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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현재의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과 전시를 넘어 사회교육기관으로, 

풍부한 예술문화의 교류와 확산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 지역과 국가의 상징적 존재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미술관을 찾는 관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술관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방문과 관람을 위한 서비스도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그침으로써 미술관과 관객 상호간의 유용한 정보의 교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정보는 방문과 관람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술관 경험의 과정–관람 전, 관람 중, 관람 

후–에서 방문 계획에 따른 ‘시나리오’와 관람 실행을 위한 

‘Wayfinding’ 중심의 정보 설계를 통한 서비스 구축으로 관람객의 

미술관 경험 증대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미술관 정보 제공 현황을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례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를 

위해 서울시 미술관 40곳을 선정하고, 방문 및 전시 콘텐츠를 

조사하여 분류하였다. 셋째, ‘Wayfinding’ 기반 정보 설계를 위해 

미술관 내 관람행태와 동선 계획을 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연구에 

적용할 관람정보를 구성하였다. 넷째, 사용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방문 현황, 정보계획과 획득, 전시 관람의 과정에서 필요한 니즈를 

도출하여 필수 정보를 중심으로 위계에 따라 배열하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UI/UX 디자인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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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물인 미술관 어플리케이션은 서울의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사용자 중심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으로 원활한 

방문을 이끌고 편리한 전시관람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관람객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이용하여 미술관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첫째, 관람 전 자신에게 적합한 미술관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다. 미술관 유형 및 전시종류, 위치, 운영시간, 명성, 입장료, 

규모의 6가지 핵심 정보의 효과적인 탐색과 획득이 가능하다. 둘째, 

관람 중 동선–일반관람동선, 주요계획동선, 단체관람동선–을 방문 

목적에 맞게 선택하고, 실시간 AR과 도면모드로 효율적인 전시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작품 정보의 저장, 공유, 후기 등의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전시품과 교류하고 관람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관람 후 방문 기록을 분석하여 선호 미술관, 선호 전시미술, 

관람동선, 관람시간 등의 피드백을 제공해줌으로써, 성향 파악과 

함께 방문의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해준다.  

본 논문에서의 전시 관람 전후를 포함한 미술관 경험의 전 

과정에서의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은 관람객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강화한다. 이러한 가치있는 

경험의 증대는 향후 미술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대중과 미술관의 거리를 좁혀 활발한 

문화예술 향유를 이끌고,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미술관, 경험 강화, 관람객 시나리오, Wayfinding,  

         UI/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학   번 : 2012-23414 



 i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미술관의 이해 ................................................................................ 6 

2.1 미술관의 정의 .......................................................................................... 7 

2.1.1 미술관과 박물관 .............................................................................. 7 

2.1.2 미술관과 갤러리 .............................................................................. 8 

2.2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 10 

 

제 3 장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게 ............................................................. 13 

3.1 문제의 제기 ........................................................................................... 14 

3.1.1 미술관 정보의 부재 ....................................................................... 15 

3.1.2 미술관 정보의 혼란 ....................................................................... 20 

3.1.3 미술관 어플리케이션 현황 ............................................................. 22 

3.2 대상의 선정 ........................................................................................... 25 

3.3 미술관 정보의 분류 .............................................................................. 30 

3.3.1 전시 정보 ....................................................................................... 30 

3.3.2 방문 정보 ....................................................................................... 33 

3.3.3 계획 정보 ....................................................................................... 34 

 

제 4 장 Wayfinding 기반 정보 설계 ........................................................ 37 

4.1 Wayfinding의 개념 ............................................................................... 38 

4.2 전시 관람과 Wayfinding ..................................................................... 39 

4.2.1 관람 행태 ....................................................................................... 39 

4.2.2 동선 계획 ....................................................................................... 40 

4.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Wayfinding ............................................ 44 

4.3.1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 44 

4.3.2 비콘(Beacon) ................................................................................. 45 

4.3.3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 47 

4.3.4 위치기반서비스(LBS)와 경로탐색 .................................................. 48 

4.3.5 사용자 콘텐츠의 축적 ...................................................................... 5 



 iv 

 

 

 

 

제 5 장 선행 연구 ..................................................................................... 52 

