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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그 수요가 늘어난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전시공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수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질적으로도 향상된 전시공간 디자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시공간은 고정된 전시물 사이로 움직이는 관람객을 통해 의미가 

생기며, 관람객의 움직임은 공간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전시  

공간을 기획하는 시점에서 공간 배치와 동선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람행태를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큐레이터의 직관에  

의해서만 전시공간 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간에 대한 분석과 관람 

행태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간구조를 정량적이고 객관

적인 지표로 분석하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이 공간구문론이다. 

이를 활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행밀도는 공간구문변수인 

통합도에 비례한다. 이는 수많은 연구들로 증명되어 보편적 진실로 받아들

여져 왔다. 그러나 전시공간에서는 그 관계가 적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이 연구는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 관람행태를 예측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시공간 디자인의 기획단계에서 

공간 배치와 동선 계획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크게 공간요소와 행태요소로 나눌 수 있다. 공간요소의 범위

로는 전시공간의 구조, 동선, 전시물의 규모와 배치가 포함된다. 행태요소의 

범위로는 관람동선의 선택, 관람시간, 관심도, 관람빈도와 관람밀도가 해당

된다. 분석 대상으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 전시실은 동일한 전시목적, 같은 유형의 

전시물, 비슷한 규모의 전시면적, 같은 방문자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각 

전시실이 서로 다른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어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우선 전시의 공간적 구성요소와 관람행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전시공간의 정량적 공간분석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지인 국립민속박물관을 위상

연계도 분석, 공간구문분석,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관람객 설문조사, 전시물

의 규모 측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시공간 구조와 관람행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박물관에서 관람객은 전시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작품 속을 이동하면서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시각적 접촉을 통해 이를 감상하게 된다. 따라서   

전시공간이 만들어내는 관람행태를 예측하여 전시기획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시공간 구조와 관람행태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통합도와 보행밀도가  

비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는 전시공간에는 적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관람밀도는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상관도가 매우 높았다.

분석대상의 수가 많지 않았다는 연구의 부족함,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설문대상자 인원이 아주 많지 않는 한 오차범위가 넓어져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효용 및 가능성은 큐레이터의 직관적인 전시공간 디자인을 보완 

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시공간 기획시 관람밀도를   

예측하여 적절한 관람밀도의 분배 혹은 집중을 계획할 수 있다면 보다  

향상된 전시공간 디자인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상관도를 통해 동선의 자유도 지수를 예측하는 방법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박물관, 전시공간, 관람행태, 공간구문론

학  번 : 2017-2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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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대하면서 문화공간을 찾는 인원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현재도   

수많은 전시공간이 운영 중이고,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1)

[그림 1-1]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박물관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 중 하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관람 

시키는 역할이다. 박물관에서 관람객의 전형적인 경험은 전시공간에 ‘고정’

되어 있는 작품 속을 관람객들이 ‘이동’하면서 직접적이고 연속적인 시각적 

접촉을 통해 감상하게 된다는 논리구조를 구성하고 있다.2) 전시물 감상에 

1) 문화체육관광부(2018), 전국 문화시설시설 총람
2) 임채진 외 2명(1997), 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 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환경개발
   연구원,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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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택과 그에 따른 지식의 습득은 ‘관람객이 전시공간을 움직여 나아갈 

때에만’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즉 관람객의 움직임이 그들이 

획득하는 정보의 양과 관람 경험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관람  

동선 및 관람행태의 특성은 박물관 전시공간의 기능과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공간 기획 과정에서 관람객의 

움직임을 유발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전시물의 배치와 관람동선 체계를 깊이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공간의 구조가 인간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사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공간구조의 

특질에 대한 조절을 통해 관람객의 움직임을 확률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통제는 강제의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적 

방식을 통해 관람객의 움직임을 확률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윤경

의 저서 <건축과 사회공간(2003)>3)에 따르면, 공간의 의미에 따라 인간은 

이동형태인 행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공간구조를 적용해서  

관람을 제공하는가에 따라 공간적 체험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박물관의 

공간구조는 관람 동선의 형성, 관람객의 경험, 전시방식의 설정들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공간은 사회적 의미에 따라 위치가 

변화하기도 하며, 시대에 따라 기능이 변화하기도 한다. 즉 막연하게 정적

(靜的)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의 기능과 구조는 예상 밖으로 동적(動的)이다.

공간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영국 런던 바틀렛 건축대학의 

한슨(Hanson)과 힐리어(Hillier)가 제안한 <공간구문론(Space Syntax)> 

이다. 공간구문론 분석은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여 공간 활용에 대한 예측을 

공간변수로 측정한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간구문 변수로는 연결도,  

3) 최윤경(2003),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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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도, 통합도, 명료도 등이 있다. 이는 각 공간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공간의 영향력, 공간의 접근성, 공간인지 난이도를 나타낸다. 선행연구에서

공간구문론을 통해 밝혀낸 것은 동선의 예측, 공간구조의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변화 등의 내용이다. 또한 도시에서 중심가로나 광장 등을 

포함하는 곳은 통합도가 높은 공간이며 통합도가 높은 곳은 보행밀도가 

높다는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전시공간에서는 그 적용이 예외가 된다는 허점이 있다.

디자인은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예술적 속성을 가지며, 공간구문론과 같은 

정량적 공간분석 방법을 통해 얻는 데이터값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과학적 

속성을 갖는다. 디자인에 통계값을 적용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는 물론 미래사회 환경에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나 정량적 근거 자료를 

가지고 디자인을 수행하는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논리를 만들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정량적 근거나 데이터를 

디자인 활동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개인적 설득논리나 디자인 작업을 

감성적으로 이루어나가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디자인 행위가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결정체라는 보편적 진실을 감안한다면 분명한 조사결과로 

나타나는 정량적 계수를 참고하여 감성적 가치를 창출해야 디자인의 객관

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4)

이 연구에서는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 

관람행태를 예측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시공간디자인의 기획단계에서 공간

배치와 동선 계획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

이다. 이 과정을 통해 전시공간 디자인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직관적인 

큐레이터의 전시 디자인을 보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박규원 외 4명(2010), 디자인조사연구방법론, 이서원.



4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크게 공간요소와 행태요소로 나눌 수 있다. 공간요소의 

범위로는 전시공간의 구조, 동선, 전시물의 규모와 배치가 해당되며 행태

요소의 범위로는 관람동선의 선택, 관람시간, 관심도, 관람빈도와 관람밀도가 

해당된다. 분석 대상으로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의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을 선정하였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 전시실은 동일한 전시목적, 

같은 유형의 전시물, 비슷한 규모의 전시면적, 같은 방문자라는 공통점을 가지

지만 세 전시실이 서로 다른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어 비교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전시를 공간, 대상, 사용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이론적 

고찰을 우선으로 하였다. 전시공간의 구조와 동선, 전시물의 유형과 배치, 

관람객의 인지와 선택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시 

공간이 가지는 특성과 행위체계의 구성을 이해한다. 다음 단계로 전시공간의 

정량적 공간분석 방법으로 쓰이는 위상연계도, 공간구문론, 가시분석 이론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서 이 연구의 대상지에 적용할 방법론을 찾는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대상지인 국립민속박물관을 분석한다. 

위상연계도 분석을 통해 공간의 구조와 그에 따른 동선을 확인하고, 전시

공간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공간구문론을 적용하여 공간구문변수를 

추출한다. 공간구문변수를 통해 비균질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어느 공간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와 어느 공간이 전체 공간의 중심에 있는지 등을 

정량적인 값으로 구할 수 있다. 관람행태에 대한 값으로는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통하여 관람빈도와 관람밀도를 추출한다. 관람빈도는 단위공간당 

관람객 방문율이며, 관람밀도는 단위공간당 관람객 관람 총 누적시간의  

평균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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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 구조와 관람행태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 실행하였다.

1차 상관도 분석에서는 관람행태와 공간구문변수의 상관도를 분석한다. 

공간 구문론 분석을 통해 통합도와 보행밀도가 비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가 전시공간에서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 

2차 상관도 분석에서는 1차 분석에서 관람 동선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전시물의 지표라는 변수를 추가보완하여 관람행태와의 상관도를 분석한다. 

이때 전시물 지표는 관람객 설문 조사를 통해 인상 깊었던 것을 설문한 

변수인 인상도와 전시물의 규모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전시물의 규모에  

대한 사항은 큐레이터 인터뷰를 통해 일반적으로 관람객이 오래 머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규모가 큰 전시물이었다는 인터뷰에서 착안하여 설정

하였다.

3차 분석에서는 1차 분석과  2차 분석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보완한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상관도 분석을 하여 관람행태를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다음 그림은 이 연구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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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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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시의 요소와 행위체계의 구성

2.1. 전시의 공간적 구성요소

2.1.1. 전시공간의 구조와 동선

전시공간은 전시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의 전시장소를 의미한다.   

이 공간은 전시행위가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공간 특성을 의미하기도 하며, 

대상물과 관람객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서의 기능적 특성을 지닌다. 전시

공간이 단순히 전시물이 놓인 장소이며 이곳에서 관람객들은 그 전시물을 

바라보는 행위만을 수행한다면, 바람직한 전시는 전시물의 질(質/quality)

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전시를 통해 획득하는 지식은 

복잡한 과정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시공간은 지식

의 재생산과 전달의 과정에 참여한다. 즉 전시공간은 관람객과 전시대상물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의미의 공유를 유발시키는 행위의 장

이며, 지식과 정보 등을 주로 3차원의 시각 매체와 공간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의사소통방법이다.5) 따라서 전시공간의 계획을 전시품을 보기 

위한 공간적 배열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간구조의 문제는 전시공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전시방식의 설정, 관람동선의 형성, 관람

객의 공간적 경험 등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전시실 

내 단위공간의 조합과 배치를 통해 구축되는 전시공간의 구조는 1차적으로 

건축계획상의 조닝(Zoning)과 동선계획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되며, 다음

으로 미술관의 전시교육 방식이나 전시 내러티브에 따라 공간의 전개가 결정

되거나 조율된다. 이때 전시공간구조는 관람객의 피로감(Museum fatigue)의 

5) 박세연, 이석현(2011), 공간디자인론, 지구문화사,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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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박물관 전시공간 유형분류

원인의 하나인 단조로움을 피하고, 심리적 포화상태를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객을 지루하지 않고 꾸준한 흥미를 갖게 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6)

박물관에서의 전시공간 구조와 전개방식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정리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그림 2-1]과 같이 서상우(1995)7), 

최윤경(1996)8), 임채진(1997)9) 그리고 문정묵(2004)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11)

위 선행연구에서는 시대상황의 변화가 박물관 전시공간의 변화를 유발

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관람객의 경험을 결정하는  

전시공간과 정보전달방법 또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6) 최윤경(1996),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2권 6호, pp.29-38.  
 7) 서상우(1995), 현대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p.410. 
 8) 최윤경(1996), 미술관 공간구조의 연대기적 유형학, 대한건축학회논문집, 92권 6호, pp.29-38. 
 9) 임채진 외(1997), MED,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p.107.
10) 문정묵(2004), 미술관 전시공간 구조의 시대적 의미 변화에 관한 해석, 홍익대학교 박사
    논문, p.8.
11) 이규황(2009), 미술관 전시공간의 관람 만족도와 관람행태 상관성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
    논문,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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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박물관 공간구조의 유형분류 (박무호,2005)

박물관 공간구조를 역사적 맥락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윤경의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공간구조를 중심성의 수용여부와 전시공간의 연속성과 단속성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다음 [그림 2-2]는 최윤경의 

연구를 토대로 박무호(2005)12)가 박물관의 전시공간이 보여주는 공간구조의 

사례들을 4개의 축에 의해 구분한 것이다.

