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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무형유산은 박물관을 통해 보여주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2003년 유
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행’으
로 정의한 것을 선보이는 일은 더욱 난해하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소재 ‘천문학 및 인접과학 박물관(Brazilian Federal Museum of Astronomy and Related Science, MAST)’은 2004년 세계 박물관 주간을
맞아 이러한 작업을 위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 프로
그램은 특히 기원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 현대 과학의 빅뱅 이론, 아
마존의 투카누(Tukano)족과 브라질 남부의 구아라니(Guarani)족의 두
원주민 부족과 그 주변 부족들의 창조 이야기 등 상이한 네 가지 우주
론(즉,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기원의 신
화 - 인간, 그리고 우주와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인간의 이해
라는 제목의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상들을 절대적인 진리로 가르치는
교육 제도로 인해 형성된 관람객들의 선입견에 질문을 던지고 도전하
기 위한 개념적, 감각적, 교육적 체험으로 구성되었다. 파울루 프레이
리(Paulo Freire)의 교육 이론과 과학에 대한 자유로운 이해를 통해 우
리는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서열 없이 대등한 입장에서 선보이고 관람
객들이 이 이야기들을 편견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행사의 근
본적인 목표는 관람객들이 과학과 과학이 박물관에서 해석되는 방식
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다양한 우주론 간의
대화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도전

고 있다. 1827년에 설립된 국립 천문대는 주요 연구 프로그램들을 개

1985년 리우데자네이루에 설립된 ‘브라질 천문학 및 인접과학 박물관

발하고 기상학, 천문학, 지구 물리학에 관한 데이터 제공 및 국립 표준

(The Brazilian Federal Museum of Astronomy and Related Sciences,

시 측정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다. 이 천문대는 1909년에 현재

이하 천문학 박물관)’은 국립 천문대가 있는 유서 깊은 장소에 자리 잡

의 위치로 이전되어 관련 기관들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제 기능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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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역할과 관련하여, 광의적 의미의 우주론 (우주에 대한 모든 유형의 사

천문학 박물관은 1909년에 완공된 국립 천문대 본관을 주로 사용하

고, 사상, 지식 체계 포함)이 무형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될 수 있다는

며 1986년에 국가 주요 문화유산으로 지정 된 후 현재는 사용하지 않

가정 하에 서로 다른 우주론에 대한 견해들이 2004년 박물관 주간을

는 여러 역사적 구조물, 건물, 망원경 및 여타 관측 장비 등도 함께 관

기념하는 천문학 박물관의 일련의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핵심 주제로

리하고 있다. 박물관으로서의 역할과 교육적 역할, 과학 수집품의 보존

채택되었다. ‘브라질 역사예술유산국(Instituo Brasileiro do Patrimonio

책임, 공식 및 개인 과학 소장 문서와 역사적 기념물 등의 관리 외에도

Historico e Artistico Nacional, IPHAN) 3 과 천문학 박물관의 최근 작업

이 박물관은 과학사 연구 및 고급 과학 교육 연구를 위한 국립 연구 센

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는 전통적이든 현대적이든 상관없이 다양한 사

터로 지정되어 있다. 박물관의 정기 전시는 브라질에서 과학 정책과 실

람들의 결과물과 증거들을 그들의 동산 및 부동산 형태의 문화 자산 및

행의 역사에 대한 보다 나은 광범위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

예술적 표현들과 더불어 바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다문화 역사적 전통

다. 이러한 이유로 천문학 박물관은 1985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줄곧

문화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신화, 과학기술, 의례, 영양의

관람객들에게 과학 문화에 대한 안목을 넓힐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규

형태, 그리고 인간의 민족 전통적, 사회적 다양성과 관련한 모든 것을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여 왔다.1

포함하여 자연에 대한 관찰과 세밀한 조사를 통해 생산된 지식들은 공

천문학 박물관은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가 주관하는 세계 박물관의 날을 정기적으로 지원한

동체 또는 관계된 다른 집단들의 (유형 및 무형의) 문화유산의 일부분
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다. 브라질에서는 전국 박물관 주간에 박물관의 날 행사가 열리며, 그

지난 수십 년 동안 보다 광범위하고 사물이 아닌 사람 중심의 문화

해의 박물관의 날 주제와 관련한 일련의 행사들을 선보인다. 천문학 박

유산에 대한 개념이 널리 수용되어왔으며, 현재는 이 개념이 정의상 새

물관에서 선보이는 이러한 활동에는 과학 분야의 진보에 초점을 둔 특

로운 유형의 지식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지적 인식과 개방을 필요로 하

별 전시 및 관련 토론, 또는 미리 선정된 주제에 관한 연구 결과 및 토

는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하는 것은 자명하다. 4 이것은 분명 전통 지식

론 등이 있다. 과학과 과학 실행에 관해 형성되어온 고정관념과 선입견

체계를 대표하든, 현대의 학문적 과학 체계를 대표하든, 세계의 다양한

을 타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사들은 하나의 도전일 뿐만

우주론적 이야기들에 관한 문제이다. 우주의 성질에 대한 견해라는 무

아니라 과학사와 과학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팀들의 연구 지

형유산에 대한 천문학 박물관의 참여를 계획하면서 우리는 의도적으

식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로 과학적 우주론과 전통적 우주론을 동일한 인식론적 범주에 두었다.

