은 5개 기관의 미디어아트 컬렉션을 간결한 통합 웹사이트로 구축하
고, 작가, 제목, 제작연도, 키워드, 컬렉션, 알파벳 순 작가명 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설
계하였다. 신규 미디어아트 컬렉션이 증가하면서 웹사이트에 등록되는 자료는 지속적으
로 확대된다. 통합 웹사이트는 각각의 기관 웹사이트에서도 연결된다.

③ 운영 방식

이 협업 프로젝트는 협력망의 일원인 미디어아트 전문기관 LIMA가 발의하고 코디네
이션하여 수행되었으며 몬드리안재단이 후원하였다. 3년의 협업 기간을 거쳐 2018년
6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창의산업펀드(Creative Industry
Fund)의 예산을 유치하여 참여 기관들과 위키피디아의 협업으로 이 사이트를 위키피디
아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3) 유럽관객개발프로젝트 <스마트플레이스 (smARTplaces)>
① 배경 및 목적

smARTplaces는 디지털 기술과 새로운 문화 매개 방식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이 인식,
소비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비전으로 수행된 장기 프로젝트이다. 2016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유럽연합/창의유럽프로그램의 공동 펀딩으로 수행되었으며, 프로젝트
협력망에는 유럽 8개국의 7개 문화기관 및 박물관, 2개 대학이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참여기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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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Dortmunder U, Dortmund (Germany, Lead Organisation)
Musée de Picardie, Amiens (France)
ETOPIA – Centre for Art and Technology, Zaragoza (Spain)
Van Abbemuseum, Eindhoven (Netherlands)
ZKM I Center for Art and Media, Karlsruhe (Germany)
Azkuna Zentroa, Bilbao (Spain)
Associated partner: Liechtenstein National Museum, Vaduz (Liechtenstein)
Research partner: Birmingham Centre for Media and Cultural Research, Birmingham City
University (UK)
• Technology partner: Oulu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Oulu (Finland)

② 주요 사업

5년 여 기간 동안 관객 개발, 관객 참여, 공동 창작의 새로운 접근을 개발하고 시험하
기 위해, 각 기관의 기존/잠재 고객내의 다양한 세분시장을 목표로 하는 55개 이상의
활동이 개발, 수행되었다. 이중 17개는 공동 행사로 기획되었으며, 40개의 지역 프로젝
트가 수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디지털 기술, 소셜 미디어, 스토리텔링 기법, 공동 전시 등 다양한
온오프 활동으로 수행되었다. 수동적인 관람 경험을 벗어나 새로운 디지털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관객들을 연결하고, 인터렉티브하고 교육적이고 접근가능한, 참여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도였다.
2019년 가을에 개최된 <U R ART>는 5개 국가의 7개의 문화공간에서 개최된 스마트
플레이스 최대 규모의 행사로, 관람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되
었다. 다양한 형식과 관점에서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이슈를 주제로 대화하
고 유럽인의 미래를 탐색하는 온오프라인 행사에 관람객을 참여시켰다. 또한 연중 각지
에서 협력망에 속한 파트너 기관들 간에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와 회의를 진행하여 내
부 인식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③ 운영 방식

이 프로젝트의 운영방식의 특징은 여러 다차원적 구조를 갖고 55개 이상의 활동에
달하는, 전략적으로 상호 연계된 측정도구들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한 기관을 리드 기관
으로 두고, 프로젝트를 조정하는 인력들이 다층적인 행사들을 코디네이션 하였다.
더불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성공시키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위한 변화관리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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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화매개, 직원의 교육훈련, 지식 교환 등 문화예술 경영 기반 구축을 병행하고
진행함으로써 참여하는 문화기관들의 조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나. 구조적 협력망
구조적 협력망은 ① 독립적인 박물관들의 협회 성격을 갖는 협력망과 ② 각 공공 박물
관들이 하나의 기관/법인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운영되는 형태의 협력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통적으로, 특정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결성, 운영되는
형태이다.
박물관 협회 형태의 협력망의 경우, 박물관 분야, 지역, 운영주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박물관간의 결속, 교류, 옹호,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능동적으로 가입하는 박물관의 회원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협력망의 범위
및 규모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와 같은 전 세계 박물관들의 협력망, 유럽박물관네
트워크(Museums.EU)와 같은 대륙 단위, 미국박물관연합(Amercian Alliance of
Museums)과 영국 박물관협회(Museum Association) 등과 같은 국가 단위의 협력망
과 같이 일정 지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미국지역역사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and Local History)와 같이 박물관 주제 중심으로 결성되는 등 다양한 기준으로
형성될 수 있다.
공공 박물관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하나의 기관/법인으로 네트워크화된 형태 역시 협
력망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파리뮤지엄, 빅토리아뮤지엄,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연합을
사례로 살펴본다.

1) 독립적 박물관들의 협력망
(1) 유럽박물관네트워크(Museums.EU: The European Museums Network)
① 설립배경 및 목적

유럽박물관네트워크는 문화유산 기관들에 IT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맨티카(Semantika)
사의 프로젝트로 조성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유럽 전역의 박물관과 문화유산을 프로모션
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아래의 목적을 지향한다.
- 유럽 박물관들에 대한 최신 정보-관람 정보, 전시, 행사, 소장품 등-를 한 곳에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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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보를 대중들이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 유럽 박물관들을 인터넷상에서 알리고, 이들을 프로모션하며 주목도를 높인다.

② 주요 활동

이 데이터베이스에 1만 5천 여 문화유산 기관들의 기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
로피아나, 컬처24 등과 같은 데이터 소스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며 계속 확장 중이다.
이를 통해 Museums.EU를 유럽 박물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플랫폼으로 만들고자 한
다. 웹사이트 상에서 협력 박물관, 전시, 컬렉션, 교육프로그램, 행사, 가상전시를 검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박물관이 스스로 정보를 올리고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박물관에 대한 리뷰를 올릴 수 있는 오픈 소스 방식으로 운영된다.

③ 운영 방식

문화기관의 IT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 기업의 프로젝트로 운영된다. 박물관들이 무료
로 간편하게 자신들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업의 사업 영역을 프로모션하고
고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2) 미국박물관연합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
① 설립배경 및 목적

미국박물관연합은 1906년에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박물관 협회로, 최고의 실천 수
준을 개발하고 박물관을 옹호하는 리더 역할을 자임해 왔으며 박물관 종사자와 자원봉
사자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AAM의 미션은 “박물관의 우수성을 증진하고 회원 및 유관 주체들간 파트너십의 수월
성을 육성하는 것”이며, 35,000여 명의 개인, 전국 단위 모든 유형의 박물관, 관련업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전국 단위 박물관 협회이다.

② 주요 임무 및 활동

AAM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박물관 인증(Accreditation) 사업을 들 수 있다. AAM은
인증사업을 통해 박물관의 수월성을 견인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증 이전에 일련의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박물관이 우수성의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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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하며,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물관
이 자율적으로 신청하여 운영 상태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박물관평가프로그램 Museum
Assessment Program(MAP)>은 ‘종합평가’ ‘소장품평가’ ‘교육&해석평가’ ‘지역사회&
관객참여평가’ ‘이사회리더십평가’ 영역으로 구분되어 영역별로 박물관의 상황을 동료평
가를 통해 점검하고 인증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능한다.
박물관의 사회적 중요성을 확산하고 박물관 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옹호 활동, 연례
컨퍼런스 및 엑스포 개최, 출판 및 유통, 윤리규정 및 업무 표준 수립, 교육훈련 제공,
각종 연구 보고서 및 전문 잡지 <Museum>를 발간하고 있다. <미래 뮤지엄 연구소
(Center for the Future of Museums: CFM)> 운영하여 박물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
기술, 정칙, 경제 트렌드를 점검하고 박물관이 지역사회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
도록 돕도록 하며, 박물관간, 교육, 기업, 시민, 비영리, 정부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지향한다. CFM은 블로그 운영, 연례 트렌드와치 발간, 교육의 미래 등 연구 결
과 및 기고문, 관련 기사들을 활발하게 제공하는 장을 운영하고 있다.
협회 산하에 전문인력간 네트워킹을 도모하는 커미티/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인적교류
와 전문성 강화를 꾀하도록 유도한다. 큐레이터 커미티, 관람객연구/평가 커미티, 컬렉
션 커미티, 교육 커미티, 다양성 커미티, 환경과기후 커미티, 역사협회/유적지 커미티,
홍보마케팅 네트워크, 순회전시 네트워크, 소형 박물관 운영 커미티 등 직종별, 관심사
별로 20개에 달하는 그룹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전문성개발, 임금정보 등 박물관 종사자의 커리어와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자원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③ 운영 방식

이사회가 운영하며 협회 운영 조직은 회장단과 미래 박물관 연구소, 재원조성, 콘텐
츠, IT&미디어, 우수성프로그램, 멤버십, 재무/행정, 정부관계/옹호, 인사관리,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다양성/공정성/포용성, 회의/행사 등 세부 업무별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
다. 또한 주요 사업별로 위원회가 결성되어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 ‘인증
커미션’ ‘전국단위프로그램 위원회’ ‘지역협회 위원회’ ‘전문인력 네트워크 위원회’ 등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사업을 개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증 커미션’은 협회의 인증 관련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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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지역역사박물관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and Local History: AASLH)
① 설립배경 및 목적

역사 공동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단위 전문 협회이다. 과거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더 의미있게 되도록 주/지역 역사를 보존하고 해석하는 회원들에게 리더
십과 자원을 제공해 왔다. 1904년에 설립된 미국역사협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가 전신이 되었으나 1940년 현재의 형태로 결성되었으며, 정관에 그 목적
을 “주, 지역 역사 분야의 활동과 노력을 촉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5,500
여 기관과 개인 회원을 두고 있는 전국 단위의 최대, 유일의 주·지역 역사 협의체이다.
회원은 역사계열 박물관, 지역 역사협회 등 기관회원과 역사 애호가, 자원봉사자, 연구
자 등 다양한 개인으로 구성된 개인회원, 대학의 역사학과·박물관학과 등 학계의 학술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주요 사업

역사 박물관의 전문성 개발과 옹호 활동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필수적인 자원과 가
이드, 교육훈련, 컨퍼런스, 출판, 조사연구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역사 보존
및 해석의 전문적 기준과 윤리규정을 수립하여 보급한다.
전문성개발을 위해 <역사리더십연구소(History Leadership Institute)>를 운영하며,
이는 1959년부터 중간관리자 이상의 역사 박물관 임원의 리더십을 개발하는데 특화된
전통 있는 프로그램이다. 온오프라인 포럼, 심포지엄, 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들간의 네
트워크를 지원한다. 또한 역사관련 중소규모 박물관이 정식 평가인증 신청 전에 자기주
도적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준인 <STEP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STEPS(Standards and Excellence Program for History Organizations)는 신규 직
원, 자원봉사자, 인턴의 교육훈련을 위한 툴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 밖에 온라인 학습,
워크숍, 리소스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정기적인 연례 컨퍼런스는 회원들간의 정보교류, 발표, 회의, 친목도
모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단행본, 핸드북, 실무지침서, 뉴스레터 등 역사에
대한 다양한 출판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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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조직

비영리단체로서 이사회가 운영하며 운영진이 협회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하위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전문기준&윤리규정위원회, 선거위원회, 재정위원회, 투자위원회, 운영위원회,
전국시상위원회, 리더십지명위원회 등을 두고 있다. 각 위원회는 세부 사안에 대해 자문
및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연계공동체(Affinity Communities)를 운영하
고 있으며, 더불어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한 많은 전문가와 회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4) 영국 박물관협회 (Museums Association: MA)
① 설립배경 및 목적

1889년도에 큐레이터간, 박물관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된 박물관 연합체로 알려져 있다. 현재 회원 규모는 개인회원(14,000명), 박물관
회원(1,800관), 상업회원(300개) 등 총 16,000명에 이른다.
“박물관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영감을 주는 것”을 미션으로,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포
용적이고 참여적이며 지속가능한 박물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음. 협회는 아래와 같
은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 박물관이 삶을 변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 박물관이 모든 활동에서 윤리적이도록 지원하기
- 박물관이 기후 위기를 다룰 수 있도록 캠페인 하기
- 협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회원간 역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 권한을 주고 적절하며 역동적인 컬렉션을 전하기

② 주요 임무 및 활동

박물관의 사회적 영향과 중요성을 정책적·대중적으로 옹호(advocacy)하고 전문성 개
발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회원간 네트워크와 교류 기회를 마련한다. 윤리규정을
개발하고 및 이에 대한 학습과 준수를 독려하며 박물관 업무의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1901년부터 대표적인 박물관 전문 저널인 <Museums Journal>을 발간하고 있다.
2016년 이후 박물관을 사회적 영향력을 대중적, 정책적으로 프로모션하는 캠페인
(Museums Change Lives)을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우수 박물관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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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코비드19, 기후변화, 탈식민주의, 컬렉션, 학습과 참여, 윤리,
전문인력 등 다양한 현안에서 박물관계를 옹호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박물관 필수코스(Museums Essentials)>은 개인 회원 누구나
무료로 이수할 수 있으며, 박물관 종사가가 갖춰야 할 핵심 기술과 지식을 갖추기 위한
온라인 코스이다. ‘윤리적으로 일하기’ ‘소장품관리 및 활용 업무’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기’ ‘학습 및 참여 업무’ 등 4개 주제에 대한 코스가 개발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있다. 이 온라인 코스의 내용은 박물관협회가 제작한 출판물, 영상
물을 중심으로 기타 자료들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물관협회상(Associateship of the
Museums Association)>은 3년간에 걸친 장기간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박물
관 종사자에게 3년간 업무 수행 중의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훈련 뒤 업계 전문가들이
전문성 향상 여부를 판단하여 시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이외에 펠로우십, 멘토
링, 구인정보 등 박물관 전문인력의 역량 향상을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고 있다.

③ 운영 방식

디렉터와 3인의 임원(경영전략 담당, 출판·행사 담당, 재정·자원·IT 담당)으로 구성된
상급관리팀(Senior Management Team)이 협회 운영을 담당하며 업무를 이사회에 보
고한다. 이사회는 회원이 선출한 8명과 이사회가 지명한 6명으로 구성되며 협회의 전략
을 승인한다.

2) 공공 박물관 네트워크형 협력망
(1)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연합 (National Galleries of Scotland)
① 설립 배경 및 현황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ies of Scotland: NGS)은 에딘버러의 국립
미술관 3곳과 남/북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2곳의 파트너 기관으로 구성된 국립 법인체이
다. 에딘버러의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Scottish National Gallery), 스코틀랜드 국립
초상화갤러리(Scottish National Portrait Gallery), 스코틀랜드현대미술관(Scottish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이 주축이 되며, 별도의 통합 수장시설(Granton
Centre for Art)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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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와 세계의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우수 서양미술품으로 구성된 국립 컬렉
션을 보존, 개발, 연구, 전시하고, 활동적이며 혁신적인 전시, 교육, 출판 활동과 함께
최대한 폭넓은 대중을 참여시키고 교육하며 영감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8-2019년도 기준 NGS 관람객은 총 270만 명이 넘으며, 5개년 전략계획에 의거
(2010-2023), ‘스코틀랜드를 위한 예술: 전세계를 위한 영감 (Art for Scotland: Inspiration
for the World)’을 비전으로 하나의 컬렉션(one collection)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주요 임무와 사업

NGS의 목적은 스코틀랜드국립유산법(Natioanl Heritage (Scotland) Act, 1985)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스코틀랜드국립유산법(Natioanl Heritage (Scotland) Act, 1985)
소장품을 보존관리하고 확대하며, 대중에게 전시하고, 연구 목적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중의 미술
향유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그리고 교육과 자문, 연구 목적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NGS는 국립미술관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있음으로 인해 대규모 자금 유치나 공동 프
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용이하다. 예를 들어 2016년 국립유산복권기금으로부터 스코틀랜
드 국립미술관 프로젝트에 5백만 파운드를 지원받았으며, 2002년 테이트 미술관(Tate)
과 공동으로 안토니 도페이(Anthony d’Offay)의 대규모 현대미술 작가 컬렉션(Artist
Rooms)을 기증받아 소속 미술관들에서 순회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 웹사이트
(https://www.nationalgalleries.org/)에서 소속 미술관들의 컬렉션을 작품, 작가, 주
제, 미술관 등 다양한 형태로 검색할 수 있음. 또한 통합 티켓팅을 시행하며, 박물관 상
품을 통합 개발, 유통하고 있다.

③ 운영방식

NGS는 수상이 임명하는 12인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운영 주체가 되며, 이사회가
위임한 디렉터와 경영그룹이 NGS의 실무를 수행한다. NGS의 경영 활동을 강화하기 위
해 2012년 국립스코틀랜드미술관 재단이 설립되어 주요 소장품의 지원과 재원 조성 사
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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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리뮤지엄(Paris Musees)
① 설립배경 및 목적

‘파리뮤지엄(Paris Musees)’은 14개 파리 시립 박물관들과 약 1,000명의 박물관 종
사자들을 아우르는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이다. 파리시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013년 지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정 법인체의 성격을 갖는 지방 공공기관으로 설립되
었다. 2013년 이전, 파리시는 소속 박물관들을 직접 운영하면서 ‘파리뮤지엄’과 계약을
맺고 전시와 도록출간을 수행하였다. ‘파리뮤지엄’은 1985년에 비영리단체로 창립되었
으며, 2008년에 유한회사로, 2013년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어 소속 박물관들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파리 시립박물관 운영 방식의 개혁은 파리 시장이 파리시 박물관들의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단행되었다. 파리시 행정으로부터의 법적/재정적 독립
성이 박물관의 경영과 책임성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박물관들을 하나의 체제
에 유지함으로써 시 소유 컬렉션의 고유성을 확보하고 보다 일관된 전략을 가능하게 하
며, 규모의 경제와 박물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소속
박물관은 아래의 14개 박물관으로, 저명 예술가와 문인의 기념관 성격을 지닌 박물관이
다수 포함된 미술, 고고·역사 계열 박물관들이다.

