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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part of the exterio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r Daegu National Museum, this study aimed to vitalize
the regional national museum and extend its social functions by improving outdated facilities. In this study, the author

took the approach to fulfil the “inclusive museum” policy, presented programs to realize “functional complexation” in the
exterior space, and established a master plan based on the conception of spatial modul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the master plan, the exterior space is reorganized into the “front garden space”, “connective space”, and

“forest hub space” with a view to ensuring multi-faceted activities at the museum that carries inclusive values and
comprehensive experiences in each space. First, the “front garden space” is planned to improve the openness of the existing
plaza and green space in the front garden of the museum and further highlight its symbolism. Second, the “connective

space” is specialized in connecting between the interior exhibition space and the exterior space, and is presented as a space
to be used for outdoor cultural events in consideration of the construction of a new building. Third, the “forest hub space”
is planned as a space to offer ‘things to do’ to a range of audiences with a view to convey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clusive museum’ by improving the existing exterior exhibition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significance as
a type of landscape design applications to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museum’ and are expected to play roles as an
example of cultural infrastructure vitalization by identifying specific topics at the reg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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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립대구박물관 외부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시설개선을 통하여 지방국립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접근은 ‘포용적 박물관’의 정책을 실현하고, 외부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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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박물관은 1990년 후반 이후 양적 성장을 통하여 국가

전체문화기반시설중약 40%를 이루며, 대표적인공공문화시

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현경, 2017). 수도권에 설립된 국립

박물관이 단순한 역사 보관소의 기능을 넘어서 중요한 문화관

광인프라로활용되고있는반면, 지방박물관은상대적으로인

프라 설립 이후시설의 노후화, 박물관 주제 범주의한정등의

이유로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문화체육관광

부, 2016).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속된지방국립박물관은 2018년 12

월 기준 13개소(미륵사지유물전시관포함)로, 우리나라의대표

적공공지원박물관이다. 그러나사회적자원의문화적욕구증

대에 따라 박물관 역할 수행의 효율성 개선 및 적절한 공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김현경, 2017).

2006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국립중앙박물관은이러한지

방박물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2년 “박물관 발전 종합계획”

을 발표하고, 박물관을 인류 유산과 함께 미래사회의 문화와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

다. 특히 ‘주5일수업제’ 실시로인해서양질의 ‘학교밖’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사회에서 문화다양성 교

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교육기관으로

서의박물관역할이더욱확대되고강화되어야할필요성이제

기된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또한, 최근 연구동향으로 박물관의 문화서비스와 지방국립

박물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6; 김

현경, 2017) 등에서 개관 이후 전시관(건축물) 위주의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진 반면, 외부공간(조경공간)의 개선은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약하였음을 지적하며, 관람객들의 관람

문화, 여가 활용 행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외부

공간 계획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지인국립대구박물관은대구와경상북도의문화유

산을 보존․연구․전시․교육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시설

로 1994년 우리나라 8번째 국립박물관으로 개관하여, 2010년

재개관까지 전시관, 편의시설 위주의 증축과 조성이 이루어졌

다. 현재 외부공간은 야외 전시, 휴게공간이 일부 조성되었고,

개관당시의 외부공간을거의유지하고있으나, 최근 관람객들

의 높아진 상호작용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외부공

간을활용하여개선하고자하는박물관운영주체의의지는증

대되었다.

이에 국립대구박물관은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

부환경개선 사업: 노후 시설개선, 주제 공간 및 시설 신설, 이

용목적에 따른외부공간개선등을기획하였으며, 이를통하여

지방국립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를 기대하였다.

이와 같은 국립대구박물관의 계획 의지를 바탕으로 외부환

경에노출된공간및시설들을전반적으로검토하여효율적활

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기능복합’적 계획개념을 반영하기 위

한 종합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대구박물관 외부환경 개선 사업의 일

환으로, 노후 시설개선이고그에따른연구의의의는지방국립

박물관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이다.