1세대 박물관 계획에서는 공간구조에 있어 연속성의 개념과 단속성의 

개념이 대립되었으나, 현대의 박물관은 이 네 가지의 분류와 대립적 공간 

개념이 서로 혼재된 공간적 형태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즉 중심성 수용과 

중심성 거부의 대립과 연속공간과 단속공간의 대립이 공존하는 개념적으로 

다원화된 공간구조의 유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12) 박무호(2005),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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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간구조 연속공간구조 중심성 수용 중심성 부정

Gemäldegalerie, 
Berlin 

New National 
Gallery, Berlin

Guggenheim 
Museum, 
NewYork

Pompidou 
Center, Paris

[표 2-1] 박물관 공간구조의 유형분류 사례

단속공간구조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개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개개의 전시실들은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통해 공간적으로 명확하게 

분절되어 있다. 반면 연속공간구조의 질서는 공간을 통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따라서 연속공간구조의 관람  

동선은 서로 다른 차별화된 형태의 개별적인 경험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연속공간구조의 전시공간에서 관람객들은 단순히 주어진 지식을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지식의 해석과 생산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야기한 현대적 의미의 지식체계  

가 생산되는 방식과 같다. 즉 현대사회의 인간은 지식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해석하고 창조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가지며 따라서 그 결과물인 

지식은 절대적인 차원이 아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석된 임의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13) 

13) Foucault, Michel(1966), The Order of Things, New York: Vi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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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공간인 개실공간구조와 연속공간인 자유공간구조의 대비는 공간의 

배열이 가지는 관람동선의 다양성을 표현한다. 최윤경, 김재연(2002)의  

‘박물관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14)에 따르면 전시공간의 동선은 

정해진 전시순서에 의하여 한정된 전시물만 경험하는 강제분리방식과   

관람객이 스스로 찾아다니며 사고하는 자유통합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박무호(2005)15)의 연구에서는 전시공간 구조에 따라 동선을 

크게 강제순환방식(Forced Circulation Type), 선택형 순환방식(Selective 

Circulation Type), 절충형 순환방식(Combined Circulation Type)으로 

나타내었다. 강제순환방식(Forced Circulation Type)은 전시실과 전시실이 

연속적으로 연계된 평면구성에서 주로 사용되며, 엄격하고 제한적인 관람

동선으로 일방통행의 동선으로 배치된다. 이 유형은 매우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간구조를 보이며, 교육적인 주제전시에 적합하다. 선택형 순환방식(Selective 

Circulation Type)은 대공간이나 홀, 복도 등을 중심으로 개별전시공간이 

에워싼 경우나 개방형 평면구성의 경우로, 관람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름

대로 개실의 선택적 관람이 가능한 동선을 말한다. 이 유형의 관람객들은 

관람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는 패턴을 보이므로 주제나 내용의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전시에는 부적합하다. 절충형 방식(Combined Circulation 

Type)은 강제순환방식과 선택순환방식 두 가지 유형이 혼합되어 사용되는 

유형을 말한다. 전시의 맥락과 전시실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동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공간경험을 제공하는 장점

이 있다. 그러나 공간의 가독성과 전시내용의 이해력이 요구되어 경로안내 

및 전시설명이 필수적이다.16)

14) 최윤경, 김재연(2002), 박물관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6권 6호. p.51-57.
15) 박무호(2005),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p21.
16) 이성훈(2008),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pp.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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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시물의 유형과 배치

전시물의 형태, 크기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은 전시방법을 선택하고  

전시공간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전시물의 형태적 

차이 외에도 전시물의 제작년도, 제작방법, 감상방법 등과 같은 작품의  

장르도 전시환경에 영향을 준다. 전시물에 대한 분류는 다양한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분류 기준이 존재하나 형태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평면적 전시물과 

입체적 전시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먼저 박물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평면적 전시물의 연출 

방향을 살펴보면, 전시연출시 전시물의 위상학적 배치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한 방향에서의 시각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전시물의 속성에 기인한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평면적 

전시물은 전시물 간의 위상학적 배치를 기본으로 전시물의 장르와 속하는 

시대별로 적합한 전시분위기(벽면의 색, 채광의 방법 및 채광의 정도 등)

를 연출하여 관람객의 심미적 감상을 원활하게 도모하는 관점에서 총체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면적 전시물에서 주안점으로 삼는  

전시물의 위상학적 작품배치 원칙에 대하여 심상용(2000)은 ‘작품의 배치는 

관람객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우에 따라 가장 

중요한 작품을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전시 전체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고 언급하였다.17) 또한 Kali Tzortzi(2011)의 ‘Space: Interconnecting 

Museology and Architecture’ 연구에서는 퐁피두센터가 관람객의 접근이 

가장 쉬운 공간에 유명한 회화작품을 배치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18)

17) 심상용(2000), 그림 없는 미술관, 이룸, pp.159-160.
18) Kali Tzortzi(2011), Space: Interconnecting Museology and Architecture,
    The Journal of Space Syntax, Vol.2(1), pp.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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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전시물의 경우는 다양한 관람의 방향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또한 다방면에서 감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람동선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상대적으로 복잡한 배치전략을 필요로 한다. 정재훈(2008)19)의  

‘미술관에서 평면전시와 입체전시에 따른 관람행태의 변화’라는 연구에서는 

실제로 입체전시가 평면전시에 비해 다양한 관람행태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을 

규명한 바 있다. 입체적 전시물의 전시방식은 주로 벽부형과 아일랜드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면적 전시물 입체적 전시물

벽면회화 전시방식 벽부형 전시방식 아일랜드형 전시방식

[표 2-2] 전시물의 유형에 따른 전시방식

19) 정재훈(2008), 미술관에서 평면전시와 입체전시에 따른 관람행태의 변화, 한국실내디자인  
    학회논문집, 제17권 4호. pp.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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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시공간 인지에 따른 관람객의 관람진행 (임채진,윤성규,2009)

2.2. 관람행태

2.2.1. 관람객의 인지와 선택

관람객은 전시공간의 영역을 인지하고 움직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공간적 교류를 통해 주어진 지식을 습득한다. 임채진, 윤성규(2009)의 

‘관람객의 방문유형에 따른 전시환경 인지와 관람행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관람객이 전시공간을 경험하면서 지각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전시물에 대한 지각이고, 다른 하나는 

전시공간에 대한 지각이다.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관람객이 어떤 

사물을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0) 아래 [그림 2-3]은 전시공간 인지에 따른 관람객의 관람  

진행을 나타낸다.

관람객의 관람진행은 우선 전시환경 자극을 지각, 인지하여 관람동선을 

선택하며 이후 전시물을 지각, 인지하여 관람여부 및 관람방법을 결정하는 

단계를 가진다.21) 전시공간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를 지각하고 인지하는 

20) 국립중앙박물관(1995), 박물관 건축과 환경, 신유문화사.
21) 임채진, 윤성규(2009), 관람객의 방문유형에 따른 전시환경 인지와 관람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25권 제12호. pp.103-112.



15

이유는 관람동선을 선택하기 위한 자극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관람객이 

동선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안내책자, 사인체계, 전시해설사

와 같이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의 유무, 관람객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과 경험, 전시공간의 물리적 형태와 환경적 요인이 있다. 전시물을 

지각하고 인지하여 관람여부와 관람방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는 전시물의 물리적 속성, 전시정보의 수용 방식, 타 관람객과의 관계가 

있다. [그림2-4]는 윤성규(2010)22)의 ‘시지각 노출 상관성에 따른 전시공간 

분석 모델 제안 연구’에서 타 관람객의 영향을 받은 관람객의 관람행태를 

보여준다.

[그림 2-4] 관람동선의 형태와 관람진행 프로세스 (윤성규,2010)

22) 윤성규(2010), 시지각 노출 상관성에 따른 전시공간 분석 모델 제안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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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동선 선택과 관람여부의 선택 과정에서 타 관람객이라는 요소는  

관람동선의 선택과 관람속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공간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일정부분 유의미한 현상이다.

전시공간 내에서 관람객들은 전시물에 대한 관심에 따라 스스로 일정한 

경로를 선택하여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큐레이터와 디자이너가 구성하고 

계획한 동선체계에 의해 움직임이 통제되는 경우도 있다. 최준혁(2004)23)의 

‘박물관 실내공간에서의 관람동선 및 행태에 관한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경험을 결정하는 관람동선의 선택은 건축공간의 평면유형과 전시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전시공간의 구조는 관람객의 광역적 측면의 동선

흐름(global exhibition circulation)을 조장하는 반면, 전시물의 성격과 

배열 방식 등은 지엽적 측면의 동선흐름(local exhibition circulation)을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서 전시공간의 구조와 동선에서 설명한  

단속구조와 연속구조를 예시로 설명하면, 전시공간의 구조가 단속구조로 

기획된 경우 전시기획자의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속구조로 기획된 

경우 관람객의 의지와 선택이 주도하게 된다. 이는 전시공간의 구조적   

특질이 관람객의 동선선택에 영향을 주며 지식전달의 성격을 결정하는  

장치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2.2. 관람객의 심리평가

일반적으로 평가는 과학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여 주관적 개념을 넘어선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이루어진다. 즉 과학적 평가의 목표는 개념을 확인

하고 어떤 것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

하는 것이다.24) 이러한 평가에는 대부분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게 

23) 최준혁(2004), 박물관 실내공간에서의 관람동선 및 행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24) 이규황(2009), 미술관 전시공간의 관람만족도와 관람행태 상관성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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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 관람객의 심리평가 연구의 최초 사례는 벤자민 길맨

(Benjamin Gilman)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시진열장의 설계와   

진열방법을 원인으로 야기되는 관람객의 피로(Museum Fatigue)에 대한 

평가와 그 개선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전시공간에 대한 가치 평가연구의 접근방법은 대부분 관람객을 대상  

으로 한 심리평가 방식이 주를 이루며, 관람객과의 인터뷰 또는 질문서에 

답하도록 하는 설문조사 방법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치 평가의 판단은  

선호도와 만족도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람객의  

선호도 또는 만족도를 기준으로 수행한 연구로는, 상호작용론(interactionism) 

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모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심리평가 연구를 

수행한 미국의 Tompson(1993)2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연구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수로 정서, 인지, 행동 변수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 

흥미, 배움, 미적 경험 등과 함께 만족도를 설정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그는 관람객의 개인적 

특성과 박물관의 물리적 특성이 선호도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도 하지만 정서, 교류 등의 매개변수 등을 통한 미적 경험이나 배움 등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족도를 기준으로 수행한 대표적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카야마(中

山 豊)(1999)2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이용자의 만족도로 본 과학 

박물관의 건축 • 전시 계획에 관한 연구’에서 일본 내 총 15개 과학관의  

건축 • 전시 규모(총면적, 전시면적, 전시물 수)와 주요 부속시설, 전시형식

(참가형, 체험형 전시), 전시내용, 전시소프트 그리고 입지조건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25) Thompson, Donard. R (1993), Considering the Museum visitor: An  interactional
    approach to environment desig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26) 中山　豊(1999), 利用者の満足度よりみた科学博物館の建築・展示計画に関する研究,
    日本建築學會論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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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관람객 심리평가 관련 주요 선행연구 (이규황,2009)

그는 관람객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건축 • 전시 규모와 전시소프트 등의 

지표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상관도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시규모를 늘리거나 엔터테인먼트성이 

높고 전시의 갱신이 비교적 용이한 전시소프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27)

선행연구들의 접근방식에서는 심리평가라는 정성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객관적으로 일반화시키기 위해 표본을 수집하는 설문조사방법과   

이용자의 견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인터뷰방법이 병행

되어 사용된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5]는 이규황(2009)이 정리한 

심리평가 관련 주요 선행연구이다.