5.1 MUSE: 뉴욕 아트뮤지엄 통합정보시스템 ................................................ 53 

5.2 Art Road in Seoul: 서울시 미술관 정보 가이드맵 ................................... 56 

 

제 6 장 사용자 조사 및 분석 .................................................................... 63 

6.1 조사 목적 및 방법 ................................................................................ 64 

6.2 조사 내용 ............................................................................................... 64 

6.3 조사 결과 및 분석 ................................................................................ 64 

6.3.1 기본 정보 ....................................................................................... 64 

6.3.2 미술관 방문 경험 ........................................................................... 66 

6.3.3 미술관 방문계획 정보 .................................................................... 69 

6.3.4 전시 관람 ....................................................................................... 71 

 

제 7 장 작품 연구 ..................................................................................... 75 

7.1 UI/UX 디자인 컨셉 .............................................................................. 76 

7.1.1 어플리케이션 사용 정의 ................................................................ 76 

7.1.2 UX 디자인 전략 ............................................................................. 77 

7.1.3 인터페이스 설계 ............................................................................ 83 

7.2 작품 제작 ............................................................................................... 85 

7.2.1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 85 

7.2.2 작품 전시 ..................................................................................... 115 

 

제 8 장 결    론 ..................................................................................... 119 

8.1 결과 요약 ............................................................................................. 120 

8.2 기대 효과 ............................................................................................. 121 

 

부    록 ................................................................................................... 123 

참고문헌 ................................................................................................... 127 

 

Abstract .................................................................................................... 129 

 



 v 

표 목차 
 
표 1 미술관과 갤러리의 구분 .................................................................................. 9 

표 2 전국 등록미술관 연도별 현황 ....................................................................... 26 

표 3 등록미술관 보유자원과 이용현황 .................................................................. 27 

표 4 서울의 미술관 40곳 ...................................................................................... 28 

표 5 물리적 맥락의 관람객 유형과 본 연구의 동선 서비스 분류 ........................ 43 

표 6 스마트폰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 현황 ......................................................... 4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 5 

그림 2 한국의 네이버 검색 ................................................................................... 16 

그림 3 미국 Google Web 영문 검색 .................................................................... 18 

그림 4 미국 Google Web 국문 검색 .................................................................... 18 

그림 5 미국 Google Web Image 검색 .................................................................. 19 

그림 6 위키피디아 Wikipedia ............................................................................... 20 

그림 7 한국 박물관협회 웹사이트 ......................................................................... 21 

그림 8 미술관 앱의 현황 ...................................................................................... 23 

그림 9 미술관 앱 ‘뮤움’ ........................................................................................ 23 

그림 10 미술관 앱 북 ‘서울아트가이드’ ............................................................... 24 

그림 11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28 

그림 12 소장품과 전시미술의 종류 ....................................................................... 32 

그림 13 인간의 정보처리 단계모델 ....................................................................... 43 

그림 14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관람 진행 .......................................................... 43 

그림 15 비콘의 작동 원리 ..................................................................................... 47 

그림 16 비콘 서비스 유형 ..................................................................................... 47 

그림 17 증강현실 서비스 사례 .............................................................................. 49 

그림 18 Citybot Smart Tour Guide ....................................................................... 51 

그림 19 Sony Smart Band ..................................................................................... 52 

그림 20 ‘MUSE’ 아이디어 프로세스 .................................................................... 54 

그림 21 웹사이트 ‘MUSE’ .................................................................................... 55 

그림 22 Tablet PC 어플리케이션 ‘MUSE’ ............................................................ 55 

그림 2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USE’ ................................................................. 55 

그림 24 Poster ‘MUSE’ ......................................................................................... 56 

그림 25 Interactive Work ‘MUSE’ ........................................................................ 56 

그림 26 구별 분포와 컬러 적용 ............................................................................ 57 



 vi 

그림 27 시간 요소의 표현 ..................................................................................... 59 

그림 28 면적의 표현 ............................................................................................. 60 

그림 29 전시미술 종류의 표현 .............................................................................. 61 

그림 30 입장료 유무료의 표현 .............................................................................. 61 

그림 31 관객수의 표현 .......................................................................................... 62 

그림 32 지하철역과 출구 ...................................................................................... 63 

그림 33 Art Road in Seoul Guide Map ................................................................. 63 

