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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우리 사회·경제·문화를 급격히 변화시

키며 사람들의 욕구를 점차 다양화·세분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혼

자 대응하기보다는 여러 집단이 서로 협력하고 제휴하려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다수의 사업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플랫폼(Platform)’이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은 공급자,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하여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을 의미한다.

플랫폼은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줄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로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도 플랫폼을 적

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1년 시작된 구글 아트 프로젝트

(Google Art Project)의 사례처럼 미술관들의 콘텐츠와 정보를 연결시켜

유익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미술관 플랫폼’의 개발은 창조경제 시대에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성공적인 플랫폼을 위해서는 많은 참여자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사람

들의 이목과 흥미를 끌기 위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

다. 플랫폼은 특정 범주 안에서 수많은 독립적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고

무형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이자 기업이라는 점에서, 일

반적 기업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과거 기업

은 자신의 이미지를 무조건 차별화시켜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와 연관되

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반면, 이제는 자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결합시켜 자신

의 아이덴티티를 확장·강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술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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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집단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

에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아이덴티티 전략을 많이 채택해왔다. 따라서 미

술관 플랫폼 또한 가변적 아이덴티티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서로 다

른 대상의 아이덴티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확장성을 가지는 방향의 비

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플랫폼의 아이덴티티를 ‘접목성’이라 규정하고, 그

시각화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플랫폼의 접목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들

이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고, 플랫폼 아이덴티티 디

자인의 접목성이란 원래 존재하던 개별 집단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디

자인 요소(심벌, 로고, 칼라, 패턴 등)들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 전체나

부분을 그대로 플랫폼 아이덴티티 디자인 요소에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과 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플랫폼’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의 플랫폼의 개념을 규정하였다. 3장에서는 미술관에 대한 이해

와 함께, 사례분석을 통해 ‘미술관 플랫폼’의 개념을 살펴보고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4장에서는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접목

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5장에서는 작품연구를 위해, 서울시의 36개 미술

관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미술관 플랫폼을 설정하고, 미술관들의 소장품,

전시, 이벤트 정보들을 공유하는 온라인 매체 제작을 통해, 서로 다른 대

상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요소들이 접목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디자인 분야에서 플랫폼과 플랫폼의 아이덴티티 연구에 대

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존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과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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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융합 시대와 플랫폼 개념의 등장

과거에는 TV, 라디오, 신문 등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커뮤니케이션 매

체가 지배하던 시기였던데 비해 지금은 각 미디어들이 서로 만나고 합쳐

지는 미디어 융합시대이다. 융합시대라고 해서 기존 매체의 정체성이 모

두 녹아서 하나의 새로운 매체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TV, 라디오, 신

문 등이 각자의 특성과 형식을 유지한 채 상호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

와 경험을 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마치 적게는 3-4명, 많게는 9-10

명으로 이루어진 아이돌 그룹이 평상시에는 각자의 특성을 살려 개인 활

동을 하다가도 행사나 이벤트 때에는 하나의 그룹으로 뭉쳐서 그 영향력

을 발휘하는 것과 같다. 그룹으로서의 브랜드 가치가 개인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자 다른 개성과 장점

이 모여서 그 그룹의 정체성과 성격을 확장시키는 시너지 관계가 된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GE의 잭 웰치의 말처럼, 혼자 활동하고

대응하기 보다는 여러 기업이나 집단이 모여서 해결하고자 하면서, 상호

교류와 거래의 장(場)의 개념인 ‘플랫폼’이 주목받게 되었다. 플랫폼이란

원래 단말기나 단말기를 작동시키는 OS, 각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등을 의미하였는데, 이렇게 구성된 플랫폼을 재사용하거나 응용해

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과 프로세스를 의미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이렇

게 개별성과 전체성의 상호관계가 정보통신기술에 힘입어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탄생시켰다. 플랫폼은 다양한 집단을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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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생태계적 에코 시스템을 총칭하는 말로 광

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더 나아가, 백화점 신용카드처럼 특정 백화점 신용카드 회원에게만 포

인트를 제공하고 혜택을 주고 회원들끼리의 공유문화를 만들면서 시장지

배력을 확장하는 등, 실물경제에서 관련 있는 여러 그룹을 모아 관계형

성을 통해 가치를 만들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도 플랫폼이라 하며, 이러

한 발상은 플랫폼적 사고라 한다. 이처럼 플랫폼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매개물이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거

의 모든 것이 플랫폼화 되어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은 무형의 정보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자

사업모델로서 일반적 기업과는 다르며, 성공적인 플랫폼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많은 참여자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강하고 긍정적

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비주얼 아이덴티티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미

술관은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와 컨텍스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미술관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전략은 그 중요성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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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커뮤니케이션 증대 노력

문화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21세기는 국민의 문화예술 체험, 문화적 편

익 및 창조적 재능 함양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문화 인프라로서

문화예술기관의 중요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예술기관의 생존을 위해서 고객확대와 고객만족이 필수적이라는 인

식은 마케팅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은 해당기관의 공공성 또는 예술성을 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깊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마케팅은 고객으로서의 국민과 문화예술기관 사이의 원활한 교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1)

미술관이 관람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면서 이를 위해 온라인 매체를 활

용하려는 노력이 나타난다. 미술관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향 속에, 2011년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가

출범하였다. 세계 미술관들의 정보를 하나의 관문으로 모아서, 세계 미술

관들의 소장품과 전시공간을 마치 실제로 관람하듯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출발시켰다. 이는 다양한 미술관들의 콘텐츠와 정보를 활용하

여 유익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창구로서 플랫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1) 김소영․주영혁, 「문화예술기관을 위한 마케팅 전략 기획」,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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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 디자인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의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는 무조건 자신을 차별화시켜 다른 것

과 혼동되지 않으려고 고심해왔으나, 이제는 심화된 경쟁구도에서 생존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것과 연관되려고 애쓴다. 노이즈 마케팅처럼

자신들의 상품을 일부러 구설수에 휘말리도록 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이목

을 집중시킨다든지, 소셜 마케팅처럼 기업 활동을 공익과 연결시킨다든

지, 유명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킨다든지(데카

르트 마케팅), 다른 브랜드와 결합하거나 제휴를 맺음으로서 브랜드 자

산을 강화시키는 브랜드 믹스 등, 다양한 융합적, 연계적 마케팅 전략들

이 이를 증명해준다.

새로운 대상은 새로운 표상을 필요로 한다. 모든 존재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되는 자기 존재의 증명이라 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를 지닌다. 비주

얼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자기와 동일화된 철학이나 비전, 이념 등이 타자

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형상화된 요소들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플랫폼의 개

념을 미술관 활동에 적용하여 ‘미술관 플랫폼’이라는 모델을 제안하고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시각화 할 것인지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후속 연

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미술관은 복합문화기관으로서 그 중요성

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본 논문의 세부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플랫폼을 특수성을 갖는 하나의 기업이나 브랜드 개념으로 접근하

여 아이덴티티 디자인 연구 대상으로 끌어오고자 한다.

② 플랫폼 아이덴티티의 특성을 접목성이라 규정하고 가변적 아이덴티

티 디자인 패러다임의 연장선상에서 그 시각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③ 예술문화의 활성화 창구로서 등장한 미술관 플랫폼의 개념과 사례

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미술관 플랫폼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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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 플랫폼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문헌연구를 통해 플랫폼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보고 본

논문에서의 개념을 규정한다. 플랫폼은 IT 기술 측면에서 OS와 같은 컴

퓨팅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경제적 측면에서 관계를 통한 무형의

비즈니스 모델로 보는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개념을 따른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개념과 범위 또한 본 연구에서의 디자인 전략과

시각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아이덴티티의 개념에 있어서는 시각

요소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이나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는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의 아이덴티티의 개

념을 시각요소 뿐만 아니라 정보, 콘텐츠, 상호작용 등 경험 요소까지 아

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또한 그 표현에 있어서는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아이덴티티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작품연구에 있어서는 플랫폼의 특성상 온라인매체에 기반을 두기 때

문에 웹사이트를 먼저 설정하였으나, 사이트 구조나 인터페이스 측면의

디자인보다는 비주얼 아이덴티티 측면의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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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구조

본 연구는 크게, 플랫폼의 개념연구, 미술관과 미술관 플랫폼의 개념과

사례연구, 대상 설정과 전략 수립을 통한 작품연구로 구성된다.

[표 1-1]  본 논문의 연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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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 정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Identity Design)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차별성을 확립하고자 기업의 철학과 문화 등을 통일성 있게 연출

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편으로서 연구되어 왔다. 과거에는 확고

부동하고 유일무이한 상징성과 고정성에 그 가치를 두었던 반면, 사회가

다양화되고 디지털 미디어로 그 표현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를 수용하고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변적 아이덴티티가 새로

운 패러다임으로 대두하고 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가변성에 대한 연

구는 크게 시각요소의 변화 부여, 모션과 인터랙션 등 경험요소의 편입,

주제와 내용의 확장으로 살펴볼 수 있다.

플랫폼 (Platform)

‘플랫폼’은 사전적 정의로는 승강장, 강단, 교단의 의미인데, IT산업 분

야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운영체제를 의미하는 말로 많이

쓰여 왔다. 이러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

북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성공하면서,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과 가치관으로서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랫폼을 공급자와 소비자의 중간에 위치하며 이들의

상호 연결을 통해 가치를 추구하는 무형의 시스템이자 기업의 의미로 사

용하고 있다. 독립적 개체들이 모여 있는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프라

인에서는 상점들이 모여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온라인에서는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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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Art Museum)

미술관은 Art Museum으로 표기되는데, 인간 문화유산의 산물들을 수

집·소장·보관·전시하는 박물관(Museum)과 유사한 개념으로 미술과 관련

된 작품을 다루기에 미술관이라 불린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개념이 유사

하고 그 기원과 역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술관과 박물관

의 개념을 포함하는 뮤지엄(Museum)이라 지칭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으나, 사례연구나 작품연구에 있어 그 대상들이 예술품을 다루는 미술

관의 개념에 더 가깝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를 미술관이라 표기하였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쓰이고 있는 미술관이란 박물관과 예술품 매매

를 위해 전시하는 갤러리의 개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뮤지엄

(Museum)과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미술관 플랫폼 (Museum Platform)

미술관 플랫폼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미술관들과 사용자

들을 매개해주는 플랫폼을 지칭한다. 미술관은 대중과의 활발한 커뮤니

케이션을 위해 그 매체와 방식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확대하고 있다. 2011년 등장한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공공 문화적 차원

에서 플랫폼의 개념이 활용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미술관들의 플랫폼 활용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이를 ‘미

술관 플랫폼’이라 명명하였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다양한 미술관들과

잠재 관람객들을 하나의 장(場)에 모이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중

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관람객을 창출하고, 실제 미술관

관람 시 활용되는 자료가 되는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창구로서 플랫

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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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플랫폼은 ①미술관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②각 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③미술관의 오프라인 활

동과 연계되어 실제 미술관의 관람객 참여를 증대시키는 모델을 의미한

다. 미술관 플랫폼은 모든 정보를 취합하여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매개

를 해 준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와는 그 개념이 다르다.