•
•
•
•
•
•
•

Musée d'Art Moderne de la Ville de Paris
Maison de Balzac
Musée Bourdelle
Carnavalet Museum History of Paris
The Catacombs
Musée Cernuschi Museum of Asian Art
Musée Cognacq-Jay

• Archaeological Crypt of Notre-Dame
• Musée Galliera
• Museum of the General Leclerc and the
Paris’ Liberation – Jean Moulin Museum
• Petit Palais City of Paris Museum of Fine
Arts
• Musée de la Vie Romantique
• Maison de Victor Hugo Paris / Guernsey
• Zadkine Museum

② 주요 임무 및 사업

파리뮤지엄의 주요 임무는 소속 박물관을 관리하고 각 박물관과 관장이 과학적 문화
적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관리본부 직원의 책임은 국제적 문화 프로
그램이 일관성있게 진행되고 특히 특별전시, 도록 및 기타 문화적 출판물, 교육문화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파리시 문화정책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성취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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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가 제시한 파리뮤지엄의 우선순위와 미션은 아래와 같다.
∙ 박물관의 컬렉션을 발전시키고 주목하여야 한다. 전산화와 디지털화, 연구, 다양한
행사와 전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2001년 이후 무료로 개방된 소속 박물관의 컬렉션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한다.
∙ 양질의 전시와 출판물을 제작하여 파리의 문화적 부와 영향력을 전국적, 국제적으
로 높이는데 기여한다.
∙ 교육적 정책을 강화하고 관람 편의와 관람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관람객을 개발하고
확대한다. 연간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소속 박물관들의 관람객 규모를 더욱 증대함으
로써 모든 관람객들에게 문화를 보다 접근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통합 웹사이트(https://www.parismuseescollections.paris.fr/)에서 각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은 물론, 34만 여 점의 박물관 컬렉션을 디지털
이미지로 제공하고, 주제별, 박물관 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가상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일부 전시는 소속 박물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기도 한다.
파리뮤지엄은 통합 카드를 발급하여 통합 회원제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별로 후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원조성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③ 운영 조직

파리뮤지엄은 공공기관으로서 이사회가 운영하며, 출범 당시 의장은 수석 부시장이
맡았으며, 유산 부시장이 부의장을 맡았음. 현재 파리시 문화 부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
으며, 이사는 9인의 시의원과 4인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다.
파리뮤지엄 대표는 민간 전문가로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포함됨. 소속 박물관 관장 중
1인이 박물관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3) 빅토리아박물관연합(Museums Victoria)
① 설립배경 및 목적

빅토리아뮤지엄은 호주의 최대 공공 박물관 조직(public museum organization)으
로 6곳의 박물관 및 문화기관으로 구성되었음. 1854년 이후 빅토리아 주의 소장품을
수집하고,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지식을 창조하고자 설립 운영되어 왔다.
빅토리아뮤지엄은 1천 7백만 점에 이르는 역사/문화/과학 분야의 컬렉션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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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멜버른 박물관(Melbourne Museum), 번지라카 원주민 문화센터(Bunjilaka
Aboriginal Cultural Centre), 아이맥스 멜버른(IMAX Melbourne), 과학관
(Scienceworks)과

멜버른

천체투영관(Melbourne

Planetarium),

이민박물관

(Immigration Museum), 왕립전시관(Royal Exhibition Building)이 소속되어 있다.
관람객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며, 700여 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② 주요 사업

빅토리아뮤지엄 그룹에 속한 박물관들은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
를 수행하며, 박물관 상품 개발 및 회원제 운영, 인사관리, 재원조성을 통합적으로 수행
한다. 예를들어 각 박물관의 다양한 인력이 참여한 프로젝트 팀을 통해 어린이갤러리
(Children’s Gallery)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바 있다. 빅토리아뮤지엄 운영팀
은 일종의 운영본부 역할을 통해 소속 박물관들의 기능을 통합 및 조정, 지원한다.

③ 운영조직

빅토리아뮤지엄은 1983년에 제정된 박물관법(Museums Act)에 근거한 빅토리아뮤
지엄이사회가 운영하며, 이사회는 빅토리아뮤지엄의 운영 건전성을 책임지고 빅토리아
주정부/예술부 장관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주의회에서 최대 3년 임기로 임명된 11인의
이사로 구성되며 빅토리아 주정부 예술부 장관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있다. 운영팀
(Executive Team)은 CEO 아래 소장품&연구 디렉터, 전시&관람객경험 디렉터, 재원
조성&상업운영 디렉터, 관람객&참여 디렉터, 운영&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임원단으로
구성되어 소속 박물관들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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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종합과 시사점
<표 3-13> 해외 협력망별 유형분류
프로젝트형 협력망

∙ 유로피아나(EU 디지털플랫폼사업)
∙ 네덜란드 미디어아트닷넷(네덜란드 5개 박
물관 협력 미디어아트컬렉션 아카이브 플
랫폼)
∙ 스마트플레이스(유럽 8개국 7개기관, 2개
대학 간 관객개발 프로젝트)

구조적 협력망

독립적 협력망

∙ 유럽박물관네트워크(온라인플랫폼)
∙ 미국박물관연합(박물관 인증, 평가 프로그
램 등)
∙ 미국지역역사박물관협회
∙ 영국박물관협회(큐레이터 및 박물관 간 상
호협력)

∙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연합
공공박물관
∙ 파리뮤지엄
네트워크 협력망
∙ 빅토리아박물관연합

국내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은 특정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지속성을 바탕으로 운영되
기에 구조적 협력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분류의 적용에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독립적 협력망의 유형은 국가나 지역단위 혹은 박물관 주제 중심 등으로 다양하게 형
성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국내 협력망의 경우 모두 독립적 협력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박물관연합과 영국박물관협회의 사례를 보듯 협
회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유사협력망인 협회의 유형과 혼동될 수밖에 없다. 협회
형태의 협력망 특징은 능동적인 박물관들의 가입 및 활동에 기반 하기에, 국내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의 경우 독립적 협력망의 전형을 띤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이나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은 협력망의 분류에 있어 독립적 협력망의 양
상과 같이 회원가입을 받아 운영하고 있어 가입 형태는 유사하지만, 위계적 협력망의
구조로 인하여 능동적인 협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공공박물관네트워크의 특징은 하나의 기관 및 법인으로 네트워크화 및 법이나 정책의
수행과 추진 체계로 작동하는 것이다. 국내 협력망은 네트워크 기제로 작동되지만 기관
혹은 법인의 형태를 띠지는 않는다. 이로 인하여 관리의 주체와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
고, 정책적 기능을 활성화는 주체가 없으며 운영 자체는 중앙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은 정책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심
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속생활사 박물관 협력망과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의 경
우는 정책적 기능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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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물관의 중요성에 대한 대외적 옹호(advocacy)
협력망의 역할 및 목적은 박물관에 대한 정책적·대중적 옹호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박물관 관련 정책수립 및 지원사업, 법제도 마련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대중적으로 박
물관의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알리는 역할이다. 특히 박물관 협회 형태의 협력망의
경우 이 옹호 활동은 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영국 박물관협회의 각종
캠페인, 그 중《박물관이 삶을 변화시킨다 Museums Change Lives》캠페인은 2016년
이후 영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널리
알리고 우수 실천 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는 대표적인 옹호 활동이다. 정부 정책 입안자
들과도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옹호 활동은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행하고, 입증하며, 확산하는 임파워먼트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협력망
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전문적 기준과 가이드라인 수립
협력망의 중요한 역할은 박물관 운영의 기준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이라
고 할 수 있다. 미국박물관연합(AAA)의 박물관평가프로그램(MAP)과 인증(Accreditation)
사업은 《수월성 프로그램 Excellence Program》차원에서 협회의 가장 중심적이고 영향
력 있는 사업으로 정착했다. 또한 AAA는 <미국 박물관의 국가적 기준과 최고 실천
National Standards & Best Practices for U.S. Museums> 연구 발간(2008) 등 박물
관 운영의 전문성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박물관 협회 단위로 윤리규정을 제정 및 확산, 교육하고, 윤리규정 위배에 대한 징계
등 자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이러한 전문성과 직업윤리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시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영국 박물관
협회(Museum Association)는 회원 대상 온라인 교육 콘텐츠로 《윤리적으로 일하기》를
주제로 한 강좌를 가장 먼저 개발하였다.

다. 전문인력 양성·훈련 및 인적 네트워킹
박물관 협회 형태의 협력망은 특히 소속 회원(개인/기관)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자
료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의 우수성과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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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모하는데 선결 조건이라고 보고 전문성 개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은 협회에서 개발한 기준, 지침, 핸드북 등에 기초
를 두고 있다.
온라인 강좌 및 학습자료 제공, 펠로우십과 멘토링, 워크숍, 리더십 교육 등 경력단계
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으로 계속교육에 참여하고 전문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라. 소장품 정보 공유 및 아카이빙
박물관 협회 성격 외의 협력망은 각 박물관이 보유한 소장품을 한 곳에 모으고 구축하
여 접근가능하게 하는 목적이 핵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박물관의 핵심 자원인
소장품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화 하고자 하는 21세기 뮤지올로지의 방향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카이빙 및 플랫폼을 통해 한층 효과적이고 빠른 속도로
구현되고 있다.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연합과 빅토리아뮤지엄은 통합 웹사이트에서 소속 박물관의 소
장품을 디지털화하여 박물관별, 주제, 작가 등 다양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으며, 파리
뮤지엄 역시 소속 박물관의 소장품을 박물관별, 주제별로 검색하도록 설계하였다. 네덜
란드 미디어아트닷넷은 5개 주요 박물관의 미디어 아트 컬렉션에 대한 이미지와 정보를,
유로피아나나 유럽박물관네트워크 역시 유럽 문화기관의 소장품을 인류 유산 차원에서
개방하고 접근가능하게 하며, 한데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마. 공동 홍보마케팅
협력망을 통한 공동 홍보 및 브랜딩 효과는 개별 관 단위의 홍보 역량 및 인력·예산
한계를 넘어 연계된 박물관들이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협력망
웹사이트 상에서 소속 박물관들과 행사를 홍보하고 티켓팅, 박물관 상품 개발 및 유통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람 및 구매를 유발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인
지도와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이러한 공동 홍보마케팅은 박물관간 격차
를 해소하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박물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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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팅의 경우 매표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박물
관 협회나 통합 운영체제 모두 티켓을 일원화하거나 소속 박물관 관람시 입장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바. 재원 조성
협력망은 재원조성 및 회원제를 통합으로 운영하여 경비 절감과 후원 유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별 박물관 단위의 재원 조성은 재원 규모 및 조성 명분, 추진 등에 있어
한계가 분명하며, 박물관간 여건과 역량에 있어 격차가 클 수 밖에 없다. 협력망 단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영향력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예산 확보 및 후원/협찬 유치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인 유로피아나, 유럽 관객개발 프로젝트인 스마트플레이스 협력 프로
젝트 등은 EU의 공동프로젝트 기금을 활용하여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었
다. 또한 회원 혜택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회원제를 개발하고 운영하는데도 이점이 있다.

사. 공동 기획
협력망을 기반으로 공동 전시기획 등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다. 전
시에 박물관의 소장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동 조사연구를 통한 새로운 아이디
어 창출 및 전문성 확보, 예산 분담 및 확보, 홍보 효과 등 공동 기획에는 여러 이점이
있다. 빅토리아뮤지엄은 소속 박물관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통해 각 박물관이 보
유한 자원을 통합한 어린이 미술관(Children’s Gallery)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파리뮤지엄의 경우 웹사이트에서 복수의 박물관이 공동기획한 전시를 가상투
어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동 기획 전시 및 프로그램을 순회 운영함으로써 문화 향유
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아. 통합 수장고 운영
협력망 박물관 간의 유사성은 수장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에 용이한 조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적 거리, 운영 주체. 소장품 유형 등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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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들은 공동 수장시설을 조성, 운영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 이는 호주 빅
토리아뮤지엄, 스코틀랜드국립미술관연합 등 동일 지역의 공공 박물관들이 하나의 네트
워크로 통합 운영되는 체제를 갖춘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수장 시설의 부족과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소장품 수장/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여 협력망을 기반으로 소장품
관리 차원에서 예산 확보 용이성과 운영 효율성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온라인을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소장 자료를 공유하고 접
근성을 높이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용에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여러 박물관의 자료와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으며, 초기 비용 외에 자
료를 모으고 운영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한 장점은 디지털 플랫폼 형태의 협력망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아트닷넷, 유로피아나, 유럽박물관네트워크 등은 태생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으로 기획되고 유지되는 네트워크의 사례이며, 이는 디지털 데이터화 확산과 플랫폼 모
델이 두드러지는 시대에 향후 더욱 확장될 수 있는 협력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은 유지관리 문제, 저작권 문제, 지속적인 업데이트, 이용자의
디지털 문해력 격차, 정보의 정확성 검증 등 운영상의 현안이 발생할 수 있다. 비영리
박물관의 디지털 플랫폼이 상업적 용도에 유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둘 지점이다.
예를 들어 유럽박물관네트워크(Museums.EU)와 같이 민간 IT 기업의 플랫폼에 박물관
이 이미지와 자료를 탑재하여 무료로 홍보 효과를 얻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 영리 기업
의 홍보 및 사업처 발굴에 박물관이 이용되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어 디지털 플랫폼의
공공성에 대한 복합적인 인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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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수요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연구는 일차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기관들의 인식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망에
대한 수요 분석을 위해 1차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사는 담당자
들을 중심으로 협력망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성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
는 심층 조사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력망의 인식, 필요도, 협력
의 역할과 범위, 협력망 체계의 운영방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객관적 설문조사
와 더불어 주관적 인식조사가 필요하기에, 담당자 인식조사에서는 설문에서 확인하기 어
려운 협력망 운영에 있어서의 실무의견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인식을
확인하고자 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발
전 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그림 4-1] 설문조사 및 의견조사의 전체적인 진행도
수요조사

∙ 실무적 의견 현황 수합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의 어려움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수요
방향성 분석

⇒

담당자 인식조사

∙ 실무자 협력망 발전에 관
한 의견 수합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발
전 방향성 제안

⇒

전문가 의견조사

∙ 수요조사 결과 분석 토론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발
전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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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계자 설문조사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협력망에 관한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협력운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미래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조직발전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관계자 인식조사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사업의 질적 제고 및 정책적 체계화를 구축하
고자 박물관 관종(국립박물관 38개관, 공립박물관 200개관, 사립박물관 155개관, 대학박
물관 68개관)과 미술관 관종(국립미술관 1(3)개관, 공립미술관 48개관, 사립미술관 99개
관, 대학미술관 11개관)을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 조사는 박물관/미술관을 구분하
고, 세부유형(국립/공립/사립/대학) 및 지역(17개 시도)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응답자 대상
구 분

설문조사 내용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국내 소재 박물관․미술관 전체
응답 전체 620(622)개관
조사대상

표본 수 (개)
전 체

박물관
응답자

미술관

461

국 립

38

공 립

200

사 립

155

대 학

68

전 체

159(161)

국 립

1(3)

공 립

48

사 립

99

대 학

11

전체

620(622)

방법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기간

2021년5월 6일-5월 18일

나.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의견조사의 경우 1차로 박물관․미술관 교류협력 관련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고, 2차로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통해 협력망 발전 전략
에 대한 의견 수합 및 정책 시사점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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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인식 및 의견조사 개요
구 분

협력망 및 유사협력망 담당자 인식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

협력망 및 유사협력망 담당자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정책 등 전문가

인원

10명

11명

현장담당자 심층인터뷰

문화기반시설 전문가 자문회의

방법
내용
기간
조사설계
및 분석

박물관ㆍ미술관 교류현황, 담당자 업무수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의견파악, 기관대상
및 협력 활동에 대한 인식, 박물관/미술관 협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교류사업 추진의
력 발전 방향 의견 등
견, 협력기반 및 정책발전방안 등
2021.3.24~3.31/ 7.19~23

2021.4.8.~4.15/ 6.14~18/ 8.16~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기반연구실

협력망 및 유사협력망 담당자 인식조사는 협력망의 운영현황과, 협력망의 내부적 방
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한 심층인터뷰를
추진하였다. 조사 진행은 4개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사업을 실제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사협력망 담당자의 경우 실무 운영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추
진하여 각 사업의 실무와 관련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앞서 진행된 협력망 및 유사협력망 담당자 인식조사와 현황분석을
토대로 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및 교류실태와,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협력망의
향후전략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담는 회의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그룹에는 학
계 대학교수, 박물관 종사자, 미술관 종사자, 관련 공무원, 지자체 관련부서 담당자, 박
물관 협회 운영담당자, 문화기반시설정책분야 문화기획가,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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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내용 및 방법
가. 관계자 설문조사
설문은 박물관․ 미술관의 협력망 담당자 및 학예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
사내용은 협력망의 주체에 해당하는 등록 박물관․미술관들의 협력망을 둘러싼 인식을 파
악하고,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력망의 방향성의 수요를 도출하여 협력망 발전 정책의 도
출을 위한 방향성 정립을 목표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및 전화조사를 통해 2021년 5월 6일부터 5월 18일까지 진행하였
다. 설문 내용은 협력망의 인식, 협력현황 및 교류평가, 수행체계 실태 및 운영 방향,
협력망의 역할과 범위, 협력망 체계 및 운영 방향,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구상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력망에 대한 개별 박물관․미술관들의 인식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협력망의 인지-참여 경험-필요성 인식-필요 이유 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문항
은 수요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5점 척도와, 요인 및 방향성 분석을 위한 단․복수 응답
으로 나누어 설문하였으며, 분석은 최고점 항목과, 첫 번째 및 두 번째 고점 항목을 교차
로 분석 도출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표 4-3> 설문지 구조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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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식

⇒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인식정도
∙ 박물관·미술관의 현재 협력 네트워크 참여정도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필요성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역할과 범위

⇒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수행해야 할 역할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의 어려움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협력 범위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 운영방향

⇒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향후 정책 추진방향

⇒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정책추진체계 관련 중요성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정책추진체계 관련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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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망 체계의 지향점
협력망구축의 선결요건
협력망의 운영사업의 성격
협력망의 찬반의견 및 향후 주안점

나. 담당자 의견조사
담당자 의견조사는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자 의견조사는
협력망 담당자의 경우 협력망의 참여형태, 협력망의 참여 동기, 참여 경험 및 만족도,
협력망의 방향성과, 한계 및 개선점 순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앙관 및 지역대
표관에 해당 할 경우 책임/역할/통솔에 대한 인식 여부를 추가 조사 하였다. 유사협력망
인터뷰의 경우 참여 중인 협력 단체의 유형 및 참여 형태, 활동 동기 및 만족도를 인터뷰
진행 후 박물관․미술관 협력망과 관련하여 인지, 경험, 방향성 및 개선점 순으로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표 4-4> 담당자 의견조사 진행일정 및 내용
일자

기관

인터뷰 내용

1

04.08.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협력망 중앙관 현황 및 지원실태

2

04.13.