27) 이규황(2009), 미술관 전시공간의 관람만족도와 관람행태 상관성 분석,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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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관람객 관람행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이규황,2009)

2.2.3. 관람빈도와 관람밀도

미국의 에드워드 로빈슨(Edward Robinson)은 단순 집계대상으로 관람객을 

연구해 온 이전까지의 연구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의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시도한 연구자 중에 한 명이다. 1920년 로빈슨은 미국의 미술관들을 

대상으로 도면과 초시계를 이용하여 관람객이 미술관에서 소요한 전체  

시간을 측정하고 전시품을 보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동시에 관람객의 

이동패턴을 조사하는 추적조사 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28) 이를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는 로빈슨의 제자인 아더 멜턴

(Arthur Melton)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멜턴은 동선 추적조사를 통해 

미국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미술관에서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인자들을 조사하였다.29)

28) Robinson, Edward S(1928), The Behavior of the museum visitor, AAM Monograph,
    New Series No. 5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29) Melton, A. W(1935). Problems of Installation in Museum of Art, Washi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 New Serie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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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이미지 사례 (박무호,2005)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통해 개별적인 이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관람 

목적과 개인적인 성향 등에 따라 이동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러한 

패턴을 집적(集積)한 흐름으로 파악해 보면 공간에 대응하는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정체상태의 예측이라 할 수 있으며, 관람객 

움직임의 이용분포 측면을 대변할 수 있다.

 

관람객 동선추적 결과로는 관람빈도와 관람밀도를 추출할 수 있다. 위

[그림 2-7]은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한 사례 이미지이다. 집적된 관람객 

동선의 분포를 살펴보면 관람객이 방문하는 공간과 방문하지 않는 공간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관람밀도와 관람빈도에 대한 정의와 해석은 선행연구

마다 차이를 보인다. 최윤경(2011)30)의 연구에서 관람빈도는 얼마나 자주 

30) 최윤경(2001), 박물관 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7(3),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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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방문하였는지, 관람밀도는 각 공간을 몇 명이 방문하였는지  

해석하여 연구하였다. 박무호(2005)31)의 연구에서는 관람빈도는 자주 방문

하는 공간으로, 관람밀도는 반드시 방문하는 공간으로 해석하였다. 여러 

선행연구 해석에서는 관람밀도를 정의할 때 단순 방문객 수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단체관람객의 방문 같은 경우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 왜곡을 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관람 

빈도는 단위공간당 관람객 방문율이라는 값으로, 관람밀도는 단위공간당 

관람객의 관람 총 누적시간의 평균으로 해석하였다.

31) 박무호(2005),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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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공간의 정량적 공간분석 방법

3.1. 위상연계도

위상연계도는 공간구성을 체계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유용한 

기호로 제안한 것을 사용한 것이다. 즉 위상연계도는 공간의 구조와 공간 

간의 관계성, 연결성을 도식적으로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석방법이다.32) 아래 그림에서 a)와 b)는 하나의 공간만으로 구성된 예시

이다. 이 단위공간을 원으로, 개구부에 의해 이동 가능한 타 공간 혹은 외부 

공간과의 상호연결은 선으로 전환 개념화하여 공간 구조를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그림 3-1] 공간과 연결성, 외부공간의 개념 도식화 (박무호,2005)

그림에서 하나의 출입구를 가진 a)공간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성을 표현

하는 a)'로, b)공간은 두 개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어 두 개의 연결성을  

가진 b)'로 개념화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외부공간과의 연결성 개념은  

a)''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도식에서 기호상의 십자가는 외부공간을   

나타낸다. b)''는 공간 간의 연결이 두 군데 있음을 알 수 있다.

32) 박무호(2005).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 움직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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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연계도로 공간구조를 분석하면 연결고리와 선형의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33) 연결고리는 일련의 연속된 공간체계에서 한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 경로선택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즉 연결고리가 많을

수록 선택형 동선이 되는 것이다. 연결고리의 공간구조에서 이용자는 임의의 

시작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나친 경로를 다시 거치지 않고 시작점으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이에 반해 선형의 구조는 이미 방문한 공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나왔던 경로를 다시 되돌아가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그림 3-2]의 네 개의 단순화된 평면과 그 위상연계도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3-2] 공간구조 a), b), c), d)와 그 위상연계도 (Julienne Hanson,1998)

  

    

[그림 3-2]의 위상연계도를 분석해보면, 공간 간의 연결관계에 따라 a), 

b), c), d)의 상이한 공간구조의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a)공간구조는 

a)' 위상연계도 상에서 볼 때 공간적으로 연결고리를 하나도 포함하고 있지 

33) Julienne Hanson(1998), Decoding Homes and Hou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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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위상연계도 분석 사례 (노형래 외,2000)

않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경로의 선택이  

불가능하며 한 가지 방법만을 가지게 된다. 반면 b), c), d)의 경우 각 3, 

6, 1개의 연결고리를 갖는 구조로, 다양한 경로선택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위상연계도를 활용한 공간분석의 선행연구로는 노형래, 최윤경, 이명호

(2000)34)의 ‘권력의 공간화: 파놉티콘과 양진당’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상연계도를 통해 양진당의 공간구조와 그 공간의 사용자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양진당은 바깥마당으로부터의 공간의 깊이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부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가장 얕은 남자  

하인의 공간으로부터 가장 깊이 위치한 여자주인의 공간에 이르는 단계가 

분명히 구분되었다. 따라서 양진당은 남녀와 신분계급의 구분이라는 이분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공간이 구성됨을 알 수 있다.

34) 노형래, 최윤경, 이명호(2000), 권력의 공간화: 파놉티콘과 양진당,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6권 11호, pp.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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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간구문론: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위상학적 관계성을 정량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공간구문론(Space syntax)

은 1980년대 초반 영국의 런던대학교 바틀렛 건축학부의 빌 힐리어(Bill 

Hillier)와 줄리안 한슨(Jullienne Hanson)이 연구개발한 이론이다. 공간 

통사론이라고도 하며 문장을 이루는 언어학적인 원리를 공간 분야로 옮겨 

적용한 이론이다. 공간구조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 이용 패턴은 건물 이용자

들의 커뮤니케이션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힐리어는 이를 공간

구조가 지닌 사회적 속성이라 정의하고 공간구조가 사람들의 공간이용  

패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임을 제시하였다. 공간구문론의 접근 

방식은 기존의 개별 공간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을 보는 것보다는  

공간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위계적 분석을 통해 전체적인 공간구조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구문론은 분석의 기본이 되는 단위공간의 설정이 중요

하다. 단위공간의 설정은 공간을 노드(Node)와 엣지(Edge)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각 단위공간을 축선(Axial Line), 또는 볼록공간

(Convex Space)으로 작성하여 공간의 구조를 나타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간 상호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 공간을 

이용하게 될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공간구조를 가치중립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론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으며 해석의 차원이 다양한 접근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공간구조의 위상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다. 특히 분석 대상의 규모가 

커서 단위공간의 수가 많을 경우 정량적이고 통계적인 접근 방법은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35)

35) 이성훈(2008),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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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방법에는 볼록공간도(convex map)와 축선도(axial map)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는 분석대상의 공간조직을 볼록다각형의   

단위공간으로 분할하고 이 모든 단위공간들의 연결관계를 축선으로 설정

하는 것이다. 적용의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볼록공간도 분석방법은 

주로 건물의 내부에 주로 사용되고 축선도 분석은 외부공간, 특히 도시  

공간의 분석에 주로 사용된다.36) 아래는 축선도 작성방법과 축선도를   

사용한 공간구문론 분석의 예시이다.

[그림 3-4] 축선도 작성방법 (김정희,2009)

[그림 3-5] 축선도 적용 분석 사례 (김정희,2009)

36) 최윤경(2003),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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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공간(Convex Space) 방식은 공간의 단위를 일종의 폐구간으로  

닫힌 공간영역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각 볼록공간(Convex Space)은  

공간 내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그 공간 외부로 나가지 않는 공간으로서 

정의된다. 혹은 모든 내각이 180°를 넘지 않는 공간으로 정의해도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 특정 공간조직을 이러한 볼록공간(Convex Space)의  

조합으로 분해하고 연결하면 이를 볼록공간도(Convex Map)라고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볼록 공간의 정의를 도식화 해보면 [그림 3-6]과 같다. (a)의 

공간은 하나의 볼록공간(Convex Space)이며, (b)의 공간은 두 개의 볼록

공간(Convex Space)으로 나뉘어진다.

[그림 3-6] 볼록공간도 작성방법

[그림 3-7] 볼록공간도 적용 분석 사례 (구희정,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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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툴로는 서울대학교 도시건축공간분석연구소에서 개발한 S-cube 

3.0 Convex 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분석도면 작성, 

공간분석, 분석결과 출력 세 단계로 구성되며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

된다. 분석도면은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단위공간을 정리하여 볼록공간도로 

작성한 DXF파일을 불러와 사용한다. 공간분석은 단위공간 간의 연결 관계를 

분석하여 인접행렬을 만든 후, 이를 통해 공간구문론의 지표인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등을 구하는 과정이다. 분석결과로는 분석화면과 공간구문

변수값의 표로 출력된다.

[그림 3-8] 서울대학교 도시건축공간분석연구소에서 개발한
S-cube 3.0 Convex Analysis 

공간구문론 분석은 수학적 논리를 이용하여 공간 활용에 대한 예측을 

공간변수로 측정한다.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공간구문변수로는 연결도,   

통합도, 명료도, 통제도가 있으며 각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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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도(Connectivity)

연결도는 한 공간에서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의 수를 의미  

한다. 쉽게 말해 동선의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다. 특정 공간의 연결도는 

그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공간들의 개수로 표시된다. 따라서 높은 

연결도는 주변의 다른 공간들과 빈번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도는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변 공간과의 관계성만을 표시한다.

■ 통제도(Control Value)

통제도는 연결도에서 한 단계 확장된 개념의 변수로서 통제도가 높은 

공간은 주변 공간에 의해 보다 많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정 공간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주변 공간들과 그 주변 공간들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들까지를 포함해서 상호적인 관계로 표현된다.37) 쉽게 말해 

통제도는 공간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통제도가 높은 공간은 이웃 공간

으로 가기 위한 통로성이 높다는 것이며 동시에 주변 공간을 많이 통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공간이 n개의 주변공간과 연결  

되어 있다면 그 공간은 각각의 주변공간에 대해 1/n 만큼의 통제계수를 

제공한다. 따라서 통제계수가 높은 공간은 주변 공간에 의해 보다 많은  

다른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이 쉬운 것을 의미하지만 이 공간이 

다른 연결된 공간들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예를 들어 1:1로   

연결된 경우를 1로 볼 경우 하나의 공간에 2개가 연결된다면 통제도는 

1/2로 감소하게 된다.38)

37) 최윤경(2003),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38) 이성훈(2008),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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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통제도의 계산방식 (노형래,2000)

■ 통합도(Integration Value)

통합도는 위상중심도라고도 불리며 특정 단위공간으로부터 전체 공간 

조직에 포함된 다른 모든 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공간 전이단계의 

합계를 기본으로 계산된다. 특정 공간의 통합도가 높다는 것은 그 공간  

으로부터 다른 모든 공간으로 가는 데 많은 전이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낮은 통합도는 보다 적은 단계를 거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통합도는 공간 접근성에 대한 정도이다. 통합도 값이 

높을수록 그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음을 의미하며 공간구조 상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공간의 통합도는 그 공간에서 다른 모든 공간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나야만 하는 공간수의 평균값이며, 공간의 상대적 깊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RA(Relative Asymmetry)로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규모 및 형상의 차이를 보정한 RRA(Real Relative Asymmetry)의 값으로 

표현하며, 통합도는 RRA(Real Relative Asymmetry)의 역수(1/RRA)로 

계산되므로 값이 작을수록 통합도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39)

39) RA=2(MD-1)/(K-2) MD: 평균 깊이 K: 단위공간의 수(0<RA<1)
    RA값은 공간의 총 개수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RA개수에 따른 보정치값으로 나누어
    RRA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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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료도(Intelligibility)

 명료도는 위상인식도라고도 불리며 공간조직의 부분을 통해 전체공간의 

위상학적 체계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통합도와 연결도 간의 

상관계수를 통해 구하는 조직변수이다.