2. 연구범위 및 연구과정

연구대상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0번지 일원에 위

치한국립대구박물관의외부공간(101,094m2)에 해당되며, 범어

공원(1,132,458m2) 내 교양시설(도시공원법 시설명)에 해당한

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부 정책지표를 수용한 박물관의

‘기능복합’과 ‘포용적 박물관’을 구현하기 위한 외부공간의 재

‘기능복합’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안과 공간 조정에 대한 구상을 통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같다. 계획의기본방향은 포용적가치가담긴박물관의다양한활동과각공간별체험이종합적으로이루어지도록
외부공간을 ‘전정공간’, ‘연계공간’, ‘숲 허브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전정공간’은 박물관 전정에 조성된 기존

광장과 녹지의 개방감을 높이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도록 계획하였다. 둘째, ‘연계공간’은 실내전시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
의 연결동선을 특화하고, 건물의 신축을 고려하여 외부의 문화행사 활용공간을 제시하였다. 셋째, ‘숲 허브공간’은 기존
야외전시시설을 개선하여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에게 ‘할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본 연구결과는향후 ‘포용적박물관’의 개념에대한 조경설계 적용방안의한 유형으로 의미를
가지며, 지역차원에서의 특정주제 발굴을 통한 문화 인프라 활성화 사례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주제어: 국립대구박물관, 포용적 박물관, 기능복합, 박물관의 외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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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있다. 지방국립박물관의 ‘기능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박물관 정원으로 자리매김할 기본계획에 중점을 두어 공간구

상과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관점은 ‘포용적 박물관’을 주제로 한 박물관

의 ‘기능복합적’ 외부공간의 조성이며, 부가적으로 도시근린공

원 시설로서의 적용이다. 이에 연구는 현장여건조사, 박물관과

관련된이론적고찰을중심으로기본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지의 여건분석은 공간조성을 위한 입지환경 특성

과 프로그램 구성에 참고가 되는 인문환경분석과 향후 지역의

문화인프라로서연계방안모색을위한기반현황에중점을두

어 진행하였다. 개발 방향은 거시적 정부 정책지표와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 정체성, 지방박물관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수립

하였다. 도입시설은 ‘국립지방박물관 중장기 발전방안 방안 연

구’(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0), ‘국립지방박물관뮤지엄콤플렉

스 조성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6)와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운영과 의견을 참고하였다. 기본계획은 주제에 대한 개념

설정과 공간구성 프로세스를 연계하고, 그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적용하였다.

둘째, 이론적 고찰은 외부공간을 재조성을 위한 ‘포용적 박

물관’의 개념과정책방향이제시된선행연구를참고하였다. 연

구주제와관련한디자인모티브를도출하고, 공간운용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 개념과 실현을 위한 정

책방향 및 주요어들을 검토하였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포용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

한공간전개방식과장소적재현을위한연출방법을검토하였

다. 또한, 지방국립박물관의 ‘기능복합’ 실현을 위한 외부공간

조성방향을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시각적의미전달을위한

설계어들을 추출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주제를 인지하게 하

며, 외부공간에서이루어지는행위속에주제와관련된구체화

된 표현이 드러나게 하여 계획 의도가 전달되게 하였다. 이와

같은공간의종합적인프로세스를통하여주제연출에의한체

험의 종합을 계획하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 구성을 통하여 기

본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1 참조).

Ⅱ. 이론적 고찰

1. 박물관의 정의와 역사

박물관에대한어원은그리스신화에나오는시나음악등의

학예 여신인 뮤즈(muse) 신전을 Museion이라 부른 것에서 유

래된다(허만형, 1999). 우리나라에서 그 정의(박물관 및 미술

그림 1. 연구진행 과정

관진흥법제2조 제1항)는 ‘박물관이란문화ㆍ예술ㆍ학문의발

전과일반공중의문화향유및평생교육증진에이바지하기위

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

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

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물관은 수장품이나 예술작품 등의 수집ㆍ전시ㆍ연구

ㆍ교육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라 하겠다.