한국박물관협회

유사협력망(협회)현황 및 지원활동

3

04.16.

전남대의학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회원관 현황 및 협력활동

4

04.16.

국립광주박물관

박물관협력망 지역대표관 현황 및 협력활동

5

04.21.

광주시립미술관

미술관협력망 지역대표관 현황 및 협력활동

6

04.21.

광주문화예술기관협의회

유사협력망(지역 협의회) 현황 및 협력활동

7

04.2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 중앙관 현황 및 지원실태

8

04.2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현황 및 지원실태

9

04.30.

시도립미술관네트워크

유사협력망(시도립미술관네트워크)현황 및 활동

10

05.06.

국립현대미술관

미술관협력망 중앙관 현황 및 지원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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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관련 전문가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전문가는
박물관 미술관 분야의 관리자 혹은 박물관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
으며, 각각의 전문가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1차, 2차의 대면 토론회 형태로, 3차의
경우 전문가 개별 자문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1그룹 박물관 실무 및 전문가 그룹, 2그룹 미술관 실무 및 전문가, 3그룹 박물관-미술
관을 아우르는 차원의 원로 및 전문가 등으로 그룹을 나누고 자문회의를 진행하는 것으
로 구성하였다. 자문회의는 6월 25일~7월 31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1그룹과 2그룹은
각각 박물관과 미술관 협력망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그룹의
경우 전문가들의 국제적 박물관·미술관 협력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망의 정책적, 국
제적 역할 차원에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수요 설문조사의 결과를 제공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협력망
수요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협력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여 앞으로 나아가
야 할 협력망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였다.
<표 4-5> 전문가 의견조사 구조와 내용
1차 토론회 (3인)

참석자

2차 토론회(4인)

- 이명옥 사립미술관 협회장
- 김연희 국민대교수
- 박은실 추계예술대학 교수
- 이선종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실장
- 백기영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 김종현 배재역사박물관장
- 김희랑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3차 자문인터뷰(4인)
-

배기동
장인경
이보아
김홍희

전국립중앙박물관장
ICOM한국위원장
중앙대학교수
전서울시립미술관장

실무운영자 및 전문가 입장에서 분야 전문가 및 업계 원로 입장
협력망 문제 실무관리자 및 전문가 입장에서
의 협력망 문제점 진단 및 원인 에서 협력망 개선․보완점 분석
점 진단 설문조사 분석 및 의견 내용 분석
및 기능별 협력모색
분석

협력망 역할
협력망 역할 및 박물관 입장에서 협력망 역할 및 미술관 입장에서 향후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연계
및 방향
의 운영 방향 제시
의 운영 방향 제시
방향성 제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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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결과

1. 관계자 설문조사
가.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관련 인식
1)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0.8%(조금 알고 있다 27.5%
+ 매우 잘 알고 있다 13.3%)로 나타났다. (평균 3.02점)
- ‘들어본 적 있다’는 21.5%, ‘모르고 있다’ 37.3%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인지도는 박물관(평균 3.08점)이 미술관(평균 2.8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는
- 박물관은 ‘국립’(평균 3.32점), ‘공립’(평균 3.14점), ‘사립’(평균 3.03점), ‘대학’(평균
2.87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국립’(평균 4.00점), ‘공립’(평균 3.13점), ‘사립’(평균 2.74점), ‘대학’(평균
2.55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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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관련 인식
2) 기관 간 협력 참여도
전체 결과 분석
❍ 기관들 간 협력 참여도에 대한 긍정 응답은 48.9%(그렇다 31.4% + 매우 그렇다
17.5%)로 나타났다. (평균 3.52점)
- ‘보통이다’는 39.2%, ‘그렇지 않다’는 11.6%로 나타났다.
❍ 기관 간 협력 참여도는 박물관(평균 3.54점)이 미술관(평균 3.4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 기관 간 협력 참여도는
- 박물관은 ‘국립’(평균 3.79점), ‘사립’(평균 3.54점), ‘공립’(평균 3.51점), ‘대학’(평균
3.5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국립’(평균 4.67점), ‘공립’(평균 3.48점), ‘사립’(평균 3.44점), ‘대학’(평균
3.18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기관 간 협력 참여도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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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필요도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8.5%(필요하다 53.7% + 매우 필요하
다 24.8%)로 나타났다. (평균 4.01점)
- ‘보통이다’는 19.1%, ‘필요하지 않다’ 2.1%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필요도는 박물관(평균 4.02점)이 미술관(평균 4.0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필요도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13점), ‘공립’(평균 4.06점), ‘국립’(평균 4.00점), ‘사립’(평균
3.92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국립’(평균 4.67점), ‘공립’(평균 4.04점), ‘대학’(평균 4.00점), ‘사립’(평균
3.96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필요도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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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관련 인식
4)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축 필요 이유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로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 가능하기에’
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기관들 사이의 업무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34.6%), ‘지역 간 정보 및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에’(11.3%),
‘다양한 정보접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10.3%),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기에’(6.3%)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박물관은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 가능하기에’가 높게 나타난 반면, 미술관은 ‘기관
들 사이의 업무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가 높게 나타났다.
❍ 1+2순위 기준으로는 '기관들 사이의 업무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가
6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 가능하기에
'(48.2%), ‘지역 간 정보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에’(3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5]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축 필요 이유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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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과 범위
1)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련 예산 및 인력
의 부족’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관심 부족’(20.6%), ‘상호협력 체계의 운영 미흡’(14.1%),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및 절충 어려움’(13.7%), ‘협력망에 대한 홍보 미흡’(6.1%), ‘협력망 차원의
협력이 도움이 되지 않음’(2.6%)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관련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이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응답은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 1+2순위 기준으로는 '관련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및 절충 어려움'(44.7%), ‘상호협력 체계의 운
영 미흡’(34.6%),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관심 부족’(3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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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과 범위
2)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중요 역할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전시, 교육, 문화행사 관련 공동
기획, 지원, 홍보가 병행되는 역할수행’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에서의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지역협력형 허브역할 수행’(17.5%), ‘학술조사 및 연
구 분야의 싱크탱크 기능’(15.9%), ‘박물관 및 문화유산 관련 국제협력사업 대표창구
역할’(11.3%), ‘박물관·미술관 소장자료 및 종합정보유통을 위한 아카이브 역할 수
행’(8.0%)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전시, 교육, 문화 행사 관련 공동기획, 지원, 홍보가 병행되는 역할수행’이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응답은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림 4-7]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중요 역할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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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과 범위
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협력 대상 및 범위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협력 대상 및 범위로 ‘광역단위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중심의 박물관‧미술관 대
표 중앙관간 협력 강화’ (27.0%), ‘등록 박물관‧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23.3%),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 협회 중심’(10.5%), ‘개별 박물관‧미술관 대상 연계 협
력’(9.5%)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광역단위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이 가장 협력해야
할 대상 및 범위라는 응답은 미술관이 박물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 1+2순위 기준으로는 '등록 박물관‧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역단위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52.1%), ‘국공립 중
심의 박물관·미술관 대표 중앙관간 협력 강화’(3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8]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협력 대상 및 범위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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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 운영방향
1)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체계의 지향점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체계가 지향하는 점으로 ‘박물관‧미술관간 협력환경 조성을
통한 상호발전 도모’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박물관‧미술관을 통
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도모’(24.1%), ‘국가정책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효
과적인 운영관리’(12.9%),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소통 촉진 마련’(12.5%), ‘기
관 간 파트너십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6.6%)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박물관‧미술관간 협력환경 조성을 통한 상호발전도모’가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 체계가
가장 지향해야할 점이라는 응답은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 1+2순위 기준으로는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박물관‧미술관간 협력환경 조성을 통한 상호
발전 도모'(50.5%), ‘기관 간 파트너십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35.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9]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체계의 지향점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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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 운영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축의 선결요건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축의 선결요건으로 ‘협력을 위한 조직, 인력의 확보’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내부구성원들의 필요성 인식’(20.6%), ‘협
력망 가입을 위한 홍보활성화’(16.7%), ‘법률, 제도 기반 마련’(16.7%), ‘관련 예산 마
련’(13.5%), ‘정보표준화 및 기술적 연계협력’(3.1%)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협력을 위한 조직, 인력의 확보’가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 구축의 가장 큰 선결요건이
라는 응답은 박물관이 미술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 1+2순위 기준으로는 '협력을 위한 조직, 인력의 확보'(52.6%), '관련 예산 마련
'(5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0]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구축의 선결요건
[Base: 전체(n=622), 단위: %]

1순위
52.6
23.2
16.7

29.4
20.6

26.4
16.2

51.4

29.6
13.7

13.5
3.1

협력망가입을 내부구성원들의
위한홍보활성화 필요성인식

법률,제도
기반마련

1+2순위

협력을위한
관련예산마련
조직,인력의확보

정보표준화및
기술적연계협력

0.3 0.5
기타

제4장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수요분석

119

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 운영방향
3) 협력기반 추진체계 업무의 주안점
전체 결과 분석
❍ 협력기반 추진체계 업무의 주안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각종 행사(공동사업/프로그램) 협력 분야’(25.1%), ‘종합정
보 공유분야’(21.9%), ‘물적 자원교류 및 정리지원’(10.8%), ‘행정사무 협력분
야’(3.1%), ‘정기모임 및 협의 참여’(2.3%)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가 협력기반 추진체계 업무의 가장 큰 주안점이라는 응답
은 미술관이 박물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 1+2순위 기준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물적 자원 교류 및 정리지원'(38.6%), ‘종합정보 공유 분야’(36.7%) 등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1] 협력기반 추진체계 업무의 주안점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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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 운영방향
4)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운영성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운영성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국공립기관 중심의 협력체
제 유지 및 사립 지원 강화’가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권역별 지역
대표관 중심으로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29.1%), ‘국, 공립/ 사립/대학 관종
별 단위기관들의 협력강화’(14.6%), ‘기초단위 다중 관종의 문화예술기관간 협력강
화’(13.2%), ‘정보시스템 확대를 통해 가능한 정보중심의 교류 활성화 도모’(11.7%)
순으로 나타났다. [1순위 기준]
- 박물관은 ‘권역별 지역대표관 중심으로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이 높게 나타
난 반면, 미술관은 ‘국공립기관 중심의 협력체제 유지 및 사립 지원 강화’가 높게 나
타났다.
❍ 1+2순위 기준으로는 '정보시스템 확대를 통해 가능한 정보중심의 교류 활성화 도모'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권역별 지역대표관 중심으로 지역단위 협력
체계 구축과 운영'(45.8%), ‘국공립기관 중심의 협력 체제 유지 및 사립 지원 강
화’(3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2]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성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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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 운영방향
5)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을 통합한 협력망 체계의 필요도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을 통합한 협력망 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남
- ‘보통이다’는 21.9%, ‘필요하지 않다’는 7.1%, ‘잘 모르겠다’는 11.4%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을 통합한 협력망 체계에 대한 필요도는 박물관이 60.3%로
미술관(57.8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통합한 협력망 체계의 필요도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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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잘모르겠다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1)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은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평균
4.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공유 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평균 3.98점),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평균 3.87점),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평균 3.8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는 평균 3.6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14]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 종합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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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2)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55.6%(높다 33.1%
+ 매우 높다 22.5%)로 나타났다. (평균 3.64점)
- ‘보통이다’는 32.5%, ‘낮다’는 11.9%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64점)이 미술관(평균
3.62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72점), ‘국립’(평균 3.66점), ‘사립’(평균 3.63점), ‘공립’(평균
3.61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국립’(평균 4.00점), ‘공립’(평균 3.85점), ‘대학’(평균 3.82점), ‘사립’(평균
3.47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5]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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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3)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62.2%(높다
35.0% + 매우 높다 27.2%)로 나타났다. (평균 3.78점)
- ‘보통이다’는 28.3%, ‘낮다’는 9.5%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 중요성은 미술관(평균 3.81점)이 박물관(평
균 3.7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00점), ‘사립’(평균 3.77점), ‘국립’(평균 3.71점), ‘공립’(평균
3.7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27점), ‘국립’(평균 4.00점), ‘공립’(평균 3.96점), ‘사립’(평균
3.68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박물관·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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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4)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
전체 결과 분석
❍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58.8%(높다
35.5% + 매우 높다 23.3%)로 나타났다. (평균 3.71점)
- ‘보통이다’는 31.5%, ‘낮다’는 9.6%로 나타났다.
❍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71점)이 미술관(평
균 3.7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87점), ‘사립’(평균 3.69점), ‘공립’(평균 3.68점), ‘국립’(평균
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국립’과 ‘대학’(각 평균 4.00점), ‘공립’(평균 3.83점), ‘사립’(평균 3.5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7]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
[Base: 전체(n=622),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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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5)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전체 결과 분석
❍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63.5%(높다 40.5% + 매우 높다 23.0%)로 나타났다. (평균 3.78점)
- ‘보통이다’는 29.4%, ‘낮다’는 7.1%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80
점)이 미술관(평균 3.7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10점), ‘사립’(평균 3.84점), ‘국립’(평균 3.81점), ‘공립’(평균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18점), ‘국립’(평균 4.00점), ‘공립’(평균 3.71점), ‘사립’(평균
3.68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8]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78점

7.1%
보통
29.4%

높다
지역사회내
기초단위
문화예술
기관간협력망
구축과운영

63.5%
29.4
1.1

5.9

매우낮다

낮다
낮음

보통이다

40.5
23.0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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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6)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
전체 결과 분석
❍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59.2%
(높다 37.9% + 매우 높다 21.2%)로 나타났다. (평균 3.68점)
- ‘보통이다’는 30.7%, ‘낮다’는 10.1%로 나타났다.
❍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74점)이
미술관(평균 3.49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03점), ‘국립’(평균 3.92점), ‘사립’(평균 3.67점), ‘공립’(평균
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18점), ‘국립’(평균 4.00점), ‘공립’(평균 3.50점), ‘사립’(평균
3.3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68점

10.1%
보통
30.7%

높다
국,공립/사립
/대학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강화

59.2%
30.7
2.7

7.4

매우낮다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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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7.9
21.2
높다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7)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65.3%(높다
34.6% + 매우 높다 30.7%)로 나타났다. (평균 3.86점)
- ‘보통이다’는 26.5%, ‘낮다’는 8.2%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87점)이 미술
관(평균 3.8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97점), ‘국립’(평균 3.97점), ‘사립’(평균 3.86점), ‘공립’(평균
3.83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27점), ‘국립’(평균 4.00점), ‘사립’(평균 3.81점), ‘공립’(평균
3.75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0]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86점

8.2%
보통
26.5%

높다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등
제도기반마련

65.3%
26.5
1.6

6.6

매우낮다

낮다
낮음

보통이다

34.6

30.7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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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8)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전체 결과 분석
❍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58.7%(높다 31.7% + 매
우 높다 27.0%)로 나타났다. (평균 3.74점)
- ‘보통이다’는 32.0%, ‘낮다’는 9.3%로 나타났다.
❍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75점)이 미술관(평균 3.7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90점), ‘국립’(평균 3.79점), ‘사립’(평균 3.74점), ‘공립’(평균
3.72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27점), ‘공립’(평균 3.71점), ‘사립’(평균 3.67점), ‘국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1]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74점

9.3%
보통
32.0%

높다
협력망을
위한관련
법령재개정

58.7%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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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27.0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7.4

1.9
매우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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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9)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전체 결과 분석
❍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65.4%(높다 33.6% + 매우 높다
31.8%)로 나타났다. (평균 3.87점)
- ‘보통이다’는 26.4%, ‘낮다’는 8.2%로 나타났다.
❍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89점)이 미술관(평균 3.8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국립’(평균 4.08점), ‘대학’(평균 4.00점), ‘공립’(평균 3.90점), ‘사립’(평균
3.8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36점), ‘국립’(평균 4.00점), ‘공립’(평균 3.90점), ‘사립’(평균
3.6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87점