 

공간구문론을 사용하여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한 

최윤경, 권영환(2003)40)의 선행연구에서는 도시의 공간구조, 기능과 보행자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사동, 명동, 압구정동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별 특성을 분석하면 인사동은 전통적인 도시형태로 

자연발생적이고 유기적 형상을 가지는 곳이고, 명동은 과거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모하여 유기적형상과 격자체계의 혼합이 있는 곳이며,   

압구정동은 전형적인 근대의 격자체계를 갖는 곳이다. 세 곳 모두 중소  

규모의 상업시설이 밀집된 전형적인 소비공간이면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시공간구조와 보행자의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구하기 위한 

변수로 공간구문변수값, 1층 가로에 있는 상점의 수, 보행밀도를 설정하였

는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균통합도와 명료도 모두 인사동이 제일 낮다. 즉 공간구조가 상대적으로 

깊으며 공간구조 인식이 가장 어렵다고 해석한다. 압구정동은 인사동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며, 명동은 중간값을 가진다.

(2) 인사동과 명동에서는 공간구문변수값 중 통합도가 보행밀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으나 압구정동에서는 모든 공간구문변수값이 보행밀도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이는 압구정동의 대로와 패션의 거리라는 두 개의 가로가 

독자적 성격을 가져 보행자의 움직임을 왜곡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한다. 

40) 최윤경,권영환(2003), 도시 공간구조의 보행자 움직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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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행자의 움직임이 도시 공간구조에 의해서만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간이 가진 기능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3) 인사동과 명동은 통합도가 높은 가로에 보다 많은 상점이 위치하며 동시에 

더 많은 보행자가 관찰된다. 하지만 압구정동은 공간적 특질과는 전혀 무관한 

상점 분포를 가진다. 보행자들 역시 공간적 특질보다는 상점의 분포에 따라 

움직인다. 이는 압구정동이 공간적 특질과는 독립적으로 상점과 같은 공간 

외적인 유발인자의 영향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초공간적 

도시구조를 갖는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공간구문론이 가지는 한계점과 가능성이다. 공간

구문론은 공간에 대한 이해는 개별 공간이 가진 개체적 특성보다는 공간

조직 전체로서의 경험과 공간 상호간의 위상학적 관계성에 의해서 분석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량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로서 

제안된 이론이다. 각 단위공간은 그 크기나 형상에 관계없이 단순화되고 

도식화되었다. 공간이 가지는 크기, 장식, 빛, 재료 등의 특성들이 배제  

되어 그것들로 인한 감성적인 반응과 인식의 문제는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분석이 평면적으로만 이루어져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간구문론은 특정의 규칙이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기만 하면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한다는 식의 규범적 이론이 아니다. 어떠한 가치판단

의 근거도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위상학적 중심에 위치한 공간

이 그렇지 않은 공간보다 더 바람직한 공간이라든가 하는 판단을 도와주

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선행연구처럼 공간구문론이 제공하는 분석기준 이외에 다양한 관련인자 

및 요소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병행된다면 가치 판단의 근거가 마련

될 수 있다. 공간구문론이 갖는 가능성은 공간구문론이 다루는 공간의   

특질이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적용대상과 해석의 차원이 탈지역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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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사동 명동 압구정동

공
간
구
문
론
 
분
석

축선도

평균통합도 1.127
(구조가 깊다) 1.610 1.844

(구조가 얕다)

명료도 0.277
(인식이 어렵다) 0.734 0.907

(인식이 쉽다)

공간구조 소결 유기적형태의 
가로체계의 특질 혼합형 격자체계의 

전형적인 특질

상
관
도
 
분
석

보행-통합도 0.482 0.518 0.083

보행-연결도 0.438 0.390 0.125

보행-통제도 0.269 0.166 0.067

보행밀도와
공간구조 소결

보행자의 움직임은 공간구조 뿐 아니라 도시공간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통합도-상점분포 0.355 0.475 0.292

공간구조와 
상점분포 소결 인사동과 명동은 상호보완적이나 압구정동은 상충된다.

보행-상점분포 0.575 0.468 0.552
보행밀도와 

상점분포 소결 보행밀도는 상점의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표 3-1] 도시의 보행자 움직임에 관한 연구 요약

탈문화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간조직의 위상학적 특성을 계량적인 방식

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분석대상 상호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비교가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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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시성(可視性) 분석 이론

전시공간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 변화를 포함한 공간분석 방법론으로는 

가시(可視)영역(ISOVIST) 분석 이론, 시각적 접근과 노출(Visual Access 

and Exposure; 이하 VAE), 가시성 그래프 분석(Visibility Graph 

Analysis; 이하 VGA) 등과 같은 시지각(視知覺) 속성에 기반을 둔 공간분석

이론이 있다.

3.3.1. 가시영역(ISOVIST) 분석 이론

가시영역 분석 이론은 베네딕트(M. Benedikt)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건축 공간에서의 인지와 지각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던 베네딕트가 스칼라장(Scalar field)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

형태에 관한 정량적 분석을 제안한 이론이다.41) 가시영역(Isovist Field)은 

공간 내에서 정해진 위치로부터 시각적 차폐물, 즉 주위의 벽면, 기둥, 보, 

천정 등과 같은 물리적인 입체요소에 의해서 정의되고, 각 단위공간 또는 

단위축상의 모든 가능한 위치로부터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유효한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가시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동 및 지각은 이러한 

주위의 시각적 차폐물의 형상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관찰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모든 주변 환경을 가시영역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물리적 구조가 같다하더라도 관찰자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라 가시영역이 변화한다. 가시영역은 항상 단일의 닫힌 다각형

의 형태를 지니는데, 이는 임의의 공간 내의 특정 관찰 지점에서 보이는 

공간의 다면체를 상정하고, 그것을 수평으로 자른 것과 같다.

41) Benedikt, M. L.(1979), To Take Hold of Space: Isovists and Isovist Fields.
    Environment and Planning B, 6(1), pp.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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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위치별 가시영역의 표시 개념 (Batty,2001) 

[그림 3-11] 가시영역(ISOVIST) 분석 사례 (구희정,2000)

가시영역 분석 이론은 공간 환경의 다양한 지점을 기반으로 그 공간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가능한데, 이는 정량화된 시각량의 산정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간 내 임의의 시점에 대한 국부적인 속성

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시점과의 공간 전체적인 관계성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가시영역 분석 이론은 단독으로 

연구에 사용되지 못하고 다른 공간분석 이론들과 병행하여 연구가 진행 

되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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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시각적 접근과 노출(VAE) 이론

시각적 접근과 노출(Visual Access and Exposure; 이하 VAE) 이론은 

가시영역 분석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 아치(Archea, J. C.)42)에 의해 제안된 

이론이다. 공간 내의 한 지점이 다른 지점을 보거나, 다른 지점으로부터 

보일 수 있는 정도를 정량화하여 해당 공간의 분석 지표로 활용하는 분석 

기법이다. 주요 지표인 시각적 접근(Visual Access)은 개인이 공간 내의 

한 위치에 서서 그 주변을 시각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하며, 시각적 노출(Visual Exposure)은 그 사람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될 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시각적 접근과 노출 이론의 분석 방법은 임의의 공간 내에 동일한 간격의 

격자점을 설정한 후, 좌우 15°씩 총 30°의 제한된 시야각을 설정한다.   

임의의 한 점에서 공간 내의 다른 한 점을 바라볼 때 [그림 3-12]와 같이 

제한된 시야각에 들어오는 모든 격자점 중, 시각적 차폐물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격자점을 제외하여 기록한다. 비슷한 개념의 가시영역(ISOVIST)   

분석 이론과는 달리 각 격자점들 간의 시각적 관계성에 의해 분석지표가 

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각적 접근과 노출 이론은 인간의 시지각

에는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없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각적 장애물과 그 위치만을 변인으로 다루며 그 이외의 모든 

요소는 배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43) 또한 시점의 설정과 시각 대상에 

대한 예측의 객관성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42) Archea, John. C.(1984), Visual Access and Exposure: An Architectural Basis
    for Interpersonal Behavior, PH.D.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43) 최진석(2016), 공간 체험 요소와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
    활성화 방안: 관람자 신체의 운동 활성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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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시각적 접근과 노출의 분석방법 (이기완,2011)

  

[그림 3-13] VAE 분석 사례 (김민영,2017)

   

3.3.3. 가시성 그래프 분석(VGA) 이론

가시영역 분석 이론을 공간구문론에 적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구된  

가시성 그래프 분석(Visibility Graph Analysis; 이하 VGA)이론은 영국 

바틀렛 건축학교 가상현실연구소의 터너(Turner)와 펜(Penn)에 의해 공간적 

구조에 있어 시야개방성과 접근성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 

된 이론이다.44) 분석 방법은 가시성 그래프에 공간구문론의 핵심개념인 

44) Turner, A., Doxa, M., O`Sullivan, D. & Penn, A.(2001), From Isovists to 
Visibility Graphs: a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architectural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B, 28(1),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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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depth)를 사용하여 공간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즉 한 점과 다른 점이 

단 하나의 링크로 연결되면 깊이 ‘1’이 되며, 몇 개의 점를 거쳐서 각 격자에 

접근할 수 있는가를 측정한다. 따라서 물리적 거리가 아닌 오로지 시각적 

연결관계만이 중요하다. 즉, 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이동할 때 

발생하는 물리적 노력이 아닌 이동에 필요한 추가정보의 습득 여부라는 

전제를 가진다.45)

[그림 3-14] 시각영역의 중복과 그래프의 작성 (Turner. A.,2001)

[그림 3-15] VGA 분석 사례 (윤성규,2010)

45) 최진석(2016), 공간 체험 요소와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소규모 미술관의 실내공간 
활성화 방안: 관람자 신체의 운동 활성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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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에서 (a)는 시각적 연결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그러나 (b)의 

경우 A와 B의 점이 시각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A와 B는 C라는 매개로 

하여 연결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A에서 B까지의 시각적 공간의 깊이는 

‘1’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c)와 같이 평면상에서 존재하는  

각 점들의 시각적 연결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공간의 시각적 연결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46) 

가시성 그래프 분석(VGA) 이론은 가시성의 개념으로 단위 공간인 격자들 

간의 연결관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가시영역(ISOVIST) 분석 이론이나 

시각적 접근과 노출(VAE) 이론에서와 같은 분석지표의 국지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가시성 그래프 분석 이론은 공간구문론과 동일하게   

공간의 깊이 개념의 연결 관계와 시각적 위상구조를 분석한다. 따라서 공간

구문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46) 김석태(2008), 건축구조공간의 다차원적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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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상지 분석

4.1. 개요

<국립민속박물관>은 1946년 국립민족박물관으로 개관한 이래, 한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조사, 연구,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전시와 보고서, 강연회 

형태로 공개하여 왔다. 해마다 200만여 명이 찾는 한국의 대표 생활문화

박물관으로서 한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와 

교육의 중요한 장소이다. 한국인의 삶을 표현하는 공간이자 민속자료의  

집합체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곳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인, 한국사회, 한국문화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문화공간이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속자료의 수집, 전시, 연구, 

사회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도 증가

하면서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3개의 상설전시실과 2개의 기획전시실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공간구조는 기획전시실을 가운데에 두고 둘러진 

통로를 통해 제1, 제2, 제3전시실을 순서대로 방문할 수 있는 구조이며  

따라서 동선은 순환형 동선을 가진다. 3개의 상설전시실은 한국인의 하루

(아침-낮-밤-근현대), 한국인의 일상(봄-여름-가을-겨울), 한국인의 일생

(출생-교육-관례-혼례-가족-출세-풍류-회갑-치유-상례-제례)이라는 서사적 

전개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제1, 제2, 제3전시실은 동일한 전시목적, 같은 유형

의 전시물, 비슷한 규모의 전시면적, 같은 방문자라는 공통점을 가지나 세 

전시실이 서로 다른 공간구성을 가지고 있어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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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국립민속박물관 시설안내

[그림 4-2] 국립민속박물관의 연결도, 통합도, 통제도(왼쪽부터) 

[그림4-2]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체 공간구조를 공간구문론으로 분석한 것이다. 

