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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머리말
이 논문은 해양박물관이 관람객을 늘리고 자체의 임무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역사가, 고고
학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밝힌 혁신적인 연구를 해양 무역망의 아
주 오래된 구조와 당대의 구조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논문은 대중적인 개개의 기관으로서의 박물관과 보다
넓은 세계의 해양박물관 공동체에 이익이 되도록 지리적인 초점과 주
* This article first appeared in The Mariner's Mirror, 102(4), November 2016 written by
Lincoln Paine, “Connecting Past and Present : Maritime museums and historical mission. It
is reproduced by kind permission of the Society for Nautical Research. https://snr.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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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 초점을 확장하고, 해양사에 대한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야를 갖
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해양박물관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21세기에 이르러 박
물관 자체를 어떻게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에는 세 가
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대략 지리, 연대기, 그리고 테마나 원칙이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계에
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위치, 위치, 위치이다. 항구 도시, 만이나 호
수 또는 강, 지역과 지방 및 전국 아니면 제국, 특수 산업이나 무역
중에서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지 간에, 물리적 위치는 해양박
물관들이 해야 할 모든 활동의 범위와 중심을 자연스럽게 정의하고
결정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수집품이 박물관의 위치에 의해 규정된 대영박물관
(British Museum)이나 프라도 박물관(Prado) 또는 루브르 박물관
(Louvre)을 생각해 보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만약 메트로폴리탄
예술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이 뉴욕시 안에서 또는 그 주
변에서 만들어진 작품만 전시한다면,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수집품들
이 허드슨강파(Hudson River School)의 그림, 추상적 표현주의와 팝아
트, 그리고 약간의 낙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이 4가지 장르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멋진 스토리를 말해줄 것이
다. 이 스토리는 구성상 당연히 제한되기는 하지만 매력이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관이 되지 못
했을 것이다. 현재 이 박물관은 고대 근동지역의 예술품에서부터 유럽
의 회화와 조각품, 무기와 장갑, 의상, 악기, 사진과 현대 예술품에 이
르기까지 200만 점의 영구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17개 학예부서
가 이 소장품을 관리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의 아이
템 수는 그리니치 국립해양박물관의 아이템 수에 필적하지만,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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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인당 25달러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입장료가 무
료인 국립해양박물관보다 3배나 더 많다.)
해양박물관의 세계지향적인 경향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우리를 당혹
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세계의 여러 대양으로 나가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멀리 있는 장소들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
리고 2015년 국제해양박물관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Maritime
Museums)의 주제가 ‘연결(connections)’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
다.1) 그러나 해양의 역사와 유산을 기억하게 하려는 박물관들은 거의
근시안적으로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나 해역에 사로잡혀 있다.
예술박물관이나 과학박물관이 있는 위치가 반드시 비전의 폭을 정의
하는 것이 아닐진대, 해양박물관이 있는 위치는 왜 그래야 하겠는가?
연대기라는 어려움은 장소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향이 있다. 그
예로, 박물관들은 현재를 포함하여 그 전후의 시기를 무시하고 있으
며, 그 대신 보통 항구나 산업 또는 무역의 번영 시기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가져다주는 한 결과는 먼 과거나 국가가 형성
되고 글쓰기가 발달하기 전의 어떤 시기가 대체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해양박물관은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고
대 문화가 지배하고 있던 장소에 설립되는 경우가 흔했다. 자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상 전래의 땅 위에 세워진 기관인 해양박물관들은
어떤 한 지역의 수로와 항해를 개척한 사람들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사시대를 전시하고 해석하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다. 그러나 현대는 분명히 의지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다. 예술박물관
의 유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시대의 예술품이나 현대 예술품을
전시하는 경우, 이 전시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을까? 현재
1) 이 논문은 2015년 국제해양박물관회의에서 저자가 한 기조연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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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큰지 보려면, 한국의 광주
(光州)에서부터 베이징, 시드니, 인도의 코치(Kochi), 이스탄불, 베니스,
하바나, 뉴욕, 그리고 내가 살고있는 조그만 도시인 메인주의 포틀랜
드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2년마다 열리는 수십개의 예술품 전시
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매우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이 과거에 발생했던 일 위에서 발생하거나 과거
의 일과 관련이 있다면, 특히 그러하다.
세 번째 어려움은 많은 박물관들이 집중하기 위해 선택한 작은 테
마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조선업, 무역, 해군
사, 어업 탐험 등이 있다. 분명히 몇몇 장소는 다른 곳보다 특별한 시
대나 특별한 활동과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 리버풀과 18-19세기의 노
예무역, 19-20세기의 대서양 횡단 여객사업, 17-18세기 네덜란드 황금
시대의 암스테르담, 또는 유럽과 아시아 간 광둥식 무역시스템 시기의
광저우(廣州)가 그러하다.
그러나 유럽인과 미국인이 18세기와 19세기에 광저우를 빈번하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광저우는 중요한 항구가 되지 못했다. 2200
년 전인 기원전 3세기에 남부를 정복하기 위한 한나라의 원정 때 영
거(靈渠, Lingqu Canal)가 완성된 이후에는 광저우가 중국으로 들어가
는 주요 항구이자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구였다. 이것은 광저우로부터
직선거리로 2천km 이상 떨어져 있는 장안(長安)이라는 내륙 수도까지
연결되어 있는 내륙 수로의 마지막 연결 지점이었다. 이 수로를 파서
개통시킨 것은 두 가지를 완성시킨 셈이었다. 하나는 중국 내륙 수로
의 중추를 완성했다는 것이었다. 이 수로는 지구상의 어떤 나라들과도
그때나 지금은 물론 다른 어떤 시대와도 견줄 것이 없는 시스템이다.
다른 하나는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에서 가져온 경탄할 만한 상품들에
게 중국의 문을 열어주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의 해외 인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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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시작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광저우의 유구한 역사는 중국의 해양박물관들
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광둥 시스템에서 양행(洋行)
상인(Hong merchants)의 영광이 상업적인 초신성(超新星, supernova)의
폭발적이고, 눈부시고, 짧고, 전혀 예기치 못했던 광채처럼 보인다. 이
것의 결과 중 하나는 중국의 상업적인 해양 감각에 대한 완전한 오해
와 과소평가이다. 또한 왕궁유(王 武)가 묘사한 것처럼, 그 일부는
‘제국이 없는 중국 상인들’의 해외 식민지에 남아있다.2) 상선단이 1960
년대의 최악의 순간에 30척도 채 안 되는 선단으로부터 오늘날 세계
최대의 선단으로 성장하도록 도운 것은 바로 이 오래된 문화적 전통
이었다. 과거의 불완전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나친
전문화는 해양박물관 공동체의 다양한 분열을 야기했는데, 각 해양박
물관은 그 박물관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 관련된 기간, 그리고 중점을
두는 해양활동에 의해 제한되는 지역주의적 세계관을 분명히 드러내
고 있다.
초점이 가장 좁게 맞춰져 있는 박물관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선박, 특히 독립된 박물관으로 존재하는 선박이다. 몇몇 선박은 이 선
박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말해주는 능력 덕분에 의심할 여지
없이 중요하다. 이 선박들 대부분은 이집트의 쿠푸(Khufu) 선박, 덴마
크에 있는 바이킹 시대의 로스킬레(Roskilde) 선박, 또는 중국의 13세
기 난하이(南海) l호선과 같은 고고학상의 발굴물들이다. 이 선박들은
그런 종류의 선박들 중 유일하게 잔존하고 있는 것들이다. 문서 기록
과 그림 기록은 그 당시 해양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의 제