8.2%
보통
26.4%

높다
소장품
관리지원
및교류

65.4%
26.4
2.1

6.1

매우낮다

낮다
낮음

보통이다

33.6

31.8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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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10)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
전체 결과 분석
❍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65.0%(높다 34.9% + 매우 높다
30.1%)로 나타났다. (평균 3.86점)
- ‘보통이다’는 27.0%, ‘낮다’는 8.0%로 나타났다.
❍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 중요성은 박물관(평균 3.87점)이 미술관(평균 3.81점) 보다 높
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국립’(평균 4.08점), ‘공립’(평균 3.90점), ‘대학’(평균 3.88점), ‘사립’(평균
3.77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국립’(평균 4.33점), ‘대학’(평균 4.18점), ‘사립’(평균 3.79점), ‘공립’(평균
3.77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86점

8.0%

높다

65.0%
보통
27.0%

교육지원
및공동운영

27.0

매우낮다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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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높다

매우높다

6.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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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보통이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11)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전체 결과 분석
❍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78.1%(높다 32.3% + 매우 높
다 45.8%)로 나타났다. (평균 4.18점)
- ‘보통이다’는 16.6%, ‘낮다’는 5.3%로 나타났다.
❍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중요성은 미술관(평균 4.18점)이 박물관(평균 4.1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25점), ‘사립’(평균 4.18점), ‘공립’(평균 4.17점), ‘국립’(평균
4.05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공립’(평균 4.29점), ‘대학’(평균 4.27점), ‘사립’(평균 4.11점), ‘국립’(평균
4.00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4.18점

5.3%
보통
16.6%

높다
협력사업에
대한예산지원

78.1%

45.8
32.3
1.1

4.2

매우낮다

낮다
낮음

16.6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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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12)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전체 결과 분석
❍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의 중요성이 높다는 응답은 70.6%(높다
35.0% + 매우 높다 35.5%)로 나타났다. (평균 3.98점)
- ‘보통이다’는 23.3%, ‘낮다’는 6.1%로 나타났다.
❍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중요성은 미술관(평균 4.04점)이 박물관(평균
3.96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12점), ‘사립’(평균 3.97점), ‘국립’(평균 3.95점), ‘공립’(평균
3.9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36점), ‘공립’(평균 4.04점), ‘사립’(평균 4.01점), ‘국립’(평균
4.00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5]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98점

6.1%
보통
23.3%

높다
정보공유시스템
및디지털
플랫폼지원

70.6%
23.3
1.9

4.2

매우낮다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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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5.0

35.5

높다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1)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은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평균
4.0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보공유 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평균 3.87점),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및 ‘교육지원 및 공동운영’(각 평균 3.7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는 평균 3.5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4-26]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 종합
[Base: 전체(n=622), 단위: %]

3.55

3.66

3.57

3.60

3.55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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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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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망 미술관 지역대표관 기초단위 사립/대학 정책위원회
인지도 전체통합 중심연계 문화예술 관종별단위 등제도
제고 네트워크 협력활성화 기관간 기관들의 기반마련
협력망 협력강화
구축
구축과운영

3.66

(법률)
협력망을
위한
관련법령
재개정

3.76

3.76

4.08

(예산)
(소장품) (인력)
소장품 교육지원 협력사업에
관리지원 및공동운영 대한
예산지원
및교류

3.87

(정보)
정보공유
시스템및
디지털
플랫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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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2)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0.5%(높다 33.1%
+ 매우 높다 17.4%)로 나타났다. (평균 3.55점)
- ‘보통이다’는 38.9%, ‘낮다’는 10.6%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57점)이 미술관(평균
3.48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75점), ‘국립’(평균 3.58점), ‘공립’(평균 3.58점), ‘사립’(평균
3.5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공립’(평균 3.69점), ‘대학’(평균 3.64점), ‘국립’(평균 3.36점), ‘사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7]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55점

10.6%
보통
38.9%

높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지도제고

50.5%
38.9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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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8.4

2.3
매우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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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3)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5.5%(높다
33.8% + 매우 높다 21.7%)로 나타났다. (평균 3.66점)
- ‘보통이다’는 35.5%, ‘낮다’는 9.0%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 시급성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각 평균 3.66점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76점), ‘공립’(평균 3.67점), ‘사립’(평균 3.63점), ‘국립’(평균
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3.91점), ‘공립’(평균 3.79점), ‘사립’(평균 3.58점), ‘국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박물관·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66점

9.0%
보통
35.5%

높다
박물관·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구축

55.5%
35.5
2.4

6.6

매우낮다

낮다
낮음

보통이다

33.8

21.7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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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4)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
전체 결과 분석
❍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1.8%(높다
33.4% + 매우 높다 18.3%)로 나타났다. (평균 3.57점)
- ‘보통이다’는 37.1%, ‘낮다’는 11.1%로 나타났다.
❍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59점)이 미술관(평
균 3.5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68점), ‘사립’(평균 3.59점), ‘공립’(평균 3.57점), ‘국립’(평균
3.5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3.82점), ‘공립’(평균 3.71점), ‘국립’(평균 3.37점), ‘사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9]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57점

11.1%
보통
37.1%

높다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연계협력
활성화

51.8%
37.1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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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8.7

2.4
매우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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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5)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전체 결과 분석
❍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4.0% (높다 35.7% + 매우 높다 18.3%)로 나타났다. (평균 3.60점)
- ‘보통이다’는 36.2%, ‘낮다’는 9.8%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63
점)이 미술관 (평균 3.52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84점), ‘사립’(평균 3.68점), ‘국립’(평균 3.66점), ‘공립’(평균
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3.82점), ‘사립’(평균 3.51점), ‘공립’(평균 3.48점), ‘국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0]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60점

9.8%
보통
36.2%

높다
지역사회내
기초단위
문화예술
기관간협력망
구축과운영

54.0%
36.2
2.4

7.4

매우낮다

낮다
낮음

35.7
18.3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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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6)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
전체 결과 분석
❍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1.3%
(높다 34.2% + 매우 높다 17.0%)로 나타났다. (평균 3.55점)
- ‘보통이다’는 37.9%, ‘낮다’는 10.8%로 나타났다.
❍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60점)이
미술관(평균 3.40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93점), ‘사립’(평균 3.57점), ‘국립’(평균 3.53점), ‘공립’(평균
3.53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3.91점), ‘사립’(평균 3.37점), ‘국립’(평균 3.33점), ‘공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1]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55점

10.8%
보통
37.9%

높다
국,공립/사립
/대학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강화

51.3%
37.9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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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8.0

2.7
매우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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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7)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8.7%(높다
31.5% + 매우 높다 27.2%)로 나타났다. (평균 3.74점)
- ‘보통이다’는 31.5%, ‘낮다’는 9.8%로 나타났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74점)이 미술
관(평균 3.7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91점), ‘국립’(평균 3.76점), ‘사립’(평균 3.72점), ‘공립’(평균
3.70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3.91점), ‘사립’(평균 3.74), ‘공립’(평균 3.69점), ‘국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2]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74점

9.8%

보통
31.5%

높다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등
제도기반마련

58.7%
31.5

31.5

27.2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7.7

2.1
매우낮다

낮다
낮음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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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8)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전체 결과 분석
❍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4.3%(높다 29.6% + 매
우 높다 24.8%)로 나타났다. (평균 3.66점)
- ‘보통이다’는 35.4%, ‘낮다’는 10.3%로 나타났다.
❍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69점)이 미술관(평균 3.5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87점), ‘국립’(평균 3.74점), ‘사립’(평균 3.68점), ‘공립’(평균
3.64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00점), ‘사립’(평균 3.59점), ‘공립’(평균 3.46점), ‘국립’(평균
3.00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3]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66점

10.3%

보통
35.4%

높다
협력망을
위한관련
법령재개정

54.3%
35.4
2.7

7.6

매우낮다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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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29.6

24.8

높다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9)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전체 결과 분석
❍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59.5%(높다 31.4% + 매우 높다
28.1%)로 나타났다. (평균 3.76점)
- ‘보통이다’는 31.0%, ‘낮다’는 9.5%로 나타났다.
❍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80점)이 미술관(평균 3.63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3.91점), ‘국립’(평균 3.87점), ‘공립’(평균 3.82점), ‘사립’(평균
3.71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09점), ‘공립’(평균 3.79점), ‘국립’(평균 3.67점), ‘사립’(평균
3.49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4]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76점

9.5%

보통
31.0%

높다
소장품
관리지원
및교류

59.5%
2.6

6.9

매우낮다

낮다
낮음

31.0

31.4

28.1

보통이다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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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10)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
전체 결과 분석
❍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60.0%(높다 34.1% + 매우 높다
25.9%)로 나타났다. (평균 3.76점)
- ‘보통이다’는 32.0%, ‘낮다’는 8.0%로 나타났다.
❍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76점)이 미술관(평균 3.75점) 보다 높
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국립’(평균 3.92점), ‘대학’(평균 3.82점), ‘공립’(평균 3.79점), ‘사립’(평균
3.66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국립’(평균 4.33점), ‘대학’(평균 4.00점), ‘공립’(평균 3.75점), ‘사립’(평균
3.71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
[Base: 전체(n=556), 단위: %]

낮다
평균 : 3.76점

8.0%

높다

60.0%
보통
32.0%

교육지원
및공동운영
1.8

6.3

매우낮다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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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34.1

보통이다

높다

25.9

매우높다
높음

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11)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전체 결과 분석
❍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73.3%(높다 32.6% + 매우 높
다 40.7%)로 나타났다. (평균 4.08점)
- ‘보통이다’는 21.7%, ‘낮다’는 5.0%로 나타났다.
❍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4.10점)이 미술관(평균 4.01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28점), ‘사립’(평균 4.11점), ‘공립’(평균 4.07점), ‘국립’(평균
3.89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18점), ‘공립’(평균 4.10점), ‘사립’(평균 3.96점), ‘국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6]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4.08점

5.0%
보통
21.7%

높다
협력사업에
대한예산지원

73.3%
21.7
1.4

3.5

매우낮다

낮다
낮음

보통이다

40.7

32.6

높다

매우높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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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
12)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전체 결과 분석
❍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의 시급성이 높다는 응답은 65.3%(높다
34.4% + 매우 높다 30.9%)로 나타났다. (평균 3.87점)
- ‘보통이다’는 28.1%, ‘낮다’는 6.6%로 나타났다.
❍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시급성은 박물관(평균 3.88점)이 미술관(평균
3.8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 세부 유형별로는
- 박물관은 ‘대학’(평균 4.10점), ‘사립’(평균 3.93점), ‘공립’(평균 3.79점), ‘국립’(평균
3.74점) 순으로 나타났다.
- 미술관은 ‘대학’(평균 4.00점), ‘공립’(평균 3.90점), ‘사립’(평균 3.86점), ‘국립’(평균
3.33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7]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Base: 전체(n=622), 단위: %]

낮다
평균 : 3.87점

6.6%
보통
28.1%

높다
정보공유시스템
및디지털
플랫폼지원

65.3%
28.1
2.1

4.5

매우낮다

낮다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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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다

34.4

30.9

높다

매우높다
높음

마. 향후 정책 추진 방향
13)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및 시급성
전체 결과 분석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관련 중요성과 시급성을 중요도-실행도 분석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IPA) 매트릭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11개 항
목 중 2개 항목(‘[예산]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정보] 정보 공유 시스템 및 디지
털 플랫폼 지원’)이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도출되었다.
❍ 반면, ‘[인식]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와 ‘[네트워크 구축] 국, 공립/사립/
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그림 4-38]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 및 시급성
[Base: 전체(n=622) 단위: 점]
(최대: 4.08)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정보 공유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

시급성

교육지원 및 공동 운영

(평균: 3.71)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
국, 공립/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
지역사회 내 기초단위 문화예술기관간
협력망 구축과 운영
박물관·미술관 전체통합
네트워크 구축

협력망을 위한 관련 법령 재개정

광역단위 지역대표관
중심 연계협력 활성화

(최소: 3.55)

중요성
(최소: 3.64)

(평균: 3.82)

(최대: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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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조사
가. 박물관․미술관법과 협력망 운영의 불일치
협력망과 관련한 법제도 관련 의견은 협력망 법이 실무와 괴리가 있으며, 보완이 필요
하다는 측면이 대부분이었으며, 관련한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첫째는, 법제화된 협력망 법이 기관간의 협력을 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를
강제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지점이었다. 박물관 학예 업무는 협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협력망 인식에 있어 협력의 개념이 기존의 박물관에서 자유롭게 이루어
지고 있던 협력의 의미를 와해시킨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업
무 상 한정된 소장품을 극복하고, 연구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관간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상호 신뢰가 형성 되어야 하는데, 현행 법은 오히려 상호 신뢰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의 작용이 아니라 강제적 협력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 본 것이다.
“협력망에 있어서 학예업무 특성 자체는 협력에 기반한다. 꼭 중앙 집권적인 협력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협력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며, 실제 학예 업무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법에 의해
강제성이 발휘되는 경우는 데이터 통합이 해당되지만, 실무자들은 이를 협력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소장품
관리로 인식한다.” (담당자 A)

이러한 법제화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협력망의 협력에 대한 법제화로 인하여 협력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보다는 협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제적으로 맞추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을 지양하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협력망은 협력 활성화
의 기틀로 작용해야하지만, 협력망 법은 각 박물관 미술관의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검토
하면서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요건을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협력망은 소장품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박물관 미술관들이 제공하여 강제적인 협력 체계를 만든 것
같다. 박물관 미술관은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법으로는 정보 교류 협력을 하라고 하니 박물관 미술관이
협력망 하는 것을 꺼리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 A)

둘째는 협력망 법 상 협력망과 중앙관이 지정되어 있어, 새로운 협력망이 구축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협력망 법 상에는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 만이 존재하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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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립민속
박물관의 경우 협력망 법 상 중앙관으로 되어 있으나,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은 협력
망 법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협력망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 박물관으로써 박물관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학문 분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협력망을
구성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협력망의 권위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협력망에
관하여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자 B)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이나, 관종들 간의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력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력망을 구성하는데,
특정 협력망의 지정 상황은 자발적 협력망의 구성과 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협력망
체제의 서열화와 인정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법을 통해 협력망을 인정받든 못받든 지역 내 박물관 미술관들의 상호 협력 체계로 협력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 협력망도 법적 근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협력망을 만들고 운영한다. 법이 협력망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근거가 되어야지, 법의 제약으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미룰 수는 없다.” (담당자 C)

이처럼 협력망 담당자들이 법적 보완 혹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에는 협력망
법의 개정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 박물관 협력망의 통합화를 시도하는 과
정에서 박물관 협력망의 중앙관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협력망 법
이후 등장한 국립박물관들이 자발적인 협력망을 구축한 경우, 혹은 하고자 하는 경우 박물
관 협력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박물관 전체의 통합성도 유지되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협력망 사업을 운영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협력망의 중앙관 지정 체계가 박물관 미술관을 서열화하고, 주최
기관과, 참여기관으로 양분화한다는 것이다. 중앙관의 소집에 지역 대표관은 응해야하는
구조나, 협력망 사업을 위한 예산을 중앙관이 배부하여 돈을 주는 기관이 되고, 돈을 받
아야하는 열악한 기관은 지원서를 쓰고 공모에 응하여 중앙관이 치르는 심사를 기반으
로 지원받는 구조에서부터 서열화를 야기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공조직의 위계서열적 구조에서 네트워크적 구조로의 변화를 협력망 법이 따라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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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은 수평적 구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협력망 법은 처음부터 서열화를 적시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내
조직도 수평적 팀조직으로 변화하고 상호 전문성에 기반해서 협력하도록 하는데, 협력망 체계는 너무나도 분
명한 수직구조이다. 21세기 박물관 협력 체계로 나아가기위해서는 협력망의 법적 근거가 수직적 체계 근거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자발성과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협력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열린 구조로의 변화
가 필요하다.” (전문가 B)

나. 유사협력단체와의 불명확한 관계설정
협력망 담당자들과, 협력망 참여관 담당자, 유사협력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유사협
력 단체와의 관계에 관한 의견은 공통적으로 유사협력 조직과의 혼선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협력망, 협회, 협의체, 네트워크 등이 모두 협력에 기반하고 있으며, 때로는 유사협
력망이 협력망보다 직접적으로 박물관․미술관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이라 보았다. 박물관
협력망들의 경우 타 박물관 협력망과 별도로 운영하나 서로의 사업에 대해 중복되는 지
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협력망 및 유사협력의 주체는 모두 명확하
게 구분되지만, 협력망에 참여하는 일반 박물관․미술관들은 협력망과 유사협력망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 조사상의 결과에 이를 감안해야한다.
“일반 박물관들은 협력망과 협의체 간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담당자 A)
“협회는 매번 협력 박물관, 미술관에 연락을 하고 만나서 네트워킹 할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예전에 협력망
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한 적도 있다. 때문에 협회랑 협력망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 (담당
자 C)

협력망 및 유사협력망 담당자들이 협력망 및 유사 협력체간의 혼선을 인식하고 있으
며 타 협력체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협력망의
운영자로의 중앙관은 협력의 참여자보다는 협력체제의 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보다 초점
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유사협력 조직간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상호 협력 관계
를 유지하거나, 혹은 협력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각각의 협력망을 지속 유지하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유사협력망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협력망의 분명한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체제 가운데 협력망이 협력의 기반 체계
로 기능해야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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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망이 왜 협회나, 지역 협의체와 헷갈리는지에 대해서는 협력망이 개성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한 협력을
위한 단체의 성격을 지닌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 물론 지원금을 줄 근거는 되겠지만,
그것은 협력망이 나아가려는 길이 아니지 않는가. 협력망은 다른 협력 단체와는 다른 협력을 위한 기반의
마련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한다. 협력이 작동하고 자발적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정비하게 된다면, 기반을 활용한 협력이 이루어질 때 협력망이 유사헙력체들과 다른 권위와,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전문가 C)