미술관 플랫폼에 있어 각 미술관들은 고유성을 지닌 독립적 개체이며,

미술관 플랫폼은 각 미술관이 접목되어 같이 성장, 활동하는 바탕으로

기능한다.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로 개별 미술관이든 접목되어 보다 긍

정적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협력적 모델이다.

접목성 (Grafting)

접목(接木)이란 서로 다른 식물들이 결합하여 개선된 형질을 얻기 위

한 인위적 식물재배법이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나 개념을 조화

롭게 합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영어로는 Graft,

Grafting이라 하며 다른 곳에 있는 피부나 조직을 상처부위에 옮겨 하나

의 조직으로 합치는 개념을 포함한다.

플랫폼의 접목성이란 서로 다른 집단들이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

는 것을 의미하고, 플랫폼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접목성이란 원래 존재하

던 개별 집단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디자인 요소(심벌, 로고, 칼라, 패

턴 등)들을 변형시키지 않고, 그 전체나 부분을 그대로 플랫폼 아이덴티

티 디자인 요소에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

과 전략을 의미한다.





II. 플랫폼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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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플랫폼의 이해

2.1. 플랫폼 아이덴티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플랫폼을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는 힘

들지만, 그 근본원리는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정거장을 지칭하는 플랫폼

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며,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거래할 수 있

는 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백화점, 쇼핑몰, 잡지, 증권거래소 등

다양한 집단이 모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같이 오래전부터 있어왔

던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랫폼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2)

첫째, 기술 혁신의 속도가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빨라졌기 때문에 하

나의 기업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제

휴를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객의 요구가 점점 다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야만 살아남는 경쟁적 기업환경에서 한 회사의 능력만으로 그 다

양한 요구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인터넷의 보급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확대와 정보처리 비

용을 현저하게 감소됨으로서 네트워크 효과가 커졌다는 점이다.

넷째, 미디어 융합으로 TV, 라디오, 신문, 전화, 모바일, 출판 등 다양

한 미디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수렴되면서, 기기에 상관없이 전파될 콘텐

츠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즉 운영체제를 포함하는 플랫폼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2) 히라노 아쓰시 칼, 안드레이 학주, 「플랫폼 전략」, 천채정 역, 더 숲, 2011. p.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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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미디어 융합3)

[표 2-1] 미디어 융합

기존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미디어는 각각 텍스트, 음

성, 이미지 영상이라는 특화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콘텐츠가 디

지털화되고 디지털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의 발전하면서, 모든 미디

어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창구로 수렴되는 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

다. 이렇듯 기존의 미디어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그 접점을

이루는 종합정보기업, 즉 플랫폼의 장악력과 영향력은 매우 커졌다.

3) 이승자,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 요소로서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4-9 내용을 정리 요약함.



17

2.1.2. 참여와 공유

인터넷 상에 정보를 단순히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웹 1.0에 비해 웹

2.04)은 데이터의 소유나 독점자 없이 사용자가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

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이

다. 웹 2.0은 콘텐츠 신디케이션5)과 메시징기술6)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

이에 탄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개방·참여·공유의 개

념으로 대표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

해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여러 틈새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면서, 주류상품들이나 소수의 히트상품에 의존하던 상황에서 점점 거대

한 틈새시장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7)

또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을 통해 비교적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 그동안 소외되었던 상품이 다시 주

목받기도 하면서, 이전에는 소비자의 눈에 띌 기회조차 갖기 못했던 제

품들의 전체적으로는 인기상품을 압도하는 결과를 낳았다.8) 이렇게 참여

와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소셜 네트워크는 웹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다.

4) O’Reilly Media에서 2003년에 사용한 개념으로 웹 2.0은 기술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웹이 곧 

플랫폼이라는 의미로 인터넷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데이터를 생성, 공유, 저장, 출판 및 비즈

니스가 가능한 환경을 뜻한다.

5) 웹사이트의 최종 사용자가 그 사이트의 자료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RSS, 

XML, Atom 등의 프로토콜 

6) 태그, 리뷰, 평판 등의 기능을 의미한다.

7) 롱테일 법칙: 2004년 10월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잡지 <와이어드 Wired>의 편집장 크

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어떤 기업이나 상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많

이 팔리는 순서대로 가로축에 늘어놓고 각각의 판매량을 세로축에 표시하여 선으로 연결하면 많

이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한 선은 급경사를 이루며 짧게 이어지지만 적게 팔리는 상품들을 연결

한 선은 마치 공룡의 긴 꼬리처럼 낮지만 길게 이어지는데 이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품들의 

총 판매량이 많이 팔리는 인기 상품의 총 판매량을 압도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20%의 상품이 

총 매출의 80%를 창출하고, 20%의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총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파레토 

법칙과 상반되는 이론으로 인터넷 발달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8)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한빛비즈, 201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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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협력과 제휴

과거의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가격과 품질을 통해 경쟁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좋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은 기본 요소일 뿐이다. 이 기본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나면, 기업들은 기능이나 가격적인 면보다는 기발함,

아름다움, 의미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요소를 갖고 경쟁해야 한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는 무

한경쟁의 환경에서 기업 자체의 힘만으로 고객의 모든 요구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혼자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

른 공급자들과 함께 고객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모든 기업 전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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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플랫폼의 개념 고찰

2.2.1. 일반적 의미의 플랫폼

플랫폼의 어원을 살펴보면 ‘plat’과 ‘form’의 합성어로 ‘구획된 땅의 형

태’를 의미한다. 즉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계획에 따라 집이 지어

지고,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

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9) 플랫폼은 ‘정거장’으로

통용되는데, 평평한 땅에는 교통수단이 드나들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평

평한 땅은 왕래를 활발하게 함으로서 전체적인 가치를 증폭시키는 역할

을 한다. 실제 승강장을 생각해보면 교통수단과 승객이 만나는 공간이다.

정거장이 가진 특성은 사람이 특정한 장소로 가기 위해 반드시 도착해야

하는 곳이며, 도착한 사람을 태우기 위한 운송수단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운송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을 나르는 운송수단이

반드시 존재해야 정거장이 플랫폼으로서 그 기능이 온전하게 작동된다.

즉, 플랫폼은 사람과 운송수단이 만나는 접점, 사람과 운송수단을 매개하

는 매개지점 구실을 한다.10)

2.2.2. 기술적 의미의 플랫폼

플랫폼을 IT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

어나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한다.11) MS-DOS, UNIX 등의 운영체제는 각종 응용 소프

트웨어가 실행될 수 있는 기초 시스템, 즉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은 컴퓨터

9)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한빛비즈, 2012, p.43  

10) 플랫폼전문가그룹, 『플랫폼을 말하다』, 클라우드북스, 2013, p.16

11)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한빛비즈, 2012,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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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각종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에 이르기까지 기반 컴퓨팅 시스

템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란 API12)를

통해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한 소프

트웨어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서로 독립적인 비즈니스와 소비자

커뮤니티로 이루어진 경제 혹은 에코 시스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표 2-2] 컴퓨터 플랫폼의 유형

2.2.3. 경제적 의미의 플랫폼

원래 OS를 지칭하던 용어인 ‘플랫폼’은 Apple, Google, Ebay,

Amazon, Facebook 등이 성공하면서 온라인 기반에 자신의 법칙으로 움

직이는 생태계를 구축한 사업자 혹은 그 서비스나 비즈니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Opening Platforms: How, When and Why?”13)에 따르면, 플랫폼은

사용자 간 교류나 거래(Transaction)에 필요한 컴포넌트(Component)와

12)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을 말한다. 응용프로그램과 컴퓨터의 매개 역할을 하는 인터페이스로 볼 수 

있다.

13) Thomas R. Eisenmann, Geoffrey Parker, Marshall Van Alstyne, “Opening Platforms: How, 
When and Why?”, Harvar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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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Rule)의 합집합이다. 컴포넌트(Component)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듈을 포함하며, 단말기와 단말기를 작동시키는 OS, 각종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 등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컴포넌트를 초기에

제안 또는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리는 플랫폼 공급자(Platform

Provider) 라고 한다. 룰(Rule)은 플랫폼 공급자가 구성한 컴포넌트를 재

사용 또는 응용해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부가가치를 창

출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정한 규칙과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 규칙

에 적극 참여하여 초기 플랫폼 공급자와 이해관계를 형성하며 시장을 키

우는 사업자를 플랫폼 후원자(Platform Sponsor)라 한다. 여기에서 중요

한 것은 플랫폼 자체보다는 ‘플랫폼 공급자’와 ‘플랫폼 후원자’라는 새로

운 파생 개념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이다.

[표 2-3] 플랫폼의 개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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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플랫폼의 기능과 유형

2.3.1. 플랫폼의 기능14)

플랫폼은 기업을 혁신에 이르게 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다. 성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되면 자신이 혁신하고 싶지 않아도 플랫폼 참여자들에

의해 혁신이 이루어진다. 기업에 있어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는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급과 소비, 소유의 개념이

강했던 기업에서 공유와 개방, 소통의 철학을 중시하는 기업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15)

플랫폼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은 여러 집단들을 서로 연결하고 교류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은 각 집단들을 위한 장소, 시스템, 결제, 문제 해결 등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흥미를 끌만한 요인을 만들어내

야 한다.

둘째, 각 집단이 개별적으로 처리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절

차를 플랫폼이 대신 제공한다. 신용카드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카드 발

행 업무, 단말기 설치, 결제 업무와 백화점이 담당하고 있는 화장실 설

치, 주차장 운영, 마케팅, 고객 관리, 그리고 게임기 제조회사인 닌텐도가

실시하고 있는 복사 방지 기능, 소프트웨어 갱신 기능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일들의 비용은 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플랫폼에 맡기

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셋째, 플랫폼은 사용자에게 일종의 안심감과 신뢰를 지속적으로 부여

함으로써 각 서비스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질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

러면 판매자가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플랫

14) 히라노 아쓰시칼·안드레이 학주,『플랫폼 전략』, 천채정 역, 더 숲, 2011, p. 43

15)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한빛비즈, 2012,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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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이 모이게 된다. 플랫폼이 만들어낸 신뢰나 브랜드는 참여하는 모든

그룹에 큰 이점을 부여한다.