기획전시실을 중심으로 복도를 돌며 각 전시실에 출입하는 순회형 동선의 

특성대로 복도공간의 연결도와 통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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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화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립민속박물관을 방문 조사하여 현장

방문 시점의 공간구조 및 전시현황을 평면도의 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전시실의 전시내용과 공간배치, 전시물을 조사·기록하였다.

(1) 제1전시실

제1전시실(한국인의 하루)의 전시내용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조선 

후기 이후 한국인의 하루 일상을 보여준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마을 안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하루’라는 시간 속에 

각자의 생업에 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소한 삶을 전시하였다. 새벽 

세수로 잠을 깨며 몸가짐을 고르던 선비, 농사를 짓는 농부와 공방에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장인, 우물가에서 물을 긷고 냇물에 빨래하는 여인,  

들판에서 뛰노는 아이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저녁상을 준비하는 아낙의 

모습에서 하루를 열고 마무리하는, 낯설지 않은 우리네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시실은 계절을 맞이하고, 함께 나며, 보내는 한국인의 순환적 

일상을 반영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변한다. 특히,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전통 사회의 일상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근현대의 하루를 소개

하는데, 시간을 넘어 변하지 않는 ‘하루’가 지닌 일상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큐레이터 인터뷰에 

따르면 제1전시실의 전시공간 디자인은 배산임수의 지리적 풍경을 벽의 

산맥 그림과 우물 전시콘텐츠, 바닥에 쏘는 냇가 영상으로 담았다고 한다. 

또한 항아리와 농사기구 콘텐츠가 있는 공간은 마당의 ‘비움’을 개념을  

담고자 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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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평면도 제1전시실 조닝

아침 낮 저녁 근현대

[표 4-1] 제1전시실 전시평면과 전시현황

(2) 제2전시실

제2전시실(한국인의 일상)에서는 1년 주기로 반복되는 농경생활과 사계

절의 변화에 맞춰 삶을 살아온 조선시대(1392~1910) 사람들의 생활상을 

전시하고 있다. 살기 좋은 곳에 터를 잡은 한국의 마을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온 최소 단위의 생활공간이다. 이 터에서 가꾸어온 사람들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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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봄·여름·가을·겨울의 차례로 볼 수 있고, 아울러 마을과 마을, 사람

과 사람, 물자와 물자를 서로 연결해주는 문화와 교역의 장(場)인 시장에

서는 한국인의 일상 전반을 볼 수 있다. 사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현상에 

맞추어 살며 만들어낸, 농경세시를 바탕으로 한 생업·의식주·공예 등의  

다양한 일상 모습을 전시하고 있다.

제2전시실 평면도 제2전시실 조닝

마을의 형성 봄 여름 여름

시장 가을 겨울 나가며

[표 4-2] 제2전시실 전시평면과 전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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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전시실

제3전시실(한국인의 일생)에서는 조선시대(1392~1910) 양반 사대부 집안

의 개인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주요한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 

‘출생-교육-관례-혼례-가족-출세-풍류-회갑-치유-상례-제례’라는 서사적 

전개에 따라 전시공간이 구성되어있다. 조선시대 유교 이념에 따라 아들을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는 출생과 교육의 전시내용으로 전시가 시작된다. 

남자는 20세에 관례를 하고 여자는 15세에 계례를 치러 어른으로 인정  

받았으며 혼례를 치러 가족을 구성하였다. 남자는 과거를 봐서 관직에   

나가고, 여자는 안주인으로 집안 살림을 관장하였다. 죽음에 따른 가족의 

슬픔은 삼년상(三年喪)이라는 상례(喪禮)를 치르면서 극복하고, 돌아가신 

조상은 사당에 모시고 제사(祭祀)를 지냄으로써 자손의 번창과 친족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전시를 통해 볼 수 있다. 한국인을 일생을 축약한 

만큼 세 전시실 중 전시 내용이 가장 많은 전시실이다. 현장 방문을 할 때 

마다 외국인 단체 관람객으로 항상 붐비는 전시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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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시실 평면도 제3전시실 조닝

출생 교육 관례 혼례

가족 출세 풍류 회갑

치유 상례 제례 기증자의 벽

[표 4-3] 제3전시실 전시평면과 전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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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제1전시실 위상연계도

4.2. 위상연계도 분석

국립민속박물관 세 전시실 공간구성의 특성과 공간구조의 깊이를 알아

보기 위해 위상연계도 분석을 한다. 박물관 건축의 규모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의 경우에는 분석 단위공간을 ‘대공간 / 매개공간 / 전시

공간 / 휴게공간’과 같이 구분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 규모를 전시실 

내의 전시공간으로 한정한다. 단위공간의 설정은 공간 내의 두 점을 연결

하는 선이 그 공간 외부로 나가지 않는 공간을 기본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선이 변하는 공간과 함께 전시내용의 조닝(Zoning)이 변하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음은 각 전시실 별 공간구조와 공간 간의 관계성, 

연결성을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낸 위상연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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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제2전시실 위상연계도

[그림 4-5]  제3전시실 위상연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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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의 세 전시실을 위상연계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전시실과 2전시실은 동일한 공간의 깊이와 비슷한 연결고리의 

수를 가졌다. 두 전시실 모두 연결고리의 절반 이상이 아일랜드형 전시  

진열장 때문에 발생하였다. 제1전시실에서는 같은 전시주제로 구성된 전시

공간 일부를 건너뛰는 것을 제외하면 전체 관람동선은 반드시 ‘도입-아침

-낮-저녁-근현대’의 서사 순으로 관람하게 되는 강제형 동선을 가진다.  

그러나 제2전시실은 단위공간 7개로 이루어진 큰 연결고리 때문에 전체 

동선에서 전시주제가 갈림길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관람객의 

관람방향 선택에 따라 ‘도입-봄-여름-시장-가을-겨울’의 서사 대신 ‘도입-

봄-여름-가을-겨울’로 ‘시장’ 전시내용을 전체 생략한 관람을 할 수 있는 

선택형 동선을 가진다. 세 전시실 중 제3전시실의 연결고리가 가장 많았

으나 공간의 깊이는 9단계로 가장 낮았다. 연결고리의 대부분은 아일랜드형 

전시진열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같은 전시주제의 전시공간의 관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또한 전체 동선에서도 관람여부에 따라  

여러 가지 동선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2전시실처럼 갈림길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전시공간의 구획이 연속형 평면에 가까워 어느 

동선을 선택해도 전시실 전체를 둘러보고 나오는 동선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뒷장에 나오는 공간구문론 분석에서 제3전시실의 명료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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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간구문분석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실 내 공간조직의 위상학적 관계성을 확인하고   

공간구조를 정량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공간구문론을 사용하여 세 전시실

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전시실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동선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분석의 기본이 되는 단위공간은 전시실 내부 전시

공간으로 한정하여 구획하였다.

공간구문론 분석 방법으로는 볼록공간도(Convex map) 방법을 적용하여 

공간 내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그 공간 외부로 나가지 않는 공간을  

기본으로 설정하였다. 앞선 위상연계도의 단위공간 설정과 마찬가지로   

동선이 변하는 공간과 함께 전시내용의 조닝(Zoning)이 변하는 공간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위공간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제1전시실은 24개의 

단위공간, 제2전시실과 제3전시실은 각 26개의 단위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쉬운 공간 확인을 위해 각 단위공간의 대표 전시물 또는 전시내용을 단위

공간의 이름으로 설정하였다.

공간구문분석 툴로는 서울대학교 도시건축공간분석연구소에서 개발한 

S-cube 3.0 Convex Analysis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현장방문 후 기록한 

평면도에 볼록공간도로 작성한 단위공간을 프로그램에서 불러오고, 단위  

공간 간의 연결선을 그어 관계성을 설정한다. 분석결과로 분석화면과 공간

구문변수값의 표를 얻는다. 분석화면은 단위공간의 공간구문변수값이 클수록 

붉은색을, 작을수록 푸른색을 띄는 색상으로 표시되어 가독성이 좋다.

공간구문분석을 통해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명료도를 추출하여 각 공간

구문변수값이 높은 단위공간은 어느 곳인지, 어떤 전시내용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각 전시실 별 공간구문분석을 정리한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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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공간구문분석

통합도 통제도

연결도 명료도

[표 4-4] 제1전시실 공간구문분석

 

제1전시실에서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전시 중반부이며, 전시주제는 ‘낮’

으로 노동의 시간을 표현하는 농사기구와 장인의 가구 진열장을 지나는  

통로공간이다. 이 공간은 담당 큐레이터 인터뷰에 따르면 마당의 콘셉트로 

비워둔 공간이다. 따라서 전시물의 수가 매우 적었다. 통제도는 전시 후반부 

‘저녁-근현대’를 잇는 공간이 가장 높았으며, 연결도는 ‘아침-낮’을 잇는  

공간과 ‘저녁-근현대’를 잇는 공간이 높았다. 두 변수 모두 전시주제가 변화

하는 공간의 변수값이 높았다. 명료도는 0.192로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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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전시실 공간구문분석

통합도 통제도

연결도 명료도

[표 4-5] 제2전시실 공간구문분석

제2전시실에서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전시 중반부 ‘여름’에서 ‘가을’ 혹은 

‘시장’의 주제로 갈림길에 놓인 통로공간이었다. 이 공간은 연결도 또한 

높았다. 통제도와 연결도가 높은 공간은 모두 전시 후반부의 통로공간이었

으며, 명료도는 0.187로 세 전시실 중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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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시실 공간구문분석

통합도 통제도

연결도 명료도

[표 4-6] 제3전시실 공간구문분석

제3전시실에서 통합도가 높은 공간은 아일랜드형 전시물로 동선이 나뉘

어지는 전시 중반부의 ‘출세’ 공간이었다. 통제도가 높은 곳은 전시 초반과 

후반의 통로공간이었으며, 연결도가 높은 곳들도 대부분 통로공간이었다. 

명료도는 0.611로 세 전시실 중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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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단위공간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단위공간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단위공간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1 해시계 1 0.250 0.395 장승 1 0.333 0.377 출생 1 0.500 0.588

2 아침 4 1.917 0.475 영상통로 3 1.583 0.445 윤리 2 1.200 0.773

3 전시1 3 0.700 0.563 농사1 3 1.083 0.445 통로 5 2.333 1.089

4 전시2 4 1.117 0.569 농사2 2 0.667 0.439 서당 1 0.200 0.754

5 선비 3 0.700 0.563 갯벌 3 1.083 0.516 혼례 3 0.650 1.069

6 통로1 5 1.667 0.690 작은통로 4 1.333 0.525 가마 4 0.983 1.089

7 통로2 2 0.700 0.545 나물 3 1.083 0.612 통로 4 0.900 1.434

8 우물 2 0.750 0.609 여름도입 2 0.833 0.700 관직 4 1.150 1.589

9 빨래 4 1.367 0.797 강,바다 2 0.833 0.794 출세 5 1.650 1.589

10 시 3 0.917 0.849 여름옷 3 1.250 0.891 가정교육 2 0.700 1.014

11 통로3 3 1.333 0.878 낮잠 2 0.667 0.708 가족 2 0.700 0.948

12 항아리 2 0.667 0.740 베짜기 3 1.083 0.744 쌍륙 2 0.700 0.980

13 농사 3 1.083 0.719 통로 4 1.500 0.948 풍류1 2 1.000 0.717

14 가구 2 0.833 0.849 시장1 3 0.917 0.763 판소리 2 0.700 0.980

15 감사 2 0.700 0.797 시장2 3 1.000 0.668 한약 2 0.400 1.089

16 부엌1 5 3.333 0.729 한옥문 3 1.000 0.726 굿 1 0.200 0.964

17 통로4 2 1.200 0.569 집수리 1 0.333 0.525 회갑 5 2.283 1.589

18 부녀자 1 0.200 0.557 사랑방 3 1.667 0.668 상여 3 1.033 1.109

19 조명 1 0.500 0.458 집모형 3 0.917 0.676 상례 2 0.667 0.794

20 밤 1 0.200 0.557 마루 1 0.250 0.525 제례 3 1.333 0.625

21 근현대 3 1.700 0.595 사냥 3 1.083 0.763 기증자 2 0.667 0.619

22 통로5 1 0.333 0.475 산대놀이 2 0.583 0.840 상여통로 3 1.167 0.805

23 출구 1 0.500 0.401 통로 4 2.000 0.668 가족2 2 1.000 0.773

24 통로6 2 1.333 0.484 곳간 3 2.250 0.544 남여 2 0.450 1.130

25 메주 1 0.333 0.445 통로 5 1.533 1.434

26 김치 1 0.333 0.445 악기 5 1.900 1.547

평균 2.5 1 0.619 평균 2.538 1 0.631 평균 2.846 1 1.042

[표 4-7] 세 전시실의 공간구문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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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관람빈도와 관람밀도