2004년 세계 박물관의 날의 테마는 ‘박물관과 무형문화유산’이었으
며, 사실 처음에는 이 테마가 천문학 박물관과 같은 특정한 과학 분야

이는 이 두 우주론이 모두 우주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시도한 체계적
또는 비체계적 이론들의 예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의 박물관과는 뚜렷한 관련성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결국 논의의 초점

우주론을 주제로 선택하면서 우리는 몇몇 ‘기원’ 신화들을 보여주기

은 최근 채택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특히 네 번째

로 결정했는데, 이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지난 수년 간 브라질의

맞춰졌다.2

우

우주론자인 마리우 노벨루(Mario Novello)가 피력한 관점 중에서도 특

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과학 이론과 지식에 대한 문제들을 검토하게 되

히 ‘우주론은 무(無)와 무 (無)의 상태에서 진화한 과정에 대한 학문’ 5 이

었으며, 이는 특히 (다른 지식 생산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사회

라는 주장을 제시하면서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견해들과 관련된 근본적

문화적 산물의 특정 유형이기 때문에 분명한 무형 지식의 측면이 있다

인 사상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

고 여겼기 때문이다. 박물관 주간의 주제를 통해 드러난 도전에 응하기

리는 어떠한 차등도 두지 않고 공평하게 근세기 과학 지식에서 파생된

위해 우리는 과학 지식의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되, 이를 현대 학

우주기원론들과 전통 신화에서 온 우주기원론들을 모두 환경에 대한

계의 과학에 대한 과정, 설명, 이해 등에만 한정하지 않고 과학 현상에

서로 다른 인간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인식하여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범주인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실행’에 대한 정의에

대한 전통적 견해까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주제 내에서 천문학 박물관의 주된 박물관학적 역할 및 교육적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의 목표에 주력해야했
다. 그것은 우주에 관한 호기심, 의문, 사상들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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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909년 완공된 리우데자네이루의 브라질 국
립 천문대 본관의 전경
1985년부터 천문학 박물관 본관으로 사용
그림 2
천문학 박물관의 역사적인 다섯 개의 관측소

간 사회 안에 항상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6 따라서

찬가지로 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우리는 2004년 박물관 주간 프로그램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행사의 독창성은 이미 확립된, 그리고 심지어 상식으로 여겨지는 가정

특별 전시회와 다면적인 활동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을 제안했다. 목표

들에 도전하고 특히 관람객들이 그들이 정규 교육을 받는 동안 머릿속

는 이 행사를 통해 단지 우주의 기원과 성질에 관한 신화와 이론의 지

에 형성한 모델들에 의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개

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존재와 성질에 대한 개요를 전달하

념적, 감각적, 교육적 경험들을 포함한다는 데 있다.

기 위해 학문적이든 비학문적이든 관계없이 과학적 정보와 지식을 제
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과학과 박물관에
서 과학이 해석되는 방식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해줄 우주론에

주사위 던지기

관한 다양한 담론들의 네 방향 대화가 네 가지 우주론 모델 간에 구축

특히, 우리는 오랫동안 과학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인식되어온 해석들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로부터 벗어나 매우 새로운, 또는 적어도 매우 다른 ‘해석’들을 제시했
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은 적어도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1. 현대 과학의 우주론의 일례: ‘빅뱅’ 이론

상식이자 기본으로 여겨져 온 ‘신화와 과학의 분리’에도 도전했다. 실

2. 종교적 내러티브: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

증주의적, 과학적 전통 내에서 과학과 신화는 오랫동안 양립할 수 없

3과 4. 브라질의 인종 다양성을 대표하는 두 가지 다른 전통 우주론

는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과학’이라는 단어는 진실과 동의어가 된 반

에 대한 내러티브: 아마존 지역의 투카누(Tukano)족과 브라

면, 원래 ‘이야기’를 의미하는 ‘신화’는 오늘날 ‘허구’의 동의어로 주로

질 남부 구아라니(Guarani)족의 우주론

사용된다.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고 일반적인 인식론적 관점에서 우리
는 과학과 신화를 각각의 논리와 일련의 역사 문화적 규칙을 따르는

이 두 원주민 이야기의 지역적 특색을 보다 잘 포착하기 위하여 우
리는 이 이야기들을 포르투갈어 번역어와 함께 이들 부족의 언어로 직

지식 획득 과정의 구성적이고 타당한 두 가지 형태로 인식해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렸다.

접 소개하고, 선정된 브라질 우주론적 표현들에 관한 시각적 자료와 원

따라서 우주론의 대조적 주제들에 대한 이번 전시의 목표 중 하나는

주민 음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요소들의 혼합과 빅뱅 이론

관람객이 학창시절 선생님과 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물론, 미디어를

과 성서적 우주론을 위한 유사한 보충 자료를 통해 우리는 시청각 자료

통해 경험한 조악한 과학 지식 정보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를 만들어 CD에 담았으며, 이 자료의 상영은 박물관 주간의 특별 프로

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교육, 인식 제고, 역량 구축 등에 관한 2003

그램들 중 핵심이 되었다. (아래 소개될) 선정된 교육 전략에 따라, 우리

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14조의 조항들과 그 중에서도 특히

는 시각 자료, 음향, 내러티브 등을 동시적 또는 선형적인 방식으로 묘

다음의 조항들을 반영하려했다.

