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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ew permanent exhibition designed by Kossmann.dejong visitors delve into the
fascinating, complex world of communication. The main challenge involved spatially
translating the abstract theme of ‘communication’ into a coherent exhibition. Nine key
questions such as ‘Why do I communicate?’ and ‘Which skills do I need to communicate?’
were formulated by an expert team from the museum, and form the starting point of the
design concept. Kossmann.dejong clustered these questions into different themes spread
across three floors in the building. The search for personal answers to the key questions
begins on ground floor at the registration area, where the message ‘It’s all about you’ clearly
sets the scene. As an introduction to the exhibition, visitors step onto a red carpet where
personal stories from Swiss citizens tell a chronological representation of communication
throughout all stages of life. Simultaneously the red carpet visually connects a collage wall
with unique artefacts on one side of the space with a communication lab on the other side.
Moving one floor below, visitors encounter the world of memories. Emerging from a central
sculpture of a brain is a tangle of nerve endings connected with memory boxes with films,
hand-on elements and collection artefacts. Here, questions explore what and why people
remember certain things. Designed as an abstract data center, the adjacent themed area
focuses on the complex developments of big data, privacy and the downside of devices.
Visitors experience the impact of shared networks and examine ethical questions about
the value and apparent infinite availability of data storage. The lowest floor takes visitors
on a chronological journey through milestones of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from
post coaches to drones. After a visionary glimpse into the future, the exciting journey of
discovery into the communicating ‘self’ concludes at the deregistration area.

코스만.드용이 디자인한 새 상설 전시에서 관람객은 환상적이고 입체적인 소통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주요 도전 과제는‘소통’
이라는 추상 주제를 공간적으로 해석해 일관된 전시로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박물관 전문가팀이 도출한‘왜 의사소통을 하는가?’
,‘소통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
를 비롯한 9가지 핵심 질문이 설계 개념의 기점으로 작용했다. 코스만.드용은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대상 건물 내 3개 층을 각기 다른 주제로 연출했다. 핵심 질문에 대한 사적인
해답을 찾는 여정은‘당신에 관한 모든 것’
이라는 메시지로 명확히 정의된 1층에서 출발한다. 전시
도입부에서 관람객은 스위스 국민의 개인적 이야기를 통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소통의 연대기적
표상을 말해주는 붉은 카펫 위에 서게 되는데, 이 붉은 카펫은 공간 한편의 콜라주 벽과 독특한
인공물을 다른 쪽 소통 실험실과 시각적으로 이어준다. 한 층 아래로 내려가면 관람객은 추억의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중앙 뇌 조형물에서 나온 신경 말단 덩어리는 영상, 체험 요소, 여러
인공물 등이 담긴 기억 상자와 교감하며,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존재를 왜 기억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탐구한다. 추상적 정보 센터 형태로 꾸며진 인근 주제 영역은 빅 데이터, 개인성, 첨단
기기의 어두운 측면 등 복잡한 발전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관람객은 공유 네트워크의 힘을
경험하고, 정보 저장의 가치와 무한한 활용성을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점검해볼 수 있다. 가장
아래층에서는 우편 마차에서 드론까지 통신 발전사의 중요 시점을 연대순으로 훑어볼 수 있다.
그렇게 미래까지 엿보여준 다음‘자신’
과의 대화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발견의 여정은 전시장
출구에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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