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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European History is a project initiated by the European Parliament. The
museum is hosted in a historical building, the “Eastman Building”, a former dental clinic
from the 1930s, located in the Leopold Park in Brussels. It opened in May 2017.
From January 2011 onward, the academic project team, historians and museum experts
from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from different origins, education backgrounds and
traditions of thought, came together in the effort to develop the vision and mission, the
concept, the narrative and contents of the permanent exhibition. We clearly understood one
thing: Europe has innumerable museums, but none about itself, at least not explicitly.
What is Europe? What is the interest in European history? How to limit the scope of the
narrative? How to narrow down the material? Can one teach lessons of the past that are of
general relevance for all Europeans? How to deal with different historiographical approaches,
with contested history, with our obsessions?
Those are questions, which were on our mind. I will try to answer them one after the other
in six little chapters.

1. What is Europe?
The starting point of my statement is a commonplace:
Europe is not an easily definable entity, neither geographically nor politically.
What we understand by ‘Europe’ is, and one might say, always has been, a matter of
contention. The decisive factor in the shaping of European history has not been political
unity, but the experience of cultural diversity in myriad forms. Europe is a mosaic of
wonderful diversity - a continent, which comprises the greatest imaginable differences. It is
the result of a complex interplay of ideas and forces complementing one another, competing
with each other or being antagonistic towards each other. As Julia Kristeva has pointed out:
“The European identity is complex... in permanent movement and many-head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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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eidoscope.”1)
However, and this is my second important insight: the most significant and pace-setting
processes in Europe’s history have been transnational and border-crossing developments,
even though they have been experienced in many different ways.
What does that mean for the House of European History?

2. Methodology and theoretical basis
A house needs foundations. Our first and principal task was to draw up a theoretical
concept on which to unfold the narrative. Whoever wants to build a historical museum
nowadays needs to find a position in dealing with three categories: History, memory and
identity.
Since the 1990s, the issue of collective identity has met with overwhelming success in the
cultural sciences. Such success may equally be seen as the sign of deep-rooted crisis. In times
of crisis, the impetus towards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and of awareness of belonging
together, the desire to bind people in a community of hared values – beyond political
imperatives and economic interests – is altogether understandable.
The academic project team of the HEH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concept of
identity would not be suitable to define our theoretical basis, since the common, all over
accepted definition of what the European identity could be does not really exist. Its
description achieves such a degree of generality that it loses any concrete meaning. Europe is
too complex, multifaceted and antagonistic as to be related back to a single identity. The
model is too simplistic, reductionist and static. Moreover, making the House of European
History a stage for the presentation of a pre-defined European identity would be an
authoritarian step, which would block rather than foster the necessary social debate on the
highly meaningful question about the European self-concept and perception.
An alternative approach led us in the direction, which the Swiss author Adolph Muschg
has formulated as follows: “What binds Europe together and what divides it, is
quintessentially the shared memory.”2) Instead of defining from top down a (seemingly
consistent) identity, we thought it more appropriate to refer to the concept of “cultural
memory”, first developed by Maurice Halbwachs in the 1920s and reintroduced into the
international debate by, among others, Pierre Nora and Jan and Aleida Assmann. The
advantage of this concept lies in its inherent multi-perspectivity and critical potential.
The purpose of the House of European History is neither the presentation of European
history in general nor a summation of national histories. The leading question is “What binds
1) Kristeva, Julia: „Sprich über deine Schatt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4.5.2013.
2) Muschg, Adolph: “Kerneuropa. Gedanken zur europäischen Identität”, in: Neue Zürcher Zeitung vom 3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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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inent together?” The exhibition focuses on those events and developments which
have been formative for the whole continent. How to master the enormous quantity of
material? We agreed on a set of strong criteria, concentrating on those phenomena,
a) which are originally European,
b) which have spread all over Europe, and
c) which are relevant up to now.
The presentation of these events and developments provide the framework, in which the
differences of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 can be exposed.
How to inspire the visitors to become familiar with different perspectives and thus, to
transcend their national bias towards an enlarged understanding of European history? Instead
of adopting one apparently global point of view, we try to initiate a conscious interaction
with the relativity of perspectives. The HEH wants to become a “reservoir of European
memory”, containing experiences and interpretations in all their diversity, contrasts and
contradictions. Its presentation of history is rather ambivalent than homogeneous, critical
rather than affirmative.

3. Which time frame? What choice of topics?
We have resisted the temptation to strive for an overall presentation of the European
history. The permanent exhibition concentrates on the 19th and 20th century with special
attention given to the European integration after 1945. There are several good reasons for this
starting point. The 19th century is the time when Europe entered modernity – politically,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developing concepts like human and civil rights,
parliamentary democracy, liberal market economy, national movements and socialism that
remain relevant up to now. Moreover, no other century had been to such an extent an era of
Europe. “Never before had Europe dominated and exploited such big parts of the world”, as
the German historian Jürgen Osterhammel summarises.3)
The guiding idea is to describe major lines of European history in their transnational
interrelation, accentuating the parallels and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regions. Because
national statehood is an inseparable part of European topography, these common features
have found very different manifestations. Describing major lines of European history in their
transnational interdependency and relations, the exhibition depicts simultaneously the local
particularities of these developments. It is this relation between common features and
regional differences, which stands for the complexity of European history and is the basic
pattern of our exhibition.
The curatorial challenge was to choose, from among European ideas and phenomena,
3) Osterhammel, Jürgen: Die Verwandlung der Welt. Eine Geschichte des 19. Jahrhunderts. München: C.H. Beck, 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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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that on the one hand would forestall any kind of self-congratulation and essentialism,
and on the other hand would be historically concrete and would do justice to the wealth of
European variety.
Thus, the chapter on the 19th century is not a presentation of an one dimensional unilinear
progressive unbroken success story. In the contrary: The exhibition points out the social and
political tensions and international rivalries, all of which led to the built up of an enormous
potential for conflict within Europe, which then explod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As we all know: Any presentation of history is a construction. Gaps emerge, that’s
unavoidable, gaps that visitors may criticize with good reasons. However, a museum is not
an encyclopaedia. The House of European History does not aim to replace national museums
or special museums that delve into certain subject matters much deeper than we do. The
troublesome question is rather: Did we find the right proportion/balance between the red
thread of our argumentation, major lines of history and the differencing example, the
illuminating detail?

4. How to deal with clashing memories?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is presented as an “Age of catastrophe”4) - shaken by two
traumatic world wars, an economic crisis of unprecedented scale and the decline of liberal
democracy, while dictatorship and totalitarianism advanced. The dialectics of modernity
became manifest in the transformation from rationality, as it had been developed in modern
times, into the extreme irrationality, which became apparent in the different scenarios of
mass war and totalitarian terror.
In this context, the comparison between National Socialism and Stalinism is a constituent
part of the exhibition. For the curators and designers the long lasting debate on the theory of
totalitarianism in historiography was a powerful reminder of the need to proceed very
cautiously and carefully in this comparative approach. The basic comparability lies in “the
consequences of the unlimited exercise of power and the all-encompassing scale of the terror
apparatus…”5) Comparison does not mean equalisation. The exhibition accentuates that these
two extreme manifestations of totalitarian systems evolved from their own ideological roots
and different historic-political circumstances. While being mortal enemies to each other they
constituted the most radical break with any ethical and humanitarian concerns. A film
introduces the main points of comparison. The objects in the display cases describe this
content in more depth; they help explain the mechanism and nature of power, which often
4) Hobsbawm, Eric: The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 – 1991, London: Abacus 1997, S. 21-222.
5) Mommsen, Hans: “Vorwort”, in: Jörg Baberowski/Anselm Doering-Manteuffel: Ordnung durch Terror. Gewaltexzesse
und Vernichtung im nationalsozialistischen und im stalinistischen Imperium, Bonn: Dietz 2006, S. 7-14, hier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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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in invisible on the surface of historical phenomena.

5. What relevance do we give to the European Integration?
In 1945, Europe was in ruins, disempowered and caught between two new superpowers in
the west and in the east. The former gravitational center of world policies became the subject
of geopolitical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end of the war meant the replacement of Nazi tyranny by communist
dictatorship under Soviet control. Developments in Western Europe, on the other hand, were
largely influenced by the predomina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ow to reduce complexity without oversimplification?
The exhibition describes the western European integration as a product of a long and
painful learning process after the atrocities of two World wars and a child of cold war united
by the fear of Communism. Certa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began the path of
supranational co-operation in order to tame nationalism (mainly the German one), to
diminish the threat of German supremacy and to dismantle the risk of war. We concentrate
on 15 milestones that were paradigmatic for the problem-solving practices within the
integration process. It would undoubtedly have been so much easier for us to devote more
space to a detailed presentation of the idea of Europe in the narrow sense of the word. But
that would have meant neglecting the overall context. We have embedded the milestones of
European integration in a wider historical context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they are
understandable only when they are seen through this more wide-angle, panoramic lens.
The most significant novelty of post-war was the rise of the welfare state. To avoid a
one-dimensional picture the exhibition depicts the differences in the economic systems in
West and West and their structural conditions. Living conditions were improving
substantially for most people across Europe, even thought they were developing from very
different starting points and attaining very different levels of quality and standards under the
divergent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6. Why do we need to remember?
Finally, I would like to direct our attention to the memory of the Shoah and of
communism.
As the 'break of civilization', the Shoah is the beginning and the nucleus of the European
discourse of memory. The moral legacy of the Shoah has become constitutive for European
self-consciousness, showing drastically, that we can no longer have trust in ou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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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st traditions. Thus, the lesson of history is the recognition of the dark side of
modernity and the awareness how thin the ice under the edifice of European civilization can
be in reality. As the British historian Tony Judt has put it, “the re-discovered memory of
Europe’s dead Jews is the definition and guarantee for the re-discovered humanism of the
continent.”6)
After the end of cold war, Central and Eastern Europeans have brought communist
totalitarianism back into the debate. We ask: What resonance do their experiences of
totalitarianism have on the changing European memory?
In public discourse, Stalinism and National Socialism are often equated or set against each
other, instead of being considered on their own terms. “The memory of the Shoah should not
marginalize the memory of the Gulag. The memory of the Gulag should not relativize the
memory of the Shoah.”7) This was the leading idea to which we tried to do justice in our
exhibition.
As the presentation suggests, these traumatic experiences have not faded from our
memory with increasing temporal distance. Historical facts such as these are long-lived and
durable. Moreover, they are superior to all the constellations of power, which try to deny
them or to consign them to obliv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obligation to remember is
becoming a kind of categorical imperative.

Conclusion
The House of European History would like to contribute to a mutual exchange of
historical experiences and memories. The chosen methodological approach means that we do
not adopt one – apparently global – point of view, but instead we try to initiate a conscious
interaction with the relativity of perspectives. We have the hope that it is possible to see
Europe through the eyes of other European. Europe has a difficult heritage. However, it also
has the capacity for self-analysis. As Jacques Le Goff puts it: “Has not critical thinking
always been one of the essential tools of Europe?”8)
Europe has a long past, but what we need is more history in the sense of a common
historical consciousness. We have serious differences in our cultures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exact perception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sharpens the view of what creates
the common heritage of Europe. By contrast, to expect a unified picture of history would
contradict and run counter to the European value of pluralism and difference.

6) Judt, Tony: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London: Vintage Books 2010, S. 804.
7) Faulenbach, Bernd, in: Aleida Assmann, Das neue Unbehagen an der Erinnerungskultur. Eine Intervention, München:
Verlag C.H. Beck 2013, S. 163.
8) Le Goff, Jacques: Das alte Europa und die Welt der Moderne, München: Verlag C.H. Beck 1996,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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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넘어: 유럽의 역사를 전시하기

Andrea MORK
유럽 역사의 집 수석 큐레이터

유럽 역사의 집(House of European History)은 유럽의회가 발의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박물관
은 역사적인 건물인 “이스트만 빌딩(Eastman Building)” 안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건물은 브뤼셀
의 레오폴드 공원에 있고1930년대부터 치과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은 2017년 5월에 개
관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여러 유럽 국가에서 다양한 민족적ㆍ교육적 배경과 사상적 전통을 지닌 역사학
자와 박물관 전문가들이 학술 프로젝트 팀으로 모여 상설 전시의 비전과 임무, 기본 개념, 서사 구조
와 내용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 한 가지는, 유럽에는 무수히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유럽 자체에 대한 박물관은 -최소한 명시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란 무엇일까요? 유럽의 역사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그 서사의 범위를 제한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료의 범위를 좁혀야 할까요? 모든 유럽인에게 두루두루 관계가 있는 과거로
부터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여러 다양한 역사학적(historiographical) 접근 방식, 논
쟁적 역사, 우리의 강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들 질문이 바로 우리가 가졌던 질문입니다. 저는 다음 6개의 소절에서 이들 질문에 하나씩 답하
도록 하겠습니다.

1. 유럽이란 무엇인가?
제 시작 발언은 평범합니다:
유럽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언제나 논쟁거리였습니다. 유럽 역사를 형성하는 데 있어 결
정적 요소는 정치적 통합이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의 무수한 경험이었습니다. 유럽은 놀라운 다양성
의 모자이크로, 유럽 대륙은 상상할 수 있는 차이의 최대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럽이란 서로 보
완하고, 경쟁하며, 때로는 적대적인 여러 사상과 세력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줄리아 크리
스테바(Julia Kristeva)가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처럼요: “유럽의 정체성은 복합적이고…영원히 유
동적이며 여러 개의 머리를 갖고 있다. 마치 만화경처럼.” 1)
1) Kristeva, Julia: “Sprich über deine Schatten”,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vom 4.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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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두번째 강조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럽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고 선도적인 과정은,
초국가적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발전이었습니다. 비록 여러 다른 방식으로 경험되긴 했지만요.
이것이 유럽 역사의 집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방법론과 이론적 기반
집에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차적이고도 주된 과제는 서사를 풀어낼 이론적 개념을 끌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역사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음 세 가지 범주를 어
느 입장에서 다룰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역사와 기억, 그리고 정체성.

1990년대 이래, 집단 정체성이라는 주제는 인문 과학 분야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얻었습니다. 이
성공은 뿌리 깊은 위기의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더 강력한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그리고 —정치적 의무와 경제적 이해를 넘어선—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사람들을 결속하고 싶은
욕망으로 추동력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유럽 역사의 집 학술 프로젝트 팀은, 정체성(identity) 개념이 우리의 이론적 기반을 정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유럽의 정체성일 수 있는가에 대해 통상적
인 그러니까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정체성에 대
한 묘사는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럽은 단일한 정체
성으로 소급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면적이며 적대적입니다. 단일 정체성 모델은 너무 단순
하고 환원주의적이며 고정적입니다. 더구나, 유럽 역사의 집을 미리 재단된 유럽의 정체성을 보여주
는 무대로 만든다면, 이는 권위주의적인 행보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자아 개념 및 인식에 관해 매우
유의미한 질문이 제기되는 사회적 논쟁은 필수적인 것인데 그러한 권위주의적 행보는 논쟁을 추동
하기보다는 차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찾은 길은 스위스의 작가 아돌프 무슈크(Adolph Muschg)가 다음과
같이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유럽을 함께 묶는 것 그리고 유럽을 나누는 것은 본질적으로 공유된
기억(shared memory)이다.”2) (겉보기에 일관된) 정체성을 탑다운 방식으로 정의하는 대신에, 우리
는 “문화적 기억(cultural memory)” 개념을 참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개념은

1920년대에 모리스 알박스(Maurice Halbwachs)가 처음 개발한 것으로, 국제적 논쟁에 다시 소개
되는 데에는 피에르 노라(Pierre Nora)와 얀 아스만과 알레이다 야스만 부부(Jan and Aleida
Assmann)의 기여가 컸습니다. 이 개념의 장점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잠재력을 갖는
다는 것입니다.
유럽 역사의 집의 목적은 유럽의 전반적 역사를 보여주는 것도, 각 국가의 역사를 요약해서 보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유럽 대륙을 하나로 묶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전시
는 유럽 전체 대륙의 형성에 결정적인 사건과 발전에 초점을 둡니다. 방대한 양의 자료를 어떻게 다
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일련의 확실한 기준에 합의했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춘 현상은 다음과 같습
니다.
a) 유럽에서 비롯되었고
2) Muschg, Adolph: „Kerneuropa. Gedanken zur europäischen Identität“, in: Neue Zürcher Zeitung vom 31.5.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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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럽 전역에 걸쳐져 있으며
c) 현재까지도 관련이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건과 발전의 제시는 틀(프레임)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틀 안에서 경험과 해석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이 다양한 관점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국가적 편향을 초월하여 유럽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
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의 명백히 지구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대신, 우리는 여러 관점의
상대성과 의식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럽 역사의 집은 “유럽 기억의 저장소
(reservoir of European memory)”가 되고 싶습니다. 경험과 해석을 그 모든 다양성과 대조성과 모
순으로 담아내는 저장소. 유럽 역사의 집이 역사를 보여주는 방식은 균일하기 보다는 양가적이며, 단
정적이기 보다는 비판적입니다.