2) G. Wang, “Merchants without Empire : The Hokkien sojourning communities”, in J. D.
Tracy(ed.), The Rise of Merchant Empires : Long distance trade in the early modern
world 1350-1750 (Cambridge, 1990), pp.4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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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지 않고 있으며, 그 기록만으로는 조선기술에 대해서도 거의 아무
것도 제공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선박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매력
을 갖고 있다.
다른 선박들은 영국의 빅토리함(Victory), 미국의 컨스티튜션함
(Constitution), 일본의 미카사함(三笠) 또는 러시아의 순양함 오로라함
(Aurora)과 같은 애국적인 기념물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함선들이다.
왜냐하면 이 함선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가치가 있거나 받았던 전
투에 한 번 이상 참전했고, 또한 소속 국가를 규정하는 데 도움이 되
기 때문이다. 빅토리함과 컨스티튜션함은 자국 해군에 취역 중인 함정
이라는 법적인 의제(legal fiction)의 혜택도 받고 있다. 마틴 벨러미
(Martin Bellamy)가 말했듯이, 스코틀랜드 개발공사(Scottish Development Agency)와 던디 시의회(Dundee City Council)는 남극조사선 디스
커버리호(Discovery)의 보존을 지지했는데, 왜냐하면 이 조사선이 도시
자체를 ‘발견의 도시(City of Discovery)’로 불려지게 하여 개혁과 브랜
드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선봉에 나섰기 때문이다. 던디
시에 보존된 다른 선박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유니콘 도시(City of
Unicorn)’는 그와 동일한 덕을 보게 해주지 못했다.3) 영국민이 코펜하
겐 해전에서 활략한 넬슨의 기함 엘리펀트함(Elephant)에 대해 많은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미국인은 자국
의 역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컨스티튜션함의 자매
함 프레지던트함(President)이나 콩그레스함(Congress)을 기념하는 데
예산을 몇 차례 기꺼이 투입했다.
함선의 보존 여부에서 그 함선의 운이 한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3) M. Bellamy, ‘Financing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Ships : Should the UK taxpayer pay?
An overview of past, present, and future policy’, Mariner’s Mirror, 97:1(2011), pp.344-65,
pp.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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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지만, 명칭이 항상 중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큐나드(Cunard) 기
선회사의 퇴역한 지 오래된 퀸메리호(Queen Mary)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캘리포니아의 롱비치 항에 계류되어 호텔, 컨벤션홀, 박물관 등
으로 사용되고 있다. 과학기술상 훨씬 더 중요한 유나이티드스테이츠
호(United States)는 노후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선박이
어떤 용도로든지 합리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일부 완고한 지지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퇴역한 유나이
티드스테이츠호를 생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쏟았던 바로 그 에너지
가 이 선박을 대양여객선 박물관으로 만드는 데 투입되었더라면, 유나
이티드스테이츠호와 관련된 이야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그리고 해
양사에서 아주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시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이야기
가유일한 장거리 여행을 경험하려면 비행기나 크루즈선을 계속 반복
해서 타고다니는 것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매력적인 것이 되
었을까?
헬싱외르(Helsingør)에 있는 덴마크 해양박물관의 새로운 시설에 대
한 브루스 피터(Bruce Peter)의 도크 박물관(Museum in the Dock) 을
읽는 동안, 나는 상태가 형편없는 해양사 프로젝트가 있을지도 모른다
는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미 코펜하겐에 덴마크 왕립해군
박물관(Royal Danish Naval Museum)이, 로스킬레에 바이킹 선박박물관
(Viking ship museum)이, 그리고 에스비에르(Esbjerg)에 북해어업박물
관(North Sea fisheries museum)이 있었으므로, 덴마크 해양박물관은
설립 기획 단계에서 덴마크 상선과 관련이 있는 소장품을 특징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4)
덴마크인들은 자신들의 현대식 상선단에 전념하는 새로운 박물관을
잘 꾸밀 수 있다. 왜냐하면 덴마크 선박들이 세계 무역량을 10% 이상
4) B. Peter, Museum in the Dock (Stockholm, 2014),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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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구가 세계 전체 인구의 0.1%에
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로서는 나쁘지 않은 비율이다. 그러나 요점은
박물관에서 덴마크 해양사 전체를 개관하고 싶으면 4개의 박물관을
모두 방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벼운 마음으로 박물관을 방문하
려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는
해양 세계와 유럽의 해양에서 덴마크의 위치에 대한 비교적인 관점을
얻으려면 어느 곳을 가야 할 지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접근이 오류
를 범하기 쉽다는 것은 덴마크 국립박물관들을 관리하고 있던 정부
기관이 2015년에 덴마크 해군박물관을 경비 절감의 조치로 폐쇄한다
고 선언했을 때 너무나 분명해졌다.5)
이것은 덴마크인들이 특별한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
니라, 해양박물관에 대한 접근에 관한한 분명히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내가 방문한 75개 박물관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연대기적으
로 그리고 주제별로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지에 대해 비교적
제한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몇몇 박물관의 임무를
