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21세기의 시 은 방문객이 단순히 시 된 물품을

보여주고 보존하는 장소의 참가자가 아니라방문객이 직

체험하고 경험 하는 새로운 문화 공감 공간으로 변

모하고 있다.

오늘날은 다양한 시매체의 발달과 함께 지역성과

유희성의 강조로 인하여 지역 여러 곳에서 다각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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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기록 이 운 하는 시 으로 역사 평가는 지양하고 객 기록물을 통해 통령에 한 역사 사실을 있는

그 로 보여주는 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분 기는 역사에 한 기록물의 증거 가치를 부각하기 해 엄숙함

을 유지하되, 람객이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재미요소 포함해야 한다. 람인원에 해서는 36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말이벤트 운 , 기증자 명 의 당 등을 고려해서 수용인원을 한정하여 운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계획과 사인계획 심의 이미지 통합계획을 수립 제시하여 보았다. 실제 이미지 통합계획은 심볼과 로고

에서 시작하여 기본디자인과 응용디자인체계를 통한 통합 이고 체계 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아쉬움

이 많은 사례제시 연구이지만 장 연출에 필요한 실용측면에서 보면 나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주제어 : 시디자인, 색체, CI, 시 , 환경디자인

Abstract  The museum, run by the archives, should show historical facts about the president through objective 

records that are not fully evaluated. The wartime atmosphere should maintain solemnity to highlight the evidential 

value of records about history, but include an interesting element that allows visitors to come comfortably. It would 

be possible to accommodate 360 viewers at the same time, and it would be an option to limit the number of visitors 

considering the operation of weekend events and the donor honor hall.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and presented 

an image integration plan centered on the color plan and the signature plan. Although the real image integration plan 

is a case study that starts with symbols and logos and is conducted through an integrated and systematic system 

through the basic design and application design system, it is considered to be a meaningful study in terms of 

practica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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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물을 선정, 인물형 기념공간을 통해 시화 하는 추

세에있다. 보편 인공원설계과정은개념구상, 기능별

공간 배치 계획, 동선 계획, 시설물 계획, 식재 계획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으로 공원의 형태가 결정된다. 형 공

원 설계에서는 공원의 공공성 가치를회복하고 확장시키

고자 한다. 한 도시와 생태계를 통합하고, 통 공원

미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미디어 간 자유로운 환

과 더불어 각각의 이야기가 독립 으로 이루어지면서도

서로가 유기 인 결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무형문화재의 원형 근은 개 ‘고유소 ’ 혹은 ‘민

속의 원형’ 등으로, 이들을 망라하거나 어도 첩 개

념으로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문화원형은 역사 과정

을 거쳐 나타나기 이 의 본래 모습을 의미하며, 문화콘

텐츠는 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

치를 드러내 매체에 결합하는 과정이다. 즉 스토리텔링

이란 작가가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유형에알맞은 소재를

선택하고 그와 련된 이야기를 개하고연결하여 미학

으로 가장 효과 인 상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

양한 시매체의 활용을 통해 람객 스스로가 흥미를

가지고 극 인 참여를 통한 지식습득이가능하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 기술의발 과 박물 에

한 다각 연구는 시매체의 다양화와 체험 연출을 가

능하게 하 으며, 람객에게는 새로운 시도의 시를

기 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사회는 과거

의 반성을 통해 권력으로 인한 기념성의 기를 극복하

고 시 변화를 반 하는 새로운 ‘기념의 담론’을 개하

고 있다. 기념건축은 역사 기록 사건 인물 장소 시간

등을 기억하기 한 공간이다. 인류문명은 과거의 시간

을 재의 람자에게 달하는 목 으로기념비 기념

동상무덤 조형물 등의형식으로기념건축을 건립하 다.

건축 행 는 각각의 기념하고자 하는 상을 그들 나

름 로의 방식으로 표 함으로서 기념 상이가지는 의

미를 경험자에게 달하고 인지시켜 왔다. 기록 들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자신들이 보유한 기록물들을 디지

털화 하는데 큰 산을 쏟고 있는 것이 재의 실정이며,

기록 의 이용과 정보, 기록에 한 근을 보다 편리하

고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다.