3. 어느 기간을 설정하고 어떤 주제를 선택하는가?
우리는 유럽 역사를 전반적으로 훑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유혹에 저항해 왔습니다. 상설 전시는

19세기와 20세기에 집중하면서, 1945년 이후의 유럽 통합에 특별히 주목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는 유럽이 근대로 진입했던 시기입니다 — 오늘날에
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인권과 시민권, 의회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민족 운동, 사회주의 등의 개
념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으로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더욱이, 이 세기는 다른 어
느 때보다도 더 전적으로 유럽의 시대였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위르겐 오스터하멜(Jürgen
Osterhammel)이 단적으로 말한 것처럼요. “그 전에 언제 유럽이 그토록 세계의 큰 부분을 지배하고
착취한 적이 있었던가.” 3)
전시의 지침은, 유럽 역사의 주요 흐름을 여러 다른 지역의 초국적 상호관련성에 둔다는 것입니
다. 이들 지역이 자기 길을 가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각 지역이) 민족국가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유럽 지형(topography)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적 특성이 매우 다르게 발현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전시는, 유럽 역사의 주요 흐
름을 초국가적 상호의존성과 관계 속에서 그려내면서, 동시에 이들 발전의 지역적 특수성도 보여줍
니다. 바로 이 공통적 특성과 지역적 차이의 관계가 유럽 역사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전
시의 기본 경향입니다.
큐레이터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여러 유럽의 사상과 현상 중에서, 자기만족적이고 본질주의
적인 것을 차단하는 한편, 역사적으로 구체적이며 유럽의 풍부한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을 고르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전시는, 일차원적이고 단선적으로 진보하는 불패의 성공 스토리를 보여주지 않
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전시는 사회적ㆍ정치적 긴장과 국제적 경쟁관계에 주목하는데, 이 모두는 유
럽 내에서 분쟁을 일으킬 거대한 잠재력으로 차곡차곡 쌓였고 결국 20세기 초에 폭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역사를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의 구성(construction)입니다. 빈 틈이 생기
겠지만, 그것은 불가피하고, 관람객들이 합당한 이유로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물관은 백
3) Osterhammel, Jürgen: Die Verwandlung der Welt. Eine Geschichte des 19. Jahrhunderts. München: C.H. Beck, 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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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전이 아닙니다. 유럽 역사의 집은 개별 국가의 박물관이나 (특정 주제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파고드는) 특수 박물관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골치아프게 했던 질문
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것 사이의 올바른 비율 또는 균형을 찾았는가 입니다: 한편으로는 역사의 주
요 흐름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주장의 줄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적인 것을 잘 보여주는 차별
화된 예시.

4. 충돌하는 기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세기 전반은 “파국의 시대(Age of catastrophe)” 4)로 보여줍니다 — 두 차례의 충격적인 세계
대전,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위기, 자유 민주주의는 쇠퇴하는 한편 독재정권과 전체주의는 기세를
올렸던 시대. 근대에 이미 전개된 바와 같이, 합리성이 극단적인 비합리성으로 변모하는 양상으로 근
대성의 변증법은 분명해졌고, 이는 대규모 전쟁과 전체주의 테러라는 서로 다른 각본에서 분명해졌
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와 스탈린주의의 비교가 전시를 구성합니다. 역사학
(historiography)에서 전체주의 이론에 관해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었기에, 큐레이터들과 디자이
너들은 이 비교 접근을 할 때 매우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
니다. 기본적 비교는 “권력의 무제한적 행사의 결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규모의 공포의 장
치…”5)에 놓여집니다. 비교한다고 해서 이들을 같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는 전체주의 체제의
이들 두 가지 극단적 표명이, 각자의 고유한 이데올로기적 뿌리와 서로 다른 역사-정치적 상황으로
부터 전개되어 나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들 두 체제는 서로에게는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반면, 그
어떤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사안과도 아주 원천적으로 단절되었습니다. 필름 한 편이 비교의 도
입부를 엽니다. 진열장의 전시물은 이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권력의 작동 기제와 본성을
설명해주는데, 이러한 것들은 역사적 현상의 표면에서는 종종 잘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5. 유럽 통합에 우리는 어떤 관련성을 부여하는가?
1945년에, 유럽은 폐허 상태로 영향력을 상실한 채 서쪽과 동쪽의 새로운 두 초강대국 사이에 끼
여 있었습니다. 이전의 세계 정치의 중심지가 이제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지정학적 협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종전은 곧 나치의 폭정이 소련 통제 하의 공산주의 독재로 대체됨
을 의미했습니다. 서유럽의 발전은, 또 다른 한편, 미국의 우위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나친 단순화를 하지 않으면서도 복잡함을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전시는 서유럽의 통합을 두 차례의 잔혹한 세계 대전 후의 길고 고통스러운 학습 과정의 산물이
자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로 뭉친 냉전의 결과물로 묘사합니다. 몇몇 서유럽 국가들은 민족주의(주로
4) Hobsbawm, Eric: The Age of Extremes. The Short Twentieth Century 1914 – 1991, London: Abacus 1997, S. 21-222.
5) Mommsen, Hans: “Vorwort”, in: Jörg Baberowski/Anselm Doering-Manteuffel: Ordnung durch Terror. Gewaltexzesse
und Vernichtung im nationalsozialistischen und im stalinistischen Imperium, Bonn: Dietz 2006, S. 7-14, hier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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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민족주의)를 관리하기 위해 그리고 독일 패권의 위협을 감소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한 15개의 중요한 국면은 통합 과정에서
문제 해결 실천의 전형이라 할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유럽의 사상을 자세히 보여주
는 데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훨씬 쉬웠겠지만, 그럴 경우 전체적 맥락을 도
외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통합의 중요한 국면들을 더 넓은 역사적 맥락 속에 구현하였
습니다. 그 이유는 보다 폭넓은 각도의 파노라마 렌즈를 통해서 볼 때만 이들 국면을 이해할 수 있다
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전후 가장 유의미한 새로움은 복지 국가의 발흥입니다. 일차원적 제시를 피하기 위해서, 전시는
서구의 여러 경제 체제와 그 구조적 조건의 차이점을 그려냅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 대부분의 사람들
에게 삶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이 매우 다른 출발점에서부터 발전해 왔고 다양
한 사회-정치적 조건 하에서 여러 다른 수준의 질과 기준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6. 왜 기억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홀로코스트(Shoah)와 공산주의의 기억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문명의 단절(break of civilization)’로서, 홀로코스트는 유럽의 기억 담론의 출발점이자 중핵입
니다. 홀로코스트가 남긴 도덕적 유산은 유럽의 자의식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본주
의 전통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었지요. 그래서, 그 역사의 교훈은 근대성
의 어두운 측면을 깨닫고 유럽 문명이라는 위용 있는 건물이 실제로는 얼마나 얇은 얼음장 위에 서있
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학자 토니 주트(Tony Judt)가 표현했듯이: “유럽에서 유태인의
죽음을 재발견하여 기억하는 것은 유럽 대륙에서 인본주의 재발견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6)
냉전 종식 후에, 중유럽과 동유럽에서는 공산주의식 전체주의를 다시 논쟁의 장으로 끌어냈습니
다. 우리는 묻습니다: 전체주의를 경험한 것은 유럽의 기억을 변화시키는 데에 어떤 공명을 일으킬까
요?
공적 담론에서, 스탈린주의와 [나치의] 국가사회주의는 그 자체의 측면에서 고려되기 보다는 종
종 동일시되거나 아니면 서로 대조됩니다. “홀로코스트의 기억으로 인해 구소련의 강제노동수용소
의 기억이 하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수용소의 기억으로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상대적인 것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7) 이것이 우리가 전시에서 제대로 다루고자 한 가장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전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들 충격적인 경험은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경험과 같은 역사적 사실은 오래 지속되며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들 역사적 사실은 이를 부인하려 하거나 망각하게 하려는 그 어떤 권력보다도 우월합니다. 이것이 바
로 기억의 의무가 일종의 지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이 되는 이유입니다.

6) Judt, Tony: Postwar. A History of Europe since 1945, London: Vintage Books 2010, S. 804.
7) Faulenbach, Bernd, in: Aleida Assmann, Das neue Unbehagen an der Erinnerungskultur. Eine Intervention, München:
Verlag C.H. Beck 2013, S.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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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유럽 역사의 집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상호 교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택한 방법
론적 접근은 우리가 하나의 -명백히 지구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대신, 관점의 상대성을 가지고 의식
적으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을 다른 유럽인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힘겨운 유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분석 능력 또한 있습니
다.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가 말한 것처럼: “비판적인 사고야말로 언제나 유럽이 지녔던 핵
심적 도구 아니었던가?” 8)
유럽에는 긴 과거가 있지만, 공통의 역사 의식의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더 긴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해석의 문화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해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게
되면 무엇이 유럽의 공통의 유산을 만드는가를 좀 더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역사에 대해
통합된 그림을 기대한다면, 이는 다원주의와 차이라는 유럽의 가치와 모순을 일으키고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8) Le Goff, Jacques: Das alte Europa und die Welt der Moderne, München: Verlag C.H. Beck 1996, 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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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the House of His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midst of Controversy”

Monika RÖTHER

Historian, House of His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Establishing the House of His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in the midst of Controversy”

Monika RÖTHER
Historian, House of His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Foundation
House of His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ith four museums in three German cities, the Foundation House of His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presents contemporary history since 1945. The permanent and
temporary exhibitions all draw on the Foundation’s extensive collections. By preserving
these objects, which include (everyday) items, media and documents, the Foundation ensures
memories and cultural assets do not disappear and get forgotten.
The independent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1990. A unit had been set up as a
dependent foundation in 1986 to start the groundwork required. In 1994, the Haus der
Geschichte opened in Bonn. The branch, which is also the Foundation’s head office, features
the permanent exhibition and numerous temporary exhibitions. It is the Foundation’s largest
museum.
In October 1999, the Zeitgeschichtliches Forum Leipzig (= Forum of Contemporary
History) opened, followed in August 2011 by the exhibition in the historical Tränenpalast (=
Palace of Tears) in Berlin. Last but not least, in November 2013 the Museum in der
Kulturbrauerei (=Museum in the “Kulturbrauerei”) opened in the Prenzlauer Berg
neighbourhood of Berlin.
Alongside the permanent exhibition and temporary exhibitions, the Foundation’s
museums offer a diverse events programme and various educational formats for children,
adults, schoolchildren and senior citizens. The museum magazine and countless books round
out the services at the four branches. Moreover, the Foundation has a broad range of online
projects on themes relating to contemporary history, such as websites, games and a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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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s der Geschichte / House of History
From 1986 onwards, work started on assembling a collection of historical objects in Bonn
and a preparatory unit started designing a permanent exhibition. Construction work for the
museum building began in September 1989. In June 1994, Federal Chancellor Helmut Kohl
officially opened the permanent exhibition at the Haus der Geschichte. It has been thoroughly
revised twice since then.

Zeitgeschichtliches Forum Leipzig / Forum of Contemporary History Leipzig
In 1992, the mission of the Haus der Geschichte Foundation was expanded to include
establishing an “Archive of German Unity” in Leipzig. The Forum of Contemporary History
thus arose in downtown Leipzig as an exhibition,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centre. It
was opened on 9 October 1999,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eipzig Monday Demonstrations,
by Federal Chancellor Gerhard Schröder. The permanent exhibition centres on dictatorship
and resistance in the Soviet Occupation Zone and Communist East Germany in the overall
German and international context.

Berlin: Tränenpalast and Museum in der Kulturbrauerei / Berlin: Palace of
Tears and Museum in the “Kulturbrauerei”
In September 2011, the Foundation opened the exhibition “Palace of Tears. Everyday Life
in Divided Germany” in the historical departures hall at Friedrichstrasse railway station. In
2005, it took on the “Industrial Design Collection” with everyday objects and designer
objects from the Soviet Occupation Zone (SBZ) and Communist East Germany. Parts of the
collection have been on show since November 2013 in the permanent exhibition “Everyday
Life in the GDR” at the Museum in the “Kulturbrauerei”.

Organs of the Foundation
The Foundation House of History has four organs: the Board of Trustees, the Academic
Advisory Council, the group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Groups, and the President.
The Board of Trustees resolves all fundamental issues relating to content, finances and
staff. The Academic Advisory Council and the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Groups
advice the Board of Trustees and the President. Together they help ensure that the
Foundation can fulfil its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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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ard of Trustees is the Foundation’s supervisory body. It decides the budget, the
fundamentals of the programmes, and on all key appointments. It is composed in equal part
of members of the Bundestag,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Bundesrat. The Board of
Trustees is chaired by Dr. Günter Winands, Ministerial Director under the 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Culture and the Media.
The Academic Advisory Council is made up of historians, political scientists,
constitutional lawyers, and museum experts. It advises the Board of Trustees and the
President, primarily as regards the conceptualization of temporary exhibitions and the
substantive thrust of the permanent exhibitions in the four museums. The Academic
Advisory Council is chaired by Prof. Dr. Joachim Scholtyseck.
The group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Groups sees itself as critically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visitors. It is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major religious communities,
of employer and employee associations, the Federal Immigration and Integration Council, the
German Women’s Council, the German Sports Federation, the Association of Expellees, the
German Youth Ring and the key local authority associations. The Working Party of Civil
Society Groups advises the Board of Trustees and the Foundation’s President. The Working
Party is chaired by Prelate Regine Möbius.
The Board of Trustees appoints the President of the Found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cademic Advisory Council and the Working Party of Civil Society Groups. The President
conducts the Foundation’s business and decides on all Foundation matters to the extent that
the Board of Trustees is not responsible for them. The President represents the Foundation
both in and out of court.

The Foundation’s history
The Foundation House of History was established in 1990 as an independent foundation.
Four years later, the House of History opened its permanent exhibition in Bonn.
The Foundation was established in response to the first official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under Federal Chancellor Helmut Kohl dated 13 October 1982. In it, he
proposed establishing “a collection on German history since 1945”.
Chancellor Kohl's announcement to establish two national history museums was followed
by intensive and controversial discussions in the media, in cultural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politics and among civil society groups. Critics argued that the conservative federal
government would impose their view of German history on the visitors and they worried that
any critical discussion would be suppressed. Some even suspected that the narrative in the
new museum would relativize the significance of the Holocaust.
In 1983 a commission of experts was set up with four historians: Chairman Prof. Loth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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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 (Frankfurt/Main), Prof. Klaus Hildebrand (Bonn), Prof. Horst Möller (at that time in
Erlangen, now in Munich) and Dr. Ulrich Löber (Koblenz). Their preparatory work laid the
foundations for the House of History. Ideas and suggestions from over 100 civil society
groups, institutions and leading members of the worlds of politics, academia, society and
business were considered.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established a dependent
foundation by decree in 1986 and in 1990 this was transformed into an independent
foundation by an Act of Parliament.
The founding years of the House of History, the 1980s, were times of controversial
discussions on German history. So, the debate on the establishment of the House of History
cannot be seen separately from the more general discussions on the politics of memory in
Germany at that time. These discussions culminated in the so-called “Historikerstreit”
(Historians’ dispute) in 1986/87.
The historians’ dispute was an intellectual and political controversy about how best to
remember Nazi Germany and the Holocaust and on the question if the crimes of Nazi
Germany were uniquely evil in history or if other crimes, such as those of Stalin in the Soviet
Union, were comparably evil. Actually, the name “historians' quarrel” is misleading, as it
wasn't only a scholarly debate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The debate attracted a lot of
media and public attention.
Federal chancellor Helmut Kohl opened the House of History and its 4,000 sqm
permanent exhibition on June 14th 1994 – fortunately, he was still chancellor then. The House
of History was – and today still is – a museum for everyone, for visitors of all ages and all
walks of life.
Our exhibition starts with the post-War years, new beginnings and the division of
Germany. Why did the Cold War come about? How did the two Germanies develop and what
links existed between West Germany and Communist East Germany? What prompted
Reunification and what challenges has Germany faced since?
Political events and developments form the red thread running through the exhibition.
Moreover, visitors see a broad variety of objects relating to everyday life, culture, business
life and world events. They can watch old ad reels in a 1950s movie theatre and play
Rock’n’Roll classics on our jukebox, dream themselves back into the late 1960s in a hippie
Volkswagen transporter and chat with a service robot named Eve.
Each item in the exhibition has its own story to tell. The permanent exhibition tells the
small private and the large public narratives that changed society. Contemporary witnesses
report their personal experiences and memories of their youth, of the “Beat” generation and
as “guest workers” in West Germany.
The visitors no doubt recognize some of the exhibits: an object from their grandparents’
kitchen, an event their parents used to talked about, a song from their youth that they haven’t
heard for ages … A mass of different stories merge to form “our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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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설립 논쟁

Monika RÖTHER
독일 역사의 집 역사학자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재단(Stiftung Haus de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 Foundation House of History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의 세 개의 도시에 있는 박물관 네 곳에서, 독일연방공화국 역사의 집 재단은 1945년 이후의
현대사를 보여준다. 상설 전시 및 기획 전시는 모두 재단이 보유한 광범위한 소장품에서 선정된다.
재단은 (일상적인) 물건, [영상물이나 녹음자료 같은] 미디어, 문서자료를 포함하는 이 전시품을 보
존하여 기억과 문화적 자산이 사라지거나 잊히지 않도록 한다.
독립적인 재단으로서의 설립은 1990년에 이루어졌다. 1986년에는 비독립적 기관으로 설립되어
재단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시작했다. 1994년에 본(Bonn)에 <역사의 집(Haus der

Geschichte)>이 개관했다. 본의 <역사의 집>은 [독일 다른 도시의 3개 박물관과 함께] 재단의 지부
이면서 또한 재단의 본부이기도 한데, 상설 전시와 다수의 기획 전시를 운영한다. <역사의 집>은 재
단이 보유한 박물관 중 가장 크다.
1999년 10월에 현대사 포럼(Zeitgeschichtliches Forum Leipzig, Forum of Contemporary
History)이 개관했고, 뒤이어 2011년 8월에는 베를린(Berlin)에 있는 역사적 장소인 ‘눈물의 궁전
((Tränenpalast, Palace of Tears)’1)에서 전시가 열렸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기관만큼이나 중요한
문화양조장박물관(the Museum in der Kulturbrauerei, Museum in the “Kulturbrauerei”) 이
2013년 11월에 베를린의 프란츨라우어 베르크(Prenzlauer Berg) 지구에 개관했다.
상설 전시·기획 전시와 함께, 재단의 이들 박물관은 어린이, 성인, 학생, 노인을 위한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과 여러 교육을 제공한다. 박물관 잡지와 수많은 도서에는 네 곳의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서
비스가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또한, 재단은 현대사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홈페이지, 게임, 어플리케
이션 등의 광범위한 온라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1) 과거 동 베를린의 출입국 심사장으로 동서독 주민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던 곳(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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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집(Haus der Geschichte / House of History)
1986년부터 역사적 유물 컬렉션을 수집하는 작업이 본에서 시작되어 계속되었고, 한 추진단에서
상설 전시를 기획하기 시작했다. 박물관 건물 건축 작업은 1989년 9월에 시작되어, 1994년 6월에
헬무트 콜(Helmut Kohl) 연방 총리의 주재 하에 <역사의 집>의 상설 전시가 공식적으로 개막했다.
상설 전시는 개막 이후 두 차례 전면 개편되었다.