넷째, 참가 그룹 간에 신뢰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정보의 상호교류가

일어나며 플랫폼에 대한 애착이 늘어나게 된다. 만약 어떤 구매자가 어

떤 판매자를 좋은 판매자라 평가했다면 그 구매자는 더 많은 사람에게

그 플랫폼을 알릴 것이고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것이다. 즉 플랫폼이 네

트워크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애착도도 높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을 망설이게 된다. 최근 플랫폼 전략

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IT 인프라가 정비되면서 이 기능이 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언뜻 보면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두 개

이상의 그룹을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잡지나 TV, 신문

등은 광고주와 구독자라는 두 개의 그룹을 연결하기 위해 제 3의 그룹,

구독자가 원하는 기사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미디어라는 플랫폼을 만들

고 있다. SNS에서는 게임이나 가상의 애완동물 기르기 등의 콘텐츠를

통하여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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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플랫폼의 유형16)

1) 참여자 간 연결 방식에 따른 유형

가. 싱글사이드 플랫폼 (Single-side Platform)

싱글사이드 플랫폼은 서비스 콘텐츠를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

매하는 형태의 플랫폼이다. 애플의 아이튠즈(iTunes)가 대표적이다. 애플은

올드미디어 사업자인 음반사업자, TV 사업자, 영화사업자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아이팟(iPod),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폐쇄형임에도 불구하고 싱글 사이드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 그리고 수요자 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수익이 보장되는 매력적인 플랫폼이어야 한다.

나. 투사이드 플랫폼 (Two-side Platform)

투사이드 플랫폼은 이베이(Ebay), 아마존(Amazon)와 같이 플랫폼 사

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공급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두

그룹을 연결하여 거래를 중개해주는 플랫폼이다. 이 형태의 플랫폼은 그

룹 간의 탐색, 접근, 거래비용을 낮추는 중계 기능을 수행한다.

다. 멀티사이드 플랫폼 (Multi-side Platform)

멀티사이드 플랫폼은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그룹을 연결하여 거래를 중개해주는 형태의 플랫폼이다.

페이스북에는 한 종류의 앱만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기업들은 마케팅을

위해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개설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한다. 블로그나 뉴

스 사이트들도 페이스북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 소셜 플러그인을

16)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한빛비즈, 2012, p.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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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거나 커넥트를 이용한다.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 내에는 여러 그룹들,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2-4] 싱글 사이드 플랫폼

[표 2-5] 투 사이드 플랫폼

[표 2-6] 멀티 사이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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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유형

리처드 슈말렌지(Richard Sxhmalensee) MIT Sloan 경영대학원 학장

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크게 중개자형, 관중 동원자형, 비용 절감자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플랫폼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접목되면

서 플랫폼의 비즈니스 유형을 구분하기가 모호해지고 있다.17)

가. 중개자형 (Match Makers)

이베이, 아마존, 옥션 등 거래 중개를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모델

나. 관중 동원자형 (Audience Builders)

구글, 페이스북처럼 고객을 모은 뒤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모델

다. 비용절감자형 (Cost Minimizers)

엔진, 바디 등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플랫폼이나 안드로이드 같

은 오픈소스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

는 비즈니스 모델

3) 서비스 콘텐츠 유형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트위터 등과 같은 거대 플랫폼과 더불어 새

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흥 플랫폼들은 커머스(Commerce), 클라우드(Cloud),

소셜네트워크(SNS), 미디어콘텐츠 등 하나의 특화된 영역에 집중 공략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은 그동안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서비스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하며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17) 윤상진(2012),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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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ommerce의 사례

Groupon: 반값 할인 소셜 커머스로 할인 쿠폰 공동구매 웹사이트의

효시로 지역의 로컬 데일리 딜 제공

We Make Price: 최저가 보상 소셜 커머스로 소비자의 혜택을 최우선

하는 최저가 보상제와 적립혜택을 제공

나. Social의 사례

Foursquare: 위치기반 SNS로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어느 위치에서 무

엇을 하는지 알리고 메모를 남김으로써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

Pinterest: 이미지기반 SNS로 자신이 좋아하는 관심사를 이미지로 표

현하고 꾸미고 온라인 보드 상에 핀으로 저장, 공유하는 형태

Instagram: 사진을 찍음과 동시에 다양한 디지털 필터효과를 적용하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킹에 사진을 공유하는 개념

다. Cloud의 사례

Dropbox: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 싱크로 개인 데스크탑에 가상 폴더를

만들어 자료를 업로드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른 디바이스에서도 해당 파

일에 액세스하게 해주는 형태

Evernote: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기록 서비스로 메모를 작성하면 서

버와 자동 동기화되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열람 가능

라. Media & Contents의 사례

Zynga: 손쉬운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연령층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당 네트워크 내 사용자 간 친밀감과 동질성을 증대시키는 소셜 게임

Spotify: 음악 스트리밍 무료 음악제공과 재생 목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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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본 연구에서의 플랫폼 개념 규정18)

2.4.1. 플랫폼 매개 네트워크

본 논문에서 규정하는 플랫폼은 매개 네트워크적인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를 연결한다.

② 각 개체는 단독으로도 존재하는 독립성을 지닌다.

③ 한 개체는 다른 개체를 필요로 한다.

④ 개체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⑤ 개체 단독으로 얻을 수 없는 가치를 플랫폼 안에서는 창출할 수 있다.

[표 2-7] 플랫폼 매개 네트워크 개념도

18) 류한석,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 한빛비즈, 2012, 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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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계

플랫폼은 플랫폼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집단

이나 비즈니스와 결합되고 특화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

다.19) 따라서 플랫폼 기업은 미디어의 형태나 기능적 요소보다는 그래픽

이나 인터페이스, 인터랙션 방식 등이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더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표 2-8] 본 논문에서의 플랫폼 개념의 포지셔닝

19) 윤상진, 『플랫폼이란 무엇인가』한빛비즈, 2012, p.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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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새로운 문화 창출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만들어지지만 그 위에 다양한 애플

리케이션들과 콘텐츠가 얹히고 그것을 통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수익이

창출될 때 비로소 유의미한 플랫폼이 된다. 동일한 기술과 동일한 서비

스라 하더라도 나라나 문화마다 그 쓰임새와 성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난

다. 바로 문화 때문이다. 페이스북 사용을 예로 들어보면, 한국 사용자들

은 다른 나라 이용자들에 비해 친구 숫자에 집착하며, 그룹을 많이 만든

다고 한다. 플랫폼이 문화와 관련성을 보이는 한 단면이라 하겠다. 이렇

듯 문화는 서비스와 콘텐츠 또 비즈니스 전략과 방향을 수립하는데 고려

해야할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플랫폼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때 플랫폼의 가치도 높아진다고 하겠다. 이제 플랫폼은 단지 기술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술이 가져오게 되는 많은 사회문화적, 철학적 변

화, 경제적인 파급력에 대해 고려해야한다. [표 2-9]20)

디지털 환경은 다양한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그동

안 비인기였던 재화나 정보의 구매가 촉진되는 롱테일 경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하여, 주류뿐만 아니라 비주

류, 소외되어왔던 문화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풍부하다.

20) 류한석. 『모바일플랫폼비즈니스』, 한빛비즈, 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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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기술·비즈니스·문화의 아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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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술관 플랫폼의 이해21)

3.1. 미술관 패러다임의 변화

3.1.1. 미술관의 기원과 역사22)

미술관은 예술품의 전시를 통해 인식론적 변화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스투디올로(Studiolo)에서 비롯되었다. 스투디올로의 전

형인 뮤제이온(Museion)은 오늘날 뮤지엄의 기원이다. 뮤지엄은 수집과

연구를 위한 저장고의 기능이 강했던 반면 스투디올로는 예술품이 일정

한 이념이나 사고의 질서 속에서 배치되어 진다는 점에서 전시 공간의

개념이 강했다.23) 백과사전식 수집, 연구, 전시의 공간이었던 스투디올로

는 한 단계 더 분화되어 미술작품만이 전시되는 갈레리아(Galleria)의 공

간으로 변화된다. 갈레리아는 16세기 코시모 메디치 1세가 바자리를 건

축책임자로 임명하여 건립한 우피치 미술관의 4층의 ‘ㄷ’자 모양의 회랑

을 지칭하던 용어인데 여기에서 갤러리라는 말이 생겨났다.24)

스튜디올로의 전형인 뮤제이온(Museion)은 고대 그리스어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문예, 미술, 철학의 여신 뮤즈에게 바치는 신전을 의미하

였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궁전에 철학자의 조상이나 진귀한 예술품을 모

아두고 문예와 학문을 연구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뮤지엄이라 불렀다. 서

적들을 수집, 보관하고 학자들이 문예와 철학을 연구하고 담소하는 교제

21) 미술관(Art Museum)은 유물을 소장·수집·보관하는 박물관(Museum) 중 특히 예술품에 주력하는 

곳을 지칭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고 그 기원과 역사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미술관’을 뮤지엄(Museum)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뮤지엄’이라는 용어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음을 밝힌다.

22) 박무호․임채진. 「시대사조적 변화에 부응하는 뮤지엄의 개념과 전시디자인의 변용에 관한 고

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눈문집, 제 13권 통권 44호, 2004. 의 내용체계를 정리함.