그림 34 성별 ......................................................................................................... 63 

그림 35 나이 ......................................................................................................... 69 

그림 36 결혼여부 .................................................................................................. 70 

그림 37 학력 ......................................................................................................... 70 

그림 38 전공 ......................................................................................................... 70 

그림 39 직업 ......................................................................................................... 71 

그림 40 연평균 미술관 방문 횟수 ........................................................................ 71 

그림 41 방문했던 혹은 알고있는 서울의 미술관 수 ............................................ 72 

그림 42 미술관 방문의 패턴 ................................................................................. 73 

그림 43 미술관 방문의 가장 큰 목적 ................................................................... 73 

그림 44 미술관 정보를 얻는 방법 ........................................................................ 74 

그림 45 미술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 ................................................ 75 

그림 46 미술관 방문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 75 

그림 47 미술관을 가고자 할 때 고려하는 정보의 순위 ....................................... 76 

그림 48 관람시 움직이는 패턴 .............................................................................. 77 

그림 49 미술관 내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 헤멘 경험 .................................... 77 

그림 50 전시실 내에서 작품을 볼 때 헤멘 경험 .................................................. 77 

그림 51 실시간 전시실 정보 및 동선 안내의 필요 여부 ...................................... 78 

그림 5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 78 

그림 53 미술관에서 관람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 79 

그림 54 전시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지의 여부 ......................... 79 

그림 55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이유 .............................................................. 80 

그림 56 artive의 의미 ............................................................................................ 76 

그림 57 artive 로고 ............................................................................................... 77 

그림 58 artive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 77 

그림 59 적용 인포그래픽 ...................................................................................... 78 

그림 60 6가지 정보 아이콘 ................................................................................... 78 

그림 61 증강현실 전시실 안내 아이콘 ................................................................. 78 

그림 62 인간정보처리 단계모델과 미술관 경험 ................................................... 79 

그림 63 미술관 경험 단계 ..................................................................................... 80 



 vii 

그림 64 관람객 여정맵 .......................................................................................... 81 

그림 65 주요 기능의 흐름 ..................................................................................... 82 

그림 66 메뉴트리 .................................................................................................. 83 

그림 67 UI 구조도 ................................................................................................. 84 

그림 68 앱 실행 화면 ........................................................................................... 85 

그림 69 홈 화면 .................................................................................................... 86 

그림 70 드롭다운 메뉴 .......................................................................................... 86 

그림 71 40곳 미술관 리스트 ................................................................................. 87 

그림 72 미술관 지도 ............................................................................................. 88 

그림 73 Plan Section 시작화면 .............................................................................. 89 

그림 74 1st step-1 미술관 유형 선택 ................................................................... 90 

그림 75 1st step-2 전시미술종류 선택 ................................................................. 91 

그림 76 2nd step 출발 위치 선택 ......................................................................... 92 

그림 77 3rd step 관람 시간 선택 .......................................................................... 93 

그림 78 4th step 명성-평점, 관객수 선택 ............................................................ 94 

그림 79 5th step 입장료 유무 선택 ....................................................................... 95 

그림 80 6th step 규모 선택 ................................................................................... 96 

그림 81 퍼소나 타입 I -미술관 찾기 과정 및 결과 ............................................. 97 

그림 82 퍼소나 타입 II -미술관 찾기 과정 및 결과 .......................................... 100 

그림 83 미술관 세부 정보 ................................................................................... 101 

그림 84 근처 미술관 추천 루트 .......................................................................... 102 

그림 85 전시 세부 정보 ...................................................................................... 103 

그림 86 관심전시추가/공유하기/패스발급 .......................................................... 104 

그림 87 Explore Section 시작화면 ...................................................................... 105 

그림 88 미술관 근처 친구 찾기 .......................................................................... 106 

그림 89 일반관람동선/주요계획동선/단체관람동선 ............................................. 107 

그림 90 동선 경로 편집 ...................................................................................... 108 

그림 91 AR모드 길안내와 전시실 및 작품 정보제공 ......................................... 109 

그림 92 관람 경로 확인 및 새로운 경로 안내 ................................................... 110 

그림 93 장소찾기와 남은 경로 확인 ................................................................... 111 

그림 94 관람 종료하기 ........................................................................................ 112 