라이프치히 현대사 포럼(Zeitgeschichtliches Forum Leipzig / Forum of
Contemporary History Leipzig)
1992년에, 역사의 집 재단의 임무는 “독일 통일 기록보관소(Archive of German Unity)”의 설
립으로 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라이프치히(Leipzig) 시내에 전시 공간, 기록관, 정보 센터 역할
을 하는 <현대사 포럼(Forum of Contemporary History)>이 설립되었다. <현대사 포럼>은 라이프
치히 월요 시위(Leipzig Monday Demonstrations)의 10주년 기념일인 1999년 10월 9일에 게르하
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연방 총리의 주재 하에 개막했다. 상설 전시는 구소련 점령 지역과
공산 동독의 독재 및 저항을 독일 역사 전반과 국제적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베를린: 눈물의 궁전과 “문화양조장” 박물관(Berlin: Tränenpalast and Museum in
der Kulturbrauerei / Berlin: Palace of Tears and Museum in the
“Kulturbrauerei”)
2011년 9월에, 재단은 “눈물의 궁전, 분단 독일의 일상 생활(Palace of Tears. Everyday Life in
Divided Germany)” 전시를 역사적 장소인 프리드리히스트라세(Friedrichstrasse) 기차역의 기점
에서 개최했다. 그 이전인 2005년에 재단은 구소련 점령지역과 공산 동독에서 온 일상용품과 디자이
너가 만든 용품을 전시하는 “산업 디자인 컬렉션(Industrial Design Collection”)을 열었었는데, 전
시물 중 일부는 2013년 11월부터 “문화양조장” 박물관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일상 생활
(Everyday Life in the GDR)”이라는 상설 전시에서 전시되고 있다.

재단의 조직
역사의 집 재단은 이사회(Board of Trustees), 학술자문위원회(Academic Advisory Council),
사회단체협의회(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Groups), 총재(President)의 4개 조직으로 구성
된다.
이사회는 전시의 내용, 재정, 직원에 관련된 모든 기본적 사안을 결정한다. 학술자문위원회와 사
회단체협의회는 이사회와 총재의 자문에 응한다. 이들은 함께 재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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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재단의 감독 기관으로, 예산,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모든 주요 일정을 결정한다. 이사회
는 하원(Bundestag), 연방 정부, 상원(Bundesrat)에서 각각 동등한 수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연방문
화미디어담당부 국장(Federal Government Commissioner for Culture and the Media)인 귄터 비
난드(Dr. Günter Winands)가 이사회 회장을 맡는다.
학술자문위원회는 역사학자, 정치학자, 헌법 법률가, 박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술자문위원회
는 이사회와 총재에게 주로 4개 박물관의 기획 전시의 개념화와 상설 전시의 실질적 취지와 관련된
자문을 한다. 학술자문위원회 의장은 요아킴 숄티젝(Prof. Joachim Scholtyseck)이 맡고 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관람객의 이익을 비판적으로 대변한다. 사회단체협의회는 주요 종교단체, 고
용주와 피고용인 협회, 연방 이주와 통합 협회(Federal Immigration and Integration Council), 독
일 여성 협회(German Women’s Council), 독일 스포츠 연맹(German Sports Federation), 피추방
자 협회(Association of Expellees), 독일 청년회(German Youth Ring), 지방 주요단체 연합협회
의 대표로 구성된다. 사회단체 실무반(Working Party of Civil Society Groups)은 이사회와 재단
회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위성직자 레기네 뫼비우스(Regine Möbius)가 실무반 의장을
맡는다.
이사회는 학술자문위원회 및 사회단체 실무반과 협의하여 재단 총재를 임명한다. 총재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가 책임지지 않는 범위의 이르기까지 재단과 관련된 모든 사
안을 결정한다. 총재는 재단을 법적으로 대표한다.

재단의 역사
역사의 집 재단은 1990년에 독립적인 재단으로 설립되었고 4년 후에는 본에서 상설 전시를 개막
했다.
재단은 헬무트 콜 연방 총리 집권 시기에 정부가 1982년 10월 13일에 발표한 첫 번째 공식 선언
에 따라 설립되었다. 콜 총리는 이 선언에서 “1945년 이후의 독일 역사에 대한 컬렉션”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두 개의 국립 역사 박물관을 세우자는 콜 총리의 선언은 언론, 문화 및 학술 기관, 정치계, 시민단
체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콜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이들은 보수적인 연방 정부가 관람객
에게 독일 역사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강요할 것이라 주장하고, 비판적인 논의가 제한될 것을 우려했
다. 몇몇 사람들은 새로운 박물관의 서사 구조가 홀로코스트(Holocaust)의 의미를 상대화할 수도 있
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1983년에 4명의 역사학자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가 설치됐다. 그 4명은 프랑크푸르트
(Frankfurt) 박물관 본관의 로타르 갈(Lothar Gall) 위원장, 본 박물관의 클라우스 힐데브랜드
(Klaus Hildebrand), 당시에는 에를랑겐(Erlangen)이며 현재는 뮌헨(Munich)에 위치한 박물관의
호르스트 묄러(Horst Möller), 코블렌츠(Koblenz) 박물관의 율리치 뢰버(Ulrich Löber)이다. 이들
은 역사의 집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작업을 진행했다.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 기관, 그리고 정
치계, 학계, 사회, 경제계 지도층의 아이디어와 제안이 고려되었다. 연방 내무부(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는 1986년에 법령으로 비독립 재단을 설립했고, 이 재단은 1990년에 의회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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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독립적 재단으로 바뀌었다.
역사의 집이 설립된 1980년대는 독일 역사에 대한 논란이 많은 시대였다. 따라서 역사의 집 설립
에 대한 논쟁은 당시 독일에서 일었던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논의
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이들 논의는 1986년과 1987년에 소위 “역사가 논쟁(Historikerstreit,

Historian’s dispute)”이라 불리는 논의로 정점에 이르렀다.
역사가 논쟁은 나치 독일과 홀로코스트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최선인지, 그리고 나치 독일의
범죄가 역사상 유별나게 악한 것이었는지 또는 소련에서 스탈린(Stalin)이 저지른 것과 같은 다른 여
러 범죄도 동등하게 악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지적이면서도 정치적인 논란이었다. 사실,

“역사가 논쟁”이라는 표현은 이 논쟁이 단지 학문 공동체 내의 학술적 토론이 아니었기에 오해의 소
지가 있었다. 이 논쟁은 언론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헬무트 콜 연방 총리는 —다행히 그가 아직 총리였던— 1994년 6월 24일에 역사의 집과 4,000 평
방미터 넓이의 상설 전시를 개관했다. 역사의 집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모든 연령
과 계층의 관람객에게 개방된다.
역사의 집의 전시는 독일의 새로운 시작이자 분단의 시기인 전후 시대에서 시작한다. 왜 냉전이
발생했는가? 두 개의 독일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서독과 공산 동독 간에는 어떤 연결 고리가 존재
했는가? 무엇이 재통합을 촉발했고 그 후 독일은 어떤 도전에 직면했는가?
정치적 사건과 전개는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이룬다. 또한, 관람객은 일상 생활, 문화, 경
제 생활, 국제적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물을 볼 수 있다. 관람객은 1950년대 극장의 오래된 광고
필름 릴을 보고, 전시실의 주크박스에서 로큰롤 명곡을 재생하고, 히피 스타일의 폭스바겐
(Volkswagen) 차를 타고1960년대 후반으로 되돌아가는 상상을 하며, 이브(Eve)라는 이름의 서비
스 로봇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전시물 하나하나에는 각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상설 전시는 사회를 변화시킨 작은 사적 서사
와 커다란 공적 서사를 이야기한다. 동시대의 목격자는 개인적 경험과 어린 시절의 기억, “비트
(Beat)” 세대와 서독의 “이주 노동자”로서의 경험을 일깨워준다.
관람객은 전시물 중 몇 가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할머니의 부엌에 있던 물건, 부모님
이 이야기하던 사건, 어린 시절에 듣고 난 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노래…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가
어우러져 “우리의 역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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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use of Terror:
A Historical Museum and Living
Monument

SCHMIDT Mária

Director, Terror Háza Múzeum

The House of Terror:
A Historical Museum and Living Monument

SCHMIDT Mária
Director, Terror Háza Múzeum

The last century was bloody and brutal. It was characterized by two World Wars, an
ideological Cold War that for half a century divided the world into two camps, the Holocaust,
Soviet and Chinese slave camps, genocides, deportations, manifestations of state-inspired
terror. In the course of the twentieth century not only countries, nations and power blocs
pitted their strength against each other in mortal combat, but often members and groups of
one and the same nation came into seemingly irresolvable conflict with one another.
Religious and ethnic discord, ideological confrontations poisoned the life of numerous
societies. These confrontations are baffling, because seemingly homogenous societies were
split along ostensibly unbridgeable fault lines. Healing the consequent moral, ideological,
ethnic and religious wounds is a protracted process.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in 1990, Hungary, together with the other East- Central
European countries, strode into the new century as an independent, free and democratic
country. As a result of the collapse of the Sovietunion and communism, Hungary developed
democratic conditions in place of the dictatorship. While the system was transformed, society
remained practically the same. One section of it remained bonded to the former state party;
the other half was made up of those who had borne the brunt of the dictatorship, the latter's
opponents, and those who had put up with it. Due to the peaceful nature of the transition, a
considerable part of the dictatorship's elite did not have completely to give up its earlier
economic and social status, but in order to legitimize its privileged position it needs to "wrap
up" the past by denying the autocracy's true, evil nature. Everywhere in the region the
post-communists have a stake therefore in maintaining their control over the past. The
struggle for the past's interpretation in every country, thus in Hungary too, is in fact – as
Orwell has averred – a struggle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For the past decades, ever since regaining our freedom, we have been grappling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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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t. Because we are the past, and we would like to be the future as well. And because facing
up to the past is very difficult. No one likes to be confronted with things that he would rather
forget. To be taken to task for his unadmittable crimes and misdeeds, reminded of his sinful
silence, insensitivity or treachery.
Our duty, however, is to disclose the crimes that have devastated the life of entire
generations, humiliated millions, depriving them of their lives, their loved ones, their
freedom. It is our duty to render justice to them at least in retrospect. And to uphold their
memory.
For this reason we had to raise a monument to the victims. A place, where candles could
be lit to the memory of those who were deported, resettled, imprisoned, beaten to death, shot
into the Danube, tortured, humiliated, tormented, murdered, orphaned, widowed. We tried to
find a site that would represent to the Hungarian public the century's two inhuman totalitarian
dictatorships, from 1944- to 1963, the short Nazi and the long lasting communist terror
regimes, in the most concentrated, condensed manner. (From the 1970-s political opponents
were not executed anymore, few were put in jail, therefore we do not characterise it terror
regime)) We found that setting in the heart of Budapest, in the nineteenth-century featureless
apartment building at 60 Andrássy Road, which, because of its heinous historical experiences
has virtually become synonymous with the concept of terror.
This building was the ritual site of the two types of terror. From October 15, 1944 until
1956 this building had been an important setting for two terrorist dictatorships. That is where
the Arrow Cross, Hungarian Nazi party party functioned, and that is the place to which its
brutal thugs dragged some of their victims in that tragic winter of 1944-45. No sooner had
they vacated the building, then the communist political police that terrorized Hungarian
citizens for more than decades, moved into it. Until the collapse of the communist regime
one could not talk about what had happened in 60 Andrássy Road. Thus this setting, partly
because of the grievous historical experiences and partly because of the imposed silence,
became inseparably linked in the minds of Hungarians with the concept of terror. Although
generations have grown up, which had no direct experiences about either of the terror
regimes, historical recollection has preserved for them the tragic memory of this building. In
vain did it attempt to disguise itself as an elegant office block, everyone knew that it was not
what it seemed to be. Decades passed after the political police evacuated the building but
people would still walk on the opposite side of the road without even daring to glance at it.
They felt about it the same way as about so many other depressing legacies; its nightmarish
presence overshadowed daily life. It belonged to the unspoken, unresolved part of our past.
We opened our House of Terror Museum (HTM) in 60 Andrássy Road February 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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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raised the building out of its surroundings, for all to see that this was the house of horror;
to see that reminds us of the two totalitarian regimes' institutionalized evil. We extended the
entablature, carved the symbols of the two terror dictatorships and the word "terror" into it,
so that the sun's rays project the shadow of the despotic symbols and the word terror onto the
grey walls of the building, just as the terror itself had cast its shadow over our daily lives.
(The colour of the walls is a special one: this grey was the colour of the uniforms of the
communist party’s paramilitary force.) The shadow of the symbols, however, disintegrates on
the façade of the building, now a monument to the victims of the dictatorships. Because it no
longer has us in its thrall. We framed the building with a black passepartout, for all to see
that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nument to the victims. While the display evokes the
memory of the dictatorships, it also indicates that we no longer have to fear it; we can enter
its gate, it now reveals its secrets to us. Finally, we locked our painful past behind the walls
of a museum.
Two granite blocks of identical size welcome the visitor. A black one and a red one. The
black one pays homage to the memory of the victims of the Arrow Cross terror – the
Hungarian Nazi's terror –, and the red one to that of the communist terror. The exhibition is
constructed within a definite time-frame. It starts with the Nazi and Soviet occupations of
1944, and ends with the pullout of the Soviet military in 1991. This chronology lends the
exhibition a global framework, while across two floors we present the nature of the Arrow
Cross and communist terrors from 1944 to 1963 on a thematic basis. The reconstructed cellar
recalls the Arrow Cross' and the communist state security's torture chambers and prison cells,
thereby commemorating the victims of both terror regimes. The Wall of the Perpetrators
displays the pictures of those responsible for the terror of both dictatorships. Hence by
presenting the history of the building, the HTM actually deals with the history of
dictatorships and terrors in Hungary.
In giving shape to the museum, we managed to create a new model of museal
presentation. According to our view, this museum was intended to be not only a multimedia
or an interactive museum but a kind of “living” museum as well. A living museum to pass on
a bit of the atmosphere of the bygone fearful times. A living museum whose thematic halls
treaded by visitors can make them understand and feel the issue better. It was not our goal to
present data and numbers merely (however, our exhibition is rich of data) but we wanted to
involve the visitors. And as our guestbooks prove it, few of them leave the Museum
untouched. The exhibition has a kind of storyline, a special dramaturgy, regarding both the
timeline and the special themes which were characteristic to the twin dictatorships. We are a
living museum in another meaning as well: we continue on organizing temporary exhibitions,
conferences, book launches, round table talks, film clubs, competitions. The Museum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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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again” institute – we speak of the totalitarian dictatorships universally, which, in
Hungary, had the two most infamous and unhuman forms ever established by man. Through
involving publicity – and especially younger generation – we want them to evaluate how
precious is freedom, democracy, national independence and constitutional state, compared to
the world of dictatorships.
This museum came into existence in a traumatic setting, one that had been chosen by two
dictatorships as the scene of their brutal terror. Thus the setting itself conjures up traumatic
memories for Hungarian society. What is more, memories of the recent past. Therefore the
site possesses not only historical, but communicative force as well, because some of the
victims, as well as some of the perpetrators are still alive. Sometimes, by recognizing photos
on the Wall of Perpetrators, the latters' children and grandchildren come face to face with
their family's hidden history. With its shame. The story we tell in the HTM, has not been told
in Hungary until now. It hasn't been taught in the schools, it hasn't become a common talking
point. The memory of the terror, of the fearsome past has only been handed down orally so
far, bequeathed by parents to children. It is for the first time that it has been openly
articulated. It is only now that we have come face to face with the immense sufferings of a
star-crossed nation's star-crossed generation. And this has engendered a traumatic effect.
The House of Terror Museum quickly became a place of pilgrimage. Those who want to
remember the victims, the heroes, turned it into a national shrine. Huge crowds assemble
around the Museum on the occasion of historic anniversaries, holding candles of
remembrance. Because now there is a place where one can remember. Remember
communally. Shared commemoration, empathy with the other's fate, tighten the bonds of
mutual trust. Sharing in someone else's pain, and receiving sympathy from others, smoothes
the progress of adaptive grieving, helps to manage the unmanageable.
Ever since its opening, the HTM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interest. All and sundry have
formed their particular attitude to it. Thousands of newspaper articles have been written
about it, television and radio stations have dealt with the subject. It has also attracted
international interest. Its fame has reached more than a billion people all over the world. Film
reports have been shot about in all the former socialist countries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 India, in China, etc. It became one of the most visited sites by foreign tourists in
Budapest. We have achieved more by its foundation than we had every hoped to do. It seems
that hidden, suppressed wounds have begun to heal as a result of coming into contact with
fresh air.
Establishments, such as the House of Terror Museum, can have an important role and