23) 김지호. 「미술관 교육: 역사, 현황, 대안」,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18

24)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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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중세유럽에서는 종교적 유물이나 골동품들을 소

장하는 종교적 건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르네상스 시대 무역업의 성장은 운반과 항해를 활발하게 하여, 많은

사치품들이 베네치아에서부터 이탈리아, 독일에 이르기까지 장소의 구애

를 받지 않고 운반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부흥은 부유한 상인

계층을 등장시켰으며, 이들은 진귀한 대상물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관심

과 시간을 기울였다. 이렇게 수집된 물품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

의 과시 수단으로 자신들의 저택에 전시하였는데, ‘캐비넷(Cabinet of

Curiosities)’과 ‘갤러리(Gallery)’가 대표적인 공간으로 오늘날 박물관과

미술관 개념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캐비넷’과 ‘갤러리’는 일반인의 접근 허용되지 않는 개인 소유물의 개

념이었지만, 근대적 전시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다. 캐비넷은 희귀품, 서적, 작은 그림 등을 전시하기 위한 작은방으로서

수집품들이 장식적인 목적으로 진열된 반면, 갤러리는 규모가 큰 전시공

간을 지칭하며 회화와 조각을 전시하는 긴 형태의 방으로서 예술품을 진

열하였다. 캐비넷은 사람들이 모이는 응접실로서 사적이고 독립적인 공

간이었던 반면, 갤러리는 공적이고 방향성이 있으며 연속적인 조망이 가

능하였다. 캐비넷에서 수집된 대상물들은 현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무질

서하게 보일지 모르나 캐비넷의 다양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대상물들은

현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주 무질서 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세계

의 보편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전시방법에 있어서 수집된 전시물은 크

기에 따라 그리고 대상물들의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라는 특성간

의 차이에 따라 배열되었음을 17세기 문헌들은 말해주고 있다.25) 또한

미셀푸코는 캐비넷에 모아둔 대상물들이 배열된 방식을 ‘시각적 유사성

(Similitude)’이라 규명한다.

25) 박무호, 임채진. 「시대사조적 변화에 부응하는 뮤지엄의 개념과 전시디자인의 변용에 관한 고

찰」,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4, 13권 3호 통권 44호,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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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갤러리아

[그림 3-2] 캐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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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는 그동안 특권층만이 향유해오던 미술 전시 공간은 시민 사

회의 시작과 함께 근대적 개념의 공공미술관으로 발전하였다. 프랑스 대

혁명 이후 등장한 민주주의적 이상들은 뮤지엄에 대한 이해에도 변화를

가져와 뮤지엄은 계몽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장으로 여겨졌다. 예술품

들은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소유물들이 아니라 국가의 문화적 재산으로

이해되었다. 1793년 군주제가 몰락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관된 루브

르는 화가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연구하는 장소로 공개되었는데, 10일

중 2일은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대중들의 감상을 위해 공개하는

혁신성을 보였다.

영국에서는 1845년 박물관령(Museum Act of 1845)을 통해 뮤지엄을

하나의 공공기관이며 교육기관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또한 전국의 뮤

지엄이 국가의 비용으로 건설·유지되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마련되었다.

영국의 대영박물관이 건립되어 소장품의 수집을 국가가 주도하게 되었고

정책적인 발굴에 의해 다량의 유물을 보유하도록 하였다. 또한 뮤지엄은

사회·정치적 교육의 장으로서 문화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

고 설득시키며, 자국민의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장소로서 기능하였다.

19세기 미국에서는 뮤지엄을 일반 대중들의 교육과 즐거움을 위한 공

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집품의 분류, 정리에 의해 과학박물

관, 고고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미술관 등 세분화되면서 전문성을 획득

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뮤지엄은 역사막물관, 과학박물관, 자연사박물과, 미술관 등으

로 특화, 분화, 전문화되었다. 뮤지엄은 수집에서 전시에 이르는 일반적

인 뮤지엄의 기본적 업무 이외에 특별기획전,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

램, 지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제공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갔

고, 이를 통해 관객의 문화 의식과 사회적 참여도를 높이는 비영리 기관

이며 공익기관으로 정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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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미술관 기능과 역할 변화26)

[표 3-1] 미술관 패러다임의 변화

근현대적 미술관은 대중에게 열려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엘리트들의

문화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제도와 수단으로서 기능하였다. 순수예술의

지배, 미적경험, 유물의 절대적 역사성과 같은 가치들이 일반 대중의 삶

보다 가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술관은 작품의 소장, 보존, 전시, 그

리고 학술적 연구와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는 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특

히 소장품의 소유권과 보존의 개념이 강조되어 왔다. 과거의 미술관은

다양한 세계로부터 여러 대상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

로서, 자신들의 수집품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 장소로서, 그리고 그것을

일반 대중에게 전시하여 보여주기 위한 장소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신박물관학(뉴뮤지올로지, New

Museology)이 등장한다. 신박물관학은 1960년대 말부터 가시화되기 시

작하여 1980년대 구체화된 개념으로서 뮤지엄의 위기에 대한 인식을 출

발점으로 하고 있다. 1971년 국제박물관 협의회 제 9차 총회에서 아도베

26) 이선경. 「스마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뮤지엄의 커뮤니케이션 증진방안 연구」, 2011, p.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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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Stanislas Adoveti)는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은 사회적 존재 이유를 규

명하지 못한 채 정체되고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

한 위기는 1968년 학생혁명으로 가시화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박물관이 따라가지 못하고 기존의 박물관학 역시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처방책을 내놓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 후 많은 회의, 강의 논문들에서 박물관의 진부한 성격에 대한 비판

과 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27) 전통적

인 박물관 개혁에 만족하지 못한 여러 나라의 박물관학자들은 박물관의

활동방식, 내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기 시

작하였다. 그들은 박물관이 일상적인 삶에 구체적으로 공헌함으로써 사

회적 의미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을 실험하였다. 생태박

물관, 공동체박물관 등이 그 에이며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적이고 교

육적인 기관으로서의 박물관 개념을 모색하였다. 이처럼 신박물관학은

박물관이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적 도구이며, 박물관 개념의 중심은 사물

이 아닌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소장품은 관람객과 상호작용을 발생

시키고 그들의 경험을 이어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확

산시켰다.

이 영향으로, 1989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가 뮤지엄을 “인류가 그 환경의 물질적 증거물을 연구·교

육·향유하기 위해 수집·보존·연구·소통·전시하며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하고 대중에게 공개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기관”이라고 재정의

함으로써, 미술관의 역할은 보존에서 공개, 특수층에서 일반대중, 일방적

관람에서 쌍방형 관람, 내향화에서 외향화로 전환되고 이전에 없었던 소

통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객이 뮤지엄의 주인이

되었고, 뮤지엄은 대중과 소통하는 장소이고, 정보의 보급과 교류의 장소

27) 양현미. 「박물관 연구와 박물관 정책: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박물관 연구와 정책」,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154



41

이며, 사회적 기능의 공간으로 진화하였다. 이전에 없었던 소통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여기에서의 소통의 개념은 뮤지엄 공간을 하나의 전시매체

로 보고 관람객들과의 소통을 뮤지엄 안에서 전시로서 관람객들과 소통

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미술관의 기능은 ‘작품 중심(Object-Oriented)’에서 ‘관람객 중

심(Visitor-Oriented)’으로 바뀌었다. 현대의 미술관은 사회적 기능이 강

조되면서 일반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고, 새로운 형식의 시설을 창안하여 대중들과 소통하며 감상,

교육, 휴식을 겸할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

임은 문화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의 기능만을 담당하던 미술관의 역할이

차츰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교류의 장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반

영한다.

최근 미술관은 공공의 이익은 물론 더 까다로워진 대중의 요구를 만족

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자금원과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지침의 영향으

로 미술관은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관람객의 요구에 호응하고 있다. 접근

성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고, 다양성의 표출이나 과거 사회에서 소외

되었던 곳의 포용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

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에 대한 관심은 소장품 관리와 연구 및

학회활동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적이고 물리적이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장품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며

접근과 포용,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공공의 의무 같은 분야에서 목표와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오늘날 미술관은 수집, 보존, 연구 기관임은 물론 공공 문화와

교육에 이바지 하는 복합 문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술관은 소장품이 다음 세대에게도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역할 뿐

만 아이라 방문객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고 유용하도록 하고 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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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관은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중요하

다. 미술관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숙하지 않은 문화와 관

점을 이해하는데 공헌해야 한다.28)

[표 3-2] 사회변화와 미술관

28) 박정연, 「뮤지엄 커뮤니케이션의 소셜미디어 활용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7 도표 응용하여 재구성.



43

3.2. 미술관 커뮤니케이션 개념29)

미술관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술관의 소통기능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이론을 도입하여 미술관을 일종의 ‘커뮤니케이터’로 파악하거나,

교육 공학적 측면에서 ‘교육매체’로 접근하는 경우, 기호학 이론을 바탕

으로 미술관을 ‘기호체계’로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미술관을 ‘수용자와 상호작용 하고 있는 매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30)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란 인간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 사실과 의견을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신하여 서로 공통된 의미를 수립하고 더

나아가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원리는 하나의 효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며, 소통과정은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포함한다. 커

뮤니케이션 이론은 언어, 철학 등 인문학에서 시작되었지만 메시지 전달,

의미의 생산과 교환 등 소통구조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미술관 커뮤니케

이션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 안에는 유물이나 예술작품에 담겨진 정보를 메시지

로 전환하여 관람객에게 전달하는 선형적 개념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

를 수집하여 최종적으로 관람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촉매제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미술관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역할은 ‘메시지의

전달’과 ‘의미의 생산과 교환’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전자는 유물과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미술관이 관람객들에게

29) 이선경, 「스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뮤지엄의 커뮤니케이션 증진방안 연구」, 국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15-21의 내용을 발췌, 뮤지엄 대신 미술관을 대입하여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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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내적 기능에 대한 접근 방식이고, 후자는 미술관과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미술관이 관람객의 정체성, 관람동기 및

경험 등의 행동성양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대중에게 봉사하는 미술관의

대외적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다.

이처럼 미술관 커뮤니케이션은 예술작품과 이들이 형성된 사회문화적

인 맥락, 시간과 공간상의 개념정의를 통한 시각적 인식의 강화 및 심미

적, 문화적, 분석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고, 이차적

인 목적은 관람객이 자아발견을 체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미술관의

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3.2.1. 미술관과 관람객31)

미술관은 관람객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미술관의 주 기능은 전시인

데 누가 관람해주지 않는다면 미술관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관에서 관람객의 존재는 절실하다. 관람객이 원하는 미술관

이 되기 위해서는 관람객 연구를 토대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

료를 정보화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미

술관은 관람객의 확보와 관람객이 요구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서 그 가치

와 의미를 갖게 되어 비로소 정체성을 찾게 된다.32) 관람객의 요구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람객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31) 박정연, 「뮤지엄 커뮤니케이션의 소셜미디어 활용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 9-16 내용 발췌.