사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했는데, 이는 우리의 주요 목표가 고정관념
을 깨고 관람객들이 이미 갖고 있는 학문적 가정들 밖에서 사고하도록

각 국가는 모든 합당한 수단을 통해 아래의 내용을 위해 노력한다:

유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래의 항목들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의 인식, 존중,

2004년 5월 18일에서 23일 사이에 열린 ‘기원의 신화 - 인간과 인
간이 사는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인간의 이해(Myths of Origin - man and
his understanding of the Universe and the planet on which he lives)’

개선을 보장하도록 힘쓴다.
(1) 일
 반 대중,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이며 인식을 제고
시키며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라는 제목의 행사는 그동안 천문학 박물관이 그 개념적, 박물관학적 접

(2) 해당 공동체와 집단 내의 구체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근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종류의 과학적, 문화적 경

(3) 관
 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역량

험을 선보였다. 일반적으로 천문학 박물관의 교육활동은 오늘날 대학,
연구기관, 실험실, 박물관 등에서 주로 정의하고 제시하는 주제들과 마

구축 활동
(4) 지식 전승의 비공식적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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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이번 전시회가 (1) 우주론에 대한 열린 접근 방식을

미지 또는 허상적인 복제일 뿐이다). 이들은 하늘, 사람, 식물, 동물, 그

제안하고, (2) 기존의 교육 방식에 대한 선입견을 갖도록 하지 말아야

리고 모든 역사적 시간과 사건들은 이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의 불완전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 이미지로 인식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완벽함은

그러나 이번 전시회의 주요 목적은 문화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에 대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세계는 그들에게 변하거

해 대중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브라질 인디언 부족에 관

나 부패하지 않는 신들의 거소며 영생과 진정한 지식의 장소이다. 구아

한 문제의 경우 이들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편견이 자주 발생한다. 브

라니 족은 이러한 우주적이고 신성한 장소를 무악(無惡)의 땅이라는 의

라질 인디언에 대한 가장 흔한 생각은 그들이 단지 과거로부터의 무언

미로 이비 마래이(Yvy Mara'ey)라 부른다.

가를 대표할 뿐이며 배움의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연

자신들을 예페 마사(Ye'pe Mahsa), 또는 다세아(Dasea)라 부르는 투

구하고 설명한 네 개의 과학적, 신화적, 종교적 우주기원론에 똑같은

카누(Tukano) 인디언들 또한 자신들의 문화 발전과 에투스(ethos)의 보

비중을 두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였다. 대부분

존을 위한 저항을 보여준 일례이다. 투카누족은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

의 브라질 원주민 집단들이 그들을 지배적 사회에 편입시키기 위한 공

에 살며 (우아우페스 강이 있는) 히우우아우페스(Rio Uaupes) 지역과

격적인 문명화의 과정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일대의 문화적, 언어학적 소수 민족 집단이다. 이곳에서 이들은 이

소수 민족들의 상당수가 자신들의 조상의 유산을 지킬 권리를 옹호하

지역의 다른 원주민 종족들과 복잡하고 독특한 언어적 문화적 공동체

는 데 성공했다.

를 형성했다. 이러한 공동체의 형성은 (그들 사이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지속의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현재 브라질

거래하는 몇몇 집단과 함께) 역사적 지배 패턴과 경제적 협력, 그리고

서남부와 남부에 있는 주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특히 부족 간 결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 관계의 형성 등을 반영하고 있

등지에도 분포되어 있는 구아라니(Guarani)족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이러한 문화적 복잡성의 결과 중 하나로 이 지역의 일반적인 성인

15세기에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발견하고 정복한 이래로 구아라니 족

은 다섯 가지 정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8

은 당시의 유럽 식민지 사회, 그리고 현재의 탈식민지 사회와 상당한

우리는 도에티루 투카누(Doethyro Tukano)라 불리는 투카누 족 교

문화적 교류를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을 지

사를 인터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투카누 족의 우주는 그들이 ‘우주

켜오고 있다.

의 할머니’라고 알고 있는 존재가 가진 파이프의 연기로부터 창조되었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녹취한 구아라니 족의 전통적인 음뱌(Mbya)

다. 이 파이프 연기는 우주를 형성한 물질이었다. 우주의 할머니는 또

우주론은 매우 간결했다. 인터뷰 대상자는 테코아 이타팀(Tekoa Itatim)

한 ‘천둥인’으로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의 혈통을 창조했으며, 이 천둥인

의 교사인 느하만두 베라 미림(Nhamandu Vera Mirim)이었다. 7 그의 설

들은 다시 자신들 외의 모든 것들을 창조할 의무를 가졌다. 투카누 족

명에 따르면, 구아라니의 우주는 느하만두(Nhamandu)가 자신의 신성

의 영웅 계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이 천둥인들이 반은 배

한 형체를 끊임없이 팽창시키면서 창조되었다. 구아라니 족은 실제적

고 반은 뱀인 거대한 장치를 타고 히우네그루(Rio Negro, 검은 강)를 건

이고 완벽한 것은 신 또는 이상적 세계에 속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이

너는 여행에서 인간이 탄생했다. 이 물에 뜨는 장치에는 천둥인들 외에

유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금방 사라지는 이미지일 뿐이라고 인식

도 수정 형태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육지에 다

한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이며, 실제 세계의 덧없는 이

다른 직후 사람으로 변했고, 이들로부터 다양한 종족들이 시작되었다.