보면 요점이 확실해진다. 홍콩의 해양박물관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홍
콩과 중국 및 아시아의 해양사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을 장려할 책임
을 가지고 있다.’6) 반면에 브레스트(Brest)의 국립해양박물관은 ‘브레스
트와 프랑스 해군의 무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7) 상하이의 해양박물
관은 ‘애국심, 선린우호관계, 우정, 과학적 항해’의 정신을 보여주기 위
해 중국 해양 산업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대비시키고 있다.8)
5) 수집품과 전시물은 2016년에 Tøjhusmuseet에 이관되었다.
6) Hong Kong Maritime Museum, ‘History, Mission and Vision’, accessed 30 Oct. 2015,
http://www.hkmaritimemuseum.org/eng/about-us/general-information/history-mission-and-visi
on/40/70/.
7) National Maritime Museum, Brest, accessed 20 Oct. 2015, http://museum.ms/museum/de
tails/ 16163/national-maritime-museum-brest.
8) China maritime Museum, ‘Introduction’, accessed 30 Oct. 2015,
http://www.shmmc.com.an/english/Museum/Museum.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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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모든 장소가 자체의 특별한 역사를 기념하는 해양박물관
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자주 그리고 충분히 고
려하지 않는 문제는 ‘박물관이 없는 장소들은 어떨까?’ 이다. 변화되고
있는 무역 양상에 의해 가려진 항만 정치(port policies)나 한때 대단했
던 항구들의 역사는 누가 보존하고 이해해야 할까? 또는 허약한 경제,
정치, 전쟁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들일까? 선박이
난파당하기 쉬운 구자라트(Gujarat)의 알랑(Alang) 해안, 현재는 항구가
아니지만 세계의 해양 분야에 여전히 반드시 필요한 항구들과 같은
장소들은 어떨까? 그 항구들의 스토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 점에서 우리는 해양박물관 공동체가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의 스토리를 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물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의무의 수준으로 격상되지 않으면 그리고 더 많은 방문
객을 끌어모으기만 한다면, 이 스토리들을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사리추구가 아닐 것이다.
해양박물관들은 또 다른 분열이나 분리의 중요한 원천에 직면하고
있다. 물질만능적인 삶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람들은 점점 해양 세계로부터 분리되고 있다. 해양박물관의 관
람객들은 현대 사회에서 해양 산업의 역할에 대해 직감적으로 고마워
하는 마음이 이전 세대보다 적어지고 있다. 생계를 해상에서 꾸려가는
사람의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 20세기에 해양박물관이 최초로 급증
하도록 자금을 댄 지지층이었던 해양 전문가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해양 활동과 그 활동을 책임진 사람들이 도시의 중심지로부터
벗어남에 따라 근해 지역과 육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 오일과
액화천연가스 하역 시설의 경우, 해양 무역의 범위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다와 해양 무역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아는 사
람들은 점점 더 적어진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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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떤 스토리를 어떻게 말하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현재의 위치에 왔는가를 알기 위해 발자취를 더듬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해양박물관들의 설
립이 골동품 수집의 충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리처드 하딩
(Richard Harding)이 ｢선원의 거울(Mariner’s Mirror)｣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듯이, 이 충동은 우리로 하여금 건물, 선원 모자의 리본과 버튼,
최근에 세운 기념비, 별로 최근이 아닌 과거의 기념비 등의 유물뿐만
아니라 고대 선박과 보트, 선박 모형, 이미지, 민속지학, 사전학적 사
항, 서지학적인 사항, 깃발 등을 수집품으로 모으게 한다.10)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지난 500년간 역사와 특별히 관련된 주제를
예로 들수 있는 해양박물관의 주요 임무가 시민과 국가의 정채성을
홍보하는 토픽과 주로 그 당시 세계 해양강국의 발전과 업적에 관계
된 비교적 적은 수의 토픽이었을 때, 이 주장은 아주 잘 들어맞는다.
이러한 것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엄청나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영역
들이다. 그러나 21세기의 세계는 한 세대 이전의 세계와 전혀 다르다.
역사가, 고고학자, 민족학자, 경제학자, 전문가가 수행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획기적인 작업들은 이미 상당히 익숙해져 온 주제뿐만 아니
라 완전히 새로운 토픽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정보 은닉처로 판
명되어 왔다. 사람들이 모든 물질적, 환경적, 상업적, 그리고 정치적
외관에서 세계화의 효력과 영향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시대에 우
리의 관심을 서양의 확장 시대, 식민지화 시대, 그리고 해군 지배의
9) Alain de Botton은 The Pleasures and Sorrows of Work에서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을 표명
하고 있다.
10) R. Harding, ‘Organizational Life Cycles, the SNR and maritime Museum’, Mariner’s Mirror,
97:2 (2011),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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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 고정시키는 것은 사실 반역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시대착오
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행동인데, 이는 중요한 사항이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보통 헐(Hull)에 있는 트롤어선 아크틱 코르셰어
호(Arctic Corsair)나 현재 필라델피아에 있는 포르투갈령 그랜드뱅크
(Grand