45

1) Roger A. Strang과 Jonathan Gutman의 관람객 유형 분류

[표 3-3] Roger A. Strang과 Jonathan 

Gutman의 관람객 유형 분류

Roger A. Strang과 Jonathan Gutman은 “Promotion Policy Making

in the Arts”라는 저서에서 관람객 계층 분포 피라미드의 체계를 형성하

고 미술관에 대한 관심 정도로 목표 관람객을 구분하여, 열성집단

(Enthusiast), 관심집단(Interested), 비참여․무관심집단(Non-interested)

으로 나누었다.33)

열성집단은 미술관의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으로 아마

추어 예술 취미활동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회원이 되거나, 특정예술인이나

단체를 후원하기도 한다. 이미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열성관람객은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한다는 기본적인 정보만을 필요로 한다.

관심집단은 평범한 예술 수요 계층으로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예술 활

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류이다. 특별히 선호하는 예술장르는 없는

33) 곽수일. 「문화예술 분야에 마케팅 기법의 도입과 적용」, 한국정책개발원, 1996.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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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다양한 예술프로그램 서비스에 참여한다. 이들에게는 독특하거나,

유명 아티스트의 작품, 차별화된 프로그램 등으로 어필하면서 동기부여

가 되면 상황에 따라 관심이 유발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비참여․무관심집단은 예술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진지하게 고

려해 본 적이 거의 없으나 동기부여를 통해 관심 관람객으로 전환될 가

능성이 있는 관람객이다. 이들 대부분은 예술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때

문에 이들에게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접근한다.

2) David Dean의 관람객 유형 분류34)

[표 3-4] David Dean의 관람객 유형 분류

David Dean(데이비드 딘)은 관람객의 지적활동에 따라 분류했다.

첫 번째 관람객 형태로는 전시에 적극적이고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소

수의 사람들로 이들은 전시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전시된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적극적인 유형이다.

두 번째 관람객 형태는 미술관 경험에 관심을 보이지만 어려운 정보에

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선택적으로 관심이 가는 정보에만 주의를 기

울이면서 자극적인 것을 찾는 행태를 보인다.

34) 데이비드 딘.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전승보 옮김, 서울 학고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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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형태로는 미술관 전시는 훑고 지나칠 정도로 깊이 관여하지는

않지만 미술관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여기

는 무관심한 관람객이다.

3) N.Abercrombie와 B.Longhurst의 관람객 유형 분류

[표 3-5] N.Abercrombie와 B.Longhurst의 

관람객 유형 분류

N.Abercrombie(애버그롬비)와 B.Longhurst(롱허스트)도 문화향유에 대

한 열망과 참여방식을 기준으로 관람객을 문화소비자, 문화애호가, 문화

열광자, 문화광신자, 소극적인 문화생산자로 분류했다.

문화소비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나 취향이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여가활동으로 주말에 미술관을 방문하는 집단이다.

문화애호가는 특정작가, 작품, 프로그램, 관심, 이전의 미술관 관람 경

험을 중요시하며, 집단보다는 혼자 관람하려는 특성이 강하며 미술관의

접근성이나 경비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문화열광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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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애호가에 비해 관람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특정 작가나 작품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문화 열광자는 관심 있는 작가나 작품에 대한 상세하고 심도 있는 정

보를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습득한다. 문화 소비자나 문화애호가와는 달

리 집단 소비성향이 강해서, 자신과 동일한 관심을 갖는 다른 집단의 문

화 열광자와 지식을 공유하거나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 예를 들면 동호

회 차원에서 작가의 스튜디오나 역사 유적지를 방문한다.

문화 광신자는 문화 열광자에 비해 문화 수용의 범주가 넓기 때문에 특

정 작가나 작품에 국한되지 않고 미술 전반에 관한 지식 습득의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고 미술사 강좌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여 그들이 경험한 미적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문화 광신자는 매

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열광자

와 다른 점이다. 미술관 관람은 그들의 삶을 영위하며 가치체계를 형성하

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의 자아 정체성을 대변해준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인 문화생산자는 아마추어 작가나 컬렉터들이 포함

된다. 이들은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만으로는 자신의 문화예술 향유

에 대한 욕구를 더 이상 만족 시킬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문화 예술

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4) Nick Merriman의 분류

Nick Merriman(닉 메리맨)은 미술관 방문 빈도에 따라 관람객을 분류

하였다. 자주 방문하는 사람,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가끔 방문하는

사람, 거의 방문하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사람 등 5가

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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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미술관 커뮤니케이션 모델35)

미술관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1980년대부터 미술관과 관람객에 대한 연

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술관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관람객과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미술관 커뮤니케이션 모델

은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물(Object) 커뮤니케이

션 체계의 핵심인가 부분인가에 대한 논의가 그 쟁점이라 할 수 있다.

1) 카메론의 모델 (1968)

[표 3-6] Cameron Communication Model (1968) 

카메론은 발신자, 매체, 수신자의 다양성을 제시하며 전시에서 가장 핵

심이 되는 매체는 유물임을 강조하였다. 발신자는 유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람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때 관람객은 일방

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나타난다.

35) 이선경. 「스마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뮤지엄의 커뮤니케이션 증진방안 연구」, 국민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 15-21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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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즈와 라이트의 모델 (1970)

[표 3-7] Knez and Wtight Communication Model (1970)

네즈와 라이트는 카메론의 모델을 근거로 미술관의 핵심적 기능은 지적

인식력을 근거로 미술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필요

함을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유물자체가 중요한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달

리 언어적인 상징문서, 구두어 매체가 필요한 과학박물관과 같은 경우 전

시물을 이해하기 위한 패널, 영상물과 같은 언어적인 상징이 더욱 중요함

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 지적 수준과 관람동기 등을 지니는

수신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인식하는 한계를 지닌다.

3) 쉬렘의 모델 (1954)

[표 3-8] Schramm Communication model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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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렘은 커뮤니케이션의 공유성과 순환성을 강조하며 커뮤니케이션을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공통부분을 형성해나가는 작업으로 정의를 하였

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두 대상 사이에 공통의 경험, 언어, 배경, 문화 등이 충족되는 경험의 장

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발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서로 바꾸어가며 수행되기 때문에 수신자와 발신자 대신 약

호자와 해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메시지를 기호화하는 과정과 해독하

는 과정에서 의미를 공유화하는 순환적 과정을 밝혔다. 발신자는 수신자

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순화과정을 통해 수정 보완을 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쉬렘은 커뮤니케이션을 순환적 과정, 쌍방향적 과정이라고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므로 현대적 개념의 뮤지엄 커뮤니케이션에

해당된다.

4) 후퍼 그린힐의 모델 (1985)

1980년대부터 미술관과 관람객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자 후퍼

그린힐(E.Hooper-Greenhill)은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며 커뮤니

케이션을 전시에 국한하지 않고 미술관의 전체적 이미지와 관람객 사이

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도입하였다. 미술관 커뮤니케이션은 내적인 요인

과 외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미술관의 경험가 전체의 이미지와의 상

광관계가 영향을 미침을 주장하였다. 전시물, 진열, 이벤트, 건물 등을 통

한 박물관 경험과 오리엔테이션, 직원 등의 미술관 현장의 요소, 미술관

샵, 카페, 화장실, 출판물 등 미술관의 외부적 요소까지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로 확대하여 미술관의 전체적 이미지가 관람자의 인식, 태도, 방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 모델은 커뮤니케이션의 부분적이고

단순했던 이전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확장하여 미술관 전체와 관람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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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호작용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예술 작품이나 유물의 생산자

관점이 아닌 관람객 입장에서 미술관의 중요성과 경험을 분석한 것이다.

[표 3-9]  Hooper Greenhill Communication Mode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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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미술관 커뮤니케이션 매체

미술관은 관람객에게 어떻게 접근하며 소통하는가. 미술관 안에서 관

람객에게 주는 영향으로는 전시의 주제, 기능, 규모, 그리고 해석의 방법

과 관점들이 있다. 여기에 도슨트와 같은 설명자들과 그들의 이야기, 강

의, 동영상 등이 있고, 아트샵의 전문서적이나 영구적인 콜렉션과 카탈로

그, 전시 카탈로그 등 각종 판매품들도 관람객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

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술관 밖에서 관람객과 상호작용 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봉사활동이나 이벤트, 뮤지엄의 전시장소를 바꿔가며 오픈

공간에서 다양하게 전시를 하게끔 콜렉션들을 빌려 준다던가, 미술관의

정보를 리플렛으로 나눠 준다던가, 학교에서 교과과정으로서 미술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는 방법이

있다.36)

1) 미술관 내 매체 (오프라인 매체)

가. 인쇄매체

텍스트는 가장 역사가 깊은 전시해석매체이다. 미술관에서 텍스트의

위치는 전시장 입구의 전시명, 전시 개요가 있고, 전시실의 소장품 설명

을 위한 텍스트가 있다. 텍스트는 객관적 정보를 담고 있는 것과, 전문가

의 해석을 담고 있는 텍스트가 있다. 그밖에도 리플릿, 프로그램 활동지,

전시장 지도나 안내서 등이 있다.

나. 도슨트

도슨트(Docent)는 ‘가르치다’라는 라틴어 ‘Docere’에서 유래한 용어인

36) 박정연. 「뮤지엄 커뮤니케이션의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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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식을 갖춘 안내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도슨트는 일정한 교육

을 받고 미술관에서 일반 관람객들을 안내하면서 전시물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대형 미술관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다.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진행된 현대화 작업의 결과물

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보서비스 업무의 무인자동화를 통하여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뜻한다. 키오스

크는 고정적 형태로써 이동이 불가능하고 기기의 수가 관람객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 또한 제작에

투입되는 인적, 물적 자원에 비해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라. 모바일해설기

모바일 해설기란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개인이 소지하고

다닐 수 있는 경량의 디지털 통신장비를 의미한다. 모바일 기술을 이용

한 미술관 전시안내 매체로는 MP3 플레이어 등을 이용한 음성 안내기

와 PDA 등의 영상안내기, 최근 미술관 전시안내 매체로 도입되기 시작

한 스마트 폰이 있다.

2) 미술관 외 매체 (온라인 매체)

가. 사이버갤러리

사이버갤러리는 가상현실 기술을 통하여 전시장을 웹에 구현한 것으로

전시관람 자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사례이다. 그러나 전시장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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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직접 작품을 관람하고 전문가에 의해 계획된 디스플레이 공간을 느끼

는 문화 체험은 그 자체가 전시 콘텐츠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이버갤러리

라는 매체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난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사이버

갤러리는 그 조작의 어려움과 현실감의 미흡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

고 있다.