그림 3
1920년대 초에 세워진 관측소
천문학 박물관이 관리하는 역사적 장소와 소장품들 중 일부이다.

그림 4
리우데자네이루 파라티(Paraty)에 있는 구아라니족 학교인 테코아 이타팀(Tekoa Itatim)
©아나 클라우디아 바스투스(Ana Claudia Bas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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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리우데자네이루 천문학 박물관의 무형문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이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했으며 각자의 민족 정체성을 보여주는

무형의 자료 만들기

문화적 표식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채택한 방법론의 부작용으로서 특히 무형 유산의 개념

이 두 원주민 이야기 사이에 우리는 먼저 20세기 과학의 ‘빅뱅’ 이론

적 문제를 다룰 때 개념들과 추상적인 이론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

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그 뒤를 이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성

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

서 이야기를 내레이션 식으로 삽입했다. 9 ‘빅뱅’ 이론으로 잘 알려진 이

는 우리의 제안이 그 형식적 접근 방식과 선정된 내용 때문에 다루기

우주론 모델은 물리학자인 엔히크 린스 지 바후스(Henrique Lins de

힘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중 몇 가지

Barros) 박사의 육성 녹음으로 소개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우주의 초기

는 다음과 같았다.

상태가 방사능을 포함한 전자기 미립자들이 압축된 고온 고밀도의 상
태였다고 단언한다. 우주는 최초의 원자핵의 붕괴를 야기한 최초의 우
주적 사건으로부터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며, 이때의 최초의 사건이 일

(1) 추상적이고 지적인 개념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포착하며 다양한
청중에게 보여줄 것인가

반적으로 ‘빅뱅(Big Bang, 대폭발)’이란 표현으로 요약된다. 이 빅뱅 이

(2) 본질적으로 형태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론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되었으며 1920년대 이래로 과

(3) 어떠한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왔다. (아인슈타인이 1925년에 국립 천문대를 방

(4) 일반 대중이 소개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상

문했을 때, 그는 현재의 천문학 박물관 본관을 방문한 가장 유명한 과

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무형유산

학자가 되었다.) 그러나, 빅뱅 이론은 에드윈 허블(Edwin Hubble)과 같

의 개념과 불가분으로 엮인 개념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은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아인슈타인의 상대

것인가

성 이론이 유명해지면서 1970년대 초부터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해주는
20세기 후반의 과학적 모델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네 질문은 우리가 다룬 주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서로 다

과학적 정확성을 위해 우리는 하나의 폭발에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른 영역에 대한 도전 과제를 부여했다. 첫 번째는 해석의 방법에 관한

고 하는 널리 알려진 생각과 달리 ‘빅뱅’ 이론이 보다 정확히는 (1) 끊임

과제, 두 번째는 우주론의 정의에 관한 과제, 그리고 세 번째는 무형

없이 움직이고 (2) 평형 상태까지 줄어들지 않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

유산의 정의와, 이론적으로 그리고 박물관 환경에서의 전시 대상으로

어진 하나의 구조로서 인식되는 우주 모델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

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문화유산 분야를 어떻게 다뤄야하는지와 관

려해야한다. 이는 우주가 기하학적으로 동질적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

련된 과제다.

에 걸쳐서 동일한 물리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은

첫 번째 부분은 이미지 자료, 우주론에 대한 내러티브, 음악 등을 담

미디어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것과 달리 우주가 태초의 폭발로

은 특별 제작 CD를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상영하는 것이었다. 이 자료

인해 형성했을 하나의 중심을 갖지 않음을 시사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

는 우주론적 사고에 대한 세 가지 유형인 종교적, 과학적/철학적, 신화

면, 유명한 ‘빅뱅’이라는 표현은 우주 전체가 단일의 기원의 시간으로부

적 사고 11와 관련한 우주 창조 12 에 관한 몇몇 이론들을 중심으로 만들

터 동일하게 생겨난 과정에 대한 은유인

셈이다. 10

어졌다. 이 시디 자료는 ‘암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공간에서 상영되었

성서적 우주론에 대한 발표의 경우, 천문학 박물관의 사서인 루치아

다. 이 암실은 사실 천문학 박물관의 장기 전시 코너인 기원의 네 모퉁

리누(Lucia Lino)가 내레이터를 맡아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와 별과 그

이(Four Corners of Origin)의 한 부분이었다. 이 암실에 들어가면 관람

외의 모든 사물을 창조했는지에 대해 묘사하는 창세기 1장 중 6일 간

객은 '황도대(Zodiac Zone)'로 알려진 하늘의 구역을 시각적으로 재현

의 창조 이야기에서부터 31절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두운 공간에서 검은 불빛이 주는 효과를 통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

관람객은 우주의 중심으로 이동한 느낌(즉, 지구 중심의 시각에서 우주

라’까지 낭독하기로 했다.