90

Museum in the midst of Controversy: What is ‘Contemporary’?

mission in helping to clarify people's relationship to the past. Anyone visiting the Museum
and confronting the two iniquitous regimes' events, protagonists, objectives, tragic, derailed
human destinies, will better be able to empathize with the meaning of crucial concepts, such
as victim, perpetrator, resistance fighter, opportunist, collaborator, traitor, inhumanity,
compassion.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younger generation. Copious feedback
from visitors attests to the fact that for many of them their visit to the Museum was a
cathartic experience: in addition to paying tribute to the victims, perhaps it also facilitates
forgiveness. In this sense – and I trust I am not exaggerating – the exhibition can offer a sort
of unique communal psychotherapy.
For this purpose, we dealt in depth in our temporary exhibitions with issues of history –
mainly Hungarian history, but sometimes international as well – which were covered with the
ideological masks of the dictatorship. That’s why we launched a program series called
“Hungarian Tragedy”. Through this, year by year we presented the most withheld and
distorted chapters of the past century – among these the Hungarian Holocaust, the fate of the
Gulag deportees, the expel of the ethnic Germans from Hungary after the II. World War, the
so-called “population exchange” with Czechoslovakia also after the II. World War. Families
who became victims in these tragic events tended to conceal their past, or even felt to be
shamed. The newly articulated stories served as a moral compensation for them.
The history we are recalling, is a Hungarian history. As are the perpetrators and the
victims. We have not singled out anyone on the basis of origin, nor of religion, nor of class.
In our belief the sharp dividing line is drawn between perpetrator and victim. In our belief the
fact that we can present this part of the past in a museum, signifies that we have gotten over
it, that it is no longer part of our life.
We managed to engender wide-ranging discussions and exchange of views with our
permanent and temporary exhibitions other programmes. This is all the more important,
because it is only of late that sources crucial to research have become accessible, and the
publication of accumulated results, and their evaluation in treatises and at scientific
conferences can reach only a select few. And the social penetration of information presented
in tertiary institutions is of necessity much slower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ectors. For that reason, from the viewpoint of data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as well
as of opinion articulation and accumulation, next to the media the key source could well be a
museum. The best example for this was the opening of a new museum in the city of
Hódmezővásárhely in Southern Hungary. This museum is dedicated to the history of
Communism in this particular city. This new institute became a community forming
powerhouse in the city. Together with local experts we used all means – archival sources,
films, objects, oral history – to summarize the 50 year of dictatorship in the city, and to make
it manifest in the exhibition. A whole township faced and worked out its past – happy and
fearful days as well. Other cities and communities apply to cooperate with us in esta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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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facilities for them.
They apply, because museums like the House of Terror Museum combine the
characteristics of a traditional exhibition, a research basis and a monument. A great number
of people visit us - nearly 10 million over 17 years – just to compare, this means more than
Hungary's inhabitants), because the simple, impressive message and the striking presentation
have greatly increased the target audience. Students en masse, entire classes led by their
teachers, visit the Museum. Tourists, foreigners come to visit us. Staff members of the
Museum regularly prepare interviews with survivors of the horrors of both totalitarian
dictatorships, thematically linked to the actual program running in the Museum. Beside this
oral history program, we set up historical databases – for example we completed the list of
Hungarians, whose humanitarian deeds during the Holocaust deserve to be commemorated.
Our objective in setting up the House of Terror Museum was to open the path to thinking
about the decades that we have left behind us, and to at last give free rein to the process of
grieving. It was the transformation of 60 Andrássy Road into a museum, a shrine, that
launched the transformation of communicative memory into historical memory. This is an
ongoing process. It tears open memories, it is confronting and enlightening. It takes a long
time for old wounds to heal. The HTM has thus become a ritual memorial for the acquisition
of knowledge, of commemoration and the process of grieving. A museum, and at the same
time a memorial and a monument.
Because without remembrance there is neither reconciliation nor solace.
Our latest exhibition which is devoted to World War I and the New World that developed
in its wake was inaugurated last year. It is entitled A New World was Born, 1914-1922. The
exhibition consists of three sections. The first one evokes the Great War. A war 19th century
people were conscripted to fight who were then confronted with 20th-century brutality. We
evoke the everyday life of soldiers squeezed into trenches; the hinterland, including the
position of women and children and the world along the frontlines. We also introduce the
visitor to the propaganda activities of the belligerents as well as the swift progress of
medicine based on frontline experience. The second section of the exhibition introduces the
leaders of the belligerents, while the third one evokes the world still in full turmoil after the
war; the genocidal Spanish flu pandemic which killed more people than the war itself; the
rise of the USA and its drive to Americanise the rest of the world, as well as the leftist
revolutionary wave; the activities of Lenin, Mussolini and the Hungarian communists.
Special attention is devoted to the Paris peace system which left the world peaceless and
dealt a particularly cruel blow to Hungary, which became the greatest loser of the world war.
Two thirds of our territory, half of our population, including 3 million Hungaria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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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otted to neighbouring countries. Our multi-ethnic country was transformed in one single
blow into a homogenous nation-state; empires with great pasts were dismembered, including
the multicultural Habsburg one and the Ottoman Empire.
As a result of the war, Europe was ravaged by civil wars, revolutions and border clashes.
Eventually, the old world perished and something new began.
1914 thus became the beginning of the Hundred Years’ War which opposed two
ideologies to one another – the promise of a new world and the determination to
‘Americanise’ the world as represent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the slogan of
‘making the world safe for democracies’ on the one hand, and the intention of sparking a
communist world revolution as represented by the Soviet Union, on the other. The feud
between those two worlds went on until 1990 when the new Hundred Years’ War ended with
the victory of the USA which then Americanised the territories formally subjugated to Soviet
rule.
Our interactive exhibition uses the modern language of the movies in offering a new
interpretation of the 20th century which stimulates us to re-consider and re-examine our past
experience. All this is so the more necessary since although the West never ceases speaking
about World War II and puts it at the centre of their interpretation of the past, in reality it is
fair to say that World War II is over. So is the Cold War. World War I, however, is still
underway.
All the causes that helped it explode are with us again. The Middle East is in full turmoil
which is to a considerable extent due to the Sykes -Picot type settlement chosen by the great
powers in 1916.
Masses of Koreans manifested in the nonviolent March 1st Movement of 1919, during
which 7,000 demonstrators were killed by Japanese police and military. The Korean
liberation movement also spread to neighbouring Manchuria and Siberia. After all the
decades that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War, the country’s unity has still not been
restored. There too, it would be hard time to put an end to the Hundred Years’ War.
The past is a burning iron, wrote the great German Poet Goethe, you must touch it with
care, but you must touch it, to be able to make it work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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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하우스: 역사 박물관과 살아있는 기념

SCHMIDT Mária
헝가리 테러의 집 박물관 관장

지난 세기는 피의 시대, 잔혹의 시대였다. 20세기를 규정 지은 것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 세계
를 반세기 동안 두 진영으로 나눈 이데올로기 냉전, 홀로코스트, 구소련과 중국의 강제노동수용소,
인종청소, 추방, 그리고 국가가 조장한 공포의 발로로 나타난 각종 사태였다. 20세기 전반에 걸쳐 여
러 국가, 민족, 세력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하여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국민과 집단들 사이에서 도저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많은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서로 다른 종교 및 인종 간의 불화, 이데올로기 대결로 얼룩졌다. 표
면상 동질적이었던 사회가 도저히 봉합할 수 없을 것 같은 균열선에 따라 분열되는 이러한 사태는 당
혹스럽기까지 하다. 그로 인한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윤리적, 종교적 상흔을 치유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일 것이다.

1990년대 공산권 붕괴 후, 헝가리는 동유럽 및 유럽 중부의 다른 여러 국가와 함께 자유로운 민
주국가로 독립하여 새로운 세기를 맞이했다. 구소련과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헝가리에서는 독재가
종식되는 한편 민주주의를 위한 여건이 성숙했다. 다만, 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사회 그
자체는 사실상 그대로였다. 일부 헝가리인은 구소련 시절의 국가 정당과의 끈을 여전히 쥐고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헝가리인들은 과거 독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이들, 지배층의 반대편
에 선 이들, 그리고 독재를 견디어 낸 이들이었다. 체제 변화는 평화롭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 독
재정권의 엘리트 층은 과거에 누렸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보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
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과거 독재정권의 악행을 부정함으로써 과거를 “지워버릴”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헝가리 내 구 공산당 세력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쏟는다. 헝가리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해석 투쟁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자유화 이후 지난 수 십년 간, 헝가리는 과거사와 씨름해 왔다. 헝가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 과거를 직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지난 시절의 과오를 떠올리는 것은 누구에
게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지난 범죄와 부정을 씻고, 비겁한 침묵과 무관심, 그리
고 배신의 기억을 마주하는 일을 반길 사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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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 사람들 전체의 삶을 짓밟고, 수 백만의 사람들에게 치욕을 안기고, 사
람들에게서 가까운 이들을, 그리고 생명과 자유를 앗아갔던 범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의
무이다. 우리에게는 과거를 돌아보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은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억을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피해자들을 위한 기념물을 세워야 했다. 추방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수감되고, 폭행으로 목숨을 잃고, 총살당해 도나우강에 버려지고, 고문당하고, 치욕을 입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목숨을 빼앗기고, 부모를 잃고, 배우자를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추모의 촛불을 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했다. 헝가리는 두 차례 전체주의 독재를 겪었다. 1944년에서 1963년까지는 나
치에 지배되었고, 그 이후에는 더욱 집요하고 응축된 공산주의 공포 정치가 장기간 이어졌다. 우리는
헝가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세기에 있었던 이러한 비인간적 독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적절
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 결과 찾은 장소는 부다페스트 시내 안드라시가(街) 60번지에 위치한 한 아파
트 건물이었다. 19세기에 건립된 이 건물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공포정치와 동의어가 된 끔찍한
역사적 경험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이 건물은 두 가지 종류의 공포를 상징하고 있다. 1944년 10월 15일부터 1956년 사이, 이곳은
공포정치를 펼친 서로 다른 두 독재 정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었다. 이곳이 바로 헝가리
나치당인 화살십자당(Arrow Cross)의 근거지였으며, 1944-45년의 그 비극적 겨울에 나치 정권의
무뢰배들이 피해자들을 잡아 끌고 들어간 곳 또한 이곳이었다. 나치는 결국 물러났지만, 곧이어 수
십년간 헝가리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공산당 정치경찰이 이곳에 들어섰다. 공산체제가 붕괴하
기까지 어느 누구도 안드라시가(街) 60번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이러한 고통스
러운 역사적 경험과 강요된 침묵으로 인하여, 이 장소는 헝가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공포라는 관념
과 뗄 수 없이 결합되었다. 이후 두 독재정권 중 어느 쪽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성장한 후에
도, 헝가리는 역사에 대한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이 건물에 서린 비극적 기억을 보존했다. 지금은 세
련된 사무용 건물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있다. 정치경찰이 건물을 비
운 지 수 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길 건너 편으로 멀리 돌아 지나가며, 감히 눈을 들어
쳐다보지 못한다. 헝가리인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헝가리에 존재하는 다른 음울한 역
사적 유산에 대한 감정과 같다. 그것은 바로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운 악몽 같은 존재에 대한 공포다.
이렇듯 안드라시가(街) 60번지 건물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한
조각을 대변하고 있다.
테러의 집 박물관(House of Terror Museum, 이하 HMT)은 바로 이 안드라시가(街) 60번지에,

2002년 2월 24일 문을 열었다. 누구나 이곳이 “공포의 집(house of terror)”임을 알 수 있도록, 그리
고 두 전체주의 정권이 자행한 제도화된 악을 상기할 수 있도록, 박물관 건물을 주변보다 높이 올렸
다. 또한 건물 옥상의 돌출부에 두 독재정권을 상징하는 기호를 “공포”라는 단어와 함께 새겨 넣어,
햇빛이 그 단어와 기호 모양의 그림자를 박물관 건물의 회색 벽에 드리우도록 했다. 마치 그 시절 공
포가 헝가리인들의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웠듯이. (벽의 색 또한 의미가 있다. 벽의 회색은 공산당 직
속 부대가 입었던 군복의 색이다.) 그러나 이 그림자는 독재정권에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박물관 건
물의 앞면에서 흩어져 사라진다. 이제 헝가리인들은 공포의 노예가 아닌 것이다. 또한 우리는 건물에
검은 테를 둘러 이 건물이 희생자들을 위한 기념물이 되었음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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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은 독재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는 독재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다. 이제 이 건물은 들어오는 이들에게 자신이 간직한 비밀을 드러내 보인다. 마침내, 우
리는 헝가리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박물관 벽 너머로 봉인한 것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같은 크기의 화강암 판 두 개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하나는 검은 색, 다른 하나
는 붉은 색으로, 전자는 헝가리 나치당인 화살십자당의 공포정치에 희생당한 이들을, 후자는 공산당
의 공포정치에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는 것이다. 전시가 대상으로 하는 시기는 나치와 구소련이 헝가
리를 점령한 1944년부터 구소련군이 철수한 1991년까지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연대는
전시 내용을 세계사 전체의 틀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두 구역으로 구성된 이 전시는

1944년부터 1963년까지 화살십자당과 공산당이 자행한 공포정치가 지니는 성격을 주제별로 드러
내고 있다. 복원된 지하실은 화살십자당과 공산당 안보기관의 고문실과 형무소를 상기시킴으로써,
두 공포 정권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가해자의 벽(Wall of Perpetrators)은 두 정권에 의한 공포
조성에 가담했던 이들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듯 건물의 역사를 전시함으로써 HTM은 헝가
리에서의 독재와 공포정치의 역사를 실제로 다루고 있다.
박물관의 모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박물관 전시의 새로운 모델을 창안했다. 우리에게
테러의 집 박물관의 지향점은 멀티미디어 박물관이나 인터렉티브 박물관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는 것이었다. 지나간 공포 시대의 분위기를 전해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관람객이 주제별
전시관을 돌아보며 전시 주제를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의 목표는 단순
히 데이터와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 전시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관
람객이 동참하는 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의 방명록이 보여주듯, 거의 모든 관람
객이 박물관에서 깊은 감명을 느끼고 돌아가고 있다. 전시는 두 독재정권의 역사와 두 정권의 성격을
보여주는 고유한 테마를 엮어 일종의 스토리라인 내지는 특별한 극연출(dramaturgy)로 제시한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박물관”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 박물관에서 지속 추진 중인 기획
전시, 간담회, 출판기념회, 좌담회, 영화 동호회, 각종 대회가 바로 그것이다. 테러의 집 박물관은 “결
단코 다시는”을 강조하는 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헝가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비인간
적인 형태를 띠고 나타났던 전체주의 독재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 각종 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헝가리의 젊은 세대가 자유, 민주주의, 독립, 입헌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유
도하고 있다.
우리 박물관이 자리한 곳은 역사적 상흔의 장소로서, 두 독재정권이 잔학한 공포정치의 무대로
삼은 곳이었다. 따라서 헝가리인들에게 이 장소는 외상적 기억, 그것도 멀지 않은 과거에 있었던 일
에 대한 기억을 불러 일으킨다. 이러한 점에서 박물관 건물은 역사의 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통
의 힘 또한 보여주는 공간이다.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또한 생존해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
의 자손들이 가해자의 벽에 전시된 사진에서 자신이 아는 얼굴을 발견하고는 자기 가족의 숨겨진 역
사, 부끄러운 역사를 마주하는 일도 있다. HTM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헝가리에서 여태껏 하
지 못했던 이야기이다.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으며, 일상적 대화의 주제가 된 적도 없다. 공포정
치, 그 두려운 과거에 대한 기억은 오직 부모가 자식에게 전해 준 구술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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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공개적으로 명확히 드러낸 것은 HTM이 최초이다. 헝가리는 이제 와서야 이 불행한 나라의
불행한 세대가 겪었던 막대한 고통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외상적인 결
과를 가져왔다.
테러의 집 박물관은 개관 후 머지않아 순례지가 되었다. 독재 시대의 희생자와 영웅들을 기리려
는 이들로 인해 박물관은 전국 규모의 추모관으로 탈바꿈했다. 역사적 기념일에는 대규모 군중이
박물관 주변에 모여 촛불을 켜 지나간 역사를 기린다. 이제 이들에게는 지나간 이들을 기릴 수 있는
장소가, 한데 모여 기념하고, 같이 추모하고, 타인의 운명에 공감하고, 상호 신뢰의 끈을 단단히 잡
을 수 있는 장소가 생긴 것이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아픔을 위로받는 경험은 애도
의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역사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준다.