나. 웹사이트

웹사이트는 미술관의 전시, 소장품, 교육, 행사, 이벤트 등에 대한 다양

한 정보를 다양한 관람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이는 장기

적으로 보았을 때 브로셔, 도록 등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방식보다 저비

용, 고효율의 수단이 될 수 있기에 많은 미술관들이 1990년대 중반부터

웹사이트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미술관이 단순히 소장품을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지원하

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면서 웹사

이트가 관람객과 미술관 활동 정보를 연결해 주면서 기존 미술관의 한정

된 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최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은 공간적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존재

할 수 있다는 편재성을 지닌 매체이다. 직접 미술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잠

재관람객에게 해당 미술관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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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술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확장과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미술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 세계는 실시간 온라인 정보를 공

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람객들의 미술관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미술관은 관람객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37) 미술관 소장품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소장품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 미술관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비중을 강화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에 놓여 있

는 물리적 인터페이스, 대인간 인터페이스, 정보 인터페이스 등의 확장과

접근 이용성의 향상을 의미하고 있다.38) 최근 들어서는 미술관이라는 웹

을 통해 가상전시로 미술관과 소통하거나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더욱더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에 전통적인 소통방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도구들로(소셜 미디어, 앱, QR코드 등)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39)

37) 이선경(2011). 전게논문, p.1-2

38) 이선경(2011). 전게논문, p.21

39) 박정연(2012). 전게논문, 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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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가상 갤러리

웹의 초기에는 미술관 주도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인

이 미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하이퍼텍스트 등의 페

이지 형태로 올린 것이 온라인 매체 이용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형태를

가상 미술관(Virtual Museum), 온라인 미술관(Online Museum), 일렉트

로닉 미술관(Electronic Museum), 디지털 미술관(Digital Museum), 하이

퍼 미술관(Hyper Museum), 사이버 미술관(Cyber Museum), 웹 미술관

(Web Museum) 등으로 불렀다.

최초의 가상 미술관은 1994년 Nicholas Pioch에 의해 만들어진 Le

Webmuseum으로 여겨진다. 피오치(Pioch)는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로부

터 받은 3백만 개 이상의 각종 전시자료들을 토대로 14세기말부터 20세

기 초까지 수백 점의 그림을 유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데, 이 가상 미술관은 어떤 외부의 지원이나 기부금이나 인력 없이 방문

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이트라는 점에서 초기 웹 매체의 활용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시각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 비주얼 아이덴티티 개념은 고려되지 않고,

이미지와 하이퍼텍스트로 구성된 웹 페이지의 성격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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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가상 미술관 초기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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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웹사이트

웹이 점차 일반화됨에 따라 미술관들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미술관과 전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미술관의 웹 사이트는 일반

적으로 소장품, 전시, 각종 행사나 이벤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까지도 미술관 외의 주요 소통 매체로 이용되고 있으나, 미술관에 따라

정보의 활용과 구성, 제시 능력의 편차가 심하다. 또한 소장품과 전시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이고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폐쇄적인

경우도 있다.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가상공간에서 제공하기 위해 제공방식에 있어서

사용자가 콘텐츠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법을

사용하는데, 파노라마 VR, Object VR, 3D VR, 3D모델 형태, 전시 공간

파노라마 형태 등 다양한 방식들이 나타났다.40)

또한 웹 매체가 미술관 홍보나 정보교류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웹 아

이덴티티 개념이 형성되었다.

40) 안은영·김재원. 「실사기반의 3차원 가상현실 제작을 위한 선택적 맵핑 방식의 빌보드 구현」,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13, No. 3. Apri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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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미술관의 웹사이트 사례들



61

3.3.3. 데이터베이스

미술관들의 소장품 정보를 한데 모아 공유함으로서 검색과 활용을 용

이하게 하였다. 미술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료 등도 같이 수집되어 있

고,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형태와 학교나 도서관 등 기관

의 인트라넷을 통해 접속하게 되어 있는 유형이 있다. 또 미술관 업무에

있어 사용되는 전문적 툴이 개발되어 소장품을 빌리고 배송하는 정보 등

세부적 전문정보를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도 생겨났다.

TMS는 미국의 미술관들이 전시 준비를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로 소장품의 위치, 현재 사용 중인 위치, 소장자, 크레딧, 물류, 비용 등

전문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론 이것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미술관 정보들이 디지털화되어 하나의 기관에 의

해 총체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술관들의 상호협력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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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TMS: 미술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63

3.3.4. 플랫폼 개념의 등장

미술관은 새로운 문화적 콘텐츠 창출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

지고 있다. 미술관들은 수집된 개별성을 지니는 작품들을 전시라는 채널

을 통해 보여줌으로서 대중과 소통하며, 소장품들을 아우르는 관점과 비

전을 제시한다.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술관들이 서로 협력하

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협력체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미술관들은 온라인 매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왔

다. 예를 들어 1994년에 스미소니언 미술관 디렉터인 Elizabeth Vroun은

미래의 아트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학교를 끌어오는데

노력을 쏟아야한다’면서, 전자미디어들이 이런 목표를 실행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술관의 목적을 전시품들의 보관, 보

호, 전시, 그리고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미술관은

여전히 인터넷을 활용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41)

초기에는 미술관 자료들을 학교 교육 자료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으

로 나타났는데 있었는데, 여러 미술관들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을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교육형 포털 사이트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들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정부

와 같은 공공기관의 문화 지원 정책들과 맞물리면서 정부 주도의 포털적

문화예술 사이트(Europeana)나 거대 플랫폼 사업자 주도의 미술관 플랫

폼(Google Art Project)이 등장하였다. 이렇게 플랫폼 사업자와 미술관,

양자 간의 노력의 교차점에서 ‘미술관 플랫폼’이 탄생하게 된다.

41)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Google_Art_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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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술관 플랫폼 사례 분석

3.4.1.Virtual Museum of Canada

2001년 개설된 VMC(Virtual Museum of Canada)는 캐나다 문화부의

주도로 캐나다에 소재한 미술관과 박물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중소 규

모 미술관들의 전시 활동 지원, VMC Lab에 의한 가상 전시콘텐츠 창출

장려를 목표로 하는 초기의 미술관 플랫폼 형태이다. Virtual Exhibits,

Images Gallery, Museums in Canada, Teachers’s Centre, News, VMC

Lab, MyVMC의 메뉴를 통해 가상 전시 콘텐츠, 이미지 자료, 캐나다에

소재한 미술관들을 링크하고, 교육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6] Virtual Museum of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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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Smarthistory

2005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의 오

디오 시리즈로 출발한 스마트히스토리(SmartHistory)는 2010년 비영리

교육 사이트인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와 통합되면서 미술사 중심

의 심도 있는 텍스트, 오디오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관, 도서관, 아

카이브, 시청각 아카이브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고 학생과 교사를 주

요 타깃으로 하고 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시대사적, 스타일, 작가, 주제

분류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웹북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시대별, 스타

일별, 작가별, 주제별로 분류된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

이스와 정보디자인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Smart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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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Images for the Future

2007년 시작된 Images for Future는 20세기 네덜란드의 오디오, 시각

영상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를 목적으로 한다. 4개의 컨소시엄 파

트너(Sound and Vision, EYE Film Institute, National Archive,

Knowledgeland)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영리로 제공되는 데이터와 영리를

추구하는 데이터가 공존한다. 대상의 범위와 주제가 뚜렷하고 한정적이

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일 수 있는 반면,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배

타적일 수 있다.

[그림 3-8] Images for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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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uropeana

2008년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전자도서관 네트워

크 프로젝트(European Digital Library Network)의 일환으로 시작한 아

트 플랫폼이다. 유럽문화유산의 수집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미술관, 박

물관, 도서관, 아카이브, 시청각아카이브 등의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가

상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블로그, 다른 이미지 공유 사이트들의 정보도

취합하여 제공한다. 형식적 면에 있어서는 블로그 형식에 이미지 공유

사이트의 특징을 결합 보완하였다. 특징으로는 자체적으로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이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미술관 플랫폼이

단순히 데이터정보를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화가치를 창

출해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3-9] Europe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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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Google Art Project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는 2011년 2월에 테이트

(Tate)와 메트로폴리탄(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등, 전 세계

17개 미술관 및 박물관들의 파트너십으로 출발하여, 2012년 4월에는 전

세계 40여 개국의 151개의 미술관 및 박물관들이 참여한 미술관 플랫폼

이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구글의 "세계의 정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누

구든 접근가능하고 유용하게 만들자"라는 미션의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미술관의 작품들을 좀 더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는 스트릿뷰(Street view) 기

술을 이용하여 실제 미술관의 공간을 가상으로 투어 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이미지를 기가픽셀로 제공하여 실제로 미술관을 방문해서도 관찰

하기도 힘든 미세한 디테일들을 확인 할 수 있고, 다양한 학문적 리소스

와 콘텐츠가 링크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특정한 작품에 대해 더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용자들이 공유된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갤러리를 만들 수 있으며, 구글의 소셜 미디

어 플랫폼인 Google+와 연계되어 사용자들의 개인 갤러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방문객들이 온라인 강의 등 인터랙티브한 목적을

위해 Google+를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네

트워크 플랫폼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음은 구글 아트 프로젝트의 메인페이지, 미술관 리스트와 링크, 작품 검

색 보기, 미술관 전시 공간 뷰어, 사용자갤러리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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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아트 프로젝트(Google Art Project)의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인들의 예술에 대한 접근 증대되었다. 구글 아트프로젝트에

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뮤지엄에 접속할 수 있다. 비용 없이 원격으

로 강의나 관람이 가능하다.

둘째, 새로운 관람객 창출에 기여한다. 온라인 전시는 많은 사람들을

갤러리로 끌어들일 거라 예상하고 있다. 상관관계를 분명히 입증하기는

힘들지만, 구글 아트프로젝트를 방문한 사람들의 상당수와 뮤지엄에 실

제로 가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수의 상관관계가 리서치를 통해 보여 졌

다. GAP가 론칭된 지 2주 만에 MoMA는 웹사이트 트래픽이 7% 증가

했다고 밝혔다.42)

셋째, 갤러리를 방문한 관람객의 보충자료로서의 역할이다. 가상 투어

를 한 다음에 실제 투어를 보다 잘 즐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리서치들이

있다. 실제로 기가픽셀의 이미지자료는 실제 작품에서 조차 관람하기 불

가능하다. 구글 아트프로젝트는 실제로 예술작품을 관람할 필요를 없앤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톨레도 미술관(Toledo Museum of Art)의 디렉터인 Brian Kennedy는

학자들은 아무리 기가픽셀 이미지가 제공되어도 여전히 실제로 보고 싶

어 한다며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넷째, 미래 발전 가능성이다. 구글 아트 프로젝트가 미술관들이 웹을

이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는다. 예를 들어 스미소니언의

모바일 전략 헤더인 Nancy Proctor는 미술관들이 결국에는 프린트물 대

신 아트 프로젝트가 뮤지엄 맵과 갤러리 인포메이션을 제공하게 해야 할

것이라 했다. 뮤지엄 방문객들이 작품 앞에서 그들의 스마트 폰을 들고

관람하는 일이 가능해질 지도 모른다.