복합민족국가 미국의 신속한 국가정체성 확립을 한

주요시발 이 되었던 통령기록 은 미국이라는 한 자

본주의 국가가 자신의 통령을 기념하는 방법이다. 이

것은 분명 미국이기에 가능했고, 한 미국이기에 이해

되는 것들이기도 했다. 미국이 통령기록 시스템을 통

해 그 어떤 행정기록보다 풍부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용

가능하게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기록 이 모기 의 목 에 공헌하고 있음을 보여

수 있는 기 시부터, 지역사회의 행사의 일환으로 개

최되는 행사 시, 기록 의 교육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주제 시, 기록 과 기록 리 업무를 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기능 시에 이르기까지, 기록 의 시서비스

의 유형만 살펴보더라도, 기록 이 기 내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요한 역할을 함을 에게 인지시키

기 해 시서비스가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시는 유형에 따라 시부스는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통령 기록물은 재 통령 기록 에서 별도로 보

존, 서비스 되고 있다. 하지만 통령에 한 심에비해

통령 기록물, 통령 기록 에 한 인지도는 높지 않

으며, 통령 기록 자체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해

극 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않다. 통령 기록과 한

민국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역사교육 한민국변천사

공유를 체험목 으로 구축된 통령기록 은 객 역

사 기록물의 시, 역사교육 등의 다양한 활용과 역할

에서 그 의미가 높은 시 의 성격이 강하다.

- 객 기록물의 시 기록물의 활용과 역사교육

- 통령기록 의 기능과 역할

연구목 : 기록 이미지통합계획 제안

연구방법 : 선행연구와 사례개발을 통해서 색채· 시

사인 계획안 제시

2. 전시  개

2.1 전시  개

건축을 해결하려는 하나의 시도라기보다는 기존의 문

맥과 의미를 풀고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여 새로운 것을

목시켜 이를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박물 에서는 기획 시와 연계된 교육 로그램, 컨

퍼런스, 세미나, 문화상품, 공연, 출 , 등 많은 콘텐츠를

제작 하고 있으며 더 많은 람객 유치를 해마

략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인간생활을 둘러싼 모든 공

간의 환경과 사물 속에서, 공간 상황정보인식의 왜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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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주거공간은 가장 빠른 속도로유비쿼터스와 목되

어 연구 실행단계까지 활성화 되고 있는상황이다. 최

근 정보통신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의 발달로인해 과거

미술 과 갤러리 등에서 권 이고 경직된 화이트큐

시 형태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목한 새로운 형

태의 시형식이 시도되고 있다.

2.2 내  대통령 전시   및 적용

1. 박물 이 아닌아카이 로서 기록물 자체와 설명에

충실한 시 필요

통령의 기록과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사실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으로 재와 미래에 향을 미

치므로 통령 기록은 그 자체로 요성을 가짐

2. 활용 심의 기록 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사용자

심의 로그램 필요, 문화의 시 라 불리는 오늘

날, 이용이라는 수동 개념에서 나아가 람객을

한 다양한 로그램의 구성을 통해 이용자에게

매력 인 장소로서의 역할이 요

3. 람객 심의체험과 첨단 ICT기반의 방향 시

연출 필요, 통령기록 은 역 통령이 남긴 문

서, 사진, 상, 등을 보존하고, 국민이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 기 으로서 과거와 재가 화하는