관람빈도와 관람밀도를 추출하기 위해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실시  

하였고 다음과 같은 관람객 조사가 수행되었다. 우선 관람객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국립민속박물관 전체 공간 중에서 제1, 제2, 제3전시실로만 한정 

하였다. 조사일시는 2019년 10월 주중, 평일 오후 2-5시 사이이며 조사대상 

관람객은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이 연구는 

관람객의 자발적인 공간적 경험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임으로  

무리를 이루는 단체관람객과 전시해설가에 의해 경로선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방법은 관람객 한 명을 따라 다니며 이동경로를 평면도에 기록하는 

것이며, 동시에 관람시간을 측정하였다. 관람시간의 측정은 관람객이 전시물을 

바라보며 전시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이며 다른 관람객과의 대화나 멈추어 

다른 행동을 하는 등 관람에 집중하지 않는 시간은 제외하였다. 제1, 제2, 

제3전시실 각 15명의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전시실 평면도에 

관람객의 이동경로를 오버랩한 자료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공간별 

관람빈도와 관람밀도를 추출하였다. 관람빈도는 관람객들이 각 단위공간을 

얼마나 공통적으로 방문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관람률을 의미하며, 관람밀도는 

단위공간당 관람객 관람시간의 평균을 관람객 수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관람빈도를 살펴보면 관람객이 방문하는 공간과 방문하지 않는 공간을 알 수 

있다. 관람밀도를 통해서는 어느 단위공간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는지, 

즉 전반적인 관람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4-6], [그림 4-7],  

[그림 4-8]은 세 전시실을 대상으로 관람동선 추적조사 후 관람객의 이동  

경로를 오버랩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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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제1전시실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제1전시실은 선택할 수 있는 동선이 가장 적은 만큼 관람객의 관람패턴이 

대부분 겹치는 모습이다. 제2전시실은 ‘여름-시장-가을’ 또는 ‘여름-가을’의 

갈림길에서 관람객의 동선이 나누어지며, ‘여름-시장-가을‘의 동선을 선택한 

관람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제3전시실은 선택할 수 있는 동선이 

많은 만큼 입구와 출구 부분을 제외하고 다양한 이동경로의 패턴을 보인다.



57

[그림 4-7] 제2전시실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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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제3전시실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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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단위공간 관람빈도 관람밀도 단위공간 관람빈도 관람밀도 단위공간 관람빈도 관람밀도

1 해시계 100 18.12 장승 100 40.82 출생 100 28.13

2 아침 100 11.65 영상통로 100 16.14 윤리 100 10.43

3 전시1 66.6 17.35 농사1 86.6 21.85 통로 100 3.25

4 전시2 53.3 36.74 농사2 73.3 19.95 서당 26.6 44.18

5 선비 86.6 33.48 갯벌 73.3 14.91 혼례 93.3 24.75

6 통로1 100 15.81 작은통로 26.6 4.50 가마 93.3 10.04

7 통로2 6.6 2.50 나물 100 10.29 통로 20 10.56

8 우물 6.6 3.30 여름도입 100 10.55 관직 66.6 24.57

9 빨래 100 23.77 강,바다 100 24.59 출세 66.6 26.02

10 시 20 14.20 여름옷 100 21.98 가정교육 80 22.28

11 통로3 6.6 5.80 낮잠 60 10.83 가족 53.3 13.80

12 항아리 93.3 27.59 베짜기 60 28.50 쌍륙 60 25.51

13 농사 93.3 28.21 통로 73.3 9.89 풍류1 60 14.83

14 가구 100 22.55 시장1 66.6 68.60 판소리 60 10.76

15 감사 100 18.03 시장2 40 25.42 한약 60 33.97

16 부엌 100 13.92 한옥문 100 7.18 굿 46.6 33.01

17 통로4 20 0.53 집수리 46.6 45.77 회갑 100 22.88

18 부녀자 80 35.26 사랑방 100 14.43 상여 100 29.09

19 조명 20 22.70 집모형 100 38.71 상례 86.6 19.02

20 밤 53.3 77.65 마루 93.3 29.40 제례 86.6 17.92

21 근현대 100 15.95 사냥 53.3 18.69 기증자 100 14.00

22 통로5 33.3 15.44 탈놀이 40 35.10 상여통로 13.3 2.65

23 출구 100 3.20 통로 100 10.57 가족2 53.3 10.11

24 통로6 66.6 5.57 곳간 100 15.42 남여 33.3 1.04

25 메주 40 22.32 통로 73.3 3.51

26 김치 100 19.31 악기 86.6 30.84

[표 4-8] 관람빈도와 관람밀도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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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1차 상관도 분석 지표

5. 관람행태의 상관도 분석

5.1. 관람행태와 공간구문변수 상관도 분석

공간구문론은 공간 상호간의 연결 관계를 통해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공간을 이용하게 될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다. 공간구문론을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통합도가 높은 곳은 보행밀도가 높다는 상관관계가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립민속박물관을 공간구문론

으로 분석하여 얻은 공간구문변수값과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를 통해 추출한 

관람행태에 관한 지표인 관람빈도와 관람밀도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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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에서 보행밀도와 통합도가 비례하는 것이 적용된다면 통합도가 

높은 공간에 관람객이 많이 다닐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큐레이터

가 많이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물 혹은 중요한 전시공간을 통합도가 높은 

공간에 배치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4장 대상지 분석에서 구한 세 전시실의 공간구문변수값과 

관람행태 지표인 관람빈도, 관람밀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

관계분석은 두 변인 X와 Y 간 관계를╶1과 +1 범위 내에서 설명한다.  

상관계수가 +값이면 양의 상관관계를, 상관계수가 -면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두 변인 간 관계 강도는 0과 1 사이의 통계량으로 설명하며,  

0은 두 변인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고 1은 두 변인 간에 완벽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0.5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한다.47)

국립민속박물관의 세 전시실 모두 공간구문론의 보편적 결과인 통합도와 

보행밀도가 비례한다는 결과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공간구문변수값 모두 

일관성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최윤경(2003)48)은 박물관 전시

공간에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관람동선의   

특성을 들었다. 관람동선이나 순서에서 선택적 여지가 없는 결정모델 전시

공간의 경우는 관람객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방식으로 통제되는 것이며,  

따라서 보행밀도를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공간의 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움직임은 잠재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확률모델의 관점에서 공간조직의 구성적 특성을 

이용하여 관람객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표 5-1]과 [그림 5-2]는 1차 상관도 분석 결과이다.

47) 류성진(2013), 커뮤니케이션 통계 방법, 커뮤니케이션북스.
48) 최윤경(2003),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62

[그림 5-2] 관람행태-공간구문변수 상관계수 그래프

구분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제1전시실
관람빈도 0.275 0.254 0.034

관람밀도 -0.126 -0.308 0.012

제2전시실
관람빈도 0.009 0.257 -0.057

관람밀도 -0.359 -0.430 0.004

제3전시실
관람빈도 0.244 0.393 -0.015

관람밀도 -0.249 -0.292 0.055

[표 5-1] 관람행태-공간구문변수 상관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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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빈도와 공간구문변수값의 상관관계는 대부분이 양의 상관관계이며 

상관도가 매우 낮았다. 관람밀도와 공간구문변수값의 상관관계는 대부분이 

음의 상관관계이며 상관도가 낮았다. 관람밀도와 공간구문변수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었지만 연결도, 통합도와의 상관도에 비해 통합도와 관람밀도의  

상관도가 조금 높게 나온 편이었다. 특히 제2전시실 통제도와의 상관도가 

–0.430으로 다른 두 전시실에 비해 높게 나왔다. 이는 제2전시실이 가지는 

갈림길의 선택형 공간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1차 상관도 분석에서 공간구문변수값과 관람행태가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공간만을 분석하는 공간구문론의 한계점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윤경(2003)49)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도시가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해 보았을 

때 통합도와 보행밀도가 비례하지 않게 나온 경우, 도시가로의 상점이   

보행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보행밀도 왜곡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원인을 

파악했다. 마찬가지로 전시공간의 경우에도 전시물이라는 관람유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행밀도와 통합도의 비례가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러므로 전시물에 대한 고려를 보완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49) 최윤경(2003),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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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2차 상관도 분석 지표

5.2. 관람행태와 전시물 지표의 상관도 분석

앞선 실험에 의하면 전시공간구조의 위상학적 특성이 관람행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관람객의 보행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전시환경의 요소를 고려하여 실험할 필요성이 있다. 보행자

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간 이외의 특징을 배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간의 구성적 특질만으로 보행자의 움직임 혹은 공간적 

분포가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윤경, 권영환

(2003)50)의 선행연구에서는 통합도가 높은 공간에는 보다 많은 유발요인들이

50) 최윤경, 권영환(2003), 도시 공간구조의 보행자 움직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1),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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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관람객 설문조사 답안지 예시

위치하고 있기에 많은 보행밀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보행을 유발하는 요인인 전시물 지표로 전시물의 규모와 인상

깊은 정도(이하 인상도)를 설정하였다. 전시물의 규모는 큐레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람객이 관심을 갖는 전시물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규모가 큰 전시물이라고 답한 것에 착안하였다. 또한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 인상깊은 전시물 또는 공간을 표시한 데이터값을 통계로 작성하여 

인상도로 규명하고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전시물이 관람밀도에 미친 영향, 

공간구조와 인상깊은 것의 상관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시물의 규모의 경우 전시진열장의 정면  

가로길이의 합을 사용하였다. 아일랜드형의 경우 4면의 가로길이를 더하였다. 

관람객 설문조사는 국립민속박물관 제1, 제2, 제3전시실을 모두 관람한  

불특정 다수로 3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인상깊은 전시물을 5곳 기입하도록 

설문하였지만, 전시물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뒷면에  

첨부된 간략한 도면 위에 인상깊은 전시물이 있던 곳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림 5-4]는 설문답안지의 예시이며, [표 5-2]는 설문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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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단위공간 전시규모 인상도 단위공간 전시규모 인상도 단위공간 전시규모 인상도

1 해시계 60 1 장승 1600 4 출생 1040 2

2 아침 960 0 영상통로 1300 2 윤리 310 0

3 전시1 180 0 농사1 1680 2 통로 0 0

4 전시2 160 0 농사2 930 1 서당 2500 9

5 선비 720 10 갯벌 1000 1 혼례 1450 17

6 통로1 480 1 작은통로 0 0 가마 1380 3

7 통로2 0 0 나물 660 0 통로 600 0

8 우물 180 0 여름도입 720 9 관직 1230 1

9 빨래 550 13 강,바다 2080 5 출세 1230 3

10 시 180 0 여름옷 2340 10 가정교육 530 1

11 통로3 0 0 낮잠 500 0 가족 1080 3

12 항아리 420 9 베짜기 1250 7 쌍륙 480 5

13 농사 1140 3 통로 0 0 풍류1 660 0

14 가구 760 9 시장1 2250 7 판소리 540 0

15 감사 830 2 시장2 1180 5 한약 1790 3

16 부엌 720 10 한옥문 300 4 굿 1030 1

17 통로4 0 0 집수리 1560 2 회갑 440 3

18 부녀자 740 6 사랑방 1050 6 상여 2460 14

19 조명 240 1 집모형 550 4 상례 1260 1

20 밤 2060 12 마루 1350 2 제례 1090 2

21 근현대 550 12 사냥 1330 3 기증자 2440 0

22 통로5 1060 0 탈놀이 330 0 상여통로 0 0

23 출구 630 0 통로 400 0 가족2 430 1

24 통로6 960 0 곳간 500 1 남여 550 0

25 메주 1000 7 통로 0 0

26 김치 1200 9 악기 1620 10

[표 5-2] 전시물의 규모와 인상도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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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물의 규모의 단위는 cm이며, 인상도는 해당 단위공간을 선택한  

관람객의 수이다. [표 5-3]과 [그림 5-5]는 2차 상관도 분석 결과이다.