그림 95 History 방문기록 ................................................................................... 113 

그림 96 Post 포스트/Interest 관심전시/Pass 미술관패스 .................................... 114 

그림 97 전시 모습 ............................................................................................... 115 

그림 98 서비스 시나리오 영상 화면 ................................................................... 116 

그림 99 전시 판넬 1 ........................................................................................... 117 

그림 100 전시 판넬 2 ......................................................................................... 118 



1 

 

 

 

 

 

 

 

제 1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술관에서 대상물들을 보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경험을 풍부하고 깊게 하는 것이다.1 대중의 문화적, 역사적 의식을 

교육하고 고양시킨다는 것은 미술관 설립의 중요한 이념적 

전제였으며 현재 미술관은 작품의 보존과 전시를 넘어 

사회교육기관으로써, 풍부한 예술문화의 교류와 확산의 장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술관이 존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객이다. 영국 예술평의회의 로빈슨(G. Robinson) 회장의 지적과도 

같이, ‘관중은 예술과 예술가를 번성하게 하는 산소와 같으며, 

관중은 예술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이다. 톨스토이가 

예술을 ‘감정의 소통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도 예술의 이러한 

사회성의 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다. 결국 미술관에서 예술은 관중 

속에 있을 때에 그 의미를 갖게 되며 관중과의 소통이 필수인 

것이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는 이러한 예술 전시가 이루어지는 우수한 

미술관이 많이 있다. 삶의 질을 중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미술관을 찾는 관객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관람객들이 필요와 목적에 따라 서울의 미술관을 

찾는다. 이 때, 관객은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정보를 탐색하여 

미술관을 찾고 방법에 맞는 관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현재의 미술관 

정보는 단편적이고 부족하여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의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한 눈에 미술관과 

                                            
1
 김형숙,『미술관과 소통』, 도서출판 예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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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미술관 정보의 제공은 미술관 방문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미술관을 방문하여 전시를 관람할 때 관람객에게 필요한 

적절한 동선과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관람객은 

효율적으로 전시를 관람하는데 어려움과 불편을 느끼게 된다. 

다양한 작품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길을 

찾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의 미술관에서는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관람객의 편리한 관람을 도와주는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관람시에 겪게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 역시 미술관 

경험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시나리오’ 기반의 방문을 위한 미술관 

정보와 ‘Wayfinding’ 기반의 관람을 위한 전시 정보의 시각화를 

통한 UI/UX 디자인 연구로 미술관과 관람객 상호간에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방문을 유도하고, 긍정적인 미술관 경험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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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미술관 경험 강화를 위한 UI/UX 디자인은 총체적인 

미술관 경험의 과정–관람 전, 관람 중, 관람 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미술관 방문의 계획과 관람의 실행을 도와주는 정보의 

구성은 서울 미술관 콘텐츠에 대한 세부조사와 사용자 조사를 통해 

완성하였다. 정보 체계를 구축한 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미술관 정보 제공의 현황을 웹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례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한다. 

둘째,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를 위해, 연구 대상으로 서울시 

미술관 40곳을 선정하고, 미술관의 방문 및 전시 콘텐츠를 조사하여 

분류한다. 

셋째, ‘Wayfinding’ 기반 정보 설계를 위해, 미술관 내에서의 

관람행태와 동선 계획을 문헌을 통해 알아보고 연구에 적용할 관람 

정보를 구성한다.   

넷째, 사용자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방문현황, 정보 계획과 획득, 

전시 관람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필수 

정보를 중심으로 위계에 따라 배열하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섯째, ‘시나리오’와 ‘Wayfinding’ 중심으로 구축한 정보의 시각화를 

통한 UI/UX 디자인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적용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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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미술관 40곳 선정

조사대상 및 방법 설정

관람객의 미술관 경험의 전 과정에서의 UI/UX 전략 구축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심층 설문 조사