HTM은 개관 이래 줄곧 크나큰 관심을 받았다. 모두가 저마다의 의견을 피력했고, 수천 건의 기
사가 쓰였으며, TV와 라디오 방송에서도 우리 박물관을 다루었다. 높은 관심은 해외에서도 마찬가
지였다. HTM의 명성은 전 세계 수십억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구공산권 국가들과 인도, 중국
등 다른 지역에서도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바 있다. 우리 박물관은 부다페스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이처럼 HTM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감추어
지고 억압된 상처가 이제 새로운 공기를 만나 마침내 치유의 과정을 시작한 듯 보인다.
테러의 집 박물관과 같은 시설은 사람들이 자신과 역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
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HTM을 방문하여 두 독재 정권의 악행, 그 주동자, 그들의 목표,
그리고 희생자들이 맞은 파탄과 비극적 운명을 접함으로써, 희생자, 가해자, 저항 투사, 기회주의자,
부역자, 반역자, 비인간성, 공감 등의 중요 개념에 더 잘 공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특히 젊은 세
대에게 중요하다. 많은 방문객들이 후기를 통해 박물관 관람이 카타르시스적인 경험이었음을 고백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박물관은 희생자를 기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용서를 도모하는 장소이기
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박물관에서의 전시는 일종의 집단 심리치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이에 우리는 여러 기획 전시를 통하여 독재정권의 이데올로기적 가면에 감춰졌던 다양한 역사적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우리가 “헝가리의 비극(Hungarian Tragedy)” 시리즈를 기획한 것도
같은 목적에서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는 헝가리 홀로코스트, 굴라그 추방민들의 운명, 제2
차세계대전 후의 독일인 추방, 그리고 동 전쟁 후 발생했던 체코슬로바키아와의 소위 “인구 교환” 등
과거사에서 가장 깊이 감추어지고 왜곡되었던 부분을 매년 조명해 왔다. 이러한 비극에 희생된 이들
의 가족은 종종 그 과거를 숨기거나, 심지어 수치스럽게 여기기도 했다. 우리 박물관에서 새로이 조
명한 이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고통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 되어주었다.
우리 박물관에서 돌아보는 역사는 헝가리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역사에 등장하는 가해자와 피해
자 또한 헝가리의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출신, 종교, 계급 등의 이유로 선정한 대상은 없다. 가해자와
희생자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선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또한 우리는 박물관에서 이러
한 과거사를 전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헝가리가 그 과거를 극복했으며, 그 과거는 이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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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우리 박물관에서 열린 상설전시, 기획전시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광범위한 논의
를 촉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관련 연구의 핵심 자료가 최근 들어서야 공
개되었고, 그간 연구 결과를 담은 출판물과 논문 및 학술대회에서의 논의를 접할 수 있는 이들은 아
직 소수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 부문
에서의 확산은 훨씬 더딘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및 정보의 확산, 그리고 논의의 형성과 축
적이라는 면에서 언론 다음으로 핵심적인 정보의 원천은 바로 박물관이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가 헝가리 남부에 위치한 호드메죄바샤르헤이시(市)에서의 신규 박물관 건립이다. 이 박물관은 호
드메죄바샤르헤이시(市)의 공산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는 아카이브 자
료, 영화, 유물, 구술사 자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도시에서 벌어진 50년 독재의 역사
를 간추리고, 이를 전시를 통해 드러냈다. 이로써 지역 주민 모두가 자기 도시의 과거를, 행복했던 시
절과 두려움에 떨던 시절 모두를, 다시 대면하고 극복할 수 있었다. 다른 도시 및 지역 또한 이러한
시설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리 박물관의 협력을 구하고 있다.
이렇듯 협력 요청이 쇄도하는 이유는 테러의 집 박물관과 같은 박물관은 기존의 전시관으로서의
성격 외에 연구기관과 기념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년간 헝가리 인구를
상회하는 천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우리 박물관을 다녀갔다. 이 기록은 우리 박물관의 단순하지만
인상 깊은 메시지와 빼어난 전시 방식이 관람층을 넓힌 데서 기인한다. 학생 단체 관람객이 인솔 교
사와 함께 우리 박물관을 찾고, 외국인 관광객 또한 우리 박물관을 방문한다. 박물관 직원들은 박물
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주제와 연계하여 두 차례 전체주의 독재에서 살아남은 이들과의 인터뷰
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구술사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박물관은 여러 역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중 한 예로 우리 박물관은 홀로코스트에 맞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친 헝가리인들의 목록을 작성한 바 있다.
우리가 테러의 집 박물관을 건립한 것은, 우리가 지나온 수 십년의 과거에 대하여 반추하고, 애도
의 과정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안드라시가(街) 60번지가 박물관이자 추모
관으로 변모함으로써, 소통적 기억에서 역사적 기억으로의 전환이 촉발되었다. 이 전환은 현재진행
형으로서, 기억을 열어젖히고, 과거를 직면하게 하고, 진실에 눈을 뜨게 한다.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듯 HTM은 지식 획득, 추모, 그리고 애도를 위한 의례의 장소이자
기념관이 되었다. 박물관인 동시에 기념관, 그리고 기념물이 된 것이다.
기억 없이는 화해도, 위로도 없다.
우리 박물관은 작년에 제1차세계대전과 전후 등장한 신세계(New World)를 다룬 전시를 개최했
다. “신세계의 탄생: 1914-1922 (A New World was Born, 1914-1922)”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번째 구역은 제1차 세계대전을 돌아본다. 이 전쟁에 징집된 19세기의
사람들은 20세기의 잔혹함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참호에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병사
들의 일상, 후방지역 여성들과 아이들의 위치, 그리고 최전방에서의 삶을 조명한다. 또한 이 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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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들에게 주전파의 선전 활동 그리고 전방에서의 경험이 촉발한 의학의 급속한 발전을 소개한
다. 두 번째 구역은 주전파를 이끈 인물들을 소개하고, 세 번째 구역은 1차대전 사상자보다 많은 희
생자 수를 기록한 스페인 독감, 새로 부상한 미국의 전 세계 미국화 구상, 레닌, 무솔리니, 그리고 헝
가리 공산주의 세력의 활동 등 전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를 휩쓴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전
시는 파리 협정 체제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 협정은 평화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헝가
리에게 특히 타격을 주어 헝가리가 1차 대전 패전국으로서 최악의 운명을 겪는 데 일조했다. 전후 헝
가리 영토의 3분의 2, 그리고 3백만 헝가리인을 포함한 인구의 반이 주변국에 할양되었고, 헝가리는
일거에 다민족 국가에서 동질적인 민족국가가 되었다. 또한 합스부르크 제국과 오토만 제국 등 유구
한 역사를 지닌 여러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다.
전후 유럽은 내전과, 혁명, 국경 분쟁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 결과 옛 세계는 사라지고 새로운 세
계가 등장하게 된다.
특히 1914년은 두 이데올로기 간의 백년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해였다. 한 편에서는 미국과 ‘민주
주의를 위한 안전한 세계 구축’이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신세계에 대한 약속과 세계의 ‘미국화’
에 대한 의지가, 다른 한 편에는 소비에트 연방으로 대표되는 전세계 공산주의 혁명 촉발을 위한 의
지가 서로 충돌했다. 이 두 진영 간의 갈등은 이 백년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난 1990년까지 계속된
다.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던 각 지역에 대한 미국화를 진행했다.
이 전시에서 우리 박물관은 영화라는 현대적 언어를 사용하여 20세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
하고, 이로써 과거의 경험을 다시금 생각하고 살펴보도록 했다.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서구
세계에서는 여전히 제2차세계대전을 20세기 해석의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만, 실제로 2차대전은 끝
난 전쟁이기 때문이다. 냉전도 마찬가지이다. 반대로 제1차세계대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1차대전을 촉발했던 모든 원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중동에서 벌어진 격동의 역사 또
한 1916년에 열강들이 주도한 사이크스-피콕(Sykes -Picot)식 이주 정책에 기인한 바가 크다.
1919년, 한국인들은 3·1 운동을 통해 비폭력 저항에 나섰고, 그 결과 7,000여명의 참가자가 일본
경찰 및 군대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만주와 시베리아 등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
었다. 6·25전쟁 이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여전히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
아도, 우리는 백년전쟁이 종결되었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역사를 달군 철에 비유한 바 있다. 달군 철은 주의해서 다루어야 한다. 그러
나, 달군 철을 직접 잡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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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insurmountable contradiction contained in the phrase “contemporary history”
- traditionally, history is the antonym of modernity - the term itself is increasingly appearing
on the pages of scientific journals and monographs, although the average person still stuns –
for instance, our museum is constantly confused with the modern art museum by the broad
public audience.
In Russian historical science the term “recent history” is generally accepted to refer the
last period of world history, which chronologically unites events from 1918 (when it comes
to national history, the beginning of the period is shifted, as a rule, by 1917) to the present.
The history of the last decades in the framework of the "contemporary history" as a separate
topic or historical period is not highlighted. This traditional approach is primarily associated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educational process, more precisely, the writing of textbooks,
for which the fragmentation and mobility of the chronological boundaries create considerable
inconvenience. At the same time, in some European research centers, there has recently been
an active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separating the history of modernity as an
independent, fully valuable historical period. At the same time, the characteristic of
modernity as an object of historical analysis is dominated not by chronological categories
(last 10–20–50 years), but by epistemological, defining features of the very process of
studying and cognizing this period. Moreover, since about the mid-1990s, in France and
Germany, to a lesser extent in Great Britain, Italy and Spain, modern history has stood out in
an independent period and occupied the object of study.
There is no single term in Russian historiography, but discussions around the conceptual
approach to the study of contemporaneity are still sluggish. The terms "contemporary
history", "history of modernity", "recent history" are used as synonyms and generally imply
an appeal to the history of recent decades. In the narrow sense, modern history is the ti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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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activity of nowadays generations.
Despite the fact that historians cast doubt on the true significance for the historical process
of many moments filled with a great symbolic meaning, national historical narratives offer
precisely such significant historical events as the initial chronological boundary of modern
history.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he most popular is the periodization proposed by the
English historian Eric Hobsbawm. He limited the “short XXth century” to the period of 1917
–1991. Thus, the events of 1989-1991 are "closed" for historians of the XXth century.
The history of our time is hard to imagine without reference to the memory of living
witnesses and participants of the describing events. The presence of living witnesses is the
main feature of contemporaneity as a historical period, their testimony is no less important
than written sources, they can refute the written history. It is this opportunity to engage in
dialogue and argue with the contemporaries of events that characterizes contemporary
history.
Internet and electronic sources. However, today the use of oral sources can not be called
the "last word" in the study of the recent past. The beginning of the “digital era” inevitably
affects the work of the historian. People leave fewer written sources, more and more
information (often the most relevant) is transmitted by phone, email and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The notion of a “published source” traditional for historiography is rapidly
becoming obsolete. There is a mass of electronic sources, including official documents of
various institutions. For historical methodology, this is an undoubted challenge, since the
term “published sources” was based, as a rule, on the evidence base of scientific research. It
is clear, however, that the value of documents in digital format will only increase, which
should lead to the formation of a new research methodology. The Internet has had a
tremendou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humanities of the last decade, and this effect, it
seems, will only increase in the future.
Another “claim” against contemporary history is its politicization as it exists at the
junction with political science, and the results of research in this area are widely used in
politological discussions.
At the same time, the problem of the politicization of history is most acute in the study of
key historical moments that form national identity and, as a rule, are connected with the
problem of collective memory. Even a purely scientific study of the turning points of national
history raises issues of contemporary politics and affects the reader's self-consciousness.
Even the terminology of scientific research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e analysis of such
events: the researcher uses the term “independence” or the term “state disintegration”. The
events of earlier epochs, possibly having a much greater influence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state, cannot cause the same personal experiences in the reader.
The subject of memory is closely related to the problem of the politicization of the study
of the contemporary history, which is most acute in the study of key historical momen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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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ational identity. A separate block within this topic presents issues related to the
“memory policy” - the use of the historical past for political and ideological purposes. The
important role of collective memory in preserving (or destroying) a nationwide consensus is
noted by many researchers. As a rule, collective memory affects events significant for the
history of the state and nation. The last two decades have become a time for the emergence of
new approaches to using the past: preserving national heritage, forming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of heritage policies, hegemony of memory as a value (sometimes as opposed to
history), a desire to influence history.
Hence the question: how to talk about our recent past so as to avoid accusations of
political engagement? The museum response is to display the key events of contemporary era
as objective as possible, based on verified facts, accessible documents, and trying to make
the visitors experience bright and interesting.
By the way, in our experience, multimedia technologies alone are no longer of interest,
the visitor wants to see, first of all, a genuine exhibit, an artefact, and to find out the
associated story, get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ose events that it symbolizes.
If to be absolutely accurate, considering the chronological period about which our
museum tells – the last 150 years of Russian history, beginning with the abolition of serfdom
in 1861 to the present – the more accurate title of the museum shall be “Museum of 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Russia”
Although in reality, the contradiction here is only visible: by modernity we mean the era
of transformation of a traditional society based on estate hierarchy, of transition to a mass
society, with its values of democracy, individual freedom, social justice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economic growth,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For Russia, this era begins in particular after the abolition of serfdom in 1861, which,
together with the Zemstvo and judicial reforms, opened the way to the gradual involvement
of the broad masses in the country's political life. But a full-fledged transition to a modern
type of society takes place in Russia only in the XXth century, especially after 1917.
It is our museum, the former Museum of the Revolution, with its collections and traditions
of displaying the changing times, which was for our country the whole XX century, has the
right to claim the role of the museum of contemporaneity.
The initiative to rename the museum in 1998 came from the museum team - there was a
real threat of its dissolution as an institution, and from the very beginning our collections
were assembled in such a way as to show not only the history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and the October revolution, but contemporary socio-economic, political and social life.
The period of huge political and socio-economical transformations at the turn of the 1980s
– 1990s was marked by a change in the official status of Russian museums and their transfer
from the system of official ideology to the sociocultural system. Independent searches for
their place in the country’s public life, an analysis of their nearly million collections l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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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of Revolution not only to change its name, but also to rethink the main problems of
Russian history in XXth century.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it was our museum that created in 2016 a permanent
exhibition on the contemporary history of Russia - from the beginning of Perestroika in 1985
to the present day. This is the first experience of the museum presentation of the latest period
of Russian history. The main feature of the project is a combination of authentic museum
objects and modern multimedia technologies.
The interpretation of one of the most difficult periods in the Russian history - the last 15
years of the XXth century - is conveyed through the image of a maze that symbolizes the
ambiguity and multi-subject path traveled by a country.
Thematically, the exhibition space consists of two exhibition complexes. The first section
of the exhibition is devoted to the policy of restructuring - the fundamental transformations
of all spheres of life of Soviet society. The result of the "new political thinking" - the foreign
policy doctrine proclaimed in 1987 - was the end of the Cold War, the withdrawal of Soviet
troops from Afghanistan and Eastern Europe, the fall of the Berlin Wall.
However, the sharp deterioration of the economic situation and the aggravation of
political contradictions in the USSR by the end of the 1980s. led to a noticeable
radicalization and division of society.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ssues became more
and more intertwined into a Gordian knot.
The second section presents materials that reveal the complex process of post-Soviet
transformation in the Russian Federation - the successor of the USSR. Against the
background of a total domestic economic and political crisis in conditions of social instability
and increasing chaos, were laid the foundations of a new Russian statehood.
Government leapfrog, radical economic reforms called “shock therapy”, omnipotence of
oligarchs led to the impoverishment of the population, the collapse of the country's economy
and the formation of its shadow sector. To solve the whole complex of problems that faced
Russia at the turn of the millennia, a powerful consolidating principle and the creation of an
effective social and political system were required.
On display are relics from the inauguration ceremonies of the first and only President of
the USSR Mikhail Gorbachev and the first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Boris Yeltsin,
fragments of barricades and personal belongings of the defenders of the White House in
1991, a candle from the meeting room of the extraordinary congress of people's deputies in
1993, artefacts representing war in Chechnya, personal belongings of the USSR people's
deputies Galina Starovoitova,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1990s
Victor Chernomyrdin, form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vgeny Primakov and many other.
The beginning of a new millennium for Russia was the time to overcome the crisis
phenomena of the 1990s. The priority task was to ensure the legal unity of the country, to
bring regional legislation in line with federal law, the division of powers between th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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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regions, and the consolidation of available resources.
In the early 2000s a large-scale administrative reform was initiated, aimed at changing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society. In subsequent years, further development of
the political system takes place, new civil society institutions are being formed.
The basic principle of Russia's foreign policy in the 2000s became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The most important event was the reunification of the Crimea with Russia
in 2014, which was the result of the political crisis that erupted in Ukraine and the result of
the general free will of the Crimeans.
One of the main challenges for Russian society is still international terrorism. At the turn
of XX – XXI centuries. Russia has experienced dozens of inhuman terrorist acts in Moscow,
Grozny, Kaspiysk, Vladikavkaz, Volgograd, Beslan, and other cities.
In the early 2000s, the priority task in the economic sphere was overcoming crisis
phenomena and creating the basi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Russia. Already in the
first years of the new millennium, the country into which humanitarian aid had recently been
delivered from West began to seriously struggle for a place in the world markets. In 2000, the
Russian economy showed growth rates that have not been for nearly 30 years. This
contributed to further stabilization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 in the country.
The years of stable development of the countr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Dozens of new objects were built for the APEC summit
in Vladivostok (2012), the Winter Olympics in Sochi (2014), several technology parks,
transport and sports infrastructure facilities are still under construction. Measures are being
taken to increase industrial production, develop import substitution, and increase Russia's
food security.
The exposition not only conveys the atmosphere of time, but also makes it possible to feel
that the story is being created literally before our eyes. After reading the materials with the
help of tests and interactive tasks, visitors can test your knowledge of the history of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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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러시아를 이해하고 보여주기: 러시아 현대사 박물관