Banks)의

어로용

스쿠너선

가젤라

프리메이로호(Gazela

Primeiro)처럼 비교적 관리가 가능한 선박이라는 렌즈를 통해 항상 하
나의 지역 그리고 한 개의 공장이나 공단을 기리려는 의도를 갖고 정
부의 권한보다는 지방 권한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직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스토리를 어떻게
무심한 방문객에게 매력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보다 광범위한
관람객을 수용하기 위해 큐레이터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고 소장품
의 수집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 가장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계
를 약간 정지된 상태이고 이상화된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의 모
습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몇몇 경우에 이것은 한 가지 산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또는 왜 그것이 몰라볼 정도로 바뀌었는지
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2015년에 메인(Maine) 주의 해양박물관은 ‘바닷가재잡기와 메인 주
해안(Lobstering and the Marine Coast)’의 제목을 가진 전시실을 개편했
는데, 오늘날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양산업에 초점을 두
었다. 그 박물관이 1985년에 처음 개관했을 때, 메인 지역의 어부들은
1년에 3천만~4천만 파운드의 바닷가재를 잡았다. 어획량은 2011년에 1
억 파운드에 이르렀고, 지금은 매년 1억 2500만 파운드에 이르고 있
다. 장비와 기술상의 주목할만 변화가 없었고 어업의 건전성을 유지하
려는 의도로 제한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4배 증가했던 것이
다. 이 변화를 설명하려면, 어떤 다른 요소들이 연루되었는가를 알기
위해 어부들의 단체와 그들이 사용한 도구 이상의 것을 알아야 한다.

｜해양논단｜ 링컨 페인, 해양박물관의 역사적 임무 ;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217