중심의 시각으로 이동한 느낌)을 갖게 되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대부
분의 관람객들이 가진 지구 중심적 시각에 도전한다. 마찬가지의 이유

그림 5
구아라니 마을의 가장 중요한 건물
이 오피(Opi, 기도원)
이 장소는 구아라니 마을의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이다.
©아나 클라우디아 바스투스
그림 6
마을 하교 벽에 그려진 구아라니족
의 별자리 표현
©루이스 카를루스 보르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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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천륜(天輪): 와야나(Wayana, 브라질 북부 아마파
(Amapa)지역에 사는 종족)의 집집마다
이러한 천륜을 갖고 있다.
©루이스 카를루스 보르제스
그림 8
메카통(Mekaton): 남 파라(Para) 지역 카파유
(Kapayo)족의 예식용 모자
이 모자에는 카파유족의 천체에 대한 지식과 그들의
신화적 기원이 담겨있다.

로 우리는 이 암실이 그 환경적 특성과 관람객이 가진 기존의 지식에

교훈적인 박물관학적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2000년 8월 4일에 발표된 법령 3.551에 명시된 무형문화유산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다른 접근 방식이 이 우주론 프로그램

존중과 보호에 관한 목록의 확인 및 작성에 관한 브라질의 새로운 연

의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이미 소개한 네 가지 우주론과 대조적

방 정책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 정책은 회원국에게 무형문화유산의

으로 이 방식은 태양계, 행성, 신화 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리

목록 작성을 도입할 것을 권고한 1989년 유네스코 총회의 '전통문화 및

스/로마 신화적 전통에 특히 역점을 두었다. 천문학 박물관은 또한 우

민속의 보호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리의 방법론적 접근과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계 박물관의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에 기초하고 있다.

날의 주제와 관련한 다른 행사들을 마련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보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나타나는 몇 가지 개념적, 실무적 문제를 고

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한 ‘천체 관측 프로그램(Observation of the Sky

려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들로는 (1) 어떤 문화유산을 정의해야하는지

Program)’도 이에 해당한다. ‘박물관이 들려주는 이야기(The Museum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하나의 대상이 ‘문화적’ 그리고 ‘유산’으로 정의되

Tells a Tale)’도 이러한 행사 중 하나며,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들을 통

는지를 정의하는 문제, (2) 상당수의 경우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구분

해 청중이 무형유산의 보존에 대해 토론하도록 유도했다.

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3) 특히 무형유산협

마지막으로 우리는 전문가들이 우주론과 무형 유산에 관한 주제에

약의 실무 가이드라인, 정책, 관례 등에 대해 여전히 논의와 협상이 진

대해 논의하는 일반인을 위한 강의와 토론회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다

행 중인 상황에서 ‘전통적인’ 것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그것을 적용할지

음과 같은 강의들이 포함되었다.

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이 있었다. 주로 유산 분야의 연
구를 진행하고 있는 천문학자 헤지나 아브레우(Regina Abreu)는 잠정

차이를 유산으로 여길 수 있는가?

적이기는 하나 우리가 지식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체계들을 서

강사: 헤지나 아브레우(Regina Abreu), 리우데자네이루 주립대학 사

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 하나의 정의를 제시했다.

회 기억 석사 프로그램 교수

아브레우에 따르면 전통 지식을 찾을 때는 구체적이고 유일한 지식
의 생산자인 공동체들의 지적 활동을 유도하는 전통적 기반에서 혁신과

21세기 우주론
강사: 세자르 카레타(Cesar Caretta), 천문학 박물관 천문학자

창작으로 정의되는 유형의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3
무형유산 표현의 본질적인 물질적 측면 또는 연관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첫째, 문화유산으로 보

우주론적 다윈주의가 존재하는가?

호되어야할 것은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의 의미와 해석이라는 주장이

강사: 가스타우 가우바우(Gastao Galvao), 천문학 박물관 과학사가

다. 14
둘째, 패트릭 보일런(Patrick Boylan)이 보여주듯, 지난 수 세기에 걸쳐

구아라니의 하늘 보기 또는 맥의 이동로를 따라 걷기

대부분의 박물관과 국가의 법률과 정책에 나타난 관심사는 전통적으로

강사: 루이스 C. 보르제스(Luiz C. Borges), 천문학 박물관 과학사가

문화유산의 무형적 측면이 아닌 물질적 또는 유형적 측면이었다. 15
우리가 우려한 것은 ‘박물관은 사물의 물질성 너머에 있는 질문들을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 내내 우리를 괴롭혔던 중요한 질문은 바로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와 같은 진술에서도 유추되듯이, 관련된 무형

무형유산 연구의 틀 안에서 우주론에 대한 우리 이해를 어떻게 정의할

의 특성과 가치를 간과하는 관료적 시각이다. 16 공식 유산 정책은 임의

것인가, 특히 우리가 우주론적 개념을 고려하면서 본질적으로 무형인

적으로 ‘유산’으로 분류된 조직화된 문화 요소들에 대한 식별, 목록화,

자산을 다루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우주론에 대한 우리 이해를

보호, 보존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이 유산 정책의 핵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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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리우데자네이루 천문학 박물관의 무형문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면 우리는 물질성에 대한 이러한 과도한 강조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Bourdieu) 22가 명료하게 입증했듯이 이러한 사상들을 연결하려는 시

스스로 자문해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의 어떤 부분이 계속해

도에는 과학적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모두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인

서 보존되어야할까?