박물관의 시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총 6개의 단계로 탄생기,

재편기, 확립기, 팽창기, 발전기, 성숙기로구별한다. ‘탄생기’인

1908년∼1945년에 최초의 근대박물관인 ‘황실박물관’이 설립되

어 최초 박물관의 탄생 의의를 가지고 대중적 공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재편기’인 1945년∼1960년은국립박물관시대가개

막되어 박물관의 편제가 변경되었다. ‘확립기’인 1960년∼1980

년에는 박물관의 체제가 확립되었고 다양한 개인박물관이 탄

생하는 시기에 해당한다. ‘팽창기’인 1981년∼1993년은 박물관

건립의기틀을마련한시기로첨단화, 현대화, 전시기술이발전

하였다. ‘발전기’인 1994년∼2002년에는지방자치정부가수립되

어박물관의양적팽창이이루어진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성숙

기’는 2002년 이후로서박물관의시대를의미하며, 다양한이슈

를 갖는 박물관이 확대되고 있다(권순관, 2010). 이러한 기간

동안 지방국립박물관은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그 역할로

역사박물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의 국립박물관은 지역의 발전의 중요한 원동

력으로서문화구심점역할을담당하며, 이를 활용을 통한지역

및 도시 경쟁력 강화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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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 개념적 이해

영국에서 소외계층의 사회적 배제의 완충 개념으로 활용된

‘포용적박물관’이라는용어의기원은신박물관학(윤병화, 2015)

에서논의한 “박물관의사회적역할과의결합을통하여변화되

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개념

으로 확대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포용적 가치를담은박물

관’을 21세기 박물관 비전으로 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 속에 ‘포용적 가치’가 담겨야 한다는

의미로서개념을정의하면 “누구에게어떻게, 무엇을포용하는

가”를 포용적 박물관의 정의를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용적 박물관’ 실현을 위한 국내 박물관

의정책방향으로세가지지표를가진다. 첫째, 박물관을통한

사회포용적가치를구현하며, 다음으로 문화적활동중심으로

서 박물관 기능 전환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교류의

공간으로서 박물관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유한다(김현

정, 201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 주

제의 전달은 선행연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관람객에게 직

접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해설적 요소를 이용하여 구체적

으로제시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한제한과제약의의미를최소

화하여 자율적 탐방에 의한 경관조합을 유도하였다.

3. 박물관 외부공간에 대한 설계연구

박물관에서 외부공간의 개념은 단지 넓게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전시라는 목적성을가지고있는박물관의성격과관계

하여외부공간이전시의일부분을담당하는것이다. 나아가 박

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편의와 휴식 그리고 교류의 장소

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박물관의외부

공간은 단지 전시물을 전시하는 목적으로서의 장소가 아니라,

휴식과전시, 그리고 문화의전달매체로서의기능을다양하게

소화할수있는확장된공간으로서역할을담당하여야한다(김

민수, 2000).

보편적으로박물관의외부공간은크게진입공간, 주차공간,

옥외전시공간, 전정공간, 휴식공간, 완충공간등으로구분하

며, 옥외 문화 활동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된다. 세부적

으로 각 공간의 기능을 살펴보면, ‘진입 공간’은 외부도로로부

터진입로를따라내부에이르게되는공간으로상징성의부각

과 유도기능을 제공한다. ‘주차 공간’은 차량을 이용하는 관람

객의주차의편의를제공함과함께지하고가높은교목을식재

하여 녹음효과를 주며, 경관적으로 부드럽게 처리해주는 기능

을 반영하여야 한다. ‘옥외전시 공간’은 소장품을 실내전시 외

에옥외에도전시하여산책과겸하여관람할수있도록동선체

계를 구성하여 야외문화교육의 기능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정

공간’은 관람객의 입장대기와 옥외집회 등을 고려하여 박물관

건물 전면에 광장형태의 전정을 조성하여 야외정원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휴식 공간’은 일반적인 공원의 휴식 활동과는

차별화되며, 조용한 분위기와 편리한 편익시설을 배치하여 휴

식공간으로서의기능을제공한다. ‘완충공간’은 박물관외부에

대한 완충녹지대로서 소음을 최대한 차폐하여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야외전시관람, 휴식 및 산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기능을 제공한다(문화체육관광부, 199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외부공간이 지향하여야

할 보편적 기능을 바탕으로, 기 제시한 ‘포용적 박물관’의 의미

를전달할수있는기능을접목한공간계획수립을반영하였다.