이것은 필연적으로 메인 만의 환경에 대해 토론하게 만드는데, 그곳
에서는 많은 다른 어종들의 어획 활동이 어획량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예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후, 오염, 외래유입종 등처럼 덜 유형적인 증거를 조사해야 한
다. 이것은 어로학자, 해양학자 등 관련된 사람들의 참여 시기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조사이다. 이들은 30년 전만 해도 해양
박물관이 거의 무시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하고서 필요시 다른 곳
의 어업 환경이 변화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세계
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도약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같은 문제를 연대기적으로 보기 위해 단순히 유럽인들이 메인 지역에
도착한 500년 전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원주민
(Red Paint People)이 거기서 4,000천 년 전에 황새치를 잡기 시작한
이래 수천년 동안 메인 만 어업의 성장과 몰락을 살펴보아야 할지도
모른다.11) 지방을 세계화하는 것은 모든 박물관이 똑같은 스토리를
말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박물관들이 방문객을 위해
주제를 보다 넓은 역사적 맥락에 넣기 위해 전통적으로 초점이 되어
온 시기와 장소를 바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해양사를 유용하고 의미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해양박물관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어떤 것이
11) B. J. Bourque, The Swordfish Hunters : The history and ecology of an ancient
American sea people (Piermont NH, 2012)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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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간에 과거를 보는 방식과 현재를 인식하는 방식에 기여하는 어떤
유용한 것을 해양의 역사와 유산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진
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람객을 너무 많이 의식하
고 있으며 또한 자체의 행동을 좋은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는 4가지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세계화는 근본적으로 해양과 관련된 현상이었고, 항상 그러하다. 해
양사가들이 알고 있듯이, 세계 무역의 90%가 바다를 통해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을 해양 세계에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미끼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통계를 충분히 자주 제시하지만, 그것을 스토리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물
질 세계보다는 많은 물질 상품을 사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비물질적 세계에해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는 단지 300개의 해저 통신케이블 시스템이 모
든 대륙 간 데이터의 99% 정도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주목할지도 모른
다.12) 이 케이블은 19세기와 20세기의 선조들처럼 일반적으로 해양 무
역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다. 어느 쪽이든 현대 생활에 필수적인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사실 사이에서 해양박물관들은 세계화와 그 기원을 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요점은 해양박물관들이 반드시 필요한 문화 시설이라는 점
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그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
어야 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여러 역사 분야에서 이룩한 엄청난 진
보는 하천의 환경과 그리고 연안과 해양의 환경에 대한 적응이 인류
의 발달에서 중심이 되는 요소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진보적인 생물학
자들은 우리 조상들이 수산물 중심의 식단을 채택한 것이 인간 두뇌
12) Maine, ‘Undersea Cables’ and TeleGeography, ‘2014 Submarine Cable Map’, accessed 30
Oct. 2015, http://submarine-cable-map-2014.telegeograph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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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대와 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은 또한 인류의 기술 혁신에서 가장 초기의 그리고 가장 대
담한 업적이 해상에서 나타났음을 드러내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5
만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에 있는 가시거리 내
의 섬들을 배를 타고 다녔고 또한 15,000년 전에 태평양 서부에서 육
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을 다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항해하고 다니
려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에서조차도 인류의 독창성과 사회 조직이 가
장 위대한 승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솜씨와 기술이 발달되어야 했다.
이 솜씨와 기술은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바다를 이주와 교류의 길
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궁극적으로 군함, 화물선, 어선, 탐험선, 작
업선, 유람선 등 특수 목적용 선박들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그리하
여 이 솜씨와 기술은 조금 더 최근의 역사 시대에 이룩한 경이로운
업적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기원이 1만년 ~ 1만 2천년 전 신석
기시대의 혁명에서 농업 사회의 등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사
회적 통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인더스강, 갠지
즈강, 황허강, 양쯔강, 미시시피강, 그리고 아마존강을 따라 형성되어
발전한 강변의 문명들은 그 강의 홍수로 범람한 물이 토양에 영양분
을 공급했기 때문에 발달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강이 교통, 통상, 분쟁, 정복, 오염 등을 실행하거나 발생시키는 길로
서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우리
가 다른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양박물관들은 항상 이 역사적
이야기에 도전해야 한다.

13) 인류에 대한 바다의 충격에 대해서는 J. Mack, The Sea : A cultural history (London,
2011)와 L. P. Paine, The Sea and Civilization : A maritime history of the world (New
York, 2013)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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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박물관들은 우리가 인간 사회와 환경 변화 사이의 연결 고리를
설명하는 특이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특히 관련이 있다. 지구 온난화,
대양의 산성화, 남획 그리고 고체폐기물 오염에 의해 직접 어려움을
겪는 곳들은 해양박물관이 그곳의 역사와 전통을 기리기 위해 존재하
는 지역사회들이다. 어민과 뱃사람들이 환경이 변화한 탄광에 사는 그
유명한 카나리아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지만, 세계 인구의 44%가 해안
에서 150킬로미터 이내에 살고 있으며, 세계 대도시의 대부분은 홍수
와 극단적인 기후에 의해 이미 위협을 받고 있는 해안가 평지에 위치
해 있고, 세계 인구의 대부분은 강이나 강주변에, 때로는 범람원에서
살고 있다.14) 따라서 인구통계학은 바다를 자연 환경과 문화적 환경
으로 이해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점점 의미있게 되어가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양박물관들은 바다와의 관계
를 감내하면서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희망이 얽혀져 있는 역학
관계를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마지막 원칙은 얽혀져 있는 역학 관계, 인간 사
회의 기원이 해양이라는 것, 그리고 세계화의 본질 덕분에 우리가 세
계에서 거의 다른 등급의 관객 중심 시설보다도 점점 설득력이 더 많
은 스토리와 그 스토리를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이 말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만 하면 된다.

14) United Nations, UN Atlas of the Oceans, accessed 30 Oct. 2015, http://www.oceansatlas.
org/servlet/CDSServlet?status=NDoxODc3JiY9ZW4mMzM9KiYzNz1rb3M~.