다. 조직 차원의 협력망 정책기능 어려움
박물관 협력망이나 미술관 협력망의 경우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의 포괄식 협력망 체
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협력망, 지역대표관, 지역 협의체 등으로 각 조직의 구조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운영 및 구조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분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혹은 협력 구조 내에서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박물관․미술관의 불안정
한 운영상황이 협력망 구조상의 문제 야기의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2010년까지 지역대표관을 운영하다가 지역대표관과 기관 산하 박물관들의 중복이 많아 지역대표관을 별도
로 모아 협력망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기관 산하 박물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들과 상생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협력망 회의라는 명칭으로 회의
를 하지 않을 뿐이다.” (담당자 A)
“협력망을 운영하다 보면 회원관의 동정이 수시로 바뀐다. 폐관을 하기도 하고,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기도 한다. 혹은 박물관의 상황이 달라져서 협력망 사업참여가 임의로 중단되는 등 상황이 급변하기
도 한다. 박물관 협력망의 구조는 회원관의 역할도 중요한데, 회원관의 여건에 따라 협력망의 운영 구조가
흔들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담당자 B)
“지역 협의체와 협력망의 연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협력망은 중앙관과 공립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대표관 간의 협력을 위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담당자 E)

이처럼 협력망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앙관의 선택에 따라 법적으로 체계
화된 조직 구조가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법적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하더라도 국․공립
중심의 구조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협력망 구조에 있을 박물관․미술관의 상당
수가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 협력망의 각 체계가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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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협력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 협력망에 관한 정책이나 협력망 운영에 정부가 주도, 참여한
사례가 마땅히 없다. 협력망을 중앙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정부가 지원하고 운영한다 생각해야하는
데, 정책이 바뀌는 것에 박물관 미술관의 프로그램이 안바뀌는 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정책을
긴밀하게 정부와 개별 박물관 미술관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전문가 D)
“코로나19가 터지고 박물관 미술관이 우왕 좌왕할 때, 즉각적 대응은 어떻게 하고 중장기적 대응은 어떻게
할지 개별 박물관 미술관들의 대응 마련이 따로 있고, 국립 박물관 미술관의 방안이 따로 있고, 질병관리청이
공표한 것은 또 따로였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서 대응한다면 어떤 것은 가능할지 함께
협력하고 논의하는데 협력망이 작동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협력망이 마련하고 변화해
내가야 할 것이다.”(전문가E)

라. 협력망 운영체계의 실효성 문제
“협력망의 업무는 중앙관이 학예 기능을 수행하면서 처리하는 행정 업무 가운데 굉장히 작은 부분의 사업에
속한다.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고 있는 중에 관장하는 사업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다보니 매번 협력망
소속 참여관을 챙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일은 거의 어렵다.” (담당자 A)
“협력망 회의나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일방적으로 중앙관이 대부분의 일을 결정한 후에 회원관에게 통보하는
형태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럴 때 협력을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바쁘기도 하고, 의견을 조율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협력망이라고 하면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그럴 여지가 없어. 그냥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시키는 기분이 든다.” (담당자 F)

이처럼 협력망 운영에 있어서 각 중앙관은 대부분 1명의 담당자가 협력망을 담당하고
있으며 업무상의 과중함과 학예와 행정 업무 사이의 협력망 운영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으로 인하여 일방적 사업의 추진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협력망의
협력적 기반이 되는 다양한 소통을 제한하고 상명하달식 네트워크 구조를 고착화하여
박물관․미술관 간의 서열을 만들고 협력망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지역 협의체는 민간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압도적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협력보다는 박물관의 유형에 따른 이권에 의해 협의체가 유지 운영된다. 지자체는 협력망을 구성하는 것만
관여할 뿐 협의체가 생겨나면 그 이후는 박물관․미술관들에 맡겨버린다. 지역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이 열악하다
보니 협력망에 기반한 협력보다는 협력망 지원사업에 지역 협의체 활동이 이루어진다.” (담당자 C)

협력망의 담당자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전적 방향을 고민하는 역할을 해야한
다는 것이 전문가들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협력망 담당자들은 논의 안건을 정하고, 해당
논의 안건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며, 그 결과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협력망 사업을 기획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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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협력망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며, 전문인력으
로써 연구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협력망 담당자는 큐레이터도 아니고, 행정직도 아니지만 모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력망은 협력의 기반
체제이고 이를 통해 논의되거나 운영되는 것들은 기관들 간의 협력과 성과로 이어진다. 협력 사업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세부적으로 운영과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과 같은 사업
기획과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다수의 이해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이므로
전문 인력 담당자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매개인력, 경영
인력이 그 일을 해야한다고 본다.” (전문가 F)

마. 협력망 운영사업의 제한적인 한계
“협력망 지원사업 수혜 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열악한 박물관 여건상 학예 인력이 모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워 협력망을 통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지원받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지원사업을 받는 기관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중앙관과 지속
적인 협력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담당자 B)
“국내 박물관ㆍ미술관의 절대 다수는 사립미술관이다. 때문에 협력을 하고싶어도 대부분 지역 협의체 단위로
가면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이 협의체나 협회 회장을 맡고, 투표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사립박물관ㆍ미술관이
머릿수로 이권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로 지원사업을 딸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담당자 D)
“협력망을 가입하면 지원사업을 딸 수 있다고 해서 협력망 중앙관의 권유로 가입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을
하고 나니, 그다음부터는 형평성의 문제로 제안서를 넣어도 사업 지원을 안해주었다. 두어번 넣고 탈락했다는
소식 듣고는 더 이상 제안서도 넣지 않는다. 지원사업하려고 협력망 하지 다른 활동은 어차피 없지 않는가?”
(담당자G)

협력망 사업이 주로 지원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뷰 결과 중앙관은 협력
망 사업에 있어 지원 사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지역 협력망 활동관의
담당자는 모든 의결이나 논의의 방향이 사립 기관의 지원으로 가게 되고 있어 상호 협력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원사업의 수혜기관이었던 담당자는 협력
망의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협력망 활동을 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지원사업은 지속적인
협력망 활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지원사업이 박
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을 위한 동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하며, 또한 지원사업의
수혜가 박물관․미술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여건 개선의 역할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지원사업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고 협력망의 핵심 운영사업으
로 지원사업이 타당한지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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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망 사업이 지원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회의가 중심인데, 운영 사업이 협력을 진짜 활성화 하고, 협력
에 참여한 상호 기관이 이후 지속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길이 없다. 박물관 미술관들의 운영
여건의 차이와 협력 관계 형성에 방해가 되는 열악한 상황의 박물관 미술관 지원은 필요하지만, 협력망 사업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해서는 협력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협력망 사업은 협력 주체간의 쌍방
협력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협력 여건을 용이하게 만드는 사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전문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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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견종합과 시사점

1. 설문조사 시사점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설문조사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설문영역은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인식 부분을 측정하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40.8%는 협력망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37.3%는 협력망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응답하여 인식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인식도를 확인한 대학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협력망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관련 참여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48.9%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 의견(11.6%)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78.5%가 협력망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2.1%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였기에, 상당수 응답자들이 협
력망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협력망 구축이 필요로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 가능하기
에’가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기관들 사이의 업무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34.6%), ‘지역 간 정보 및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기에’(11.3%), ‘다
양한 정보접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10.3%), ‘불필요한 중복업무를 줄일 수 있기
에’(6.3%) 순으로 나타났다.
박물관은 ‘제한된 자원을 공동 활용 가능하기에’가 높게 나타난 반면, 미술관은 ‘기관
들 사이의 업무 향상 및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가 높게 나타나며 기관별 편차가
확인되었다. 협력망 수요 의견에 따라, 향후 기관별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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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설문영역은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역할과 범위를 조사해보았다. 박물관 및 미
술관 협력망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관련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관심 부
족’(20.6%), ‘상호협력 체계의 운영 미흡’(14.1%),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및 절
충 어려움’(13.7%), ‘협력망에 대한 홍보 미흡’(6.1%)순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에서
‘관련예산 및 인력지원’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로 ‘전시, 교육, 문화행사 관련
공동기획, 지원, 홍보가 병행되는 역할수행’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에서의 문화교류사업에 대한 지역협력형 허브역할 수행’(17.5%), ‘학술조사 및 연
구 분야의 싱크탱크 기능’(15.9%)순으로 응답했다. ‘전시, 교육, 행사관련 공동역할’을
위한 세부 정책마련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협력 대상 및 범위로 ‘광역단위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중심의 박물관‧미술관 대
표 중앙관간 협력 강화’ (27.0%), ‘등록 박물관‧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23.3%),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 협회 중심’(10.5%), ‘개별 박물관‧미술관 대상 연계 협력’(9.5%)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기준으로는 '등록 박물관‧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이
5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역단위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52.1%)순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체계 및 운영방향에 대한 측정결과를 살폈다. 박물관 및 미
술관 협력망 체계가 지향하는 점으로 ‘박물관‧미술관간 협력환경 조성을 통한 상호발전 도
모’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가
능한 성장도모’(24.1%), ‘국가정책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관
리’(12.9%),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소통 촉진 마련’(12.5%), ‘기관 간 파트너십 협
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6.6%) 순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협력환경조성’ 및
‘지속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협력망 추진과 관리에 정책적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축의 선결요건으로 ‘협력을 위한 조직, 인력의 확보’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내부구성원들의 필요성 인식’(20.6%), ‘협력망
가입을 위한 홍보활성화’(16.7%), ‘법률, 제도 기반 마련’(16.7%), ‘관련 예산 마
련’(13.5%), ‘정보표준화 및 기술적 연계협력’(3.1%) 순으로 나타났다. 1+2순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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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협력을 위한 조직, 인력의 확보'(52.6%), '관련 예산 마련'(51.4%) 등의 순으로 편
차가 확인되었다.
협력기반 추진체계 업무의 주안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종 행사(공동사업/프로그램) 협력 분야’(25.1%), ‘종합정보
공유분야’(21.9%), ‘물적 자원교류 및 정리지원’(10.8%), ‘행정사무 협력분야’(3.1%),
‘정기모임 및 협의 참여’(2.3%) 순으로 확인되었다. ‘인적교육’ 및 ‘행사협력․교류’, ‘협력
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을 통합한 협력망 체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9.6%로 나타난 반면에, ‘필요하지 않다’는 7.1%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체제의 통합 필요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유의미한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협력망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협력망에 대한 관계자들
의 인식을 횡단면적으로 조사하여 향후 협력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구조화하고자 하
였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중요성을 조사한 결과, ‘협력사업에 대한 예
산지원’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공유 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70.6%),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65.4%), ‘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
기반 마련’(65.3%), ‘교육지원 및 공동운영’(65%)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물관·미
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는 평균 5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정책추진체계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 ‘협력사업에 대한 예
산지원’이 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보공유 시스템 및 디지털 플랫폼
지원’(65.3%), ‘소장품 관리지원 및 교류’(59.5%) 및 ‘교육지원 및 공동운영’(60%), ‘박
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 등 제도기반 마련’(5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 인지도 제고’는 5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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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견조사 결과
협력망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정리
하였다.
첫째, 협력망에 대한 환경조성 측면에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협력망을
운영하는데 있어 법․제도가 이를 아우를 수 없고, 혹은 기준이 되어주지 못해 협력망의
규모, 체제, 운영 상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법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는 협력망의 상황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협력망 여건이 변화함에 따른 법․제도의 변
화와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협력망 자체의 기능과 역할, 목표가 다른 유사협력단체들과의 차별성을 모색해
야한다는 점이다. 박물관․미술관 간의 자발적 협력단체 혹은 협회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
가 산발적으로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역할이나 방향성이 차별화되지도 않고 있으며, 혹
은 유사한 협력조직의 참여관들이 협력망을 구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협
력망 간의 사업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혹은 협렵망
사업의 위탁 운영을 유사협력단체들이 진행함에 따라 협력망이 체제인지, 혹은 협력 사
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협력망 체제의 강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업이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협력망 체제의 정책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협력망은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각각 중앙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협력망 구조상 가
장 상위에 위치하며 그 아래로 지역대표관을 두고 지역 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는 상하
구조로 구성되어있으나, 실제 운영이 이에 일치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관은 전문 인력의 부족을 느끼고 있으며, 지역대표관들은 중앙관의 권위적인 협
력망 운영 체제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협력망의 기존의 체제와 구조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관리차원의 한계와, 관리에 대한 불만이 상충하면서 협력망의
운영 자체가 협력을 위한 소통 체제로 작동을 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의 서열화를 통한 계급화를 야기하고 있다. 협력망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과 소통의
체제를 위해서 현재의 정책하달 식 소통 및 협력 구조를 재검토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협력망 사업에서 운영체계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협력망의 운영
은 주로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관은 협력망 정책에 따라 지원사업의 성

158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격을 임의 결정하고, 수혜기관은 중앙관의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협력망의 사업이 중앙관과 수혜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지도 않게 되
고, 협력망 수혜기관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효과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협력을 위한 협
력망의 체제와 지원사업이 중앙관의 지원 하에 지원금 혹은 지원 프로그램의 배분 체제
및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가장 중요한 상호협력은 정작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에 협력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사업이 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협력의 촉진을 위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체
계의 방향성을 개선 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협력망 지원 사업의 성격이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제안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협력망 사업의 중앙관 및 참여 기관이나 유사협력망 관계자들이 동일하게 지적한 부분
은 협력망을 통한 개별 박물관․미술관이 할 수 없는 박물관․미술관 전반을 아우르는 역할
을 수행하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협력망이 단순히 박물관․미술관 기관간의 협력을 유도
하는 사업이나 체계가 아닌 박물관․미술관 공동 협력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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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그림 5-1] 추진단계별 프로세스

본 연구의 정책목표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실효성 있는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이
를 토대로 협력증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운영실태 및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관계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
해 협력망 운영의 개선점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추진과정의
결과를 기초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체계적인 운영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정책방향은 『협력망 기능 재정립』, 『자원협력 체계 마련』, 『제도적 기반조성』을 선정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세부과제
로 「협력체계 환경조성」, 「종합 장기전략 수립」, 「참여 거버넌스 강화」, 「자원의 이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제고」, 「인적자원 인프라 확대」, 「법률제도 정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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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망 기능 재정립
협력망은 궁극적으로 박물관의 사회적 가치와 위상을 알리고 박물관 간의 연대와 소
통,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박물관이 실질적 가치향상을 지향하는 체제이다.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
력망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협력망은 프로젝트형 협력
망과 구조적 협력망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띠고 있는 형태로,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로의
역할과, 지원사업 및 프로젝트 목적으로의 플랫폼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협력망의 복합
적인 유형은 단일 유형의 협력망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큰 틀의 체계 마련과 동시에
연동되는 프로젝트 플랫폼이 작동하는 유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특정
박물관, 미술관의 소외 없이 국내 소재 박물관, 미술관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주요한 작동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협력망의 가장 큰 문제는 협력적 네트워크 조직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어 협력망이
지닌 공적인 기능과 역할이 차별되지 않고, 각 네트워크 조직마다 그 의미를 새롭게 이
해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협력망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협력망의 경우 중앙관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개별적 해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유형이라기보다는 운영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특정
유형의 협력망으로 운영한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협력망이 동일한 ‘협력망’이라
는 이름으로 공존하게 되어 협력망 자체의 의미가 모호해지며, 협력에 참여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기반 협력에 대한 이해도 차이게 나게 된다. 이를 개선하고자 ‘협력망’의 기능
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력망을 인식하는 개별 박물관뿐만 아니라
중앙관 간에도 협력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협력망의 체제적 기능과 프로젝트 추진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는 박물
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기존 체제 통합 후 협력망의 개념과 그 기능을 재편할 필
요가 있다. 국내 박물관과 미술관을 아우르는 협력망은 통합 협력 체제로서 작동해야한
다.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의 관종별 구분과 중앙관, 참여관 등
의 구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협력망 내에서는 사업이 분리 운영되거
나, 혹은 상호간의 분리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력망은 각 관의 여건과
상황의 차이와는 별개로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공적 체제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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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립, 공립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등과 함께하는 공동의 정책
및 협력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
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현재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 질적으로 문제
가 있는 만큼, 지원에 앞서 교류 협력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컨설팅 등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각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명칭에서 ‘통합 박물관 협력망’과 같은 통합된 체제로의 협력망의 재정
비가 필요하다.17) 기존의 박물관 협력망, 미술관 협력망의 경우 통합 협력망에 흡수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운영되는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이나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과는 지속적으로 그 의미가 충돌하여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때문
에 협력망이라는 명칭을 ‘박물관 통합 협력 네트워크’ 등으로 새로이 명칭을 개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통합 협력망은 네트워크 단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협력망이나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는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각기 다른 조직형태를 띠거나, 서로 다른 협력 사업을 운영하는 현재의 협력망을 강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활성화 시킬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와 협
력적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통합한 진흥 정책은 2019년 중장기 계획 이후 코로나 19 사태와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하게 확장된 박물관 미술관의 디지털화, 박물관 미술관의 사회적
기여와 커뮤니티 활성화의 구심점으로의 역할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보다 적극적인 발
전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새로운 협력망은 이러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체계의 계획
수립, 실행, 성과 측정 등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구이자 주체이자
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주체를 포용하는 방식의 정책을 구상, 계획, 제안하
는 정책협의체 구성이 선행 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인 협력망과, 박물관 정책의 비
전과 전략을 만들어 가는 노력 필요하다. 박물관 미술관 정책을 국가의 기본 정책과 연
결,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대표적으로 지방 분권에 따른
지역사회를 중앙과 연결하는 체제를 정립하고 권역별 거점 역할 수행기능의 체계화 및
협력체제기반의 특성화 등의 방안 모색이 해당된다.