Ⅲ. 계획여건 분석 및 개발방향

1. 대상지 여건분석

1) 자연환경 및 입지적 특성
연구대상지는대구광역시수성구황금동 산1번지 일원에 위

치한범어공원(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내동남측경계지점에

입지하여 있다. 수성구 청호로(6차로)에서 박물관네거리를 통

해서접근할수있고, 범어공원은 어린이회관, 국립대구박물관,

운동장, 학생과학관, 궁도장, 노인복지회관, 정구장, 편익시설

등 약 40개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범어공원은 수성구 황금동,

범어동의 주거 밀집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근린공원으로 다

양한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되어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한다. 근

린공원의 주 기능인 휴양(공원)기능을 수행하며, 일부 미조성

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범

어공원의시설중하나로, 동측에본관및전시시설등주요시

설이배치되어있다. 남북서측은대부분산지로이루어져있고,

일부 야외 전시공간 및 휴게시설이 분포하며, 기존 산책로가

형성되어 있다(그림 2 참조).

대상지의 표고는 80m 이상 85m 이하가 전체의 25.9% 차지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고 106.9m, 최저

73.3m로 33.6m의 표고차로 형성되어 있다. 계획 시 가장 중요

한요인인지형경사를살펴보면, 경사 20° 이하경사도가 88.3%

를 차지하며, 평균경사도는 11.5°로 외부공간 개발 시 지형적

제약은 미약하다. 생태자연도는 대부분이 2등급 지역이며, 생

태자연도 3등급지역도일부분포하고있어개발가용지가풍부

하다. 1등급과 별도관리지역은 분포하지 않으며, 개발이 불가

능한 산사태 위험도가 1등급인 지역은 분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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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국립대구박물관 현황분석도

한편, 임상도는 무영급지를 제외하고 3영급지가 대부분으로

나타났고, 식생현황은 소나무, 참나무류로 이루어진 침활혼효

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작지․제지․기타로 이루어져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다.

2) 인문 환경적 특성
연구대상지는 범어공원(근린공원) 내 교양시설(도시공원법

시설명)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설이다. 토지이용

현황은지목별로대지가 97.1%로가장많이분포하고, 그외임

야, 구거, 도로 등이 일부 분포한다.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가

대부분(99.2%)으로 일부 사유지가 분포하지만, 개발에 필요한

부지확보의제약은없는상태이다. 또한, 박물관외부공간은용

도지역상자연녹지지역이며, 근린공원시설로개발에따른토

지이용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3) 국립대구박물관 현황
국립대구박물관은 면적 101,094m2(건축면적 7,600m2, 연면

적 15,500m2)의 규모로 ‘본관’, ‘해솔관’, ‘토기가마 전시관’, ‘교

육정보센터’, ‘유적공원’, ‘주차장’, ‘광장’,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12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국립대구박물관 전경

총 97,288건, 133,860점의소장품을 보유하고 있고, 지정문화

재는 17건, 531점이다. 상설전시는 ‘고대문화실’, ‘중세문화실’,

‘복식 문화실’, ‘옥외전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전시와 테마

전시를 개최하고 있다.

외부공간의 조경면적은 75,450m2(잔디면적 8,260m2 포함)이

며, 교목 30종 2,013주, 관목 21종 58,393주, 초화류 12종 5,150

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야외쉼터(소담채, 252.76m2), 파고라(5

개소) 등 조경 시설물이 조성되어 있다.

2018년 12월 기준연간관람객은 277,769명으로 4월에서 8월

의 방문율이 높으며(국립중앙박물관, 2019), 전년(308,168명)

대비 9.8% 감소하였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8개의 교육프로

그램 및 학교연계프로그램, 성인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연간 운

영 중이며, 연간 8개의 문화 축제행사를 진행 중이다.