42) http://en.wikipedia.org/wiki/Google_Art_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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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다.

첫째, 의도된 관객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미술관이란 의도된 관객

이 누구이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구글 아트프로젝

트는 이러한 다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둘째, 현재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구글 크롬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

문에 다른 매체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 개방과 공유를 가치로 내거

는 구글의 제한성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셋째, 작품의 보안, 저작권 문제이다. 구글 아트프로젝트가 제공하는

여러 이미지 소스들이 남용될 우려와 뮤지엄의 실제 공간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므로 보안상의 허점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실제 뮤지엄 활동과 관련된 정보 부재이다. 몇 가지 제한된 소장

품 이외에 현재 뮤지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시나 이벤트 등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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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미술관 플랫폼 사례 분석을 통한 가치 변화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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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접목성 고찰

4.1. 아이덴티티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와 접목성

4.1.1. 가변적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 디자인(Corporate Identity)은 심화되어 가는 자본주의 경

쟁 체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1950년대 미국의 경영자들에 의해 탄

생하였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써 기

업 철학이나 문화 등을 전략적으로 연출하고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정체

성을 확립시키는 것이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역할이었다.

기존의 아이덴티티 작업은 심벌과 로고 타입을 정하고 이를 운용하는

매뉴얼을 만들어 명시된 틀과 원칙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데 충실하였

다. 그러나 미디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표현영역이 확대되고 인터랙티

브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면서, 고정성과 일관성에서 탈피하여 다양

성과 운동성을 지닌 가변적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활성화 되어 왔다. 가

변적 스타일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하나의 고정된 형태를 띠지 않고 환

경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 형태나 의미 단위로 변화 가능하도록 하는 디

자인 시스템을 말한다.

동적이고 인터렉티브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가변적 스타일

의 아이덴티티는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서 디지털 세계의 변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지속적으로 적용, 발전

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융통성을 내재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의 수

용과 미적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미술관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

서 가변성은 거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많은 미술관이

가변적 아이덴티티를 채택하는 이유는 미술관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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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계층과 커뮤니케이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술관

도 마케팅에 신경 써야 하는 일종의 기업이라 본다면 자신의 브랜드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고, 가변적 아이덴티티는 브랜드 확장에 따른 변화를

수용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가변적 아이덴티티 디자인 유형은 다양하나 근본적으로 고정적인 요소

에 가변적인 요소를 결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술관 아이덴티티 디자

인 사례를 살펴보면, 가변성은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변성을 색, 질감, 패턴 등의 시각 요소의 변화를 통해 추

구하는 유형이다. MAD(Museum of Art and Design, New York)이나

Brooklyn Museum(New York)의 사례가 해당된다.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을 아이덴티티로 설정하고 그 대상의 움직임에서

가변성을 이끌어내는 유형이다. Casa De Musica(Porto, Portugal)의 경

우 건축물 자체가 심벌이 되며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이

다양한 시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또 다른 예는 Tate(London)의 사례

를 들 수 있는데, Tate라는 로고 타입을 하나의 네온사인과 같이 간주하

고, 빛이 밝아졌다 사그라졌다 하는 운동성에서 포착된 다양한 순간들이

심벌로 사용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아이덴티티 디자인 요소의 형태적 변화보다 그것을 사

용하는 방식에서 가변성을 추구하거나, 주제와 콘텐츠를 덧붙여 확장하

면서 가변성을 추구하는 유형이다. 그 예로 New Museum(New York)의

경우 로고타입의 형태적 변화는 없으나 New 와 Museum 사이에 전달하

고자 하는 메시지를 넣음으로서 콘텐츠에 의한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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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Brooklyn Museum

[그림 4-2] Museum of Art and Design, New York

[그림 4-3] New Museum,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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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Casa da musica, Portugal 

[그림 4-5] Tate,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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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공생적 아이덴티티

과거의 기업이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차별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며 일

정 부분이라도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연관되지 않기 위

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특별하고 강력한

기업이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전체적, 부

분적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노력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경쟁 기업과 브랜드로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

적으로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결합하거나 제휴를 맺음으로

써 브랜드 자산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가 발달한 현대인에게는 하나의 정체성만이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가지구조

의 형태로 그 정체성은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43) 이처럼 기업이나 조직

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되, 하나

의 정체성 안에 갇히지 않고, 다른 아이덴티티들과 접목되면서 확장되는

다양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Wernerfelft(1998)는 두 가지 브랜드 네임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거나 새로운 것이 생성될 때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

에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44)

43) Carolyn Handler Miler, Digital Storytelling, Focal Press, 2004, p.124

44) 전수정.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활용한 브랜드 믹스(Brand Mix) 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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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애플 컴퓨터와 인텔 프로세서의 결합

[그림 4-7] 애플과 나이키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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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

해 문제의식을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다

른 미술관과 협력의 관계를 맺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 자사의 아

이덴티티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 미술관이나 아티스트와 협업으로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 단순한 후원의 차원을 넘어서 미술관 활동

이나 작품 활동의 콘텐츠 안에 편입되려 노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8] 프라다와 트랜스포머 전시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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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구겐하임과 BMW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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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

4.2.1. 서비스 측면

플랫폼은 미술관 관련 정보들을 하나로 집결시켜 공유하고 디지털화하

여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그리고 미술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들을 집단적으로 후원하고, 홍보·발권·결재 시

스템 등의 미술관 업무를 지원하여 효율을 높인다. 제공된 미술관 정보

들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

적으로 개발한다. 더 나아가 플랫폼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관련 프로젝트

들을 추진하여 문화 창출에 기여한다.

4.2.2. 구조적 측면

미술관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예술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미술관의

종류나 재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플랫폼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미술관

들은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술관 플랫폼은 이 콘텐츠를 활

용하여 이 모든 서비스 활동이 실제 미술관 관람객 창출로 이어질 수 있

도록 실시간 미술관 활동 정보와 관람자들의 평가, 후기 공유, 촬영한 사

진이미지 공유 서비스 등을 통해 플랫폼 이용을 활성화 한다.

4.2.3. 관계적 측면

미술관 플랫폼은 독립적인 미술관들과 다양한 사용자들이 연결되어 시

너지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로서, 미술관들은 공급자, 사용자들은 수요자,

그리고 이들을 매개하는 것이 플랫폼으로 나타난다. 미술관의 개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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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면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관계는

마치 하나의 뿌리에 접붙여지는 다양한 접수(椄穗)들과 같은 관계성을

지닌다.

4.2.4. 상징적 측면

문화예술매체로서 미술관 플랫폼은 미적이고 창의적 가치를 상징하는

아이덴티티를 지녀야 한다. 정보에 시각적 표현 요소를 대입하여 정보를

감성화하고, 이를 아이덴티티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다. 따라서 미술관 플

랫폼의 아이덴티티는 미술관들의 정보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생장한다.

[표 4-1] 미술관 플랫폼의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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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접목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기업, 브랜드, 집단 등의 상호협력은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시각적 요소들의 결합으로 나

타나게 된다. 단순히 병렬적 배치에서부터 겹치기[그림 4-8], 공통 요소

강조[그림 4-9] 등 새로운 결합 기법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접목성’이라 규정하였다. 디자인 작업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개념과 발상, 응용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접목(接木)은 인위적 식물 재배법으로 인류의 식용작품 재배 혁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왔다.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나무열매들은 씨앗에서

바로 작물로 실현되지 않고 어린 묘목의 단계를 지나 성인 나무단계에

이르러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재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따라서

재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잘라진 부분에서 쉽게 뿌리가 나오는 경우

에는 원래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심어 기르거나, 아니면 과실이 될 접수

를 바탕목에 붙여서 재배하는 접목의 방법들이 고안되기에 이른다. 접목

이 언제 발견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과실을 재배하고 새로운 종들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핵심 기술임은 분명하다.

접목에 의한 개체의 특성 변화에 대한 이슈는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16세기 유대인들은 레몬 나무뿌리에 접목하여 재배된 시트론을 성전에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한다. 어떤 랍비는 원래 시트론의 나무 가지를 잘

라 심어 나온 시트론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이는 대목이 접수의 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유전적 관점에서 접목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유전형질을 섞지 않고 원래 그대로 유지 보존한다. 예를

들어, 빨간 장미를 하얀 장미 나무에 접목하면 분홍 장미가 아닌 빨간

장미가 자란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변성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영향으로 개별적 개체로는 얻을 수 없었던 형질이나 성질을 얻을



90

수 있다.45) 접목(接木, Graft)은 서로 다른 식물 개체를 절단면을 따라

연결하여 하나의 식물체로 생장하게 하지만, 이 둘이 합쳐져서 중간적

형질의 하이브리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개체가 지닌 유전적

형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성장과 발육에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한 개체는 얻고자 하는 목적인 접수(Scion)가 되

고, 다른 개체를 영양을 공급하는 토대인 대목(Rootstock)이 된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서 접목성이란, 각 개체의 고유한 비주얼 아

이덴티티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 부분이나 요소들을 적극 활용하여 또

다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술관 플랫폼’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있어서는 각 미술관들의 관람객 증진과 발전을 위

해서 플랫폼의 아이덴티티와 더불어 개별 미술관들의 고유 아이덴티티가

부각되고 지속되어야 하고, 그 방식이 창의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이 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술관플랫폼’이라는 대상의 아이덴티티

와 그 시각화를 원래 존재하는 각 미술관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결합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 결합성

② 상호관계성

③ 발전과 확장

45) A History of Grafting, Ken Mudge, Horticultural Reviews, Volume 35, p 437



91

[표 4-2] 미술관 아이덴티티와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의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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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미술관 플랫폼(온라인) 측면에서의 접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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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미술관(오프라인) 측면에서의 접목성





V.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의 시각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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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의 시각화 연구