Nikita ANIKIN
러시아 국립현대사박물관 학술담당책임자

“현대사(contemporary history)”라는 문구에 담긴 극복할 수 없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 전통적
으로, 역사는 근대성의 반의어였으므로- 이 단어 자체는 학술지와 논문에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
다. 하지만 일반인은 여전히 이 단어 때문에 망연자실해지곤 한다. 예를 들어, 많은 관람객은 여전히
현대사 박물관과 현대 미술관을 혼동하고 있다.
러시아의 역사학에서 “최근의 역사(recent history)”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세계사의 마지막 시
기를 일컫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1918년부터의(러시아 국내 역사의 경우, 이 시기의 시작
은 보통 1917년으로 바뀐다) 사건을 현재까지 연대순으로 통합한 시기이다. “현대사(contemporary
history)”의 틀 안에서 마지막 수십년의 역사는 독립된 주제나 역사적 시기로 강조되지 않는다. 이러
한 전통적 접근법은 교육 과정 요건, 더 자세히 말하자면 교과서 집필과 주로 관련되는데, 교과서 집
필에 있어서 연대적 경계의 세분화와 유동성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동시에, 유럽의 몇몇 연구
기관은, 근대의 역사를 독립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역사적 시기로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최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역사적 분석의 대상으로서 근대성의 특징을 규정하는 것은 연대기
적 범주(지난 10년/20년/50년)가 아니라, 이 시기를 연구하고 인식하는 과정 자체를 특징짓는 인식
론적 범주이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이래 프랑스와 독일에서,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는 이보다 작은 규모로, 근대 역사는 독립적인 시기로 우뚝 서고 연구 대상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
었다.
러시아의 역사학(historiography)에는 단일한 용어가 없는데, 동시대성(contemporaneity) 연구
에 대한 개념적 접근 논의도 여전히 부진하다. “현대사(contemporary history)”, “근대의 역사
(history of modernity)”, “최근 역사(recent history)”가 모두 동의어로 사용되며 최근 수십년의 역
사를 지칭한다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내포한다. 좁은 의미에서, 근대 역사(modern history)는 요즘
세대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시대를 말한다.
역사학자들은, 거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채워진 여러 순간의 역사적 과정이 과연 진정한 유의미성
을 갖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지만, 국내의 역사 서술은 바로 그와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근
대 역사가 시작하는 연대기적 경계로 제시한다. 학술 공동체에서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
(Eric Hobsbawm)이 주장한 시대 구분이 가장 유명하다. 홉스봄은 “단기 20세기(short XXth
century)”를 1917년부터 1991년까지의 시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1991년 사이의
사건은 20세기의 역사학자들에게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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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역사는 묘사되는 사건의 산 증인과 참여자의 기억을 언급하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렵
다. 산 증인의 존재는 역사적 시기로서 동시대성의 주된 특징이고, 이들의 증언은 문서화된 자료만큼
중요하며, 산 증인은 글로 쓰인 역사를 반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건의 동시대인과 대화에 참여하
고 논쟁할 수 있는 기회는 현대사의 특징이다.
그런데, 오늘날 구술 자료의 사용이 가까운 과거 연구에서 “최후로 남기는 한마디”는 아니다. “디
지털 시대”의 시작은 필연적으로 역사학자의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문서화된
자료는 덜 남기고, 더 많은 정보(종종 가장 관련성 큰 정보)는 전화, 이메일, 또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전달된다. 역사 기록학에서 “출판된 자료”의 전통적 개념은 급격히 진부해지고 있다.
다양한 기관의 공식 문서를 포함한 전자 자료의 양은 방대하다. 역사 방법론에 있어서 이는 의심의
여지 없는 도전인데, 왜냐하면 “출판된 자료”라는 용어는, 대체로, 과학적 연구의 증거 토대에 기반
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디지털 형태의 문서의 가치는 분명히 계속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 새
로운 연구 방법론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지난 10년 동안 인문학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영향력은 미래에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대사를 비판하는 또 다른 “주장”은, 현대사는 정치학과의 접점에 존재하며 이 분야의 연구 결
과가 정치학적 논의에서 폭넓게 쓰이기 때문에 현대사는 정치화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역사의 정치화(politicization of history) 문제는,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며 대체로 집단
기억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핵심적 역사적 순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해진다. 민족 역사
의 전환점에 대한 순수하게 학문적인 연구조차도 현대 정치의 이슈를 제기하며 독자의 자의식에 영
향을 미친다. 학문적 연구의 용어사용법조차도 이러한 사건의 분석에서는 특별히 중요하다: 연구자
는 “독립(independence)”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또는 “국가 분열(state disintegration)”이라
는 용어를 쓸 수도 있다. 아마도 국가의 역사적 발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이전 시대의
사건은, 독자에게 동일한 개인적 경험을 야기할 수가 없다.
기억이라는 주제는 현대사 연구의 정치화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이는 민족 정체성을 형
성하는 주요한 역사적 순간의 연구에 가장 크게 관련된다. 이 주제 안의 또 다른 부분은 “기억 정책

(memory policy)”과 관련된 이슈를 보여준다: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과거
를 이용하는 것. 많은 연구자가 국가 전체적 합의를 보존(또는 파괴)하는 데에 집단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대체로, 집단 기억은 국가 및 민족의 역사에 유의미한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년은 과거를 사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한 시기였다: 민족 문화유산 보존, 민족
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의 문화유산 정책 형성, 가치로서의 (때로는 역사에 반대되는 것으로서의) 기
억의 헤게모니, 역사에 영향을 주려는 바람.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정치적 연루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가까운 과거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가? 현대사 박물관의 대답은 현대의 주요 사건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과 접근가능한 자료에 기반해서, 관람객이 선명하고 흥미로운 경험을 하도록 전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멀티미디어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흥미를 끌 수 없다. 관람객은 무엇보다
진짜 전시물을 보고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내고, 그 전시물이 상징하는 사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
를 얻고 싶어 한다.
전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현대사 박물관이 서술하는 연대기적 시기 - 1861년의 농노 제도 폐지
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최근 150년 동안의 러시아 역사-를 고려할 때, 현대사 박물관의 더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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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한 명칭은 “러시아 근현대사 박물관(Museum of a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Russia)”이 되어야 맞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서 모순은 뚜렷하다: 우리가 근대성(modernity) 개념으로 의미하는 것은 토지 계급
구조에 기반한 전통 사회에서 전환하여, 과학과 기술의 진보, 경제 성장, 정치, 사회 및 문화적 변화
에 기반한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사회 정의에 가치를 두는 대중 사회로 변화한 시대이다. 러시아에
서 이 시대는 특히 1861년의 농노 제도 폐지 후에 시작되었고, 농노 제도 폐지는 제정 러시아 시대의
지방 자치회(Zemstvo) 및 사법 개혁과 함께 러시아의 정치 생활에 광범위하게 대중이 점차 개입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 근대적 유형의 사회로의 전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
세기에 들어서서, 특히 1917년 이후였다.
과거에 소련 혁명 박물관(Museum of the Revolution)이었고, 우리나라의 20세기 전체였던 그
변동의 시대를 전시한 유물과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동시대성의 박물관(museum of
contemporaneity) 역할을 자임할 권리는 바로 우리 박물관에 있다.
박물관 이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1998년에 박물관 팀에서 나왔다. 그 이유는, 당시에 박물관이라
는 기관을 해체하려는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고, 맨 처음부터 박물관의 컬렉션은 혁명 운동과 10월
혁명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대의 사회경제, 정치, 사회적 생활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아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로 전환하면서, 거대한 정치 및 사회경제적 변화의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박물관의 공식적 지위가 변화했고, 박물관은 공식적 이데올로기 조직에서 사회문화적 조직으로 변
했다. 러시아의 공적 영역에서 박물관의 자리를 찾으려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거의 100만개에 달하
는 소장품을 분석하면서, 소련 혁명 박물관은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20세기 러시아 역사의 주요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사 박물관이 2016년에 러시아 현대사-1985년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1)
의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에 관한 상설 전시를 개관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상설 전시는 현
대사 박물관이 러시아 역사의 가장 최근 시기를 전시한 최초의 경험이었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특징
은 박물관의 실물 전시품과 현대의 멀티미디어 기술을 결합했다는 점이다.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기 중 하나인 20세기의 마지막 15년에 대한 해석은, 러시아가
지나온 길의 모호성과 다층성(multi-subject)을 상징하는 미로 이미지를 따라가면서 전시된다.
주제 면에서, 전시 공간은 두 개의 전시 종합구역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전시 영역은 재구조화
(restructuring) 정책, 즉 구소련 사회 삶의 모든 영역의 근본적인 전환에 할애된다. 1987년에 선언
된 외교 정책의 신조인 “새로운 정치적 사고(new political thinking)”의 결과는 냉전의 종식, 아프
가니스탄과 동유럽의 소련 군대 철수, 베를린 장벽 붕괴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구소련의 급격한 경제 상황 악화와 정치적 모순의 심화는 눈에 띌 만한 사
회 급진화와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 경제, 사회, 정치 이슈는 더욱 뒤얽혀 난제(Gordian knot)가 되
었다.
두 번째 전시 영역은 구소련의 뒤를 이은 러시아 연방이 구소련 체제 이후의 변화를 겪은 복잡한
과정을 드러내는 자료를 보여준다.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혼란이 증가하는 환경 속에서 극심한 경
제 및 정치적 위기를 배경으로,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로서의 그 지위의 기반을 다졌다.
1) 구소련의 개혁정책(역주)

SESSION 2_ Presentation 3｜Nikita ANIKIN

115

정부가 다른 영역의 희생을 바탕으로 도약하고, “충격 요법(shock therapy)”으로 불리는 급격한
경제 개혁과 함께 막강한 권력을 지닌 과두제 집권층이 대두되면서 국민은 빈곤해지고, 러시아의 경
제는 붕괴했으며, 일종의 그림자 영역이 형성되었다. 20세기 말에 러시아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에 있어서 강력한 원칙을 적용하고 효과적인 사회 및 정치 체제를 고안
해야 했다.
소련의 최초이자 유일한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와 러시아 연방의 초대
대통령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의 취임식 유물, 바리케이드 조각과 1991년 백악관을 수비한 사
람들의 개인 소지품, 1993년에 있었던 예외적 인민대표회의 회의실에 있었던 양초, 체첸 전쟁을 나
타내는 유물, 구소련 인민대표회의의 일원인 갈리나 스타로보이토바(Galina Starovoitova), 1990
년대 러시아 연방 총리 빅토르 체르노미르딘(Victor Chernomyrdin), 전 외교부 장관 예브게니 프리
마코프(Evgeny Primakov) 외 다수 인물의 개인 소지품 등이 현대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1990년대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자 했다. 최우선 과제는 러시
아의 법적 통일성을 보장하고, 지역 입법을 연방법과 긴밀히 연관시키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에 권
력을 분립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에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대규모 행정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후, 정치
제도가 더욱 발전되고, 새로운 시민 사회 기구가 형성되고 있다.
2000년대의 러시아 외교 정책은 국가 이익의 보호를 그 기본 원칙으로 두었다. 2014년에 러시아
와 크림 반도가 재통합한 것은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정치적 위기가 폭발
했고, 크림 반도 주민들 간에 전반적인 자유 의지가 생겨났다.
국제 테러는 여전히 러시아 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 중의 하나이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전환
되는 시점에, 러시아는 모스크바(Moscow), 그로즈니(Grozny), 카스피스크(Kaspiysk), 블라디캅
카스(Vladikavkaz), 볼고그라드(Volgograd), 베슬란(Beslan) 등의 도시에서 비인간적인 테러 행
위를 경험했다.
2000년대 초반에 경제 영역의 우선 과제는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러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
반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미 2000년대 초 몇 년간 러시아는 서구로부터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은
바 있고, 이제 러시아는 세계 시장에서의 자기 자리를 찾고자 고군분투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러
시아 경제는 근 30년간 없었던 성장률을 보여주었다. 이는 러시아의 거시경제적 상황을 더욱 안정화
시켰다.
수년간 러시아가 안정적으로 발달하면서, 대규모의 기반시설 프로젝트 집행의 기초가 마련되었
다. 2012년에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담, 2014년의 소치(Sochi) 동계 올림픽을 위해 수십 개의
새로운 기반시설이 건설되었고, 몇몇 기술 단지, 교통수단, 스포츠 기반시설 설비가 여전히 건설 중
이다. 러시아는 공업 생산을 증대하고, 수입 대체 산업을 개발하고, 식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을 강구하고 있다.
현대사 박물관의 전시는 시대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의 이야기가 말 그대로
우리 눈앞에서 창조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시연과 체험 과제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읽으
면서, 관람객은 러시아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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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 Wei
Director of Research, 1911 Revolution Museum

1. Introduction
On October 10, 1911, the revolutionary scholars under the leadership of Mr. Sun Yat-sen
fired the first shot of the 1911 Revolution in Wuhan, ending the feudal monarchy that ruled
China for more than 2,000 years. The success of the 1911 Revolution left a valuable spiritual
wealth for China and Wuhan. The 1911 Revolution Museum is a special museum built in
Wuhan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1911 Revolution. It has a total
construction area of 22,000 square meters and holds more than 10 exhibitions each year. It
receives an average of nearly 1 million museum goers per year. It is an important platform
for connecting domestic and foreign museum goers and overseas Chinese from all over the
world.
On May 16, 2014, The 1911 Revolution Museum held “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 The exhibition focuses on museum goers and pays attention to the effective
expression of cultural connotation. Through more than 400 postcards from 100 years ago, the
exhibition shows the modern Wuhan's local customs and development of urban civilization to
museum goers. It presents a rich and unique postcard cultural feast for museum goers and has
achieved good soci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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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ep excavation of cultural relics around themes
Cultural relics are the core of exhibition. Through the exhibition, museum expresses the
historical value, scientific value, artistic value and cultural value of cultural relics. What kind
of cultural relics an exhibition needs to display mainly depends on the knowledge of cultural
relics information of the curators, because the curators act as knowledge porters between
museum goers and cultural relics. They convey their knowledge of themes and cultural relics

128

Museum in the midst of Controversy: What is ‘Contemporary’?

to museum goers through cultural relics, texts, pictures, and video materials in a suitable
combination.
For curators, how to express themselves in a way that non-professionals can understand,
make them interested in visiting the exhibition and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field is the
most critical. Therefore, in order to narrow the distance between cultural relics and museum
goers, cultural relics must be placed in the context of social and cultural ecology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ir cultural connotation must be deeply explored, and the display
content must be express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cultural relics and popular language.
In this way, cultural relics resources can be transformed into cultural resources, and history
and culture can be effectively expressed in the exhibitions. Otherwise, cultural relics once far
away from their cultural coordinates and usage scenarios, is nothing more than a pile of
objects without spiritual connotations, like a soulless shell.
Postcards were born in Austria in 1869. By the 1870s, postcards had swept the world and
entered China and came to Wuhan. The first post office in Wuhan was founded in 1872 by
the British Consulate in Wuhan. Foreigners in Wuhan send mail to all parts of China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post office. At that time, some foreigners who
worked, lived, and traveled in Wuhan took photos of the scenery of Wuhan cities, recorded
their feelings about the city, and selected photos with the most Wuhan characteristics and
best visual effects printed on postcards. These postcards not only convey greetings to
relatives and friends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but also show the local conditions and
customs of an eastern city to the world. Therefore, the Wuhan postcards from 100 years ago
are the precipitation and microcosm of the history of urban development in modern Wuhan.
“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 fully integrates museum and social postcard
collections and research resources, and deeply excavates and refines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onnotations contained in postcards. The postcards that can reflect the theme of the
exhibition are combined, matched, and optimized. They are transmitted to museum goers in
simple and easy-to-understand language, allowing museum goers to resonate while creating a
sense of passage back to the life of their ancestors. For example, when displaying the
postcard “Ollie House in modern times”, the curators focused on the theme and selected
postcards which are clear and representative of different periods through in-depth excavation
and research of relevant postcards and historical materials. With a concise and clear auxiliary
text to introduce the history of the Ollie House, this group of postcards shows a distinctive
personality among the commonalities and presents it to museum goers in a more vivid and
rich po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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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ople-centred and multicultural needs met
As the carrier of culture, museums are important positions for spreading scientific and
cultural knowledge and improving the ideological and moral level and the quality of science
and culture of the broad masses. It can meet the different spiritual and cultural needs of
different social strata,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different age levels, and different
interests, and provide different social groups with a stage for cultural display, a bas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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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knowledge, and a place for leisure and entertainment. However, due to differences
in family background and knowledge composition, cultural needs for exhibition of museum
goers are naturally all different.
For museum goers, an exhibition full of artistic conception and long aftertaste is
undoubtedly a visit experience of great significance. It not only attracts them to visit the
museum again, but also attracts more museum goers under the influence of good reputation.
Therefore, on the basis of deeply excavating the connotation of cultural relics, museums
should actively explore acceptance ability and appreciation habits of the museum goers, and
combine professionalism, academics, knowledge, interest, and appreciation.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multi-level information transmission of exhibition, so
that different levels of museum goers can get gains.
Postcards are carriers of regional cultural information. They display handicrafts, folk art
works, sculptures, unearthed cultural relics and folk customs in specific regions through
photos and drawings. They have the role of recording, preserving and disseminating regional
cultural information. Located in central China, Wuhan is a famous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an important industrial base, science and education base and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hub. Since it was forced to open in 1861, with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the establishment of new schools and modern industry and commerce, Wuhan became
an important economic and cultural center in modern China. As the center of the Chinese
democratic revolution, Wuhan became the political center of China three times since the
1911 Revolution.
“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 fully grasped the reg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of Wuhan. According to the different cultural needs of museum goers and potential museum
goers, it not only selected postcards that could show the urban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in modern Wuhan, but also selected postcards that reflected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regional customs. Therefore, not only local museum goers can read the city's
rich charm and changes of the times，but also museum go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can
enjoy the beautiful and profound cultural heritage of W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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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eep up with the times and establish correct value orientation
Exhibition is a group of exhibits that conduct visual education, disseminate cultural and
scientific information, and provide aesthetic appreciation. It is a special spiritual product
provided by museums to society and an important way for museums to achieve their social
education goals. It can not only promote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ulture from many
aspects, but also reflect the social hot spots with a strong sense of the times, meet the needs
of museum goers at different levels, enrich the cultural life of museum goers, and give full
play to the museum's social education functions. Therefore, holding exhibitions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being close to life, being close to reality, and being close to the
masses. An exhibition that conforms to the theme of the times and closely matches the pulse
of the times should be held. The museum goers needs to obtain the necessary knowledge and
interest by visiting the exhibition. Through the cultural relics information, cultural
connotation, and historical charm created by exhibition, museum helps museum goers
understand the history of cultural relics, social culture, spiritual fashion, educate and guide
cultural consciousness and value orientation of museum goers, and make the spiritual desert
return to the oasis.
Postcards have a wide range of subjects and record the history of human civilization in
ancient and modern times. The most common ones are famous people, major events, scenic
spots, cultural relics. Postcards record the glorious history of the region, the beautiful natural
scenery, and the material and spiritual wealth created by the working people. They are good
teaching materials for young people to love their hometown education.“The Old W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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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ard Exhibition” closely followed the pace of the times, paying attention to the
timeliness of public cultural needs, through careful production and in-depth interpretation.
With the postcard combination of different periods, it presented a long historical volume
reflecting the vicissitudes of modern Wuhan to museum goers, demonstrated the connotation
of Wuhan's urban spirit. It not only enabled museum goers to increase knowledge and
cultivate sentiment in the elegant halls, but also fully mobilized the urban feelings of the
general public to arouse their love for a good life and translate it into concrete actions to
create the future.