｜해양논단｜ 링컨 페인, 해양박물관의 역사적 임무 ;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기 221

Ⅳ. 해양사를 말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2014년에 메인 주의 해안에 있는 작은 학교인 애틀란틱 대학
(College of the Atlantic)에서 강연했다. 그 학교의 모든 학생은 인간
생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인간생태학은 사람이 자연 환경, 기술
환경 그리고 사회 환경과 상호 작용을 하는 방법에 대한 학제간의 그
리고 초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이다. 이 학생들에 대해 뭐라고 말
해야 할 지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해양사가 본질적으로 인간
생태계의 한 가지 형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자신과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져가기 위해 물과 바람을
이용하는 방법, 우리가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
선박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무역의 위험을 전파하거나 공동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선박을 만들어 항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에 대한 연
구이다.
해양박물관들은 항해를 위해 해류, 조류, 바람, 그리고 천체의 움직
임과 같은 자연 환경의 양상들을 오랫동안 논의해 왔다. 그러나 대부
분의 사람들은 지나친 남획, 고기잡이, 해저 광물을 위한 채굴, 원유
시추, 선박과 해안에서 발생하는 나쁜 오염이 어업, 대양의 먹이 사슬,
해안 공동체에 대한 영향 등과 같은 우리의 탐욕스런 이용처럼 눈에
덜띄는 환경 문제들을 고려하기 위해 익숙하고 피상적인 현상 이상의
것을 보기를 주저한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둡고 우울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로지 임박한
재난 이야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와 바다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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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긍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조력 발전, 근해에 풍력발전
지역의 건설, 그리고 더 무해하고 도움이 되는 굴과 해초의 양식장과
같은 바다 양식의 촉진, 다른 식량 원천과 산업 생산물 원천의 증가
등이 긍정적인 면들이다. 기술적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바다를 돌아보
면, 처음에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뗏목과 보트와 선박들의 건조가 관심
거리였다. 선박은 가장 단순한 형태라 하더라도 먼 우리 조상의 가장
야심적인 업적 중 일부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박물
관들이 지난 세기, 2세기 동안의 범선 시대(Commercial Sail), 가장 최
근 세기의 해군 역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 오래된 기술이나 관람객
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보다 최근의 기술에는 거의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다.
현대 해양 통상의 중추인 컨테이너선, 유조선, 패킷 유조선(Packet
tankers), 벌크선, 자동차운반선, 크루즈선, 예인선, 바지선 등은 모두
많은 박물관에 의해 무시되고 있다. 고속도로와 트럭으로부터 철길이
나 파이프 라인에 이르는 현대 해양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해안가의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표현과 이해도 역시 무시되고 있다.
겨우 반세기 밖에 안 된 컨테이너 수송이 뉴욕과 런던으로부터 홍콩
과 싱가포르까지 항구 도시들의 성격과 배치를 얼마나 급격하게 바꾸
어 놓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이겠는가. 얼마
나 많은 해양박물관들이 자신들의 소장품에 컨테이너선을 포함시키고
있을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내가 아는 한 매일 전 세계 수억명의 사람
들을 괴롭히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눈에 띄지 않는 한 사실을 지적하
고 싶다. 우리는 해운회사들의 컨테이너 수송 채택이 유례없는 규모의
경제를 이끌고 있으며 또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선박이 대양을 횡단하는 것보다 개품화물(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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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freighter)을 싣고 내리는데 시간이 더 걸렸었지만, 지금은 초대형
컨테이너선들이 선적과 하역을 며칠만에 다 끝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랄 정도로 값싼 가격으로 말로 다하기 어려운 유형 재화
에 접근할 수 있어 기뻐했고, 19,200TEU의 선박이 그 1/4의 선적 능력
을 가진 선박의 연료 중 절반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경이롭게 생
각했다.15) 그러나 도로 교통처럼 다른 중요한 것들은 어떨까? 2013년
에 중국의 3대 항구에 끝없이 놓여있는 모든 컨테이너의 길이는 적도
를 12바퀴나 돌 정도였다(<표 1>).

<표 1> 항구별 하역 컨테이너의 총 길이 (2013년)
항구

TEU(백만)

총 피트 (백만)

킬로미터

마일

중국 상하이

33.62

672.4

204.947

127,348

싱가포르

32.60

652.0

198.730

123,485

중국 선전

23.28

465.6

141.915

88,182

홍콩

22.35

447.0

136.245

84,659

한국 부산

17.69

353.8

107.839

67,008

로테르담

11.62

232.4

70.835

44,015

로스엔젤레스/롱비치

14.60

292.0

89.002

55,303

뭄바이

4.12

82.4

25.115

15,606

출처 : World Shipping Council, ‘Top 50 World Ports’, accessed 30 Oct. 2015, http://www.
worldshipping.org/about-the-industry/global-trade/top-50-world-container-ports

우리는 그러한 경이로운 효율성을 가져다준 해운사의 훌륭함을 인
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부두에서 그렇게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많
은 사람에게 큰 비효율성을 남겨주었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한다. 컨테
이너 혁명 때문에 발생한 도로와 철길의 혼잡은 시간, 돈, 오염 그리
고 좌절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에게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했다. 이것은
15) ‘Container Shipping : The big box game’, Economist, 417:8962 (Oct. 31-Nov. 6, 2015),
pp.60-61.