17) 이후 통합박물관 협력망으로 그 명칭을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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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기존 및 제안 박물관 협력망 체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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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협력 체계마련
현재 박물관·미술관이 갖고 있는 운영규모 및 사업범위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박물관·미술관의 구조적 변화가 촉진되고 협력망을 통한 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개별 기
관의 유휴 장비 및 보유기술 활용이 촉진되고 장비와 인력 등이 상호 연계됨으로써, 고
정비용의 최소화와 중복투자 방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간 융합
및 기술서비스의 융합으로 수요자들의 니즈 기반에 대한 빠른 시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능한 기관운
영의 성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원 협력 체계의 경우 박물관 미술관의 유형별 입장이 상이하게 차이난다.
국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자원은 공공자산으로 공공성에 입각하여 공유와 자원 협력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체계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개인, 법인, 재단 등 특정 이해관계자의 개별적 소유에 입각한 자산에 해당되어, 설령
박물관과 미술관이 공공성에 입각하여 설립된다 하더라도 자원 협력의 경우 소유자의
자발적 자원 협력의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자원 협력으로의 소
장품 정보를 다룬 데이터 협력망이나 소장품 교류가 사업은 진행이 되었으나 국공립박
물관 미술관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사업 운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자원 협
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협력의 요구로는 한계가 있으며, 자원 협력이 자발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토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단계적으로 자원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자원협력에 따른 효과와 이점을 강화, 공유하여 자원 협력이 박물관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박물관 미술관의 자원 협력은 기존에 박물관 미술관이 독점 소유하고 있던 자원을 공
유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자원의 공유는 공유 방식의 설정과, 공유에 따른 성과 제
고, 지속적 공유로의 확장 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 공유에 대한 기존의 e 뮤지엄과 같은 공개적인 플랫폼을 마련하
고, 자원 정보 공유에서부터, 실질적 자원을 공유하도록 매개하며, 자원 공유의 성과가
공유되는 것이 플랫폼 안에서 상호 연동되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기존에도 데이터 협력망을 통해 각 박물관·미술관이 보유한
소장품의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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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며 일부 사립 및 대학 박물관들이 포함된다. 데이터 협력망
에 미술관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데이터는 협력망을 통해서가 아닌 개별 미술관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공개되는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
데이터 협력망 외의 자원 공유의 경우, 기존의 시도립미술관의 소장품을 교환하여 전
시하는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의 전시 교류 사업이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협력망 사업의 일부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순회 전시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러나
시도립미술관 네트워크의 경우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나 현재는 운영을 멈춘 상태이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의 경우 자유롭게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을 선별 기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의 허락에 의해서 작품이 선별되어 전시가 이루어
진다. 자원 공유의 방식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점차 박물관 미술관들의 자원공유는 자원
공유의 방식이 공개적이지 않고, 수평적이지 않거나, 상호 자발적, 협력적이지 않는 상
황으로 인하여 실험적으로 시도도 되었다가 사라지거나 규모가 축소, 대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원 공유에 대한 방식은 우선, 개방성을 지향해야 한다. 소장품의 정보가 상호 개방되
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의 열린 구조가 공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원 공유 방식은 공공성에 기인하여야 한다. 자원 협력은 관람객 향유의 질을 높이고
공공에게 열린 태도를 지니는 정체성의 성격에서 연장되는 것으로 공공성의 방향에서 사
용, 활용되면서 가치가 확대,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자원 공유결과의 성과적 가
시화를 지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정보의 공유와 자원 공유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관리 외에도 자원 정보 및 자원과 관련한 빅데이터 정보 등 정보 체계에 대한 가
시적 데이터결과물이 도출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2] 협력망 자원 플랫폼의 선순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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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기반조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것은 협력망 운영상 기존의 박물관 미
술관 협력망 운영과 제도가 불일치되어 온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정비해야하
는 것과 함께, 협력망의 기능의 재정립에 따라 협력망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
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양분화된 협력망 체계를 통합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리하는 정책 관리 체계의 정비를 통합 재정비하
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거시적인 정책적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박
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기반과에서 해당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기능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등 정책적 관리의 통합에 혼선을 빚고 있다. 박
물관과 미술관의 정책적 소통 대상으로 소관 부서의 명확화와 통합화는 박물관의 대외
적 옹호 기능을 강화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더불어 법률제도상 양분화된 박물관과 미술관 협력망의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박
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이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3조의 협력망 법 상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이 양분화 된 것을 수정 재정비하여
통합화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망의 대외적 옹호 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법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협력망의 대외적 옹호기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물관계와 정책유관자
들 간의 소통, 박물관계와 대중과의 소통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통해 정책차원에서 적극
적으로 협력망과 소통하고, 박물관의 대중화를 위한 가치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입안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이 협력망과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여 정책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이 소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의 상호간 정보/인력/사업의 교류
와 네트워킹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것에 대하여 박물관 미술관의 변화하는 역할과 기능
을 기반으로 협력망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
되어야 한다. 기존의 박물관 협력망은 정보협력사업이 법과 제도 에 따른 가장 우선되는
추진 근거였으나, 법제화가 되는 1990년대 이후 30여년이 흐른 오늘날 해당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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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정보 협력 네트워크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정보 공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상의 문제나, 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문제는 현재의 협력망 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박물관 미술관의 정보 유형이 이미지 뿐만 아니라, 영상, 메타데이터 등 다변화되
는 상황을 기반으로 정보 협력을 위한 지원 법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끝으로, 협력망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박물관 협력망법 상으로
중앙관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된 국립민속박물관이 운영하고 있
는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이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선행
사례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운영하는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 등 협력망의 체계를 명
확히 해야 한다. 통합적 박물관 협력망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동시에, 그 산하에
다양한 하위 협력망이 발생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화
와 자생적 환경을 마련하여 능동적인 협력참여에 대한 박물관 미술관들의 여건을 개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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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세부과제 추진전략

1. 협력체계 환경 조성
협력망은 궁극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으로
작동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망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협력망은 구조적형 협력망 가운데 독립적 협력망과 공공박물관네트워크 협력망
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띠고 있는 형태로,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로의 역할과, 지원사업
및 프로젝트 목적으로의 플랫폼 역할을 모두 수행한다. 협력망의 복합적인 유형은 단일
유형의 협력망을 운영하는 것과는 달리 큰 틀에서의 체계가 마련됨과 동시에 연동되는
프로젝트 플랫폼이 작동하는 유기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특정 박물관,
미술관의 소외 없이 국내 소재 박물관, 미술관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주요한
작동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관에 따른 현재의 협력망은 기능과 역할이 개별적 해석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적인 유형이라기보다는 협력망마다 운영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특정 유형
의 협력망으로 운영한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협력망이 동일한 ‘협력망’이라는
이름으로 공존하게 되어 협력망 자체의 의미가 모호해지며, 협력에 참여하는 박물관, 미
술관들의 협력망 기반 협력에 대한 이해도 차이가 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협력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협력망을 인식하는 개별 박
물관 및 전문 인력들뿐만 아니라 중앙관간에도 협력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공동의 합
의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협력망의 체계적 기능과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적 협력망과 공공박물관네트워
크 협력망의 성격 어느 하나로 치우치기 보다는 복합적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기존의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과의 연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기능을 해온 박
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의 기능을 통합하고 박물관에 대한 대중적 옹호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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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기능을 재정립해야한다. 협력망은 때로는 통합되어, 때로는 박
물관 정책과 미술관 정책으로 양분화되어 이루어지면서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적 발전
을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박물관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을 알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행,
입증, 확산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지원사업, 법제도 마련 등 대외적 옹호의 기능으로의
작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변화하는 박물관 환경과, 이에 대한
제도적 실무적 협력, 변화를 따라가기 힘든 박물관·미술관들이 개별적 협력, 협력망, 혹
은 유사협력망을 구성하고 체계적 혼선을 야기하게 된 것은 협력망의 기능에서 가장 선
행되어야 하는 박물관의 대외적 옹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협력망이 부재했기 때
문에 생존과,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의 차원에서 자발적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은 국내 박물관 미술관을 아우르는 대외적 옹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과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은 통합 협력망 체제에서의 다양화되
는 협력망 유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하여 통합 협력망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분리, 국립,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의 관종별 구분과 중앙관, 참여
관 등의 구분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협력망의 사업이 분리 운영되거나, 혹은
상호간의 분리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협력망은 각 관의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한 체제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련된 협력망은 이러한 박물관 미술관 진흥 체계의 계획 수립, 실행, 성과
측정 등을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창구이자 주체이자 체계로 작동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를 포용하는 방식의 정책을 구상, 계획, 제안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을
통해 박물관계의 협력적 소통 체계를 마련하고, 대중에게 박물관 미술관의 역할과 가치
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 검토되는 등 박물관 미술관의 대외적 옹호 기능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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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운영 전략 수립
협력망 체계가 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적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2019~2023)이 발표되었으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 계
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별 기관들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정한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기관들 간 일관된 협력망 관련 정책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협력망 정책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추진해야할 과제추진을 위한 로드맵 구성이 요구된다.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계획구상은 5년과 10년을 기준
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에 맞는 정책적 지원방안, 사업목표, 다양한
활동 추진 내역, 관련 행정 조직 및 지원조직의 구성과 업무분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사항은 협력체계 구축환경이 조성되며 장기적
으로 협력마인드가 형성되고,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되는 선순환적 구조와 관행을 정착시
킬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그림 5-3] 협력체계 구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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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종합운영 기획과 세부전략
1기 협력망 기반구축기: 협력망 사업 도입
∙
∙
∙
∙
∙
∙
∙
∙

온라인 협력망 사업 구축 및 시범 운영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역 대표관 설정 및 시범운영 실시
기획·교류지원 사업 정비 및 시범실시
지역 외 관내 박물관․미술관 및 연계망 사업홍보
협력망 연관 법률 및 조례 개정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및 시행
인력지원 사업도입 및 관련 사업 정비

2기 운영 모형개발·성장기: 협력망 사업 전개
∙
∙
∙
∙
∙
∙
∙
∙

1기의 협력망 사업 평가 및 개선 사업
전국단위 협력망 구체적인 정립
온라인 사업 정착화 및 운영
기획·교육지원 사업 실시 및 정착화
소장품 교류 및 대여 사업 정착화
협력망 평가 사업 실시
협력망 성과관리 시작
대학과의 연계통한 사업 실시

3기 협력망 정립기: 협력망 사업 안정화 및 성숙기
∙
∙
∙
∙
∙

자율적 조직 운영과 관리 달성
2기 협력망 사업 평가 및 문제점 개선
장기적인 발전계획 재구성
지역 박물관의 국제화 연계 활성화
일부 DB 국민공개 통한 서비스 실시

4기 협력망 사업추진기: 협력망 사업 활성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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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다중관종 협력체계 구축
지역단위 협력체계 기반으로 전국적 협력체계 구축
전국적 박물관․미술관 연계 정보망 활성화
글로벌 박물관․미술관 네트워크 활성화
남북 박물관․미술관 협력을 위한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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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거버넌스 강화
가. (가칭)‘박물관미술관 협력위원회’ 설치 운영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관리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국
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문화생활의 기반을 마련하는 문화시설기관이 개별적이고 자율적
으로 운영될지라도 그 설립허가와 운영 내용에서의 법·제도적 책임 마련에 대해 정부가
행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박물관과 미술관 그 자체는 중요한
문화자산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 과거와 동시대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시킬 의무 외
에도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게 개입하는 정부의 책임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렇
다고 일률적인 방식으로 정부가 탑다운 관리를 하게 될 경우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이상
적 협력체제가 마련되기 어려우며, 또 시대적 상황과 환경적 변화에 유효한 협력망 기능
으로 조정되지 못함으로써 예산낭비와 관행적 사업수행으로 변질 될 수 있다. 따라서 정
부차원에서 명확한 협력망 체제로의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을 통해 실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되, 지속가능한 체제운영을 위해서는 개별적, 지역적, 전문적 분야
에 따른 다채로운 협력망 사업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형성해야 한다.
이에 기존의 중앙관 담당자에 의존한 관리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관리와 경
영을 맡을 ‘박물관미술관 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해 박물관·미술관 간 통합적 관리 및 협
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부내용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의 협력진흥 시책, 국･공
립 박물관･미술관 교류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추진방안이 요구된다.18)
그리고 관계부처, 현장･학계 전문가의 참여를 기반으로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협력
효과성을 높이고, 전문인력의 교육, 교류, 전시협력 등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의미
를 찾을 수 있다.

18)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2019~2023),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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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국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협의회 연계 강화
박물관․ 미술관 협력망은 중앙-지역, 지역-지역 간 연계 및 협력사업 강화로 박물관
진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협력망은 주나 시, 국
가, 대륙 등 일정 지역 단위를 기본적인 협력 범위로 하여 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적 유사성은 협력의 동기와 원활한 운영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
역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박물관간의 협력망도 확대
되고 있다. 전국의 대표지역 박물관․미술관들을 선정하여 ‘지역’ 단위에 해당되어 협력망
이 작동되는 최종적 행위주체가 될 것이다. 하나의 ‘중앙’ 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박물관․미술관의 각기 다른 건립 취지 및 운영 방식 등과 같은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
여 협력 사업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중앙’과 ‘지역’을 매개하
여 그 연계 체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행위기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박물관․미
술관법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과 ‘중앙’의
협력관계를 매개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등 박물관 협력망에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할 기구를 협력망 지원센터로 설정하고자 한다.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물리적 거리 및 교류가 최소화되고 온라인 상의 협력망
구축이 용이해지면서 단순한 지역적 단위를 넘어 특정한 사업/목적/프로젝트/직종 중심
으로 협력망이 활성화될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박물관의 종류를 망라한 협
력망,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 등 특정 영역 중심의 협력망, 국립/공립 박물관간의 협력
망 등 협력망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다양화할 수 있다. 협력망의 비전 및 목적, 협력
기관들의 의지와 성격을 고려하여 협력망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박물관 협력망 온라인 시스템과 전국 박물관 및 협의회의 링크연결, 검색
의 간편화와 DB축척으로 사용자의 꾸준한 방문유도기능, 박물관 협회의 홈페이지로 회
원박물관을 지도로 소개하고 회원관을 클릭하면 그 회원관의 기본자료 및 홈페이지 연
결이 가능하도록 추진되는 기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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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력망 체계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확보
협력망의 운영과 지속,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담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고 협력망 체제
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협력망을 운영하는 본부/지원부서는 협력망의 통합적 비전 수
립과 박물관간의 조정, 협력 촉진, 협업 관리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별도의 전담
조직이 없거나 미약할 경우라도 협업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 박물관이 지정되거
나 최소한의 코디네이터를 두고 협력망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협회 단위에서는 비영리단체로서 기본적으로 이사회와 운영진으
로 구성되어 협력망의 전략 수립, 사업 기획 및 협력망 체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사안/사업별로 산하 위원회나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거나, 직종별 전문
인력 네트워크 등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각 위원회/테스크포스/네트워크 등은 상당 부
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협회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물관 통합 운영체제의 경우, 통합운영 본부 역할을 하는 조직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파리뮤지엄’은 파리시 14개 시립 박물관들을 통합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각 박
물관들이 파리 시로부터 행정·재정적 독립성을 갖고 소장품 개발과 전시, 도록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며 파리시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실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본
부는 각 박물관을 지원하고 조정하며 재원조성 및 홍보마케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파리뮤지엄 소속 박물관 관장 중 1인이 소속 박물관들을 대표하여 파리시 및 파리뮤지엄
과 의사소통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협력망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서 상명하달식 일방향의 시스템을 벗어나 지역의 개별
박물관·미술관들이 주체가 되어 기관들 간 수평적 상호소통이 가능할 수 있는 관계 맺기
가 이루어지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협력망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은 협력망의 통합적 브
랜드 형성과 인지도를 높여 협력망의 사업 활성화와 웹사이트 및 각 박물관·미술관 이용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협업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전담 조직의 주요 기능이다. 협력망의 일원인 박물관·미술관 인력 간에 대면과 온
라인 상의 의사소통,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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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간 자원협력분야로 정보교류, 자원 공동활용, 전문인력풀 구축
및 공유, 기존 인력의 교류 및 새로운 지식을 공유, 교구재 개발 지원 등이 있다. 각 사업
은 협력망 중앙관의 주도하에 부분 선별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각 참여관들은 해당
관에 필요한 사업을 협력망 중앙관에서 당해에 추진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해야
하는 형태였다. 때문에 박물관 협력망에 미술관들이 포함되기도 하고, 협력망 공유 사업
의 중복 수혜 기관이 등장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미술관의 자원을 구분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사업을 토대로 구분한다면 각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자원인 소장품, 박물관·미술관
이 생산하거나 동시대 새롭게 연구되어 창출되는 정보자원,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운영
의 주체가 되는 인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정비할 수 있다.
[그림 5-4] 자원별 공유기반 이용 관리 (안)