2. 개발방향 설정

1) 개발목표
국립대구박물관의외부공간재조성의기본개발목표는지방

국립박물관의 ‘기능복합’과 ‘포용적 박물관’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국립박물관을 재조성함으로써 지역발

전의 기회로 삼아 문화서비스 증진이다. 따라서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서비스 수요를 충족

하고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수단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개발의 방향은 ‘기능복합’과 ‘포용적 박물관’의 실

현에 중점을 두어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섬

유․복식 특성화를 도입한 지방국립박물관의 지역성을 특화하

고, 둘째, 근대 이후공업도시로서빠른성장을이룬지역특성

을콘텐츠화하며, 셋째, ‘포용적박물관’의 기능을수용하여복

합적 문화공간을 조성하며, 넷째, 지역차원의 환경개선과 병행

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그림 4 참조).

2) 전략수립 및 효과
개발목표에 따라 연구대상지는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의미

그림 4. 개발전략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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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현되고, 이를바탕으로박물관외부공간에대한 ‘기능복합’

이 실현되는 장소가 되도록 개발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표 1

참조).

이러한 세부전략의 수립은 ‘포용적 박물관’이 내포한 기본

개념을현실적으로재현하는것이다. 또한, 사회적여건변화에

따른 문화 인프라로서 지방국립박물관의 활성화와 지역의 정

주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3. 표적시장 및 도입 시설 검토

본 대상지에 대한 표적시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근린공

원 내 교양시설지이면서 도시 문화시설인 박물관으로서의 특

수성을 고려하여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차 표적시장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권으로 당일 가족단위 및 교육시설

연계관람객이주요대상이된다. 2차표적시장의경우, 대구광

역시와인접 경상도의당일 관람객이대상이되고, 3차표적시

장은대구․경북권및전국권의당일경유, 단기숙박관람객그

리고 해외의 목적형 단체관람객이 된다.

동반형태의경우, 1․2차표적시장은친구, 학생, 가족단위가

주를 이룰 것이며, 3차 표적시장의 경우 단체 위주의 학생 및

가족단위 그룹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도입시설

을 검토하였다.

도입시설은 ‘박물관 외부공간의 개선방안’(장원기, 2004)과

‘국립지방박물관 뮤지엄 콤플렉스 조성 방안 연구’(문화체육관

광부, 2016)의 국립대구박물관의 기능복합 및 공간 구상안을

참고하였다. 그 결과, 관람객의 이용목적을 중심으로 박물관의

공간별 활용행태의 평가는 외부공간에 활용이 더 높게 나타났

고, 이용목적은전시실관람이높다. 박물관외부공간의기능성

에대한평가결과는경관성이가장높게나타났고시설에대한

평가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으며, 60∼75%가 박물관의 외부

공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한

구성 내용

섬유·복식 

특성화

복식문화관 건립, 보자기, 염료식물 등을 통한 

체험 및 상징공간 재현

지역 특화 

콘텐츠

이벤트 공간 확보로 관람객과 상호작용 증대 및 

수요변화 대응

전정공간 

오픈스페이스
개방감 편의성 증대로 이미지 개선

연계공간 확충 후면 숲 공간과의 접근성 및 연계성 향상

숲 허브공간 

개선
체험위주 전시시설로 수요 대응 및 숲경관 개선

표 1. 개발 세부전략

시설로는편익, 휴게시설, 산책로, 야외학습시설등이도출되었

다(장원기, 2004).

국립대구박물관의 ‘기능복합’에 따른 공간 재구성 안에서는

박물관후방의공간을활용하여다양한문화활동이가능한시

설을 마련하여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도입시설과 프

로그램에 대한 기본원칙은 공간의 특성을 표현하고, 관람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시설 간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기능복합’을 극대

화하는방향을설정하였고, 계획목표, 대상지 여건, 표적시장의

요구를 반영하였다. 또한, 지방국립박물관의 특성화에 맞도록

전반적인 특성화를 체험․전시․교육하는 원칙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외부경관을 개선할수있는적합한시설을제시하

였다. 프로그램및시설에대한큰골격은 ‘포용적박물관’을주

제로 한 ‘체험’과 ‘참여’ 그리고 기존자원을 바탕으로 한 ‘포용

적가치’에 대한복합적인체험을유도하는것으로제시하였다.