224 해양담론 <제4호>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은 아닐지 모르지만, 필요한 말이다.
대부분의 해양박물관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쉬운 것은 수송 수단이
다양해져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해양 산업을 따라가는 임무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소장품이 무엇이든 그것들과
오늘날 해양 세계의 덜 분명하나 더 큰 영향력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많은 박물관에서 간과되고 있는 것은 가장 새로운 과학
기술이다. 이것은 좋든 나쁘든 바다의 이용을 보다 완전하게 할 수 있
는 것이다. 이 과학기술은 분명히 새롭기는 하지만 오랜 시기에 걸쳐
진화해 온 가장 새로운 과학기술을 뜻한다. 과학기술은 합성밧줄, 그
물, 심해잠수정, 원격으로 작동되는 무인수중작업장치(ROVs), 잠수복,
스쿠버 장비, 해저채굴기술, 통신케이블, 해저 생활 구조물 등을 포함
한다. 이것들은 대부분의 박물관이 원래 계획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들
이지만, 현대 해양 관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고, 우리가 과거
에 그랬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라기 보다는 현재 있는 그대로의 해양
세계를 적절하게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해양 문제에
대해 관심을 충분하지 못하게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대중 교육 의무
에서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해양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회사
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기부수입의 원천임을 생각한다면, 그것
은 특히 귀찮은 일일 것이다.
이것은 해양 세계의 사회적 환경에서 세 갈래 축으로 이루어진 인
간 생태계 중 세 번째 갈래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이에 대한 가장 멋
진 표현들 중의 하나는 선박에 대한 존 러스킨(John Ruskin)의 묘사이
다. 그는 선박을 ‘무리지어 살고 있으며 또한 교대로 행동하거나
(alternate strokes) 상호 동의를 통해 자체에서 생산하거나 확보하기 위
해 필요한 것을 머리를 짜내 고안해 내는 존재인 인간의 뛰어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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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묘사하였다.16) 러스킨은 먼저 선박이라는 인공물로, 다음으로는
그 선박을 만들고 인력을 배치하는 인간이라는 인공물로 우리의 관심
을 이끈다. 대부분의 해양박물관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한다. 해양 산업
은 엄청난 수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을 필
요로 한다. 이러한 사람들 속에는 선박을 건조하고, 선원을 배치하고,
항해하고,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항
만 내의 수로와 해안가의 사회 기반 시설 및 등대를 유지하는 사람,
선박에 장비와 기계류 및 식료품을 공급하는 사람, 이주민과 관세 및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지도제작자, 물류전문인력, 화물 취급자,
크레인 운전사, 트럭운전사, 화물 운송업자, 환경과 건강 및 안전을 감
독하는 사람, 해사법학자 등 엄청나게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는 사람
들의 조직도 필요로 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 산업이 ‘무리로’ 조
직하고 또한 확보하거나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것에 대해 끝까지 논의
하여 상호 동의로 타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공동체가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간에
고찰하는 방법뿐이다.
단순하게 원양 항해를 하고 강을 항해하던 우리 조상들에 대한 첫
번째 요점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이 노선을 따라 생각하고 러스
킨의 목가적인 ‘무리(flocks)’를 ‘동료(company)’나 ‘승조원(crew)’ 같은
좀 더 해양과 관련된 은유어로 대체해 보자. 농경 체제는 신석기 혁명
에 의해 시작되었음에 틀림없다. 신석기 혁명은 사회 조직의 해양 모
델로 일컬어지는 것이 사냥꾼-채집인 모델과 함께 존재했으며 또한 농
경계층보다 앞서 존재했었다. 그러한 공동체들은 거의 틀림없이 사냥
꾼–채집인들로 구성된 부족들보다 더 큰 기동력을 보유한 농업공동체
보다 더 다양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전문화를 이루었고, 우리가 오늘
16) J. Ruskin, The Harbours of England (London, 1856),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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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살고 있는 다원론적인 세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예상한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인간 사회의 해양 모델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전망에 대해 어떻게 말해주는지 고
찰하도록 해양박물관들이 대중을 고무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러한
일을 하겠는가?