소장품에 대한 자원 공유는 기존의 협력방식에 기반하여 교류 사업 및 소장품 활용사
업, 중앙관 중심의 소장품 순회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거나, 소장품의 정보를 표
준화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e뮤지엄이 마련되는 등의 일
련의 협력 프로그램들이 소장품 자원의 공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소장품 자체의
교류와 공유를 활성화 하기 위한 소장품 중심의 정보 역시 소장품 공유의 관리 사항에
포함하여, 소장품의 공유를 위한 공유자원의 목록화-공유자원의 공유 플랫폼- 소장품
공유 및 활용 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정교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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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보시스템 운영제고
정보자원에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품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도 학예연구를 기반으
로 생성되는 연구자료, 전시나 교육 등 프로그램의 기획 자료, 박물관 미술관과 유관한
작가 정보, 전문인력정보 등을 포함하는 인력 정보 및 박물관 미술관 운영 정보 등이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 자원의 플랫폼은 각 개별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정보화가
이루어진 후에는 대부분 도록을 제외하고는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개별 박물관 미
술관의 기록 관리 현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과 관리 역
량은 기관의 여건에 따라 그 편차가 심하고,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저장시스템이 불안정
한 경우도 다반사이기에, 정보자원 플랫폼의 마련이 시급하다. 정보자원의 공유 및 정보
자원의 데이터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 구현의 방식이 다각화 될 수 있는 정보체계의 전
문연구와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통합 웹사이트 구축은 협력망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방식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여 소장자료의 디지털 데이터화와 아카이브 구축, 정보 제공, 박물관 상품 유통 등을 공
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박물관 통합 운영체제의 경우 통합 웹사이트 운영은 참여
하는 기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협력망이 주는 혜택 중 대표적인 부분이다. 단순히 통합
웹사이트 역할을 넘어 독립적으로 접근하고 협력망 활동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협력망 운영조직은 통합적 브랜드 형성과 인지도를 높여 협력망의 사업 활성
화와 웹사이트 및 각 박물관 이용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협업을 촉진하고 효과적으
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전담 조직의 주요 기능이다. 협력망의 일원인 기관
인력 간에 대면과 온라인상의 의사소통,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어 유로피아나 프로젝트의 경우 협력망의 제1의 업무를 ‘협업’을 수행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문화유산 기관/종사자간에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의
활동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조직한다. 연례 콘퍼런스와 각종 워크숍을 통해 상호 교류하
는 기회를 만들고 최신의 지식 정보를 공유하며, 각 문화유산 기관에서 문화유산 전문인력
을 위해 기획한 행사를 웹사이트 상에서 공유하도록 지원하고 홍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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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력망의 협력플랫폼 다각화
박물관·미술관을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협력 중개플랫폼(Networking Bridge
platform)의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협력망 기반으로 이루어진 가장 유사
한 개념은 e 뮤지엄이지만, 플랫폼으로 정보가 유통되고 활용 될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협력망 협력 플랫폼은 생태계적 관점에서 타기관과의 자원 및 역량을 결합하여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중개하며 협력 사업화 및 비즈니스 모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e뮤지엄은 정보 표준화와,
표준화된 정보를 업로드하는 소장품 중심의 DB플랫폼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앙관
인 국립중앙박물관이 표준 DB를 정비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박물관들의 소장품 정보를
응집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왔다. 소장품 DB플랫폼은 소장품 정보의 독점을
제한하고 정보 유통을 활성화 하며, 실질적 공유를 기반하는 가능성을 지닌다. 아쉽게도
현재의 e뮤지엄은 미술관이 포함되어있지도 않는다.
DB의 표준 양식이 최근 20년간의 급격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
한 현재의 데이터 활용의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온라인 전시, 메타데이터
기반 예술 작품의 경험이 마련되지 못하며 실질적 플랫폼 협력기반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보완적 업데이트나, 플랫폼 기반 서비스나 연계 콘텐츠로의 전개가 제한된다. 또한
현재의 플랫폼은 소장품 정보에 국한되어 있기에, 박물관·미술관의 정보 자산이 소장품
을 넘어, 기관들이 생산한 전시, 교육, 문화행사 등 가공된 기획 콘텐츠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에서의 전시 관람이 어려워지고, 관람이 재개되어도 다수의 관람
객이 참여할 수 있는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관람 및 콘텐츠 향유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유투브를 활용하는 등
의 전시 관람을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물관 미술관이 제
공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박물관 미술관의 방향
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각 기관
이 플랫폼을 통해 협력하는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관람객 기반 플랫폼으로, 관람객 정보에 대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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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관람 향유의 질을 개선하고 박물관 미술관의 관객 정보에 기반한 스마트 뮤지엄
으로의 방향성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객 관련
조사는 문화향유실태조사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의 연간 관람객 조사가 매우 포괄적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경영 환경이 달라지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높은 기대와 커뮤니티의
구심점으로의 박물관 미술관은 향유자이자 소비자인 관람객에 관련한 정보를 축적하여
분석하고 전략적인 소비자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개별 박물관, 미술관의 관람객 정보에 대한 수집의 방법, 분석 및 활용 방법들이 다양
화 되어야하는데, 그 기반으로 관람객 정보를 위한 플랫폼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마련되는 관람객 정보 협력 플랫폼은 특정 지역사회나,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
램의 마련에 활용될 수도 있고, 문화기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성과를 도출하는
중요한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3> 기존의 협력 플랫폼 및 협력플랫폼 다각화
기존의 협력 플랫폼

협력플랫폼 다각화

제안한 각각의 협력플랫폼은 각각의 목적이 다르지만 상호 협력하고 정보가 연계 활
용 될 수 있는 네트워크형 협력 플랫폼이다. 이에 각각의 플랫폼은 정보의 표준이나 내
용을 상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문가가 정보 체계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학예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의 박물관 미술관의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며, 정보 관리 및 데이터가 박물관 미
술관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유사 사례인 영국의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영국의 문화매체체육부와 영국의 박물관미
술관 도서관기록원협의회(MLA)가 주관하여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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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박물관 미술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협력을 추진하였다. 사례는 단순히 정보 수
집을 넘어 지역 문화의 거점이자 지역 교육학습 시설로의 박물관 미술관이 작동할 수
있도록 수집된 정보를 레스터 대학의 박물관·미술관학 연구소에 제공하여 정보기반연구
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시 정부에게 제공되어 박물관들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고, 박물관·미술관으로 공유되어 관람 문화의 개선 및 교육성과가 향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보 협력망 네트워크는 현재의 소장품 중심 정보 수집 및 공유뿐 아니라
정보의 공유대상을 다각화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협력의 결과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나. 네트워크형 프로젝트 지원체계의 강화
플랫폼의 정비와 함께 플랫폼 기반 네트워크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협력망이 약 20여 년 간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원사업들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
고, 협력망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단순히 중앙관의 수혜 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대부
분이었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라는 구조가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 상하 구조로 지원을 하는 경우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트워크형 프로젝트의 지원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평적인 기관으로의 협력을 도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네트워크형 프로젝트의 지원은 위원회 사무국 등이
지원 사업을 관리하며, 관리 주체는 박물관·미술관 간 협력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
고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 협력을 통한 박물관·미술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콘텐
츠가 도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동안의 지원사업이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일부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수혜 기관 또한 제한적이
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 사업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지원 사업은 협력이
이루어진 이후 개별 기관의 도록이나 결과 보고의 차원에 그쳤다. 사업의 공고 역시 중
앙관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공지가 되기에 협력사업과 기관 사업의 구분이 어려웠으며,
협력의 성과를 가시화 하는 것 역시 제한적이었다.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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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진행할 경우 다양한 프로젝트 운영과 소통이 가능하며, 정보의 공유 또한 용이해
진다. 무엇보다 수평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에 박물관의 운영 여건이나 관종에 따라
발생하는 서열이나 위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도서관 프로그램을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EOS인터네셔널은 지역사회와 박물관을 연
계하는 ‘EOS.Web 박물관-연결 프로그램’을 출시하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박물관이
나, 학술단체, 아카이브 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자료, 정보, 지식, 아이디어를 공
유하고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같은 관심사와 문제의
식을 가진 주체들이 커뮤니티를 공개 혹은 비공개로 만들기도 하고 상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내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는 지원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지원 사업의 첫 단추여야 개별 프로그램이 생성
되고, 확장될 수 있다.
네트워크형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과는 달리 플랫폼에 공유된 정
보를 활용하여 각 기관들의 정보자산, 물적 자산, 인적자산 등을 협력하여 운영하는 프
로그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결과가 수
합되지 않았던 기관 대 기관의 협력사업,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소재 다수의 기관
이 협력한 사업 등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동안 지원사업은 박
물관·미술관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비를 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향후 지
원사업은 상호 협력을 추진할 때 개방과 공유,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
원으로 방향성과 지원체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는 수평적 협력사업과 멘토 멘티형 협력사업으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을 것이
다. 수평적 협력사업은 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들 간의 협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힘을
마련하고, 상호 협력에 따른 성과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주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협력이 이에 해당한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기반을 마련하
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 사업’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우려를 타개하
기 위한 공동의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 구조가 협력망과 같이 정부가 지원하고
협업 위원회 및 위원회 산하 운영 센터의 마련 및 플랫폼 기반 지원이 동일하며, 참여 대
학 및 기관이 혁신을 위한 소과제를 맡아 역할분담에 기반한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체계는 단순히 지원 사업 공모 후 종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하에 공통
의 문제 해결, 혹은 목표 프로젝트를 기관 간 분업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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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 멘티형 협력사업은 박물관·미술관의 여건과 상황 편차가 큰 부분을 해소하며,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한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이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렵거나, 학예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경험이 부족할 때 상호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역량
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개별적 전문인력의 확보에 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의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으며, 박물
관 미술관의 전반적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원동력이 된다.

다. 네트워크형 협력확산을 위한 표준화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추진 확산과 성공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소장품 표준 정보는 정보의 수집은 이루어졌으나 동시대에 적용
및 활용하기에는 요구되는 사양과 형태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박물관 미술관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장품 표준의 형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시에 대한 수요와 디지털 환경의 문화향유
경험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품의 디지털화된 정보의 형태가 표
준화된 정보로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표준정보의 양적
증진과 함께 질적 방향성 논의가 요구된다.
박물관·미술관 관람객 정보 협력 플랫폼의 기틀 마련에는 각 기관들의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만 협력에 앞서 관객정보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관람객 정보의 상당수는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루어
지게 되는데 유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관람객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관
람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마련이나, 혹은 정보측정 방법의 통일화가 가능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협력으로 창출되는 콘텐츠의 공유와 네트워크 활용 차원에서도 정보 표준화는 동일하
게 적용된다. 콘텐츠화 되는 정보의 표준 정보는 아직 제대로 마련된 바 없다. 그러나
전시가 국내외에 유통 활성화가 되고, 디지털콘텐츠의 형태로 전환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정보의 표준화는 물리적 콘텐츠의 경우 협력 기관의 여건과 물리적 환경에 따라
유연성이 필요하겠지만, 플랫폼에 기반하여 정보화 되는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정보의
표준화를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정보의 경우 전시명, 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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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시기간, 담당부서, 공유하기를 표준화 항목으로 두고, 그 외에 관람료, 할인정보,
연계교육 등의 세부 설명이 함께 나열 되는 반면, 국립현대미술관은 기간, 장소, 작가,
관람 수, 관람료, 주최/후원을 표준화 항목으로 두고 전시 예매 정보 및 연계교육의 사항
은 전시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림 5-5]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정보 형식

박물관 미술관의 콘텐츠의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협력 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 정보의 표준화 및 정비는 협력의 최소 기반 자원으로 작동 할 수 있어
야 한다. 콘텐츠 정보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콘텐츠 협력 플랫폼은 각각의 소장
품 표준정보, 관객정보와 함께 연동되어 개별 플랫폼의 작동 외에도 협력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로의 작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림 5-6] 정부공유시스템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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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자원 중심 인프라 확대
인적협력은 일부 프로그램을 통해 담당자 혹은 소수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교류가
있었으나 인적자원의 공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적자원 공유는 전문인력의 확보
가 어려운 기관으로 인력이 파견되는 경우로 주로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의 지원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그 기간이 짧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문인력의 인력교류는 인력 DB가 구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관마다 상황과 여
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인력 공유를 하는 기관과, 공유되는 전문인력에게 혜택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관의 경우 대체 인력을 보충해주거나,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원인력의 경우 공유 되는 프로그램에 참가
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등의 자기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혜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적 공유는 제공하는 기관의 인력 부족사태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의 인력들
에게 또 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 담당자보다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기존의 기관체제에의 적응 숙련 기간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되는 인력 역시 인적 공유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교류의 차원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
는 것이다.
인적자원 공유의 사업은 소수의 수혜기관 중심의 기존 중앙관-수혜관 체제에서 벗어
나 보다 다양한 기관과의 공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리가 전문화
되어야 한다. 인적 공유 방식의 발전 방안, 기술, 제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공유의
변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의
인적자원 공유 체제를 개발 및 정교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
는 전문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자원을 정보화하여 관리
하는 정보기술관리 전문 인력과, 업데이트하고 확장가능성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학예 및 경영 인력이 함께 정비되어야 인력 교류 및 공유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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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적 협력사업의 중개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인적 교류는 기관의 성격과 체계가 각기 달라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인적교류가 이루
어지지는 못하였다. 중앙과 지역간의 인적 자원의 차이에 근거하기도 하며, 특히 기존의
중앙관-지역대표관-참여관 체계는 교류 협력 인력의 서열화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중앙과 지방간의 박물관·미술관 운영 여건의 차이가 크게 되면서 학예인력의 경험
과 전문성이 큰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관련 문화예술기획이 중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
게 되고 지역 박물관·미술관이 지역작가, 지역 인재, 지역 기관 및 관계자에 매몰되어
운영되어왔기에, 상대적으로 지역은 콘텐츠 정보 및 전문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측면을
드러내게 되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문화기반시설의 36.8%가 수도권에 집중
되어 있으며, 특히 미술관은 40.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중앙
과 지역의 격차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재들이 지역을 외면하게 되는 큰 요소로 작용
해왔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분리 운영되어오면서 박물관·미술관 간 학예 인력의 업무가 구분,
전문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상호 인적 교류가 더욱 어려워졌다. 학예사의 채용의 기준
에서부터 이미 그 차이는 나타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자격요건은 채용 직무의 전
문성에 따라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주로 ‘고고학’, ‘인류학’, ‘사학과’, ‘미술사학과’ 등의
전공을 자격 조건으로 인정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미술사’, ‘미술이론’, ‘예술학’,
‘미학’, ‘미술관학’, ‘미술경영학’, ‘미술학’ 등을 자격 요건으로 인정한다. 최근에는 채용
담당자의 역할에 따라 직무를 세분화하여 응시자격요건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큰 차이가 없다. 박물관은 주로 사학을 중심으로, 미술관은 미술사나 미술이론을
중심으로 채용함에 따라 박물관 경력자가 미술관으로 가거나, 미술관 경력자가 박물관으
로 유입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작 통섭과 융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박물관과
미술관 간의 교류 협력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실질적 교류협력 사업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분리 운영되어온 업무방식과 역할의 구분은 실질적 교류협력을 어렵게 한다.
박물관·미술관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하기 위해서는 박물관
과 미술관을 서로 구분하는 태도로부터 벗어나며, 서로간의 지식과 역량을 개방적인 태
도로 공유, 협력하는 것이 이루어져야한다. 기존의 협력망 사업에서도 학예인력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더라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이를 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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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 박물관과 미술관을 아우르는 인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박물
관과 미술관의 여건을 비교·보정하거나, 제도적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개 프로그램과 지원 전담센터가 필요하다. 인적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서 교류 협력의 공공의 중개기관이 존재해야하며, 중개기관으로부터 인적 협력사업에 참
여하는 기관의 지원 및 포상 방식, 인적 자원으로 협력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센티브 등
방안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과, 인력이 훈련
된 인력을 두고도 외부의 협력 인력과 교류를 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와 목적이 제시되어
야 할 것이다.