공간의 의미를 가짐

3. 내 종 대통령  색체 전시 사  

계획 제안

3.1 대통령 기록

3.1.1 대통령 기록  치 

ⓐ호수공원, 국립도서 , 국립수목원, 박물 단지

객으로 연간 약 1000만 여명 방문객

ⓑ한국 스미소니언 박물 으로조성되는 문화도시,

통령기록 , 자연사박물 , 디자인미술 , 도시

건축박물 , 디지털 문화유산 상 등 5개의 박

물 단지가 조성되어 세계 명소로 거듭날 정

Ⓒ 쾌 한 쉼과 여유를 선사하는 행복문화 벨트로서

자연 속의 휴식과 나눔, 다채로운 체험과 공간을

마련하여 찾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힐링을 선사하

는 세종시 호수공원에 치

3.1.2 대통령 기록  치 

ⓐ 통령기록 은 기록물 리기 으로서의 의미 이

외에도 행정 심복합도시의 요 문화시설로서의

의미도 지니게 됨

ⓑ 수도권에 버 가는 국토의 추 문화 기능

3.2 내·  대통령 전시   및 적용

3.2.1 언어적  통한 색체 계획

조사, 연구, 감상의 상이 되는 것을 수집하여, 언어

의 느낌을 담아내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IRI 근법을 통

해서언 어 색채 이미지의 스 일을 분석한다.

Fig. 1. Analysis of the Presidential Exhibition Hall at home and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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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Image Scale Analysis

3.2.2 전시 환경적   통한 색체 계획

· 세종시의 환경 인 이미지와 통령기록 만의 이

미지를바탕으로 독창 인 의미를 가진 색채를 선정

한다.

· 세종시 통령 기록 의 주조색은 모던하고 창조

인 컬러의배치, 통일성을 주되 각 층의 역별 공간

의 특성에른 따 단색조화로 특정색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유사색을 조화시킴으로써 시공간에 단조로

움을 피하고 새로운 변화를 다.

체험자가 한정된 공간 안에서 특정 정보를 달하고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특히

체험형 시공간에서 그 를들 수 있다. 체험형 시는

일반 인 시와 달리 체험자가 콘텐츠로부터 능동 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일상에서 느끼기 힘든 새롭고 자극

인 경험과 삶의 환기를 얻을 수 있다.

3.2.3 전시 환경적   통한 색체 계획

시 사인계획은 시지각의 기본 인 기능 외에도 수

많은 메시지를 다양하게 달하는 표 매체로서의 기능

도 함께 담당한다. 다양한 형태로 연출되는 시공간에

서 람자 측면에서 고려된 쾌 한 람환경조성과 시

물 측면에서 보존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한다.

Fig. 4. Presidential Archives Signing Plan

Fig. 3. President Sejong's Records and Colo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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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록 이 운 하는 시 으로 역사 평가는 지양하

고 객 기록물을 통해 통령에 한 역사 사실을

있는 그 로 보여주는 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분 기는 역사에 한 기록물의 증거 가치를 부각

하기 해 엄숙함을 유지하되, 람객이 편안히 찾아올

수 있는 재미요소 포함해야 한다. 람인원에 해서는

36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말이벤트 운 ,

기증자 명 의 당 등을 고려해서수용인원을 한정하여

운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듯하다. 본 연구에서는

색채계획과 사인계획 심의 이미지 통합계획을수립 제

시하여 보았다. 실제 이미지 통합계획은 심볼과 로고에

서 시작하여 기본디자인과 응용디자인체계를 통한 통합

이고 체계 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

서 아쉬움이 많은 사례제시 연구이지만 장 연출에 필

요한 실용측면에서 보면 나름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

된다.

통령에게 자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

하여 무조건 인 첨단 연출보다는 아날로그 연출이 더

감동 일 수 있다는 도 고려하여 시 목표를 한 연

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 통령을 상징하는 컬러나 황

무늬 등 권 인 장식의 한 활용이 필요하며, 통

령기록 으로서의 성격을 부각하여 일반 기념 ·박물

이 아닌 기록 의성격부각토록 해야 한다. 한, 국민의

식 함양 장소로서의 역할과 교육 인장소로서의 역할을

고려한 공간계획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 선진 시이미지통합 사례 수집과

분석을 통한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하며, 한국 이면서도

모던한 콘셉트를 고려한 시이미지 통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통령의 기록물을 통해

재와 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와 기록물의 보존

에서 활용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체험형 연

출이 필요하며 체험형 연출사례에 한후속연구가 더욱

요하다고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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