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우리는 모든 지식은 패권을 놓고 다른 지식들
주장 17과

달리 우리는 유산

과 끊임없이 경쟁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따라서 다른 지

에 대한 사상은 과거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현존하는 것

식들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려는 노력은 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인 전략

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며, 심지어 모든 유산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

이 되었다. 23

시간적 요소들에 대한 올리븐(Oliven)의

조물로서 그 양식과 사회적 자본의 제도화로 인해 강한 구체적 사회
문화적 특성을 갖는다는 사실까지도 인정한다.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
자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 1922-1997)가

관람객들이 바라본 전시회

‘유산은 사회 제도 및 그 유산과 유사한 다른 유산과 부수적으로 관계

암실에서 선보이는 신화적 우주론들을 경험한 관람객들은 보다 학술적

되는 범위까지만’ 정의될 수 있다고 한 진술, 즉 그 유산이 유산과 사

인 청중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태양계의 신화(Myths of the Solar Sys-

회의 모든 다른 측면들과 통시적이고 동시 발생적으로 공존하고 함께

tem)로 명명된 또 다른 행사에 참여했다. 이 전시의 아이디어는 간단명

작용할 때 비로소 정의될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동의한다. 요컨대, 유산

료했다. 이 전시는 먼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에

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나 과정이 표현에 적합해야한다. 다

참가자들이 1에서 7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선택된 번

시 말해, 유산으로 분류되려면 그 대상은 사회 역사적 기억 속에서 제

호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 중 하나에 대한 한 가지 질문과 연결되

도화됨으로써 ‘그것이 속한 가상의 사회적 의미’의 한 부분이 되어야

어 있다. 천문학 박물관의 천문학자들 중 하나가 태양계 행성들의 이름

한다. 18

보일런에 따르면, 유산에 관한 모든 정책은 ‘공동체들의 발전

과 행성들과 그 행성들의 이름을 가져온 신화적 인물들 간의 관계를 설

과 그들의 노력에서 비롯되는 과정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성’

명해주는 간략한 내러티브가 함께 있는 목록을 작성했다. 이 질문들은

을

고려해야한다. 19

간단했지만 여전히 논란을 야기했다. 관람객들의 반응을 청취한 후, 각

어쨌든 유산에 관한 문제들 외에도 우리는 또 다른 어려운 문제인

행성과 그에 해당하는 신화적 역사에 관한 파워포인트 발표가 이루어

우주론의 정의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했다. 이 문제는, 첫째, 과학

졌다. 토론 중에 다른 유사한 질문들이 쏟아졌으나, 천문학이 사람들의

지식 발전의 성질에 대한 우리 접근 방식이 가져오는 결과들 때문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노벨루 20가

주장하듯이, 우주론의 인식론적 영역이 다른

CD의 내용에 관한 방문객 설문을 분석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상

여러 과학 분야들과 헤게모니를 차지하기 위한 논쟁에 휩싸여 있기 때

반된 결론을 얻었다. 일부 교사들은 이미지 자료들과 함께 제공된 일

문에 매우 난해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로 적합한 박물관

련의 이론들에 대해 흥미를 보이면서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자신들이

전시의 유형을 찾는 데 관심을 두고 다양한 범위의 문화적 전통 속에

좀 더 진행시켜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먼저 이러한 이슈들을 학

서 발견되는 모든 신화적/우주론적 이론들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

생들에게 간단히 소개한 후에 학생들을 박물관에 데려왔더라면 더 좋

히 유연한 디자인을 생성해보려 했다. 우주론은 무(無)와 무의 상태에

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교사들은 내러티브들의 내용에

둘째, 마리우

서 진화한 과정에 대한

학문 21이라는

정의와 같은 포괄적 정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할 것이다.

보다 관심을 가졌으며 자신의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내용들을 좀 더 배우기를 희망했다. 반면에 또 다른 교사들은 이미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 내에서, 우리는 우

지 자료들을 그에 부합하는 소리 24와 연결시키지 않은 점을 마음에 들

주론을 ‘그 분석적 틀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본질적 질문에 대한 (각각

어 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예컨대, 그들은 ‘사진들이 내러티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설명들을 관찰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거나 ‘원주민 음악이 지루하다’는 반응을 보

외생적이기는 하나 체계적인 진술들의 구성체로 이루어진 특정한 지

였다. 이러한 행사들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장 즐긴 관람객은 12세에서

식의 분야로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는 또한 시공 차원 및 천체의 모든

14세 사이의 학생들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지 자료들과 그림들 25

독립체와 물체의 형성, 생성, 확장,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려는

과 우주의 기원이 설명된 방식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 같은 연

모든 기원에 대한 내러티브들도 포함했다. (’무‘에 대한 정의 또는 우주

령대의 다른 학생들은 항성의 이미지 자료들을 가장 좋아했다. 어떤 학

론 분야의 범위와 경계 등과 같은) 철학적이든 물리학적이든 관계없이

생들은 가장 흥미로웠던 우주론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대해 ‘투카누

위의 진술을 통해 제기되는 보다 심도 있는 이론적 문제들을 논의하는

족의 우주론’을 꼽았다.