기본정보, 방문경험, 계획정보, 관람별 설문조사 분석

미술관 정보 제공의 현황 및 문제점 조사

시나리오

방문정보 관람행태전시정보 동선계획 디지털기술

Wayfinding

연구 배경

사용자 설문 조사

연구 목적

문헌연구 및 정보조사

선행 연구

작품 연구

미술관 방문의 거부감과 거리감
미술관 정보의 부재와 혼란

전시관람의 불편과 어려움
전시정보의 제한적 제공

관람객의 니즈를 반영한 ‘시나리오’ 기반 방문정보와 ‘Wayfinding’ 기반 관람정보의 중심의 UI/UX 디자인연구

 
그림 1. 연구 절차 및 방법 

 

 

 

 

 

 

 



6 

 

 

 

 

 

 

 

제 2장 미술관의 이해 

 

2.1 미술관의 정의 

2.2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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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술관의 정의  

미술관의 정보를 얻고자 할 때 혼돈을 주는 것은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가 모두 섞여있어 그 정의, 기능과 역할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처음 미술관을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의 용어가 

혼재되어 더욱 혼란을 준다. 이들은 엄연히 다른 곳임에도 

대중들에게는 비슷한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갤러리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정확한 이해와 선택을 도와야 한다. 

 

2.1.1 미술관과 박물관 

미술관은 ‘미술 박물관’, 영어로 ‘Art Museum’으로 표기된다. 

한국에서는 박물관 Museum 과 미술관 Art Museum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뮤지엄 Museum’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을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원전 이집트의 가장 

번성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의 

‘뮤세이온(museion)'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뮤세이온 '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홉 자매 여신들의 신전을 의미하는데 이 곳은 

연구하는 학자들을 위한 숙소뿐 아니라 천문대, 해부실, 동물원, 

식물원과 50~70만 권의 문헌이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전시의 

기능이 없었다. 미술관과 박물관은 다양한 물품을 전시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전시의 대상과 기능면에서 그 

역할의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은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다양한 문화들–역사, 예술, 산업, 과학 등–의 분야에서 보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전시해 놓은 곳을 

말한다. 그리고 '미술관 '은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회화, 조각, 



8 

공예, 사진 등–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곳으로 크게 보면 

박물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3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고고,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 조각, 공예, 건축, 

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1.2 미술관과 갤러리 

미술관을 검색했을 때, 갤러리와 미술관의 정보가 구분없이 

뒤섞여 제공되는 이유로 사람들은 미술관과 갤러리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두 곳 모두 전시를 통해 대중에게 

미술 작품을 선보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영리’와 

‘비영리’에 있다. 이처럼 이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정보를 

분류함에 있어서 명확한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다. 흔히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미술관과 갤러리의 차이를 잘 모르고 있으며, 갤러리가 곧 

미술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미술관이 한글이고 

                                            
2 [네이버 지식백과] 박물관과 미술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60349&cid=3069&categoryId=3069 >. (Mar 10, 2015) 
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0367호 2010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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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가 영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술관과 

갤러리의 구분을 표 1에 정리하였다.  

 
표 1. 미술관과 갤러리의 구분 

미술관  갤러리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관으로 

국공립과 사립미술관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조각·문화재 등  

작품을 구입하고 소장하며, ‘보존·연구·전시’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목적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며, 

작품은 큐레이터와 가격을 상담 후  

구입할 수 있다. 

‘특별전’을 통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대규모 전시를 진행하며, ‘상설전’을 통해 

소장품들을 전시하는데 이를 통해  

미술관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전시 

유형 

갤러리의 전시는 그곳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연다. 갤러리별 개성이  

뚜렷하며 사진이나 공예 등  

한 장르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다. 

미술관은 작품을 사고파는 것이 금지된  

‘비영리’ 공익기관이다. 전시뿐만 아니라  

미술 전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중에게 유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관 

유형 

갤러리는 ‘영리’를 추구하는 곳으로  

갤러리에 소속된 작가는 그곳을 통해서

만 작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갤러리별로 

적게는 3~4명, 많게는 수십 명의  

전속 작가들이 있다. 

전시장 자체의 규모가 큰 편이며 부대시설

과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다. 관람하는데  

보통 1시간 이상 소요되며 해외의 경우  

하루에 걸쳐서 다 보지 못하는 곳도 있다. 

규모 

큰 규모보다는 소규모의 갤러리가 많다. 

대부분 1시간 이내로 관람이 가능하며 

요즘엔 카페나 레스토랑과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와  

오디오 가이드’가 잘되어 있어서  

초보자들도 관람하기 좋다. 