나. 협력교류를 위한 인적 전문가 양성
인적 협력 사업 중개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전문인력이 부족한 박물관·미술관의 실태
를 반영하여 운영관리(PM) 등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박물관·미술관의 인적 자원 전문성 개발은 전적으로 대학 및 대학원
등의 교육기관에 의존해왔으며, 채용이 된 이후 전문 인력의 실무 경험 누적에 따른 전
문성 신장이 후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힘들게 전문성을 신장한 전문인력들은
열악한 기관으로의 이동을 원치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의 기관에 있는 인력
은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왔다. 박물관 미술관의 인적 여건과 상황
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협력사업에 참여할 전문인력
풀(pool)을 선발 운영하는 등의 사업은 인적 교류를 위한 전문가의 양성에서부터 비롯되
어야 할 것이다.
크게는 박물관 미술관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소양과 역량을 신장하는 프로그램을 담
당하는 교육중심의 전문인력으로 ‘뮤지움 트렌드와 변화’, ‘전시설정과 기법’, ‘자료보
존’, ‘뮤지움 마케팅’, ‘기술 분석’, ‘인터넷 웹 운영’, ‘교육’ 등 사업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로 사업 매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협력교류를 위한 인력은 중개 프로그램
운영 기관의 인력 및 각 지역 등을 통해 인적 교류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 이들로, 그동
안 국제문화교류나, 교육인력 등에서 선행된 매개인력의 양성을 박물관·미술관에도 적
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력이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 학예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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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외에도 조직관리, 인사개발, 정책, 기획, 커뮤니케이션 등 융합형 학예 인력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각각의 사업 매개 인력은 협력 교류사업의 설계 및 운영, 인력풀의 관
리와 역량 신장, 교류협력 참여 기관 관리 및 지원 사업 운영, 국제 인적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다. 박물관 전문인력 조회시스템
인적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의 확보가 선
행되어야 한다. 현재 박물관 학예사들의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곳은 없다. 미술 언론에
서 인명록을 마련하는 정도이며 이 경우는 소수의 학예 인력만이 포함되며 인명록 작성
의 기준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19)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 채용 기준은
2010년대 이후부터 점차 전문화 되고 전문경력관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다. 분야별 전
문성이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 그 수가 제한적이며, 전문성을 쌓고 경력을 누적할 만한
기관 또한 부족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분야별 전문인력을 매번 채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의 박물관·미술관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해당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찾
는데 많은 공을 들여야 한다. 박물관·미술관 인적자원의 협력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정보화하기위해 전문인력 데이터 구축을 선행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전문인력조회 관련된 대표적 사이트를 통해서 이름별, 지역별, 분야별 등으로 나누어
찾고자 하는 사람을 여러 방법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이 요구된다. 유사한 개념으로
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20)는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며,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고, 관리하는 DB로 정부의 주요 직위 인선 시 우수 인재 임용을 하기 위해 1999년
부터 구축하여 30만여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다. 이 국가인재 DB는 주로 고
위 공무원이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발을 위한 추천에 이용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
인사 수요가 날 시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형태로 작동한다.
박물관 전문인력 조회시스템은 국가인재 DB와 같이 점차 분야별로 전문화되는 박물
관·미술관의 인재에 대한 수요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다. 또한 협력교류 사업으

19) 월간미술은 인명록을 만들어 작가정보/학예 인력정보 등을 정비하여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 https://www.hrd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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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용할 수 없는 중소규모의 박물관 미술관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나 경력 단절 등의
사유로 실무를 중단한 전문 인력을 매치하여 프로젝트에 기반한 인적 지원을 할 수도
있으며, 혹은 전문인력들 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전문기술을 개발하거나, 사
업화를 추진하는 등의 인력 기반 ‘네트워크형 협력 교류사업’도 추진이 가능하다.
박물관 전문인력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인적 정보화 과정뿐만 아니라 법적, 제
도적 지원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 인력 정보는 전적으로 개인정보를 토대로 구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박물관 전문인력 표준 개인정보를 개발하
는 과정에서 상호 협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정보의 접근 권한과, 정보의 활용 범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전문인력의 인사 이동 등에 대한 업데
이트와 기관 인력 운영 구성 등의 정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차원에서 수합되어야 하
는데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도 함께 이루
어져야 한다. 기관의 경우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기관의 전문성, 기관의 근무 여건이나
근속 환경 등이 노출되어 정보 자체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반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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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앞서 제안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방향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개정이 선행되
어야 한다. 1990년대에 제정된 협력망 법은 약 2005년 협력망이 등장할 시점의 경우에
도 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항과 실제 운영이 달라 부분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 조정을
통해 발전해왔다. 협력망이 등장한지 10여년 이상이 흐르는 동안 박물관의 개념이 달라
지고, 운영 환경이 변화하였으며, 협력망에 대한 유사한 조직과 체계가 등장하거나 협력
망에 대한 중앙관의 해석이 달라지는 등 현행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협력망과 실제의
협력망 간의 괴리가 생겨 난 점을 개선하고 협력망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에 기반한
협력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협력망의 개념 및
범주,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지원 명시,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의사결정기구 및 실무기
구 설치,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역할 및 세부 기능, 지자체 협의회와의 관계 등을 명시
할 필요가 있다.

가. 정책기능강화를 위한 협력망 개념 명확화 필요
현행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33조는 협력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않은 채 체계와
운영 사업만을 제시한다. 이로 인하여 협력망의 의미와 역할이 모호해지고 유사한 협력
조직과 의미적 혼선으로 인하여 박물관, 미술관들 사이에서도 협력망과 유사협력망을 구
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는 박물관 외부환경에 대응하고
21세기 박물관의 새로운 의미를 국제 사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박물관 상에 걸맞는 협력망의 정의와 방향성에 대한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1항~3항은 좁은 의미의 정보공유 및 시스템 연계에 주안점을 두며 4항에 ‘상
호협력에 관한 사항’만을 적시하고 있다. 협력망 가입 기관들 또한 협력망의 목적, 공유
가치 및 방향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은 개별 기관보다 수월하게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상호
기관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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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기 위한 공적인 체제이다. 따라서 포괄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 마련을 두고자 협력망의 정의, 주체별 권한과 협력의 범주, 협력체계의 운영사항을
법에 기반하여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망 정책지원기반 마련
기존의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제 33조 상에는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망의 관계를 규
명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으며, 협력망의 구성만을 다루고 있다. 시행령 제20조의 경우
지역대표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나, 지자
체와 협력망의 관계, 지자체와 지역대표관 간의 관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가 지정하는 지역대표관과 지자체와의 관계를 명시하여 지자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역 기여 가능성을 도모하고,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법률 내 중앙관 간 관계, 지자
체와 지역기관 간 연계성, 정부와의 관계에서 체계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협력망 법 내 정책적 책무 조항 신설 및 계획 조항 마련이 제안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
적 방향성을 강화하고, 협력망과 정부 간 논의 내용과 소통 방식을 명확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력망 운영계획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조항 등에
국한하고 있다.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시책의 강
구 의무와 더불어 책무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의식을 고취하고,
협력망에 기반한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협력 및 공유 사업 등을 관리,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화 할 필요가 있다.

① 국가는 아래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협력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 협력망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협력망 및 박물관 미술관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 박물관 미술관의 협력 및 공유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
- 협력망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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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 그 밖에 박물관 미술관의 상호 협력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박물관 미술관이 지역 문화의 핵심 기반시설임을 인지하고 다음
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역 박물관미술관 지역 협력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 지역 대표관의 선정
- 지역 박물관 미술관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지역 협의회는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박물관간의 협력단체임
을 명시하고, 지역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용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내
용의 구분을 통한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협의회의 역할을 규정함이 박물관·미술관의 활
성화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다. 의사결정기구인 ‘박물관 미술관 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그동안 중앙관 내 담당자에 의존했던 협력망 운영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하여 전문가
들의 의결에 기반한 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그 근거를 법제화 하는 것이 제안되어
야한다. 협력위원회는 협력망 사업을 중앙관과 소수의 박물관 미술관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다양한 협력체계의 발생을 지원하며 박물관, 미술관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와 방향성을 위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위하여 박물관·미술관 협력위원회의 설치, 운
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분야별 문화예술 전문가를 중심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는 달리 초빙되는 위원들은
박물관, 미술관과 정책 전문가들이 위원이 되어 논의에 참가한다. 이에 특정 장르를 다
루거나, 혹은 박물관의 유형에 국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경험과 연구 시야가 넓은 전문
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각각의 위원은 총 15명 이내이며, 위원회는 박물관
미술관의 진흥, 협력망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박물관 미술관의 지원 및 관련
연구 조사 등에 필요한 의결사항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① 박물관미술관 협력 및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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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ㆍ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미술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력 체계의 관리 및 지원
③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④ 박물관 미술관 협력 및 협력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
연수에 관한 사항 등
협력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정리되어야 한다.

라. 개별 협력망을 아우르는 통합 협력망의 체계적 근거 법제마련
협력망은 기존의 법제상으로는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에 불과하였으나, 협력
의 필요와 지자체 등의 관심으로 인하여 지역단위, 관종 단위, 연구 분야단위 등 다양한
협력망이 법률과는 별개로 등장하였다. 협력망의 명칭을 사용하는 여러 협력체제들의 등
장은 협력망의 다양화를 야기하는 동시에, 법제 상 마련되어있는 기존의 체제를 흔들기
마련이다. 협력망 법제는 규율과 제한이 아니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취지와 동시에, 각
협력망의 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의 협력망 체제의 누적된 경험과 기존에 정비된 협력망
사업 및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주체와 관계에 의해 형성된 협력망은 유형에 따라 등록 후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망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한다. 자발적 유사협력망들이 협력체제를 지원하는 관리 조
직인 위원회의 사무처를 통해 등록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표 협력망 산하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 협력지원을 받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협
력을 활성화해야한다. 반면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장기간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위원회가 협력 사업에 대해 제시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충분
한 검토를 거쳐 협력망의 등록취소를 하는 등의 하는 등의 관리를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협력망 기반 협력 플랫폼 운영 근거 법제마련
협력망 체제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정보/콘텐츠/인적 자원의 교류, 유통 협력에 있다.
이러한 협력망 플랫폼은 기존의 정보데이터베이스 체제 구축 등으로 선행 운영되어왔으
며, 법제화 되었으나 그 범위가 박물관 미술관의 정보에 국한되어 있으며, 관리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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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과 활용에 대한 방향성은 정비되지 못하였다.
협력망 플랫폼의 운영은 박물관·미술관 협력위원회에 기반하여 작동하여야 하며 법제
정비를 통해 운영의 주체를 명확화하고, 운영의 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협력망의
협력플랫폼의 운영이 단순히 체제의 유지가 아니며, 또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 뿐만 아니
라 운영 및 활용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그에 대한 접근성 역시 개방 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전시나 교육 등의 박물관 콘텐츠
환경을 체제적으로 정비하고, 공동의 접근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하여 국내 박물관 미술
관이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의식 전환과, 전문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제 차원에서 그 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의 마련은 공공의 콘텐츠
향유 기회의 토대가 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지원의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가장 활성화 되기 어려웠던 전문인력의 교류 유통은 물리적 인력의 파견이나 네트워
크 활동 이전의 기반 마련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근거 법제의 마련을 통해 인적 자원
정보의 공유를 선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인력의 지역적 편차 해소, 전문성의
공유 등은 인력에 대한 정보의 공유에서부터 선행된다. 유사한 개념으로의 국가인재데이
터베이스의 경우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3에 의하여 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인적 정보의 수집의 근거, 제도적 정보의 활용에 대한 근거
가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인적 교류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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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협력망 법제 현황 및 개편 방향 비교
항목

주제

현행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
협력망 정의
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
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협력망 기능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
호 협력에 관한 사항
협력망 개념
②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ㆍ도
서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
시설과 협력

1.
2.
3.
4.
5.
6.

박물관·미술관의 인식 제고
박물관·미술관 정책 조율 기능
박물관·미술관 융합과 협력매개
정보-콘텐츠-인력의 유통, 관리 및 지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방안 모색
영세 기관 지원

국립민속박물관/

별도의 관리 조직(위원회) 의 설립 근거와 역
할을 명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력망을
구성
정부-지자체
(대통령령)
협력망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
체제 구조
역대표관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협력망을 구성
(대통령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역대표관
지정
박물관·미술관 정책 개발에 대한 의견 매개로
협력망 활용

협력망 세부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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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또는 유관기관 간 정보, 콘텐
츠, 인력 등 자원의 상호연계협력을 통해 효율
적인 기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호발전을 도
모할 수 있는 협력 체제

정보/콘텐츠/인력의 교류협력을 위한 온오프
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
1.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정책개발
2. 박물관·미술관 협력사업 지원
3. 박물관·미술관 운영사업 지원
4. 박물관·미술관 발전 사업 개발 및 연구
5. 박물관·미술관 인식 제고를 위한 기타 활동

협력망 역할 없음

(대통령령)
협력망 관리
국립중앙박물관,
주체
국립현대미술관

개정방향

중앙관-지역대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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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회원관으로 소속
됨을 명기
통합 협력망은 자발적/비자발적으로 운영되는
협력망 및 협력단체의 등록 및 지원함을 명기

항목

협력망
운영사업

주제

현행

개정방향

협력망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정보, 콘텐츠, 인
력에 기반한 협력 플랫폼(협력기반)을 마련하
고 활용을 촉진해야함을 명시
협력망의 플랫폼은 위원회의 운영 관리함을
명시
1.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 1. 정보협력플랫폼(정보제공기반): 박물관·미
료의 유통으로 명시
술관 간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통합정
협력플랫폼 2.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의
보의 제공기반을 구축, 관리
표준화 적시/세부사항 없음
2. 콘텐츠협력플랫폼(콘텐츠제공기반): 박물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미술관의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통
합 콘텐츠의 수집 및 제공기반을 구축, 관리
3. 전문인력교류플랫폼(전문인력교류기반):
박물관·미술관 내 작가-학예인력-경영
및 관리 인력 등 전문 인력의 정보를 수
집 정리하고 교류 기반을 구축, 관리
박물관
발전방향

없음

박물관·미술관 분야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예
측분석하고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함

협력지원

없음

박물관·미술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 시 이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함

제5장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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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박물관 협력망이 운영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21세기형 박물관
미술관의 협력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최근 15년
간 여가문화 수요의 증가에 따라 박물관 시설은 3배 이상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의 질에 대한 향상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박물관·미술관이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회적 기여와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며,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극
적인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더불어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개별
박물관·미술관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공동의 대응 방안 모색과, 박물관·미술관
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박물관 협력망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33조에 근거하여 국내 소재하는 모든
박물관의 협력을 위한 체계로 마련되었다. 중앙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각각 박물관 협력망과 미술관 협력망을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산하에 지역 대표관을 두어 지역단위의 박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립민속박물관이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근현대사박물관
협력망을 운영하게 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협력망의 개념에 혼선을 빚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박물관 협력망, 미술관 협력망의 작동이 국공립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자, 자발적 필요에 의한 유사 협력 네트워크가 지속 발생하면서 협력망의 역할과 기능
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게 되었다.
협력 가운데 정보/ 콘텐츠와 같은 자원 협력에 대한 자발적, 공식적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점차 발전하고 있다. 협력적 네트
워크에 대한 국내 박물관들이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협력망의 체계 정비를 통해 개별
박물관이 할 수 없는 협력 사업의 운영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
서는 협력망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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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협력망을 단순한 박물관·미술관들의 모임이 아닌 협력의 기반 체계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둘째, 협력망 내 협력의 자원인 정보, 콘텐츠, 전문인력 등에 대한
협력 체계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협력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제시한 방향성을 토대로 세부 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협력의 궁극적 목표인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공유에 기반한 공
생을 위한 협력에 대한 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것, 둘째, 협력망의 방향성을 추진하기 위
한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것, 셋째, 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와 관계의 확장을 위한
참여 거버넌스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 넷째, 정보/콘텐츠의 공유, 관리, 활용을 활성화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 다섯째, 인적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
하는 것, 여섯째, 구체적으로 협력망의 활성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법률 제도를 정비
하는 것이다.
협력망은 단하나의 협력 단체의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협력 조직이 더욱 많아지고 활
발하게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적 박물관·미술관 지원 체계로 작동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운영 주체가 확립되어야 하며, 박물관·미술관들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
되어야 한다. 자원이 공유되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21세기에 걸맞은 박물
관·미술관의 발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토대의 발전적 전환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망은 K-POP, K-컬처에
이어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 기반 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문화 향유의 질을 향상하
고 우수한 한국 문화의 지형을 만들어가는 기반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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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ing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Museums
and Art Museums
Myun Kim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the cooperative network of museums and
art museums began oper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this network should take to further develop as a museum and art
museum cooperation system for the 21st century. Over the past 15 years, increasing
demand for leisure culture in Korea has led to the tripling of museum facilities and
the accompanying demand for enhanced services. As such, it has become vitally
important for museums to actively reach out to local communities, to meet growing
expectations to play a greater social role and make more contributions, and to
proactively respond to a rapidly changing digital environment. Moreover, the spread
of the COVID-19 pandemic has made it imperative for museums to seek joint
response plans for issues beyond the scope of what individual museums can handle
and to scrutinize ways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
The cooperative network of museums and art museums was established as a
system of cooperation across all museums in Korea, based on Article 33 of the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t. In the mid-2000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and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the country’s central museum and art museum, began operating the
Cooperative Network of Museums and the Cooperative Network of Art Museums,
respectively, with designated regional representative museums and art museums
serving as hubs for museum and art museum cooperation systems at the regional
level. However, the subsequent establishment of the Cooperative Network of Fo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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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iving History Museums b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nd the
Cooperative Network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Museums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has blurred the concept of an
all-encompassing cooperative network. Furthermore, the national and public
organization-centered operation of the existing cooperative networks has led to the
continued and voluntary formation of other similar cooperative networks, further
hamper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original cooperative network system.
Currently, voluntary, official, and cooperative networks aimed at sharing
resources, such as information and content, are actively being established and in
operation. According to research, the demand for cooperative networks among
domestic museums remains high, and the overhaul of the overall cooperative
network system can promote cooperation projects that cannot be accomplished by
individual museums or art museums alon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eeks to suggest the direction to take to promote the museum and art museum
cooperative network system. First, it attempts to clearly define the cooperative
network as a cooperative infrastructure rather than a mere association of museums
or art museums. Second, it seeks to clearly establish the need for a cooperative
system needed to share information, content, professional manpower, and other
cooperative resources while also suggesting the direction the system should take.
Third, it suggests the need for creating an institutional basis to promote the
cooperative network.
Based on the aforementioned direction, this paper has come up with the
following specific tasks. First, raising the social stature of museums and art
museums, the ultimate goal of the cooperative initiative, and preparing a
cooperative environment that promotes the coexistence of museums based on
sharing. Seco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rategy to move in the previously
suggested direction of the cooperative network. Third, promoting the reinforcement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o expand cooperation-related systems and relations.
Fourth, seeking ways to promote the sharing,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content. Fifth,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to enhance the utilization
of human resources. Sixth, overhauling the legal framework to practically promote

208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 연구

the growth of the cooperative network.
The cooperative network must operate in the form of a national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system where diverse cooperative organizations continue to emerge
and actively engage in mutual support, rather than in the form of a single
cooperative organization. To this end, the main body of operation must be clearly
established, and museums must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process. In order for
museums and art museums to grow and meet the needs of the 21st century, they
must share resources and engage in diverse forms of cooperation. This also requires
a constructive shift in the support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active interest in and the pursuit of solution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the
K-pop and K-culture waves, museums, which serve as Korea’s representative
cultural infrastructure facilities, can help improve the quality of cultural enjoyment
and Korea’s cultural landscape. Against this backdrop, the cooperative network will
play a crucial role as the basis of this cultural endeavor.
Keywords
Cooperation Network, Museums, Art Museums, Museum and Art Museum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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