 

구분　 인상도 전시물의 규모

제1전시실
관람빈도 0.482 0.376

관람밀도 0.557 0.637

제2전시실
관람빈도 0.207 0.165

관람밀도 0.257 0.583

제3전시실
관람빈도 0.228 0.179

관람밀도 0.561 0.667

[표 5-3] 관람행태-전시물 지표 상관도 분석

[그림 5-5] 관람행태-전시물 지표 상관계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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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세 전시실 모두 전시물의 규모와 관람밀도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상관도가 높았다. 즉 관람밀도는 전시물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인상도의 경우 제1, 제3전시실만 관람밀도와 높은 상관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1차 상관도 분석에서도 제2전시실만 예외가 되었는데, 

이는 제1,3전시실과 확연히 다른 갈림길의 선택형 동선 공간구조 영향  

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추가로 전시물 지표가 공간의 위상학적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공간구문변수와의 상관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도가 높은 곳에 

인상깊은 것이 있었을 것이란 예상을 하였지만, 전시물의 지표와 공간구문

변수값은 서로 상관도가 매우 낮았다.

구분　 연결도 통제도 통합도

제1전시실
인상도 0.140 0.177 0.303

전시규모 -0.136 -0.049 -0.076

제2전시실
인상도 -0.279 -0.239 0.128

전시규모 -0.335 -0.284 -0.061

제3전시실
인상도 0.067 -0.059 0.140

전시규모 -0.220 -0.369 -0.108

[표 5-4] 전시물 지표-공간구문변수 상관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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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3차 상관도 분석 지표

5.3. 상관도 분석의 수정모델

앞선 1차, 2차 상관도 분석을 통해 관람행태와 전시공간구조, 관람행태와 

전시물 지표의 상관도 분석을 하였다. 1차 상관도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상관계수인 통제도는 관람밀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3차 상관도 

분석에서는 통제도의 역수를 새로운 변수 값으로 설정하였다. 2차 상관도 

분석에 따르면 전시물의 규모와 인상도는 관람밀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시공간구조와 전시물 지표의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수정모델로 

관람행태와의 상관도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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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관람행태-수정모델 상관계수 그래프

구분　
인상도
/통제도

전시규모
/통제도

인상도*전시규모
/통제도

제1전시실
관람빈도 0.128 -0.004 -0.011

관람밀도 0.865 0.790 0.828

제2전시실
관람빈도 0.087 0.033 0.112

관람밀도 0.236 0.555 0.418

제3전시실
관람빈도 -0.138 -0.255 -0.189

관람밀도 0.636 0.660 0.598

[표 5-5] 관람행태-수정모델 상관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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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도와 전시물의 규모라는 전시물 지표와 공간구문변수 중 통제도의 

역수를 변수로 하여 관람행태와 상관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인상도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 인상도와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은 제1, 제3전시실의 관람밀도와는 매우 높은 상관도를  

가졌다. 그러나 1차, 2차 상관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제2전시실은 예외   

였다. 앞선 상관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제1, 제3전시실과 확연히 다른 

갈림길의 선택형 동선 공간구조 영향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세 전시실의 관람밀도는 모두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에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상관도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전시공간에서 

관람밀도는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4. 소결

(1) 통합도와 보행밀도가 비례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의 결과는 전시공간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 전시실 모두 공간구문변수와 관람행태는 대체로 

상관도가 낮고 음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그 원인으로 전시환경이 관람행태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2) 관람행태는 전시환경 중 전시물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관람행태와 전시물 지표의 상관도 분석 결과, 세 전시실 모두에서 관람

밀도와 전시물의 규모의 상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상도의 

경우 제1, 제3전시실에서만 관람밀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전시실의 공간구조에 따른 선택형 동선이 원인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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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람밀도는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값을 곱하여 예상할 수 있다.

전시공간구조, 전시물 지표와 관람행태의 상관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

하기 위해 수정모델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수정모델의 변수로 인상도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   

전시물의 규모와 인상도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을 사용하여 관람행태와 

상관관계를 구해보았다. 그 결과 세 전시실 모두 관람밀도는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 값을 곱한 것에 상관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상관도를 통해 동선의 자유도 지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모든 상관도 분석에서 제2전시실만 예외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제2전시실이 가지는 선택형 동선과 공간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선 

상관도 분석을 바탕으로 추후 동선의 자유도 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고안 

한다면, 강제형 동선과 선택형 동선의 경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관람행태 

예측의 보편적인 수식이 완성될 것이라 생각한다.



73

6. 결 론

6.1.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동선을 결정하게 하는 요인을 찾아   

관람행태를 예측하여 궁극적으로는 전시공간디자인의 기획단계에서 공간

배치와 동선 계획의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

이다. 이를 위해 전시공간 구조와 관람행태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대상지인 국립민속박물관을 위상연계도 분석, 공간구문분석, 

관람객 동선 추적조사, 관람객 설문조사, 전시물의 규모 측정의 방법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시공간과 

관람행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1차 상관도 분석은 관람행태와 전시공간구조의 위상학적 관계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전시실 모두 공간구문론의 보편적  

연구결과인 통합도와 보행밀도가 비례한다는 명제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관람행태와 공간구문변수의 상관도는 모두 낮았다. 이는 공간구문론 자체가 

가지는 한계점인 공간 이외의 것을 포함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여겨 

보행 유발요소인 전시환경을 포함하여 보완된 2차 실험을 진행하였다.

2차 상관도 분석은 관람행태와 전시물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으며, 그 결과 전시물의 규모가 관람밀도와 높은 상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상도의 경우 제1, 제3전시실만 관람밀도와 높은 상관도가 

있었다. 1차 상관도 분석에서도 제2전시실만 예외가 되었는데, 이는 제1, 

제3전시실과 확연히 다른 갈림길의 선택형 동선 공간구조 영향으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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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추가로 통합도가 높은 곳에 인상깊은 것이 있었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인상도와 공간구문변수값의 상관도는 매우 낮았다.

3차 상관도 분석은 관람행태와 공간구문변수, 전시물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전시실의 관람밀도는 모두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상관도가 

매우 높았다. 이를 통해 전시공간에서의 관람밀도는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간구문론의 

통합도와 보행밀도가 비례한다는 명제는 전시공간에서는 밀접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관람밀도는 전시물의 규모와 통제도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구한 상관도를 

통해 추후 동선의 자유도 지수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 연구대로 관람행태를 예측하여 전시공간 디자인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직관적인 큐레이터의 전시 디자인을 보조하며 적절한 관람밀도의 

분배 혹은 집중을 계획하여 향상된 전시공간 디자인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6.2. 연구의 한계점과 가능성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우선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한 방식, 관람시간의  

양을 전시효과의 측정기준으로 제시한 방식, 추적조사를 이용하여 관람  

경로와 관람순서 분석이라는 관람객의 행태적 평가에 치중한 연구방식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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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가능성에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대상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세 전시실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는 연구의 부족함과 

관람객 설문조사에서 설문대상자 인원이 아주 많지 않는 한 오차범위가 

넓어져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효용 및 가능성은 큐레이터의 직관적인 전시공간   

디자인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분석한 상관도를 통해 동선의 자유도 지수를 예측하는 방법도 고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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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국립민속박물관 관람환경 설문조사지 >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전공 석사과정생 김예람입니다. 

이 설문은 전시디자인 개선 연구를 위하여 관람객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 

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성된 

설문지는 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반적 사항 -

1. 귀하의 성별은?  ( 남 / 여 )

2. 연령(연세)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이상

3. 이번이 몇 번째 방문이십니까?

   ① 첫 번째   ② 두 번째   ③ 세 번째   ④ 네 번째   ⑤ 다수

4. 박물관을 방문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① 문화생활   ② 교육     ③ 박물관을 보기 위해

   ④ 프로그램(강좌, 이벤트 등) 참석을 위해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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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관람 -

5. 전시실 내에서 관람진행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① 표지판을 보고 결정     

   ② 다른 사람을 따라감

   ③ 관심있는 전시물의 위치에 따라 결정   

   ④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⑤ 마음대로

6. 전시공간 내에서 귀하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이동하시는 중에 위치나 

방향을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하셨습니까?

   ① 없다           ② 가끔(1-2회)    ③ 보통(3-4회)

   ④ 자주(5-6회)    ⑤매우 자주

7. 귀하께서는 전시공간의 몇 % 정도를 둘러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5%미만      ② 25-50%       ③ 50%       

   ④ 50-75%       ⑤ 75-100%

8. 포기하신 전시공간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육체적 피로   

   ② 너무 많은 전시물로 인한 정신적 피로

   ③ 전시물에 대한 흥미가 없어서

   ④ 전시공간의 인지도가 떨어져서

   ⑤ 시간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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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실은 어느 곳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제1전시실       ② 제2전시실         ③ 제3전시실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 전시내용 만족도는 어떠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전시 공간 -

11.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시공간은 어느 곳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시공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해당 전시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물 다섯 개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뒷 도면에 표시)

☺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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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시간 기록표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해시계 17.4 12.7 3.6 7.6 55.7 13.7 14 12 4.3 15.1 43.9 26.3 11.3 26.1 8.1 271.8

아침 3.3 4.9 8.7 5.4 2.2 12.5 9 10.7 7.9 8.8 15.1 51.1 12.7 20.1 2.3 174.7

 전시1 0 0 11.3 23 0 14.1 0 12.7 0 9.9 32.9 24.7 17.7 18.3 8.9 173.48

 전시2 0 72 114 0 10.7 13.7 0 23.1 0 15.8 0 0 7.6 37 0 293.9

선비 30.7 76 45.7 0 57.9 24.1 0 31.5 10.8 13.7 52.1 34.9 26.4 23.7 7.8 435.3

통로 7.4 34.4 32.5 18.6 11.6 13.3 5.3 13.6 18.2 5.8 27 20.4 12 8.9 8.2 237.2

통로2 0 0 0 2.5 0 0 0 0 0 0 0 0 0 0 0 2.5

우물 0 0 0 3.3 0 0 0 0 0 0 0 0 0 0 0 3.3

빨래 5.6 46.1 18.3 43.7 19.7 9.4 6 42.9 13.3 21.3 0 17.5 23.4 19.3 70 356.5

시 0 37.2 4.1 0 0 0 1.3 0 0 0 0 0 0 0 0 42.6

통로3 0 0 0 0 0 0 5.8 0 0 0 0 0 0 0 0 5.8

항아리 23.1 45.4 25.7 30.3 39.4 14.8 0 32.4 8.5 23.9 21.9 51 34.2 14.9 20.8 386.3

농사 37.6 15.8 27.9 46.5 33.4 16.5 0 19.3 7.9 37.2 23.7 36.5 33.4 29 30.2 394.9

가구 9.8 19.4 13.8 12.5 37.5 23.5 13.3 68 12.5 9.9 28.5 22.6 13.3 35 18.7 338.3

감사 7.8 19.5 6.9 15.6 31.4 13.1 8.5 26.5 7.9 8.3 47.4 16.1 44.1 9.8 7.6 270.5

부엌1 6.8 9.1 8 13.2 14.7 13.8 8 35.3 13.8 23.5 13 12.8 13.8 6.6 16.4 208.8

통로4 0 0 0 0 0 0.4 0 0.9 0 0 0 0 0 0 0.3 1.6

부녀자 0 53.5 18.1 37.9 39.8 18.2 0 46.7 12.1 40 32.9 0 22.3 27.6 74 423.1

조명 0 0 0 0 0 8 0 38 0 0 0 0 0 0 22.1 68.1

밤 0 199 38.1 0 0 10.6 0 0 0 97 79 26.5 0 80 91 621.2

근현대 7.9 13.4 5.2 9.7 56 7.8 25.4 7.8 5.3 22 20.6 12.7 4.5 7.9 33.1 239.3

통로5 0 0 0 0 22.2 4.7 24.6 0 0 0 0 2.3 0 0 23.4 77.2

출구 1 2.1 0.9 1.7 7.9 0.3 1.9 0.7 3.3 7.5 9.8 1.3 3.2 2.3 4.1 48

통로6 2.2 4.4 1.3 1.3 0 0 0 6.9 3.7 10.4 12.1 0 7.8 5.6 0 55.7

제1전시실 관람객 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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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장승 28.7 25 28.1 26.5 43.9 33.2 21.9 104 33.4 29.4 62 26.4 98 28.8 23 612.3