Ⅳ. 기본계획

1. 계획안 도출 주안점

본 연구에서 계획안 도출의 주안점은 두 가지로 ‘포용적 가

치’를 구체화하는 것과 박물관 외부공간의 개선이다. 첫째, ‘포

용적 박물관’을 주제로 한 도입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다음은

지방국립박물관에서 외부공간의 ‘기능복합’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적 실현이다. 대상지인 박물관 외부공간의 전개방식에서

가장중점을둔점은 ‘포용적박물관’ 개념에대한구체적인지

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박물관을 통해 ‘포용적 가치’를 구현하

기 위해서는 문화적 활동 중심으로서 박물관기능을 유도하고,

참여와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김현정, 2017). 따라서

공간의도입부에계획가의의도에의한주입식개념전달과장

소 재현을 관람객들로 하여금 명확한 주제를 파악하게 하며,

그 후 순차적인 경로를 통하여 의미에 대한 다의적 해석과 선

별적경험의다양성을유도할것이다. 박물관외부공간의 ‘기능

복합’ 실현을위해서부족한내부전시, 체험공간을외부공간으

로 확장하여 공간활용도 및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문화체육관

광부, 2016). 따라서기존시설지등개발가능지역에시설을배

치하여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진입부 개방감 증대를

위한경관및내부에서의경관을고려하였다. 기존지형의훼손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지형의 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계층, 활동,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공간구성을 유도하였

다. 주변 도시계획도로연결체계보완및인근시설과의연계성

을증대할수있도록시설배치및진입부공간조성을고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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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였다(그림 5 참조).

2. 공간구상

1) 개념설정 및 공간구성 프로세스
개념설정에 선행하여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을 보면 박물관

내 건축물은 숲이 감싸고 있는 공간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공

간구조는 본 연구의 주제인 ‘포용적 박물관’에서 숲이 감싸고

있는 박물관이라는 표현의 적용에 유리하다. 관람객을 끌어안

고 포용하는 외부공간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계획․

설계의 3가지 전략공간인 ‘전정공간’, ‘연계공간’, ‘숲 허브공간’

으로 설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정공간’은 박물관외부공간중전면부에해당되며, 박물관

의내부로들어가기위한진입광장으로사람을끌어모으는역

할과함께장소성에대해부각하고명소화를위한전략을도입

하였다. 대구의대표적공공․문화공간으로서의자긍심을고취

시키고자하였다. ‘연계공간’은 전시관 내부와외부를연결하는

부가적 공간으로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역할로 주로 조망과 자

연채광을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외부공간의 관람객 영역으로

의흥미로운 유도를이끌어내도록하였다. ‘숲 허브공간’은 전

시관 후면 숲을 어린이를 위한 ‘기능복합’ 프로그램 수행 기능

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박물관 숲의 대표적 이미지로 ‘포용적

가치’의 의미 전달을 극대화하도록 하였다(그림 6 참조).

그림 5. 계획안 도출 모식도

그림 6. 공간구상 개념도

2) 도입프로그램
본 연구의 프로그램 구성 시 기본적으로 고려한 것은 기존

국립대구박물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더욱 향상시키고, 새로운

공간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다양화를 모색하였다. 프로그램의

범위는 ‘포용적박물관’의 성격이전달되는것과관람객이중심

이 되어 새로운 체험․교육을 유도하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골격은크게 ‘옥외전시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위주로 구성하였고, 기존 문화행사의 단순함을 극복하고 다양

한 공연문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외부공간에

부가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설정하였다(표 2 참조).