것은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전시장 갤러리 관리자들은 7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그리스 로마 신

재차 언급하자면, 우리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서로 다른 유형의 지

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점과 (주로 13세에서 14세 사이) 일부 학

식들을 서열이 없이 동등한 관계에서 보여주기로 한 우리 결정을 정당

생들은 이 주제에 대해 이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거나 지식이 있었다는

화할 핵심적인 단서를 노벨루의 연구로부터 발견했다. 노벨루에 따르

사실을 관찰했다. 이와 반대로 이들보다 학년이 높은 상급생들은 이러

면, 우주론자는 세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사회

한 전시나 질문들에 대해 관심이 매우 적었으며, 이에 따라 행사에 대

문화적 전개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우주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한 참여도도 매우 낮았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번에 기획된 행사들

설명을 시도한 다양한 모델들을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전

과 사용된 방법들이 이러한 상급생들의 주의와 관심을 끌 만큼 충분히

체를 포착하려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피에르 브루디외(Pierre

흥미롭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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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구아라니 마을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오피기도원
이 장소는 구아라니 마을의 사회적, 종교적
중심지이다.
©아나 클라우디아 바스투스
그림 10
벽실(지구 중심적 시스템)의 일부
프리즈(frize)에 중세 시대의 행성계에 대한 그림이 있
고 아래에는 계절별, 월별 활동들을 묘사한 그림
(‘베리 공작의 기도서’에서 전재)이 있다.

프레이리의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자면, 우리가 제공한 것은 이

벗어나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전반적인 기

들 관람객들에게 충분히 중요하지 않았으며, 결국 우리는 이 주제 또는

대는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다.

그 이후의 전개 과정 속으로 이들을 제대로 끌어들이지 못한 셈이다.

그 주된 이유는 교과서와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강화되는 ‘우주

이 기획 프로그램의 마지막 행사는 우주론과 무형 유산에 관한 주

는 동질적’이라는 일반적 가정에 일부 기초한 정신적 모델의 제도화와

제를 놓고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는 일련의 토론회로 구성되었다. 이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이성적이고, 분석 가능하고, 분류 가능한 대상으

행사는 보다 전문적인 주제를 놓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소수의 전

로서의 우주의 수학적 모델링을 수호하기위해 과학의 권위와 경쟁력

문적인 청중만이 참여했지만 덕분에 그 토론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다.

에 기반을 둔 정당화를 위한 담론을 생산해낸다. 26 이 프로젝트의 해석

이러한 열기에 부응하여 천문학 박물관의 연구원들과 토론에 참석한

적 접근, 특히 박물관에서 사용된 교육법들의 유형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른 기관들은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교육법과 매우 대조적인 브라질의 교

대화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과학 분야의 제휴

육자이자 교육 철학가인 파울루 프레이리(Paulo Freire, 1921-1997) 27의

가 이루어진 셈이다.

교육 이론을 일부 따랐다. 이러한 점은 천문학 박물관과 (공교육과 사

천문학 박물관의 향후 전시 일정들을 계획하고 무형 유산과 우주론

교육 모두를 포함한) 정규 교육 네트워크 간의 관계를 반영했다. 통계

에 관한 2004년 프로그램에서 얻은 피드백들을 고려할 때, 이 행사에

상 천문학 박물관 관람객의 60%는 학생들이며, 따라서 이들이 천문학

서 나타난 대중의 반응을 통해 교육 프로젝트 또는 교육적 생산물로서

박물관 전시의 주요 대상층이다. 이러한 접근은 천문학 박물관이 비정

의 이 행사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내부적인 브리핑과 리뷰를 통해 우

규적인 공간에서의 과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계적인 전문 단체며

리는 우리 기대와 달리 (번역과 함께 때로는 번역 없이 내러티브를 해

따라서 보다 덜 정규적인 과학 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

당 원주민 언어로 전달한 것과 같이) ‘지역 특색’에 맞춰진 우리의 일

다는 사실로 강화된다. 28

차적 초점이 사실상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의도

플라톤, 루소, 듀이,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

적으로 준비한 비서열적, 비선형적 내러티브들은 사전에 형성된 관람

head) 등으로부터의 광범위한 자료와 영향을 바탕으로 마르크시즘과

객의 지식에 의문을 던지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청중들은 전시의 내용

근대 반식민지적 사상 등을 통해 프레이리는 학생의 마음을 선생이 채

을 계획된 바대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워야 할 빈 공간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교육법을 ‘뱅킹’식 접근으로 명

방식은 우리가 선정한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한 일반 관객들의 전반적인

명하고 이를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전통적인 학생/교사의 구분을 부정하

이해를 더욱 어렵게 했다.

고, 교학상장에 기초한 교실에서의 상호작용 및 참여를 통해 상호간의
‘교사-학생 및 학생-교사’ 관계를 목표로 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인 교육 형태를 주장했다. 따라서 프레이리는 교육 과정이 개개인이 자

교육적 맥락

신에게 전달되는 지식에 대해 비판적 대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인식론적 입장에서 하나의 문화 또는 하나의

서 현실에 대한 양심적이고 열성적인 이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자

지식 유형이 다른 문화나 지식이 틀렸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 해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여주기 위해 전통적인 교육법에 질문을 던지고 또는 그보다 더 나

이러한 종류의 교육이 보다 효과적이고 유의미해지기 위해서는 (우

아가 그러한 교육법에 도전하는 수단으로서 비선형적이고 비서열적인

리 경우 학생 관람객들인) 개개인이 자신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이

형태로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기를 원했다. 이러한 전시 전략과

러한 교육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결국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는 관객들이 상상력 없이 문화를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는 문제 해결에 기초하고 기존의 과학적, 사회-역사적 지식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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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파벌주의를 피하면서 동시에 비판 의식을 사회-역사적 현실을 이

추정을 뒷받침해 주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미지와 소리(내러티브

해하도록 해주는 교육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는 전시 개념과 교육 과

와 음악)가 서로 맞지 않도록 전시를 구성했으며, 이러한 유형의 전시에

정이 필요하다.