5. To build a complete knowledge system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is not the same, each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nd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presented show the cultural phenomena and
cultural interest at that time. Museum is a place where cultures of all historical periods can be
revealed. In the exhibition hall of museum, through the display of exhibition themes, design
styles, display methods, service facilities, and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forms, cultural
communication and education of materials, customs and spirits are carried out, cultural
connotation is externalized, and cultural aesthetics are conveyed to museum goers. It is not
only the process of presenting abstract culture with vivid concrete artifacts and technologies
in the form of exhibitions, but also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cultural phenomena and
cultural concepts in exhibitions. Therefore, a good exhibition must overcome the limitations
of venue, time and funding, explore diverse cultural expressions, build a complete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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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reate a strong cultural atmosphere, show its cultural connotations such as historical
allusions, cultural relics and story systems, making it very infectious, so that museum goers
can not only read historical culture but also generate spiritual shock when visiting.
Postcards can be divided into different categories according to different standards. The
picture and text content on postcards make it a unique local document that records regional
knowledge information if it involves a specific region. “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 according to the objective laws of the exhibition work, through the classification
and display of different types of postcards from 100 years ago, recreating the urban scenery
and regional culture of Wuhan in those years. It not only expressed the urban changes of
Wuhan in modern times through
the combination of postcards, but
also makes obscure historical
knowledge and dull display lively
and interesting, so that the
history, social values, and cultural
spirit contained in postcards are
transmitted to museum goers. For
example, in the second section of
the first part of the exhibition,
with more than 30 postcards
issued at different times and in
different institutions, the pictures
and brief explanations of Hankou
Old Street vividly show the
historical development trajectory
of Hankou which was the modern
Wuhan commercial center. The
museum goers can taste the
development
of
Hankou's
business culture in the lively and
interesting, intimate and rich
exhibition, and understand the
historical changes in a more
comprehensiv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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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tending memory through cultural derivatives
For museums, cultural products are symbols that carry cultural ideas and can effectively
make up for the limitation of time and space of traditional exhibition communication
methods. Through various forms of cultural products, museums connect rich collection
resources with people's lives, allowing museum goers to extend the unique experience in the
museum to daily life. This is also a kind of “bringing the museum home” way. Developing
related cultural products for an exhibition not only adds new media to the effective
expression of the cultural connotation of exhibition, but also allows museum goers to bring
home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visiting the exhibition, and it is an effective way to
enrich exhibition funds.
Postcard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xquisite design, intuitive clarity, variety, wide range
of subjects, and wide dissemination. They are not only vivid materials for exhibitions, but
also documentation for compiling books. Such as “Old Shanghai Postcard”, “Postcard 100
Years Ago”, “Memory Mail” and other postcard books, so that more people can share and
use these postcard materials, and obtain good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Therefore, on the
basis of sufficient market research, the
1911 Revolution Museum selected more
than 300 postcards from the exhibition,
edited and published “The Old Wuhan
Postcard Collection”.
Museum goers can not only enter
museum to visit the exhibition, but also
take the exhibition home. Without leaving
home, they can enjoy the exhibition
process and unique experiences through
this beautiful book. They can also share
cultural memories about the exhibition
with relatives and friends at any time.
Thus, in a more personalized way, it
improves the expression of the cultural
connotation of the exhibition and expands
the radiation range of the museum
culture disse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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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clusion
In summary, exhibition is the main medium of communication of museums to the society
and a unique language for museums to disseminate cultural information to the public. Only
the exhibition with high quality and rich cultural connotation can give full play to the
educational function of museum, expand the museum's social influence, and meet the
growing needs of the general public for cultural life. Therefore, museums should strengthen
the planning and research of exhibition, continuously improve the level of exhibition, achieve
the harmonious unity of ideological, academic, knowledge, fun and interactive of exhibition,
in order to touch the hearts of museum goers emotionally, artistically, and culturally, so as to
better serve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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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박물관 전시의 문화적 함축과 그것의 효과적 표현

HU Wei 중국
신해혁명박물관 연구책임자

1. 서론
1911년 10월 10일, 쑨원(Sun Yat-sen)의 지도하에 혁명파 학자들은 우한(Wuhan)에서 신해혁
명(1911 Revoultion)의 첫 번째 탄환을 발포하며 2,000년 이상 중국을 지배했던 봉건 왕조를 종식
시켰다. 신해혁명의 성공은 중국과 우한(Wuhan)에 귀중한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 신해혁명 박물관
은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한에 세워진 특별한 박물관이다. 건물 총 면적이 22,000 평
방미터이고 매년 10개가 넘는 전시를 연다. 관람객은 매년 백만명에 달한다. 이 박물관은 국내 및 해
외 관람객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2014년 5월 16일에 신해혁명 박물관은 “그 옛날 우한 엽서 전시(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라는 전시를 개최했다. 이 전시는 관람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문화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전시는 100년 전 400장 이상의 엽서를 통해, 근대 우한의 지역 관습
과 도시 문명화의 발전을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전시는 관객에게 풍부하고 독특한 엽서를 통해 문화
적 축제를 제공하여 좋은 사회적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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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와 관련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분석
문화유산은 전시의 중심이다. 전시를 통해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과학적ㆍ예술적ㆍ문화
적 가치를 표현한다. 전시가 어떤 종류의 문화유산을 전시할 것인지는 주로 큐레이터가 문화유산 정
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이는 큐레이터가 관람객과 문화유산 사이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큐레이터는 문화유산, 텍스트, 사진, 영상 자료를 적절히 조합하여
관람객에게 전시 주제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
큐레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문가가 이해하고, 이들이 전시를 보러 오는데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에 대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람객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문화유산은 사회 문화적 생태와 역사적 배경의 맥락에 위치해야 하고, 문화유
산이 갖는 문화적 함의가 깊이 분석되어야 하며, 전시 내용은 문화유산과 대중적 언어의 조합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화유산 자원은 문화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고, 역사와 문화가
전시에서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조직되어 사용되지 않는
문화유산은 아무런 영혼 없는 빈 조개껍질과 마찬가지로 전시 진열장 안의 유형의 유물에 지나지 않
는다.
엽서는 1869년 오스트리아에서 처음 생겨났다. 1870년대에 세계로 퍼져 중국에 들어와 우한까
지 오게 되었다. 우한 최초의 우체국은 1872년 영국 영사관에 의해 세워졌다. 이 우체국을 통해 우한
의 외국인들은 중국 전역과 전세계 나라에 편지를 보냈다. 당시 우한에서 일을 하거나 거주하거나 여
행을 하던 일부 외국인들은 우한 도시의 광경을 사진으로 찍고, 도시에 대한 느낌을 기록하고, 엽서
에 프린트된 우한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시각적 효과를 수집하였다. 이들 엽서는 바다 건
너 친지에게 안부인사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양 한 도시의 지역적 조건과 관습을 세계에 보여
주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100년 전 우한 엽서는 근대기 우한의 도시 발달 역사를 집약해 놓은
것이며 축소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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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역사적 자료, 예술을 통합하는 신용카드이다. 엽서에는 고유의 사양, 패턴, 봉투에 표시된
출판 부서, 출판 연도, 발행 번호, 판본, 출시일, 인쇄 시기, 인쇄 공장, 판매 가격이 있다. 이 모두는
특정한 역사적 단계의 경제 및 문화적 발전을 성실히 기록한다. 따라서, 100년 전 우한 지역의 엽서
는 근대 우한의 도시 발달 역사를 나타내는 축도이다. 엽서는 근대 우한의 관습과 주요 역사적 사건
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후세가 근대 우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 옛날 우한 엽서 전시(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는 박물관과 사회적 엽서 컬렉
션 그리고 연구 자료를 완전히 통합하고, 엽서에 담긴 역사적ㆍ문화적 함의를 깊게 파고 들어가며 정
제한다. 전시 주제를 반영할 수 있는 엽서를 조합하고, 짝 짓고, 최대한 활용한다. 엽서는 관람객에게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전달되어, 조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통로를 창조하는 동시에 관람객
에게 이를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 “근대 시기의 올리 하우스(Ollie House)”에 대한 엽서를 전시할 때, 큐레이터는 주제
에 초점을 두고 관련된 엽서와 역사 자료를 깊이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사진이 선명하고 상태가 좋
으며 서로 다른 시기를 잘 보여주는 엽서를 고른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구가 올리 건물(Ollie
Building)과 관련된 역사를 보조적으로 소개하면서, 이들 엽서는 일반 엽서와 다른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며, 관람객에게 더욱 선명하고 풍부하게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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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 중심적이고 다문화적인 필요에 부응
문화의 매개체로서, 박물관은 폭넓은 대중에게 과학 및 문화적 지식을 전파하고, 사상 및 도덕적
수준을 향상하며, 과학과 문화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박물관은 서로 다른 사회 계층,
문화적 배경, 연령대, 관심사를 가진 이들의 다양한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서로 다른 사회 집단에 지식 습득의 기반인 문화 전시의 무대와 여가 생활 및 오락의 장소를 제공한
다. 그러나, 가정환경과 지식 구성의 차이 때문에, 관람객의 전시에 대한 문화적 요구는 자연히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
관람객에게 익숙하지 않은 예술적 개념으로 가득 찬 전시와 이러한 전시가 주는 긴 여운은 의심
할 바 없이 의미가 큰 관람 경험이다. 이 경험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다시 찾도록 할 뿐만 아니라, 좋
다는 입소문을 듣고 더 많은 관람객이 오게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의 함의를 깊이 분석하는 데에 기
반하여, 박물관은 관람객의 수용 능력과 감상 습관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감상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전문성, 학술성, 지식, 관심, 선호를 결합해야 한다. 동시에 박
물관은 전시 문화의 다층적 정보 전달을 강화하여 다양한 수준의 관람객이 전시 관람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엽서는 지역 문화 정보의 전달자다. 엽서는 사진과 그림을 통해 특정 지역의 수공예, 민속 예술품,
조각, 발굴되지 않은 문화유산, 민속을 보여준다. 엽서는 지역 문화 정보를 기록, 보존, 전파하는 역
할을 한다. 우한은 중국 중부의 중심 도시이고, 국가적으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도시이며, 중요한
산업 및 과학, 교육의 기반 지역이며, 종합적인 교통의 요지이다. 1861년에 강제로 개방된 이래, 대
외 무역 발달, 새로운 학교 기관과 근대 산업 및 상업의 확립으로 인해 우한은 근대 중국의 경제 및
문화면에서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중국 민주화 혁명의 발생지로서, 우한은 우창 봉기 이후 세 차
례에 걸쳐 중국의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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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옛날 우한 엽서 전시(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는 우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다. 대상 관람객과 잠재적 관람객 집단의 문화적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박물관은 근
대 우한이 도시로 이행하고 근대화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엽서만을 고르지는 않는다. 박물관은
사람들의 삶과 지역 관습을 반영하는 엽서도 채택한다. 이는 우한의 지역 관람객이 당시 우한의 풍부
한 매력과 변화를 읽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온 타지역의 관람객들이 우한의 우아하고
심오한 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4. 시대에 발맞추어 올바른 가치 지향을 확립
전시는 관람객을 시각적으로 교육하고, 문화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전파하며 미적 감상을 제공
하는 전시물을 모아 구성된다. 전시는 박물관이 사회에 제공하는 특별한 정신적 산물이고, 사회 교육
의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전시는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문화를 여러 방향으로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분쟁의 대상을 시대를 강력히 인지하며 반영하고,
모든 수준의 관람객 욕구를 충족하며, 관람객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정신문명을 건설하는데
박물관이 마음껏 기능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전시는 생활, 현실, 대중에게 가까이 존재한다는 원
칙에 기반하여 개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대의 주제에 부합하며 시대의 리듬에 맞는 전시가 열려야
한다. 관람객은 전시회에 방문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과 흥미를 얻어야 한다. 전시가 창출한 문
화유산 정보, 문화적 함의, 역사적 매력을 통해, 박물관은 관람객이 문화유산의 역사, 사회적 문화,
당대에 널리 퍼진 정신을 이해하게 돕고, 관람객의 문화적 의식과 가치 지향을 지도하며, 정신적 사
막이 오아시스로 변하게 만든다.
엽서는 폭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며 고대와 근대의 인류 문명 역사를 기록한다. 유명 인사,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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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명승지, 문화유산, 예술작품이 가장 일반적이다. 엽서는 해당 지역의 영광스러운 역사, 아름다
운 자연경관, 노동하는 인민이 창조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부를 기록한다. 엽서는 젊은이들에게 애
향심을 갖게 하는 좋은 교육 자료이다. “그 옛날 우한 엽서 전시(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는 전시를 주의 깊게 제작하고 심층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대중의 당대의 문화적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며 시대의 속도에 근접하게 발을 맞췄다. 다양한 시기의 엽서가 조합되어 전시되기 때
문에, 이는 관람객에게 근대 우한의 성쇠를 나타내고 우한의 도시적 정신의 함의를 보여주는 긴 역사
서를 준 것과 같다. 전시는 관람객들이 단지 우아한 절에서 지식을 쌓고 감성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의 도시적 감수성을 충분히 자극하여 이들이 좋은 삶을 열망하게 하고, 이 열망을
미래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키게 한다.

5. 완전한 지식 체계 구축
다양한 역사적 시기는 서로 다르게 발전한다. 각 시기에는 고유한 특징이 있으며, 각 시기에 드러
난 문화적 특징은 당시의 문화 현상과 문화적 관심을 보여준다. 박물관은 모든 역사적 시기의 문화가
드러날 수 있는 장소이다. 박물관의 전시실에서는, 전시 주제의 제시, 설계 유형, 전시 방법, 부대시
설, 소통 및 상호작용 등을 통해 문화적 함의가 드러나고 문화의 미학이 관객에게 전달된다. 그것은
단지 전시라는 형식으로 추상적 문화를 구체적인 인공물과 기술로 보여주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전
시에서 문화적 현상과 개념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좋은 전시란 장소와 시간과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발굴하고, 완전한 지식 체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문화적 분
위기를 창조해야 한다. 좋은 전시는 역사적 암시, 문화유산 및 이야기 체계와 같은 문화적 함의를 보
여주고, 전시가 관람객에게 강하게 전달되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은 박물관에서 역사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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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읽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쇼크를 받게 된다.
엽서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범주로 구분된다. 엽서에 있는 사진과 글의 내용으로 인해, 엽
서가 특정 지역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지역의 지식 정보를 기록하는 독특한 지역적 문서가 된다.

“그 옛날 우한 엽서 전시(The Old Wuhan Postcard Exhibition)”는 전시의 객관적 법칙에 따라,
100년 전 다양한 종류의 엽서를 분류하고 전시함으로써, 우한의 도시 경관과 지역 문화는 재생되었
다. 근대 우한의 도시 변화를 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호한 역사적 지식과 무겁고 지루한 전시가
생생하고 흥미로워졌으며, 그래서 엽서에 담긴 역사, 사회적 가치와 문화 정신이 관람객에게 전파된
다. 또한 이 전시는 풍부하고 깊은 문화적 함의를 갖는다. 예를 들어, 전시 1부의 두 번째 부분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30장의 엽서를 전시하는데, 엽서에 나타난 한커우의 오래된 거리
의 사진과 간략한 설명은 근대 우한의 상업 중심지인 한커우의 역사적 발달 궤도를 생생히 보여준다.
관람객은 생기 있고 흥미로우며 친숙하고 풍부한 전시를 통해 한커우의 기업 문화가 어떻게 발달했
는지 알아보고, 역사적 변화를 직관에서부터 감성으로 더욱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6. 문화적 파생물을 통한 기억 확장
박물관에서 문화 상품은 문화적 사상을 전달하는 상징이며 전통적 전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시
공간적 제약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문화 상품을 통해, 박물관은 풍부한 유물
자원을 사람들의 삶과 연결짓고, 관람객이
박물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일상으로 확
장하게 한다. 이는 또한 일종의 “박물관을
집으로까지(bringing the museum home)”
방법이기도 하다. 전시 관련 문화 상품 개발
은 전시의 문화적 함의를 효과적으로 표현
할 새로운 매개체를 추가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전시의 경험과 기억을 실감하게
하며, 박물관의 재원을 확대한다. 이는 전
시 재정을 확충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엽서는 정교한 디자인, 직관적인 명료
함, 다양성, 넓은 범위의 주제, 폭넓은 전파
력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엽서는 전시를 열
게 하는 생생한 자료일 뿐 아니라, 책으로
편집되는 자료이다. “옛 상하이(Shanghai)
엽서”, “100년 전의 엽서”, “기억 우편” 및
다른 엽서 서적은 더 많은 이들이 이들 엽서
자료를 공유하고 사용하며, 괜찮은 사회적
이고 경제적인 혜택을 받게 해준다. 따라
서, 신해혁명 박물관은 충분한 시장 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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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하여 전시에서 300장 이상의 엽서를 선별하여, “그 옛날 우한 엽서 총보(The Old Wuhan

Postcard Collection)”를 편집하고 출판하였다.
관람객은 박물관에 가서 전시를 관람할 뿐만 아니라 전시물을 집으로 가져올 수도 있다. 집을 나
가지 않고도, 이 아름다운 책을 통해서 전시 관람 과정과 독특한 경험을 향유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전시의 문화적 기억을 언제든지 친지와 나눌 수 있다. 그리하여, 좀 더 맞춤화된 방식으로, 전시의 문
화적 함의의 표현이 개선되고 박물관의 문화 전파가 미치는 범위가 확대된다.