3. 공간 주요계획

1) 공간배치 및 경관구성
공간계획은 경관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 및 외부(청호

로)로부터의조망이선적인위계를가지도록계획하였다. 공간

의위계설정은건축물을감싸고있는숲의구조에수평적인연

속성을 가지게 하여 주변 환경과 자연스러운 경관구조를 형성

하였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구성된 ‘포용적 박물관’의 의미를

전달하는 공간은 중심부의 전시관을 기점으로 두 가지 축으로

배치하였다. 도로와평행한직선축에는 ‘전정공간’이 건축물과

함께 수평적으로 전개되고, ‘숲 허브공간’은 기존 박물관 외부

공간의 경관과 범어공원 숲과의 연속성을 가진 또 다른 축의

위계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그림 7 참조).

2) 동선계획
동선계획에 대한 전략은 이용 성격과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외부공간의 이용 편이와 관람객들의 원활한 접근이 이루어지

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개방형 접근 동선’, ‘생활형 접근 동

선’ 그리고 박물관 외부공간의 ‘관람로’로 구분하였다. 접근 동

선은 간결한 목적형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차량 동선의

시각적장해를최소화하고, 기존 진출입의불편을해소하기위

하여 진입로를 확장하였다. 관람로는 보행 위주로 주요 체험

동선이 되며, 시설지 간 연결의 목적에 적합한 선형(직선, 곡

선)으로계획하였다. 특히기존관람로를정비하여자연훼손을

최소화하고, 무장애동선으로계획하였다. 또한, 관람로의단조

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높이에서 시각적 숲체험을 할

수 있는 트리탑 스카이웨이를 도입하였다.

3) 조경계획
조경계획의 주요 관점은 ‘포용적 박물관’ 의미 전달을 위한

환경 조성, 인접 근린공원 경관과의 조화, 그리고 박물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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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이용에 따른 기능충족에 목적을 두었다. 본 대상지의

경우, 랜드마크가없는평이성을가지므로, 개방감과장소에대

한 명소화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면부에 개방형 오픈스페이스

를적용하였다. 프로그램에 따른이용객들의참여활동을돕기

위한진입광장과이벤트광장을전정공간에배치하였다. 다양한

휴식과체험활동을수용하기위한숲허브공간은놀이터와마

당, 테마정원그리고염료식물원을조성하였다. 수공간은기존

친수공간이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정공간과 주요 체험

공간에계절적이용을고려한수경시설이있으며, 야외전시 및

체험을 위한 조경시설물이 주요 도입시설물이다.

4. 공간별 특징

1) 전정공간
주진입공간에해당하며, 외부에서의인지성확보와진입시

개방감 확보 및 장소성 부각에초점을 두었다. 박물관 차량 출

구분 내용 및 운영 대상

옥외 전시 프로그램

석조 문화재와 고대무덤, 토기마 등을 전시

부정형 석재품과 문인석, 석함, 이수 등을 전시

야외유물전시공간 이용

관람객 전체

교육 프로그램

문화재 그리기, 전시연계교육, 청소년박물관탐구활동

공무원, 자원봉사자 교육, 시니어 문화 산책

기존 박물관 강당, 야외 체험․전시공간 이용 

어린이, 가족단위 관람객,

학교연계, 성인관람객

문화행사

명절, 세시풍습 등으로 관람객의 참여 기회 확대

음악공연, 뮤지컬, 가면극, 야간개장 등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존 박물관 강당, 이벤트광장, 야외공연장 이용

어린이, 가족단위 관광객

그림 7. 종합계획도

표 2. 종합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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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를확장하고, 오픈형진입광장에게이트등을설치하여개

방감을 확보하고 상징성을 강조하였다. 도로와 박물관을 구분

하는 전면 녹지는 다양한 색상의 초화류(꽃잔디 등)을 식재하

여경관을개선하는자수화단을도입하였다. 박물관전면 기존

의광장을개선하여이벤트광장과계절적이용을고려한수경

시설을 도입하였다. 일부 녹지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확충하여

편의성을 추가하였다(그림 8 참조).