5.1. Seoul Art Platform 제안

5.1.1. 대상 선정

정부나 공공기관의 주도로 서울시 36개 미술관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Seoul Art Platform이라는 비영리 모델을 가정하였다. 미술관들은 자신

들의 소장품을 플랫폼 상에 개방하는 대신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미술관

을 많이 노출시켜 궁극적으로 미술관의 관람객 증진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미술관들의 활동을 장려하고, 대중들의 미술관 접근가능성을 높이

면서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립, 사

립, 갤러리 등 미술관의 규모나 성격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미술관이든

참여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참여 미술관을 늘려나가는 것을 전제로 하였

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에서 출발하여, 수도권,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서울시 36개 미술관은 다음과 같다. 경인미술관, 갤러리나우, 갤러리라

메르, 갤러리현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제갤러리, 금호미

술관, 대림미술관, 덕수궁미술관, 롯데갤러리, 몽인아트센터, 밀알미술관,

부암동 서울미술관, 부띠크모나코 미술관, 북촌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산

토리니서울, 살아있는 미술관, 상원미술관, 서울메트로미술관, 서울시립미

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성곡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소마미술관, 아트

선재센터, 아트센터나비, 아프리카미술관, 조선일보미술관, 자하미술관,

토탈미술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환기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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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작품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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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개발 방향과 범위

3장에서 살펴본 미술관 플랫폼 사례들 중 본 연구자가 주목하는 유형

은 Google Art Project와 Europeana이다. Google Art Projet에서는 실존

하는 미술관들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오프라인의 정보와 연계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Europeana의 경우에는 플랫폼이 주도적으로 공공문화예

술 프로젝트, 문화유산 수집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술관 플랫폼은 여러 곳에 소재해 있는 미술관 정보를 하나의 관

문처럼 중계해주고, 중소 미술관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가상전시를 장려

하며, 교육 자료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리와 인터페이스 구현이 기본되

어야 한다. 그 위에 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야한다.

이를 토대로 본 논문의 작품연구를 위한 미술관 플랫폼은 서울에 소재

한 미술관들의 연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소장품 정보를 공유하고, 실재

미술관과 관련된 정보들(공간, 전시, 이벤트 등)을 제공하며, 가상전시콘

텐츠를 창출하고, 일부 유료자료 이용을 위한 결제나 티켓팅 서비스 등

을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관 측면에서는 소장품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적 문제로 오프라인 전시가 어려운 콘텐츠들을 공

유할 기회와 툴을 제공받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무료로 미술관 소장품

정보들에 접근하고 전시동향과 각종 진행 중인 프로그램들에 대한 정보

를 각 미술관 사이트를 전전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으

며, 소정의 할인 티켓을 발매할 수 있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미술관 내

공간이나 공공공간에 키오스크 등의 서치 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들을 창출하며, 미술관들의 연합이나, 참여자들 간의 관계형

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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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규정하는 다음과 같은 포지셔닝에 따라, 웹을 주요 매체

로 설정하고 웹 아이덴티티에서 추출된 요소들이 미술관 플랫폼의 아이

덴티티를 이루도록 한다. 이를 모바일 매체에 확대적용하고, 오프라인 활

동과의 연계성도 고려한다.

① 웹기반의 플랫폼

②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매체와의 연동

③ 오프라인의 미술관 활동과의 연계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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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Seoul Art Platform의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 개발

5.2.1. 개념과 시각 원리

[표 5-1] 미술관 아이덴티티 형성 요소

소장품, 전시, 그리고 이벤트는 미술관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

며 미술관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위상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그 미술관이 추구하는 가치와 관심 영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

소이다. 전시는 미술관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

로 같은 소장품을 가지고서 다른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미

술관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이벤트란 미술관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행사 등을 의미한다. 복합문화공

간으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커뮤

니티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은 미

술관의 비전을 보여주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소장품 정보들은 작품제목, 작가이름, 국적, 출생년도, 작품제작

년도, 소재, 크기, 분류번호, 수집경로, 작품번호 등 단편적 정보들을 텍

스트를 통해 제공하였다. 그러나 관람객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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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단편적 정보보다 종합적으로 제공되는 감성적

경험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정보를 감성화 시켜 하나의 감각적

표면으로 표현하였고, 이 표면들을 벽면(Wall)의 개념으로 보고, Seoul

Art Project을 ‘Artwall’이라 칭하고 그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표 5-2] 정보의 감성화를 통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요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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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비주얼 아이덴티티 요소

1) 플랫폼의 아이덴티티

가. 심벌과 로고타입

나. 로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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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각요소: 색, 형태, 미술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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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관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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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관과 플랫폼 아이덴티티의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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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웹 매체 설정

웹 아이덴티티는 ‘웹사이트 대한 일관적인 연상을 하게 하거나, 이미지

를 갖게 하는 일련의 요소 자체와 그 관계’로 정의하는 협의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기업 아이덴티티(Corporate Identity)나 브랜드 아이덴티

티(Brand Identity)에 포함되어 시각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관리 운용되

고 있다. 웹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는 기업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인 이념적 아이덴티티, 행동적 아이덴티티, 시각적 아이덴티티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언어적 아이덴티티, 체험적 아이덴티티, 멀티미디어

아이덴티티의 세 가지 요소가 추가되어 웹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46)

1) 메인 페이지

46) 윤주현, 왜 웹아이덴티티인가, 웹디자인, 제 13호, 2001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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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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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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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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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오프라인 매체 적용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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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이 연구는 서로 다른 개별적 아이덴티티 요소들이 상호 협력적으로 접

목되어 보다 강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아이덴티티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다루고 있다. 21세기는 협력과 융합의 시대이다. 과거에는 몇몇 거대 기

업과 브랜드가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를 장악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하

나의 기업이 독점하거나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는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하였다. 서로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가 믹스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환경에 부응하는, 서로 다른 아이덴

티티 요소들이 결합되어 더욱 큰 가치를 지니도록 하는 아이덴티티 디자

인에 대한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아이덴티티의 접목성이라 규정

하고 있다.

플랫폼은 제휴와 협력의 결정체로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

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스템으로 기

업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들도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

운 상생의 모델이다. 특히 미술관들이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

시키기 위해, 다른 미술관들과 협력하거나 또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 콘텐츠와 경험을 만들어내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구글 아트

프로젝트와 같은 ‘미술관 플랫폼’이 생겨났다. 유사한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점차 미술관 소장품들에 대한 정보와 미술사적 정보 중심에서 감성

적이고 실제적인 경험 정보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가치가 이동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관 플랫폼이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목과

흥미를 끌기 위한 비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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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미술관 플랫폼은 특정 범주 안에서 수많은 독립적 집단들로 이루어

져 있고 무형의 정보를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반

적 기업이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미술관들이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독립성을 지닌

복수의 집단이 연결되는 토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특성을 ‘접목성’이라

규정하였다. 접목성이란 서로 다른 개체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개체로 성

장하면서도, 각자의 고유성을 잃지 않고, 상호작용을 통해 개별적 상태로

는 얻을 수 없는 가치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기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무조건 차별화시켜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와 연관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었던 반면, 이제는 자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

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자신의 아이덴티티와 결합시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장·강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술관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다양한 집단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아이덴티티 전략을 많이 채택해

왔다. 따라서 미술관 플랫폼 또한 가변적 아이덴티티 패러다임의 연장선

상에서 서로 다른 대상의 아이덴티티 요소들이 결합되면서 확장성을 가

지는 방향의 비주얼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필요하며, 서울시 36개 미술관

플랫폼을 가정하고, 그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안을 통해 그 방향성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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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가능성

이 연구에서 다루는 개념은 다양하다. 플랫폼, 미술관, 미술관 플랫폼,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그것이다. 이 중 ‘플랫폼’이라는 아직 디자인 분야

에서 정착되고 확립되지 않은 개념이며, ‘미술관플랫폼’은 이 논문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 모든 용어와 개념은 아직 시작단계이자 진행

중이며 미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논문은 연구 대상부터

약간의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접목’이라는 연구자의

필터를 통해 진단해보고, 새로운 관점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현실에 응용되기에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을 토대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접목적 아이덴티티 디자인

과 관련된 사례 연구, 다양한 서비스 영역의 플랫폼과 그 아이덴티티 디

자인에 대한 연구, 미술관이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하기 위한

노력에 아이덴티티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등의

후속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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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Grafting

in Visual Identity Design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Art Museums’ Platform

Cho, Jueun

Faculty of Crafts and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digital age is changing South

Korean society at a dramatic rate. Consequently, as a new business

model where private corporations gather to resolve problems instead

of responding individually, the concept of platforms has caught

attention. A platform is an environment constructed so that multiple

groups including suppliers and users can participate and exchange the

value that they each wish to acquire. A platform is a mutually

beneficial ecosystem that can provide all participants with new value

and benefits, and not only private corporations but also the

government and public organs, too, are making efforts actively to

introduce platforms. Especially valuable is the development of

museum platforms, which, as in the case of the Google Art Project

initiated in 2011, will make possible the development of useful



services through the connection of the contents and information held

by art museums and the creation of new cultural value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Because a successful platform requires the securement of numerous

participants, a visual identity strategy for gathering people’s attention

and arousing their interest is necessary. In that it consists of

countless independent groups and is a network service and a private

corporation based on intangible information, a platform demands an

approach different from that to general corporate identities and brand

identities. However, research on visual image and identity design

strategies for platforms is nearly non-existen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defining the identity of

platforms as “grafting” and offering a method for visualizing that

identity. “Grafting” in terms of platforms signifies the connection of

disparate groups to create a synergistic effect. “Grafting” in platform

identity design signifies the creation of new meaning and value by

“grafting,” in part or in their entirety, the unique identity design

elements (symbols, logos, colors, patterns, etc.) of already existing

individual groups onto platform identity design elements without

modification.

To achieve such goals, Chapter 2 examines the diverse meanings

and functions of platforms and defines the concept of platforms in the

present study. Chapter 3 explores the concept of museum platforms

and searches for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se platforms

through case analysis. Chapter 4 examines “grafting” with respect to

museum platform identity design. Chapter 5 establishes a hypothetical



museum platform consisting of 36 art museums within Seoul and,

through the production of online media for sharing information on the

collections, exhibitions, and events of art museums, proposes identity

design strategy and direction onto which are “grafted” the identity

design elements of disparate objects.

The significanc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underscoring the

necessity of identity design research on platforms and providing an

occasion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new identity design.

keywords : Identity Design, Platform, Museum Platform, Grafting,

Platform mediated Network, Mix 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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