영상 8.8 10.8 7 17.9 10.4 9.7 16.9 70 26.6 9.7 9.7 10.1 20.2 7.8 6.5 242.1

농사1 5.6 55.2 0 9.8 15.5 17.5 18.8 21.9 41.6 15.2 14 0 44.8 15 9.1 284

농사2 7.2 17.9 0 0 40.7 10.8 9 10.5 47.3 28.1 15.4 0 0 11.5 21 219.4

갯벌 5.6 8.3 0 0 20.8 10.1 15.9 11.5 22.2 26.2 9 0 0 10.4 24 164

통로 0 0 2.2 4 0 0 0 0 0 0 0 8.9 3.2 0 0 18.3

나물 8.6 7.6 11.5 5.1 10.3 10.2 13.2 10.2 20.1 8 8.6 11.2 13.8 7.1 8.8 154.3

여름 6.5 8.1 8.3 7.6 16.4 9.2 7.6 10.5 21.1 6.9 6 21.6 9.6 7.7 11.2 158.3

강,바다 12.4 40.2 13.9 16.1 14.4 18.3 13 7.7 32.5 62 8.8 34 20.2 22.4 53 368.9

여름옷 13.4 21 11.3 7.6 19.3 18.9 46.7 6.4 55.7 14.8 14.5 24.3 23.7 21.1 31 329.7

낮잠 4.1 6.5 0 5.6 9.8 0 40.8 0 0 12.2 0 0 10.9 7.6 0 97.5

베짜기 9.3 27.9 0 7.4 28.6 0 10.8 0 67 46.6 0 0 39.4 19.5 0 256.5

통로 0 7.7 5.6 0 9.2 0 8.1 7.5 5.9 16 6.5 9.2 16.1 0 17 108.8

시장1 30.1 97 56.4 0 59.1 38.5 100 25 63 0 0 0 73 0 144 686.1

시장2 30.9 0 0 16.9 50.8 0 0 0 0 0 24.8 20.2 0 8.9 0 152.5

한옥문 5.7 8.9 9.1 5.5 6.7 7 8 7.2 8.6 0 6.2 8.1 12.8 6.8 7.1 107.7

집수리 30 0 37 30.7 0 47.9 0 0 43.7 0 0 59.1 0 0 72 320.4

사랑방 23.4 11 33 5.2 13.7 14.3 16 7.6 9.5 18.1 8.8 7.6 20.3 7.9 20 216.4

집모형 6.1 81 56 10.2 67 29 53.5 6.3 51.5 22.5 8 44.3 67 12.2 66 580.6

마루 23 0 19.6 10 42 11.2 53.9 11.6 9.8 58.4 24.2 34.4 45.7 37.8 30 411.6

사냥 0 0 0 9.2 21.7 24.4 0 11.7 9.5 19.4 0 0 0 23.6 30 149.5

탈놀이 0 0 0 22.1 113 24.4 0 5 9.2 36.9 0 0 0 0 0 210.6

통로 6.3 7.8 5.7 9.4 7.2 6.9 9.4 9.7 42.1 11.2 8.5 6.7 9.8 4.9 13 158.6

곳간 8.7 12.7 2.6 5.1 21.9 6.4 44.1 10.3 15.8 22.2 5 11.8 44.8 12.9 7 231.3

메주 7.3 0 0 0 10.8 5.1 78 0 0 23.5 0 0 0 0 9.2 133.9

김치 8.8 3.1 2.6 5 9 2.5 82 6 11.5 28.3 2.6 66 32.5 16.7 13 289.6

제2전시실 관람객 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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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

출생 27.7 45.6 11.8 19 31.8 15 18.6 19.9 32.2 17.2 15.9 68 39.5 30 29.7 421.9

윤리 2.3 3.2 21.4 1.7 1.5 11.2 7.7 14.8 21.6 7.6 10.7 18.9 3.3 19.3 11.2 156.4

통로 1.2 2.4 1.3 0.5 12.8 2 2 3.5 1.9 3.4 2.7 2.8 2.1 6.8 3.4 48.8

서당 0 0 0 0 0 28.4 0 0 0 32.5 0 57.8 0 0 58 176.7

혼례 16.5 27.6 32.5 27.5 15.5 15.4 0 14.2 35.8 20.4 7.6 36.6 33 26.5 37.4 346.5

가마 14 8.6 0 3.5 7.1 6.4 36.4 3.7 3.6 5.6 7.3 7.9 19 6.4 11.1 140.6

통로 1.7 0 0 0 0 0 0 0 35 0 8.9 0 0 2.7 4.5 52.8

관직 0 0 26 6 23.8 14.5 12.2 0 23.2 23.8 25 70 0 0 21.2 245.7

출세 5.1 17.1 41 1.3 0 0 12.9 14.9 0 25.3 41.5 0 49.7 51.4 0 260.2

가정교육 17.7 12.7 26 7.2 17 11.8 17.4 4.5 0 17.7 0 70 13.6 51.8 0 267.4

가족 0 0 37.4 4 4.7 4.1 23.3 13.1 0 11.1 0 0 0 12.7 0 110.4

쌍륙 0 18.1 7.2 0 0 0 18.1 21.7 0 22.6 0 34 53.6 37.7 16.6 229.6

풍류1 0 6.4 5.8 0 0 0 14.4 7.3 0 7.2 0 51.4 17.7 15.8 7.5 133.5

판소리 0 2.7 3.7 0 0 0 2.1 22.7 0 25.3 0 15 7.7 8.7 8.9 96.8

한약 48.1 0 0 18.2 0 0 0 0 44 30.4 15.2 65 33.2 35.9 15.7 305.7

굿 51.2 0 0 0 0 0 62 0 24.3 0 10.4 0 33 36.4 13.8 231.1

회갑 26 7.8 43 57 10.9 11.3 7.5 20 46.4 6.9 24.8 23.2 18.9 18.5 21 343.2

상여 13.9 8.4 28.3 65 18.5 14.5 62 13.6 75 10.9 13.3 36.9 12.6 17.6 45.9 436.4

상례 17.9 8.1 0 0 16.2 9 9.4 14.5 48 9.8 10 27.5 26.4 26.9 23.5 247.2

제례 10.6 4.2 0 0 9.8 9 56.6 21.6 23.2 18.7 5 20.3 14.7 21.4 17.8 232.9

기증자 9.8 7.4 8.9 9.6 15.7 15.1 15.6 17.5 19.4 15.8 13 17.6 12.6 14.4 17.6 210

상여통로 0 0 2.2 3.1 0 0 0 0 0 0 0 0 0 0 0 5.3

가족2 0 0 3.5 6.4 13.2 2.7 9.8 9.1 0 12.6 0 0 0 23.6 0 80.9

남여 0 0 0.8 0.3 0 0 1 0 0 1 2.1 0 0 0 0 5.2

통로 0 2.1 3.2 0.9 2.7 3.2 2.2 6.4 0 4.1 0 4.5 5.6 3.7 0 38.6

악기 2.2 5.7 28 13 4.5 0 17.8 14.5 0 13.1 13.7 71 136 30.8 50.6 400.9

제3전시실 관람객 관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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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ediction Method 
of Visitors' Behavior through 

Exhibition Space Analysis

Yeram Kim
Dept.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society progresses, the need for cultural space arises and 

its demand increases. This trend has led to a gradual increase of 

exhibition spaces, and now is the time to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the quality of exhibition space design, which not only has 

been increasing in number but also improving in quality. The 

exhibition space gains its meaning when visitors move between 

the fixed exhibits, while the movement of visitors is affected by 

the structure of the spa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dict 

visitors’ behavior in order to prepare a system of space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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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irculation when planning exhibition spaces. However, as  

the exhibition space design is conducted almost solely by         

the curator's intuition today, it is necessary to further analyze 

the space and consider the visitors’ behavior. A methodology 

that can analyze the spatial structure with quantita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and predict movement is a space syntax. 

According to a prior study using the space syntax, walking 

density is generally proportional to the integration value of space 

syntax. This has been proven by numerous studies and has been 

accepted as a universal truth. However, the loophole of this 

study is that this relationship does not exactly apply in the 

exhibition spa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visitors’ 

behavior by finding the factors that decide the movements of 

visitors and thus ultimately help develop a system of space 

layout and circulation plan in the stage where the exhibition 

space design is planned.

The scope of the study can be largely divided into spatial 

factors and behavioral factors. The scope of the spatial factors 

includes the structure of the exhibition space, the circulation, the 

size and arrangement of the exhibits. The scope of the 

behavioral factors includes the selection of a circulation, viewing 

time, interest, viewing frequency and viewing density. The 

analysis targets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s first 

exhibition room, second exhibition room, and third exhibition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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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exhibition rooms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ave the same exhibition purpose, the same type of 

exhibits, similar size of exhibition area, and the same visitors. 

Nonetheless, their different spatial compositions make it suitable 

for comparison and analysi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prior study on the quantitative 

spatial analysis method of exhibition space was first to be looked 

at, along wit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of the spatial 

component of exhibition and visitors' behavior. Having the basis 

on the study that was previously made,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the subject of the study, was analyzed using 

methods of topological link analysis, space syntax analysis, 

visitors’ movements tracking, visitors’ surveys, and exhibition 

scale measurements. Based on the data extracted through this 

proces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xhibition space structure 

and visitors' behavior was identified.

In the museum, visitors will enjoy the show through direct 

and continuous visual contact as they move through the artwork 

that is fixed in the exhibition spac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predict the visitors' behavior that the exhibition 

space produces and reflect it in the exhibition planning. To this 

end, the study focused on revealing the correlation between 

exhibition space structure and visitors' behavior.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which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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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integration value and walking density are proportional, 

does not exactly apply to the exhibition space. The viewing 

density was in fact correlated with the value multiplied by the 

scale of the exhibit and the reciprocal of control value of the 

space syntax,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was very high. 

The lack of research due to the insufficient number of 

subjects that are available to be analyzed can be considered as a 

limitation of this study. Moreover, the likelihood of the reliability 

problems to occur due to having a wide margin of error caused 

by a small number of audiences can also be considered as 

another limitation factor.

Nevertheless, the research’s utility and potential is that it 

can be used as a means to complement the curator’s intuitive 

exhibition space design. If the prediction of the viewing density 

can be made, and hence the appropriate distribution or 

concentration of the viewing density becomes available, a better 

exhibition space will be achieved. Furthermore, the correlation 

diagram analyzed i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predict the 

degree of freedom of the circulation.

Keywords: Museum, Exhibition Space, Visitors’ Behavior, Space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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