2) 연계공간
전시관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으로 박물관과 연계된

외부 주요 부속시설로서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정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공간으로 계절적 감성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존 화계쉼터를철거한공간에지형을활용한복식문

화관을건립하고, 전면부 광장에디자인쉘터를배치하여휴게

기능 추가와 경관 개선을 도모하였다. 옥상부와 서측 숲의 경

사지를 활용한 야외무대와 관람석을 배치하여 이벤트 공간 및

공연프로그램을도입할수있도록배치하고, 초화류를식재한

봄의 정원으로 계획하여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옥상정원으로

조성하였다.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여 무장애 관람로로 계획하

였으며, 다양한시각적높이에서숲체험을하고, 관람로와시설

공간의 연계를 위한 특화시설로 트리탑 스카이웨이를 배치하

였다(그림 9 참조).

3) 숲 허브공간
본연구의주제에해당하는 ‘포용적 박물관’의 의미를 구현하

기위해박물관서측외부공간을중점으로재조성하였다. 어린

이를대상으로차별화된창의적놀이공간을조성하기위해네트

어드벤쳐놀이터, 트리하우스, 에어바운스등의놀이시설을배치

하였다. 조각보정원은우리나라를상징하는무궁화를주제로여

름정원으로조성하고, 조각보디자인의모티브를적용한포토존

과휴게시설을배치하였다. 염료식물원을조성하여야외염료체

험, 학습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그림 10 참조).

그림 8. 전정공간 조감

그림 9. 연계공간 조감

그림 10. 숲 허브공간 조감(염료식물원)

기존 야외 전시물을 재배치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전통양식

의 정원과 휴게시설물을 도입하여 야외유물전시장을 계획하였

다. 증강현실을 도입하여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동시에 체험

하는공간이되도록계획하였다. 단조로운 기존수종을계절감

과다양한체험을위한수종으로갱신하여특화된박물관숲이

되도록 식재계획을 수립하였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숲 허브공간 조감(야외유물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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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립대구박물관 외부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시설개선을통하여지방국립박물관의활성화를도모하며,

박물관의사회적기능을확대하기위한계획이다. ‘포용적박물

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포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박물관의 외부공간 조경설계를 적용하였다.

본 계획안의경우, ‘포용적 박물관’에 대한개념과의미전달

을 바탕으로 주제공간을 구성하고, ‘포용적 가치’에 대한 실현

의장으로서 ‘할 거리’에대한프로그램을박물관의외부공간과

직접적으로연계하였다. ‘포용적박물관’에관한의미전달과문

화 인프라의 개발방향으로 적용하였으며, 주제를 전달하기 위

한 도입시설들은 기존의 박물관들 외부공간 시설들과 구분되

는 매력을 유발하여 국립지방박물관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립대구박물관 외부공간을 재조성함에 있어 ‘포용적 박물

관’에 대한 가치와 내재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디자인 모

티브를추출하였다. 설계어를 통한공간적연출과표현을위한

계획이 각 공간별 체험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공간

을 ‘전정공간’, ‘연계공간’, ‘숲 허브공간’으로 재구성하였다. 첫

째, ‘전정공간’은 박물관 전정에조성된기존광장과녹지의개

방감을 높이고, 상징성을 부각시키도록 계획하였다. 둘째, ‘연

계공간’은 실내전시공간에서 외부공간으로의 연결동선을 특화

하고, 건물의 신축을고려하여외부의문화행사활용공간을제

시하였다. 셋째, ‘숲 허브공간’은 기존 야외전시시설을 개선하

여 ‘포용적박물관’으로서의미를전달하기위한다양한계층의

관람객에게 ‘할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박물관의 외부공간을조성하는것과지방국립박물관의활성

화를 위한 개발 목표는 ‘포용적 박물관’의 기본 개념과 상관성

을 가진다.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한 지방

국립박물관의 외부공간은 지역과 연계된 문화 인프라의 활성

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관성은 본 연구가 문화

적 소외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이 확대되고,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서비스 체험기회가 새롭게

제공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포용적 박물관’의 개념에 대한 조경설

계적용방안의한유형으로의미를가지며, 지역차원에서의특

정주제발굴을통한문화인프라활성화사례로서역할을담당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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