익숙하지 않거나 이러한 전시를 경험해 보지 못한 관람객들이 내용을

따라서 이 전시의 디자인은 (1) 과학 및 과학과 다른 정신 분야와의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을 관찰했다.

관계에 대한 관람객의 정신적 모델을 자극하고, (2) 개인적인 성장을 위

그러나 이 네 가지 대조적인 우주론에 관한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한 수단으로서의 새로운 형태의 이해로 이끌어주며, (3) 두 가지 전통

일반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천문학 박물관이 계속해서

적인 우주론에 대한 소개와 관련하여, 브라질 원주민 부족들이 어떻게

이 주제를 놓고 탐구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브라

다루어지는지, 특히 교과서 속에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어지는지

질에는 조사할 가치가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

에 대한 토론을 유발하여 전통적으로 이 부족들에 대해 형성된 기존의

줄 다른 원주민 우주론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우주론의 다른 접

편견을 뒤집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근 방법에 관한 우리 지식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브라질의
문화 발달, 특히 과학 발달의 역사에 대해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
도록 기여할 것이다. 현재 기획 단계에 있는 천문학 박물관의 새로운

한정된 사물, 끊임없는 암시

장기 전시 프로그램은 브라질의 천문 고고학적 증거의 양상들뿐만 아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범주의 관람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한 행

니라 일부 원주민 천문학 체계들도 다룰 예정이다.

사들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정규 교육에 속한 이들이 암실에

끝으로, 우리는 이번 경험에 대해 비록 일부 측면들에 대해 부정적

서 열린 행사들의 주요 대상 청중이었다. 이와 동일한 목표 하에 우리

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가 태양계의 신화라고 명명한 교훈적 토론이 마련되었다. 암실 행사에

내렸다. 우리는 특히 시청각 효과와 우리가 준비한 발표와 더불어 매우

대한 질적 분석은 관람객의 방문 후 그들이 남긴 설문에 대한 개개인의

실험적이고 위험 요소가 컸던 암실에서의 우주론적 신화들에 대한 무

반응들을 검토한 후에야 가능했지만, 이러한 대중 토론 중에도 상당한

서열 발표가 의도했던 효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기뻤다. 이러한 방식

상호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즉시 우리 제안이 성공

은 종종 다수의 관람객들에게 처음에는 불편한 느낌을 주었으며 그로

적이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부터 관람객들의 질문을 유도해 냈다. 우리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가진

암실에서 다룬 우주론에 관한 주제는 부분적으로만 긍정적인 반응

전통적 지식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에 대한 믿음에 도전하고 이들을 흔

을 얻었다.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살펴보면, 내러티브들(성서적 우주론,

들어놓음으로써 이 전시는 우주론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 주제를 가

구아라니 족의 우주론, 학술적/과학적 우주론, 투카누 족의 우주론)의

르치는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목적들

순서와 (내러티브와 시청각 효과 사이에 뚜렷하거나 직접적인 연관이

중 하나를 달성했다고 믿는다.

없었음을 의미하는) 무작위적인 시청각적 표현은 분명히 우리가 의도

우주론적 전통과 관련한 무형유산을 보여주려는 천문학 박물관의

했던 결과를 가져왔다. 전반적으로 청중들은 그들이 본 것에 대해 다소

실험은 이론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모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성

어색해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러한 전형적인 반응은 학교에서 꾸

공했다. 무형유산은 사실 전시를 통해 보여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준히 접하게 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식 소통의 모델이 지식을 획일

의 경우, 따를 수 있는 확립된 공식도 전시학적 패턴도 없었지만 이러

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상 현실에서는 보다 중요한

한 각각의 새로운 시도들을 통해 우리는 무형유산을 일정한 종류의 내

이러한 지식의 변형과 차이점들을 제거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우리

러티브의 형태로 축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찾을 수 있을

그림 11
남반구에서 바라본 천체를 보여주는 천문학 전시장의 양방향성 전시물
그림 12
태양계에 관한 야외 전시장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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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야외 전시장에서 태양에 관해 공부하는 학생들

것이다. 과학적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형유

통해 몇몇 질문들은 항상 되풀이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다양한 가닥

산에 관한 진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존 지먼(John Ziman)에 따르면,

의 의미 내에서 끊임없이 새롭고 도전적인 반응들을 보여준다는 사실

인간의 인지 기관에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또는 불확실성으

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약간의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

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29 최종적인 결과

리는 우리가 우주의 존재와 성질에 관해 아무리 무수한 질문을 하고

는, 항상 그러하지는 않지만, 설계자나 청중의, 또는 양측의 기대에 미

또한 그 해답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더라도 우리 앞에는 여전히 풀리

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다.

지 않는 수많은 새로운 의문이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

이 행사들로부터 우리 모두가 배운 또 다른 교훈은, 역사의 과정을

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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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론: 리우데자네이루 천문학 박물관의 무형문화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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