7. 결론
요약하자면, 전시는 박물관이 사회와 소통하는 주된 매체이며 대중에게 문화 정보를 전파하는 독
특한 언어이다. 하지만 수준 높고 문화적 함의가 풍부한 전시만이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을 마음껏 발
휘하게 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에 대한 증가하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전시 기획 및 연구를 강화하고, 전시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전
시의 이데올로기와 학문적 성과와 지식과 즐거움과 상호작용이 조화롭게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관람객의 마음을 감정적, 예술적, 문화적으로 감동시키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대중에게 더 잘
봉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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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versy on Okinawa in Making
Exhibition Roo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HIURA Satoko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Controversy on Okinawa in Making Exhibition
Roo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HIURA Satoko
Associate Professor,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1]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NMJH)
1-1 Outline
Japanese Museums are generally established based on the Museum Act and Agency for
Cultural Affairs is the responsible governmental agency. However,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referred to as NMJH) is basically not based on the Museum Act. It is
principally one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which equips facilities that resembles the
museum.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is directly in charge of it.
NMJH is one of Inter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which was set up in 1973. In Japan,
there are only two institutes that have museums (more precisely, museum-like-facilities).
One of them is NMJH in Kanto (including Tokyo) area, and the other is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in Kansai (including Osaka) area.
NMJH was established in 1981 and opened to public in 1983. Museums are needed to
employ curators under Museum Act. But there is no curator in NMJH as the reason I
mentioned above. Instead, there are around 40 researchers are doing outreach activities
through making exhibitions and doing collaborative research with outside researchers.
Researchers are called as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and assistant professor just like
universities. Salary schedul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so on are also treated as well as
professors of national university.
NMJH has 6 permanent exhibition rooms and 2 extra exhibition rooms in addition to other
buildings for research and experiments. One exhibition room is as big as one whole
provincial museum. First room is on pre-history and ancient age, Second room is on
medieval age, Third is on pre-modern age, Fourth is on Folklore, Fifth is on modern age and
Sixth is on the contemporary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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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JH is always exposed to the attention and critiques from outside researchers, general
guests and media because it is organization for showing and introducing the advanced
outcomes of the academic research activities through exhibits. During almost 40 years from
opening, First, Third and Fourth room have experienced big-scaled renewal, including
several years of doors’ closing. Also, Sixth exhibition room for contemporary history was
finally opened in 2010. I transferred from other university lecturer’s post to NMJH in 2016.
Accordingly, I did not participate in the opening project of the permanent exhibition room of
contemporary history in 2010. Let me allow this in advance. The things I mention below is
not official opinion as NMJH but things I knew and thought since I came to NMJH.
1-2 Principles of Exhibition and its Renewal
First, NMJH doesn’t mainly take up the political history. The researchers share the basic
rule that they all research and exhibit topics which relates closely with people’s daily lives.
Secondly, relevant to the point above, historically “big” events and “famous” persons
rarely appear in the exhibitions in contrast to those of school textbooks of the Japanese
History. I could say it also shows the fact that the discourse of school textbooks is filled with
political history and historically “famous” person’s names.
Finally, in renewal project of each exhibition room, the two basic points below are
supposed to be commonly and profoundly considered. One point is the view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he other is the view of gender equality. As nearly 40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opening and as the academic standard is always changing, some exhibits and
explanations aren’t capable enough in order to survive the test of the time. When being
reminded of the role o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it is very natural for us to share the basic
two views—Global vision and Gender in each historical period--for making the new
exhibition rooms.

[2] The opening of the contemporary exhibition room and controversy
2-1 Opening of the exhibition room for contemporary history
The sixth exhibition room for contemporary history opened in 2010. It is the last and new
exhibition room. For making the final exhibition room, collaborative research had started in
2003. In 2005, project committee for making the new room was made and total 21
researchers inside and outside joined in it.
Although we name it as the room for contemporary history, it starts in 1930s and ends in
1960s. It is due to the practical circumstances that the display of the fifth exhibition room
(modern history) is finished with the those about the people’s lives in the 1920s.
When NMJH had firstly opened to public in 1980s, there was and still is one big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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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we don’t focus mainly on political history. However, historical narratives about 20th
century cannot avoid colonial rule or WW2. I individually guess, in 1980’s when it opened,
NMJH couldn’t find an agreement between its principle and historically natural discourse of
20th century so that they withheld making contemporary room.
Secondly, we still don’t have enough accumulation of research about history after WW2.
In particular, about the 1970s and later, there is such an atmosphere among history
researchers in Japan as those still cannot be seen as an important subject of history research.
On the contrary of the school textbooks, which treat contemporary history from 1945’s war
defeat, the exhibits finish with Tokyo Olympics in 1964 and Godzilla that was appeared in
the movie made in 1954. The movie staffs got the first idea to make the story of this
monstrous creature from the hydrogen bomb experiments in Bikini Atoll.
2-2 Exhibition panel of the mass suicides in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islands of Okinawa, where the ground war was unfolded in World War II, lots of the
"mass suicides" by civilians were spread out in many shelters. The evacuated residents feared
to be captured and they committed suicide in groups. It is said that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ad in many places.
Originally, NMJH had prepared the panel that explains the civilian suicides were caused
by the military compulsory. But just before the opening, some outside members of the
committee made remarks that it was still too early to make it clear in the exhibit panel. In the
result of it, the explanation of the positive commitment of the military force was kept shelved
and the room finally opened the door with the explanation about suicides in Okinawa
remained vague. It was not clearly explained that Japan’s Imperial Army had responsibility
for forcing Okinawan residents to death through the direct order to die or passing their
weapons --the military distributed hand-grenades for one example –to commit killing
themselves and their family in shelters.
To this, swift response of objection was shown from media, especially articles and
editorials of Newspapers in Okinawa. They insisted with fury from the viewpoint of people
in Okinawa that NMJH should acknowledge tremendous numbers of residents’ death had
been caused thorough the force of the army against their will and it should rewrite the
explanation on the newly exhibited panel. Nation-wide newspapers in Tokyo gradually
followed the Okinawan media.
NMJH continued discussion with outside and inside researchers of the committee. They
decided to revise the expressions of the sentences of the panels after one week of the
opening. The repetitious revising work of the expressions on the panels, including not only
about Okinawa but other topics, has been continued to today,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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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bottleneck of NMJH
The strength and characteristics of NMJH are, as I mentioned above, it carries the
academic attitudes as research institute to its limits, although it has been named -- impudent
more or less -- as “Museum”. It is therefore expected and required sensitive and
highest-leveled academic judgement. Even after the opening the exhibition room, NMJH
continuously has to go through such judgement like; To what extent the Japan’s army
commit the mass suicide (or rather murder) and whether we could see those cases in
Okinawa as the matter of compulsion from Japan’s imperial army or not.
NMJH doesn’t mainly take up the political history, but the matters that had happened in
Okinawa clearly and inevitably deserve taking up as the topic of people’s lives to be
exhibited and to be known by public.
NMJH that causes controversies has difficulties as below; One, academic level of
historical research is changing day by day, but museum exhibition needs stability to some
extent. Accordingly, the forefront of the academic level sometimes easily goes beyond the
outcomes of the piled research even though we tried to carry out lots of collaborative
research activities with thorough attention.
Two; Museums --standing in line with schools--unavoidably equipped with the role as the
apparatus for forming nation and nationalism. Many people generally understand NMJH as
the same kind with general Museum. So I can’t deny it also takes the same role as the general
museums, which are the agency for the lifelong education. It means that we need to respond
thoughtfully and politely toward all kinds of guests, which are not same age as students. Not
to mention, guests are various in generation and have various social and educational back
grounds.
It was not until I started working at NMJH that I recognized the existence of the strong
cognition toward museums is shared by guests; That is to say, cognition that he or she should
say something about the historical explanation in case they are not in harmony with his or her
knowledge or thoughts.
I guess NMJH is managing to try to stand with difficulties at unstable position between
the role of museum that is expected to satisfy the “national” needs or hope and the role as a
strictly research-based institute.
Toward the complete renewal of the fifth exhibition room for modern history (19th
century to 20th century), new collaborative research has already started in 2018. Its goal is
special exhibition in 2021and is also to be made full use of for the new permanent exhibition
that would open from 2025. Renewal this time effects on and relates strongly to the change
and replacement of the exhibits in the sixth contemporary room. Doors of the present 5th
room will once be closed in 2022 and will open again in 2025 after three years of renewal
construction. I am joining in this big project.
In 2025 when the new exhibition room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s opened,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and welcoming you all in 2025 from the deepest bottom of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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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일본역사박물관에서 근현대사 전시실 만들기:
오키나와 논쟁

HIURA Satoko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

[1]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특징
1-1 개요
일본에서 박물관은 대개 박물관 법(Museum Act)에 근거해 설립되며, 박물관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문화청(Agency for Cultural Affairs)입니다. 그러나 국립일본역사민속박물관은 기본적으
로 박물관 법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박물관과 유사한 시설을 갖춘 정부 출연
연구 기관(National Research Institutes)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이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을 직접 관할합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1973년에 설립된 대학 간 연구기관(Inter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s) 중의 하나입니다. 일본에는 박물관(더 자세히 말하자면 박물관과 유사한 시설)이 있는 연
구기관은 단지 두 곳입니다. 하나는 관동(Kanto)(도쿄 포함) 지역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고, 다른
하나는 관서(Kansai)(오사카 포함) 지역의 국립민족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입
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1981년에 설립되었고 1983년에 대중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일본의 박물
관은 박물관 법에 따라 큐레이터를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는 위에서 언급
한 이유로 큐레이터가 없습니다. 대신, 40여 명의 연구자가 전시를 통해 대중을 위한 활동을 하며,
외부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연구자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불리며, 호봉제 및 건강보험제도 등에서도 국립대학 교수로 처우를 받습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는 6개의 상설 전시실과 2개의 추가 전시실이 있고, 연구와 실험을 위한 다
른 건물들이 있습니다. 한 개의 전시실은 한 개의 지방 박물관 전체만큼 큽니다. 제1전시실은 선사•
고대관, 제2 전시실은 중세관, 제3전시실은 근세관, 제4전시실은 민속관, 제5전시실은 근대관, 제6
전시실은 현대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학술 연구 활동의 진전 결과를 보여주고 소개하는 기관이기
에, 항상 외부 연구자, 일반 관객 및 언론의 관심과 비판에 노출됩니다. 개관 후 거의 40년 동안 제1
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은 대규모로 보수되었고, 그에 따라 수년간 해당 전시실 운영이 중단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대사를 전시하는 제6전시실은 2010년에야 개관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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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하다가 2016년부터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010년의 현대사 상설전시실 개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제가 아래에 언급하는 내용은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제가 국립역사
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한 이래 알게 되고 생각해 온 내용입니다.
1-2 전시의 원칙과 전시 보수 작업
첫째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정치사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사람들의 일상생활
에 밀접히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고 전시한다는 기본 원칙을 공유합니다.
둘째로,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일본 역사 교과서에 역사적으로 “큰” 사건과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과는 반대로, 이런 사건과 인물은 전시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교
과서의 담론은 정치사와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전시실의 보수 프로젝트에 있어서, 아래의 두 가지 기본 사항을 공통적으로 그리
고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하나는 국제 관계에 대한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성평등에 대한 관점입니
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개관한 지 이미 거의 40년이 지났고, 학계의 기준은 항상 변하기에, 몇몇
전시와 설명은 세월의 흐름을 충실히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국가 연구기관의 역할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새로운 전시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 각 역사적 시기의 국제 관계와 젠더라는 두 가지 기본적
관점을 공유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2] 현대관의 개관과 논란
2-1 현대관 개관
제6전시실인 현대관은 2010년에 개관했습니다. 이 전시실은 가장 마지막 전시실이자 새로운 전
시실입니다. 마지막 전시실을 만들기 위한 공동 연구는 2003년에 시작됐습니다. 2005년에는, 새로
운 전시실을 위한 프로젝트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내부 및 외부에서 총 21명의 연구자가 위원회에 참
여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제6전시실을 현대관이라고 명명했지만, 전시 내용의 시기는 1930년대에 시작해서
1960년대에 끝납니다. 이는 제5전시실인 근대관의 전시 내용이 1920년대 사람들의 삶에서 끝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1980년대에 처음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갖고 있는 하
나의 큰 원칙은 정치사에 주된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에 관한 역사 서사는
식민 지배나 제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에 국립역사
민속박물관이 개관했을 때, 이 박물관의 원칙과 20세기에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언급되는 담론 사
이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대관 설립을 보류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둘째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연구자 사이에는 1970년대와 그 이후를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룰 수 없
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가 1945년 패전 이후를 현대사로 다루는 것과는 달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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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의 전시물은 1964년의 동경 올림픽과 1954년에 만든 영화에 등장한 고질라(Godzilla)가 마지
막입니다. 이 영화의 제작진은 비키니 환초(Bikini Atoll)에서 있었던 수소 폭탄 실험으로부터 이 괴
물 이야기를 창안했습니다.

2-2 제2차 세계대전 말의 집단 자살에 대한 전시물 설명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상전이 펼쳐졌던 오키나와(Okinawa) 열도에서는, 많은 대피소에서 민간
인 다수의 “집단 자살(mass suicides)”이 벌어졌습니다. 대피한 주민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두려워
하여 집단으로 자살을 감행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민간인의 자살이 군대의 강제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서술하는 전시물
설명판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개관 직전에, 위원회의 외부 회원 몇 명으로부터 이를 전시물 설명판
에 명시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군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설명
은 보류되었고, 결국 현대관은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자살에 대한 설명을 모호한 상태로 남긴 채 개관
했습니다. 일본의 제국군대(Imperial Army)가 오키나와 주민의 죽음에 대해 죽으라고 직접 명령을
하거나 군대 무기를 건네 주어서 – 한 예를 들자면 군대는 수류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 민간인들이
대피소 안에서 자신과 가족을 살해하도록 강요한 책임이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신속한 반론을 제기했고, 이 반론은 특히 오키나와 지역의 신문 기사와 사설에
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오키나와 주민의 관점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주
민들의 의지에 반해 군대가 강요했기 때문에 수많은 주민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
로 전시되는 설명판에 이 설명을 다시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의 전국 단위 신문들도 점
차 오키나와 언론의 의견에 동참했습니다.
개관 1주일 후,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위원회 내외의 연구자들은 논의를 거듭하여 전시물 설명판
의 문장 표현을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판의 표
현은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인 오늘날까지 계속 수정 작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장애물
제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의 장점과 특징은 이 기관이 비록 “박물관”이
라고 -다소 낯두꺼운 느낌도 없지 않으나- 명명되었지만, 연구 기관으로서의 학술적인 태도를 그 한
계점에 이를 때까지 견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세심하고 수준 높은 학문
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전시실 개관 이후에도 국립민속박물관은 다음
과 같은 판단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군대가 어느 범위까지 집단 자살(또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살인)을 행했는지, 그리고 오키나와의 이 사례를 일본제국군대의 강요라는 문제
로 볼 것인지 아닌지 입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정치사를 주로 다루지는 않지만,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해당 사건은 인간
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박물관에 전시하여 대중에게 명백하게 알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 연구
의 학문적 수준은 나날이 변하지만, 박물관 전시는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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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빈틈없는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공동 연구 작업을 수행하려 애씀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수준의 최
선두는 때로 축적된 연구 결과를 금세 앞질러갑니다.
둘째로, 박물관은 –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주의와 국가를 구성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필연적으로 맡게 됩니다. 많은 이들은 대부분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을 일반 박물관과 같은 종류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관이 일종의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박물관과 같은 역할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가 학생이 아닌 다른 연령대의 모든 관람객에게도 사
려 깊고 예의 바르게 응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람객의 세대와 사회적ㆍ교육적 배경이 다
양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관람객이 박물관에 대해 한 가지 공통적인 강력한 인
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박물관의 역사적 설명이 관
람객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과 다를 경우 해당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이 “국가적인” 요구나 바람을 충족시켜야 하는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철저하게 연구에 기반한 기관으로서의 역할 간의 불안정한 위치로 인해 겪는 여러 어려움을 조화를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5전시실을 근대사(19~20세기) 전시관으로 완전히 개조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연구가 이미

20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시실 개조의 목적은 우선 2021년 특별전시를 위한 것이며, 그 다음
으로 2025년부터 새롭게 열릴 상설전시에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조작업은 제6전시실
인 현대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전시실의 대다수 전시물이 변경 및 교체됩니다. 현재의
제5전시실은 2022년에 폐관되어 3년간의 공사 후 2025년에 다시 개관될 예정입니다. 저는 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새로운 근현대사 전시실이 개관되는 날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맞이할 수 있
기를 고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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