Ⅴ. 해양박물관은 대중 앞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것은 공공기관으로서 해양박물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박물관이
성취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실존적인 문제로 우리
를 이끈다. 우리는 해양박물관들을 해양사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묘사
들을 통합하려고 성실하게 노력해야 할까? 우리는 해양사의 더 광범
위하고 자세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야 할까? 우리는 환경 문
제와 해안가 개발 및 선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 행동하라고 제안하
는 방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촉진시켜야 할까? 우리는 나이, 기질, 그
리고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마음에 들어하
며, 그리고 미학적으로 유쾌한 무대를 만들어야 할까?
우리는 이 선택 사항들을 교육, 오락, 전쟁, 계몽 등의 표제로 분류
할 수 있고, 대부분의 해양박물관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로나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7) 해양사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선순위
가 해양박물관의 중점 분야 중 몇 가지 측면을 관람객에게 교육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훈적인 수단과 그들이 알아
17) 경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S. E. Weil, ‘Museums : Can and do they make a
difference?’, in Making Museums Matter (Washington DC, 2002), pp.64-7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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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식으로 대중을 교육하는 것은 오랫동안 낡
은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대체로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박물
관을 더 이상 권위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있다. 자주 그랬던 것은 아
니나, 박물관 근무자들은 일련의 엄선된 사실에 몰두하는 것만큼 유쾌
한 환경에서 즐기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18) 배우는데 관심이
있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존 아이디어를 확인해줄 수 있는 정보
를 원한다. 교육 기관인 해양박물관이 기대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좋
은 것은 사람들에게 세계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아이디어와 가장 좋
은 방향으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그 사이의 연배에 있는 모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
면, 우리가 말하는 가장 넓은 차원으로 우리들이 말하는 이야기에 그
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이 작업을 적절하게 잘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전에 몰랐을 수도 있는 새로운 정보를 일부 제공함으로써 그러나
주로 그들이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깨우치도록 만들 것이다.
여기에서 요점은 예상된 아이디어에 도전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
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힘든 싸움이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박물관 방문객이 관점을 지상에서 해양 세계의 세부사항으로
돌리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양 렌즈를
그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많다. 아이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모나
조부모 또 나이가 더 많은 형제자매의 관심을 이끄는 것과 매우 다를
18) S. E. Weil, ‘The Museum and the Public’, in Making Museums Matter (Washington DC,
2002), p.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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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관람객을 늘리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제공하는 학습은 공예품, 그림, 문서 등에 대한
연구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보트 제조와 같은 공경할 만한 기술을 교
육하는 것으로 부터도 나온다. 물론, 해양박물관은 과학기술과 새로운
매체를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중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박물관이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부수적인 사운드 트랙이라는 소품이 있든 없든 간
에 스크린이나 3차원적 물건 혹은 2차적인 이미지의 형태를 띠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의 성공은 완전히 큐레이터의 상상력과
전시에 정보를 주는 구성 원리에 달려있다.
많은 해양박물관이 대중의 기대가 드러내는 흐름과 우세한 바람의
변화를 이용하기 위해 진로를 조금씩 수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해양사
연구의 최첨단에 있는 상대방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새로운 해석을
제공할 도구를 이용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 만약 우리가 소장품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전락을 이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애정을 기울여
획득하고, 보존하고, 전시하는 수백만 점의 수집품들을 죽은 언어로
말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침묵하는 것으로만 남아있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소장품, 공문서 그리고 전시물을 해석하는 방법과 관련된 결
과물을 내기 위해 역사가, 고고학자, 과학자, 경제학자, 그리고 도시기
획자라는 학술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연결하는 더 나은 일을 해야 한
다. 이것은 기관이 운영하는 시간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규모에 상관없
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의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있고, 다문
화적이며, 비교적인 성격을 확장하는데 많은 일을 해줄 것이다.
내가 앞에서 제기한 존재론적인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의 스토리를
보다 넓은 지역사, 국가사, 세계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통합시키기 위
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설명은 모든 해양박물관을 연결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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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의 협력 작업을 상호보완적이고 서로 강화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대중이 교육이나 대중매체에 의해 노출된 적이 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방문객들이 활동가가 되도록
격려하는 것은 최소한 그 나름대로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
리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19)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방문객들에게 심미
적인 방법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유쾌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원
하고 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자신의 삶이 묻어있는 역사를 서술한 사람
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한 해양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보다
더 미묘하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라고 해양박물관들에게 촉구하
고 싶다. 해양박물관의 관훈은 연대기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보다 넓
은 세상에서 그 기관이 서있는 위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핵심적인 소장품이나 설립 목적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능한 만큼, 우리는 익숙한 것보다는 더 깊고, 더 풍부하고,
더 범세계적인 스토리를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설명들은 지역민을
세계와 연결시키고 또한 과거를 현재와 연결시키는 도구로서 취급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박물관은 연관성이 크고 강렬한 스토리를
가진 필수적인 문화 기관으로서 스스로를 관람객들에게 홍보해야 한
다. 그리고 사람들이 해양박물관을 방문객의 목적지일 뿐만 아니라 출
발지로도 간주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1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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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oln Paine : 해양사가. 메인 주(Maine) 배스(Bath)에 위치한
해양박물관의 후원자
저서 :
The Sea and Civilization : A maritime history of the world
Ships of the World : An historical encyclopedia
Down East : A Maritime History of Maine
Ships of Discovery and Exploration
Warships of the World to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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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리 조상들이 사용한 배와 항해에 관한 저자의 논문을 모아 엮은 논선
집이다. 이미 해양사란 제하의 책들이 몇 권 출판된 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들 책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주로 배와 항로 등이므로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항해선박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이 바다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항해선박사는 해양사에 속한
분야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따라서 저자는 항해선박사에 대한 올바
른 이해 없이는 해양사도 제대로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자가 이 책
을 『한국항해선박사』라 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 시대의 비중이 압
도적으로 많고, 고려 시대의 비중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각 장이 개별논문이다 보
니 각장의 논리전개상 반복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추후 수
정 및 보완해야 할 과제로 삼으려고 한다.
이 책이 우리 조상들의 배와 항해의 역사
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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