전시 

설명 

 

작품에 대한 설명은 따로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한다면 큐레이터

에게 문의할 수 있다. 

‘국공립 미술관’과 기업이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설립한 경우는 많지 않다. 

설립 및 

운영주체 

‘개인’이 설립한 곳이 많고 소규모  

그룹이나 단체도 있다. 

국공립미술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술관은 

월요일이 휴관일이다. 
휴관일 

전시가 있을 경우에만 문을 여는 곳이 

많고, 대부분 쉬는 날 없이 진행되고  

짧게는 3일에서 한 달 정도 이어진다. 

상설전시는 간혹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몇천원에서 만원 남짓의  

입장료를 받는다. 

입장료 
모든 갤러리는 무료라고 생각해도 좋다. 

아주 특별한 경우, 입장료를 받기도  

하지만 미술관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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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 

미술관은 대중을 위한 전시를 하며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미술관은 예술품을 수집, 연구, 보존, 복원, 전시, 교육의 기능을 

주요 임무로 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미술관의 기능은 크게 전시,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문화산업, 여가와 휴식으로 나눌 수 있다.4 

 

1) 전시의 기능 

미술관은 예술 작품을 공간에 배열하여 전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관객은 전시를 관람하면서 작품, 작가와 소통하게 된다. 관객들은 

작품 감상을 통해 다양한 느낌과 자극을 받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2) 교육의 기능 

미술관은 전시를 통해 관람자로 하여금 미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분별력을 키워주고,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미술관의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양한 전시를 여는 것만큼 

학문적 가치가 있는 세미나, 토론 등을 열고 전시와 관련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교육적 기관으로써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3) 문화 산업으로서의 기능 

국립, 공립, 사립, 대학의 미술관들은 매년 많은 관객을 

                                            
4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18duthezi&logNo=130182092744>. (Feb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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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들이며 그 위상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제 미술관은 

문화산업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휴식과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미술관을 찾는 관객도 

증가하면서 미술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4) 휴식과 여가의 기능 

미술관은 주변 시설–카페, 공원, 갤러리 등–의 확장과 함께 

휴식과 여가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행위 자체로 관객의 문화 수준을 

높여주고 삶의 여유를 함께 찾아준다. 미술관의 방문을 통해 관객은 

심미적 경험이라는 독특한 체험을 하며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다.5  

한국관광 문화정책연구원의 보고서 6에 따르면, 21세기 미술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유물에서 체험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표준화에서 특성화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결합으로, 관료주의에서 경영합리화로, 학예원 

중심에서 전문 인력의 중심으로, 기억의 축적에서 미래의 창조로 

전환을 이룰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 

보존, 관리하는 역사의 창고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으며 교육, 정보화, 출판, 홍보 등의 활동을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장부터 제 5장까지는 국립미술관, 

공립미술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5 데이브드 핀,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 시공사, 2004 
6 『한국관광 문화정책연구원 정책과제 2007-17』,  
  <https://know.tour.go.kr/ptourknow/knowplus/kcti/detail.do?seq=241>. (Dec 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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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미술관의 역할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미술관을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육성하려 

하고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중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7 

제 2장 제10조 [국립미술관] 국가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제 3장 제12조 [공립미술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미술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4장 제13조 [사립미술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 5장 제14조 [대학미술관] 대학의 중유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하며,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0367호』, 2010년 시행 (Mar 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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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 

 

3.1 문제의 제기 

3.2 대상의 선정 

3.3 미술관 정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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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문제의 제기 

대중은 왜 미술관을 멀게 느끼고, 방문을 어렵게 생각할까? 

그에 대한 답은 미술관 정보의 복잡성과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필요 이상의 정보들이 질서없이 넘쳐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핵심 

정보, 즉 방문을 위한 정보를 찾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져버렸기 

때문이다. ‘서울’의 ‘미술관’을 방문하려고 할 때, 체계적으로 선별된 

미술관 목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질서하고 방대한 정보들로 

관람객은 정작 가장 필요한 전시정보와 관람정보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버트 제이콥슨(Robert Jacobson)은 그의 저서 

정보 디자인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적합한 정보를 적합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정보 전달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8  사람들이 미술관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을 극복하고 

미술관으로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관람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선별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시각화하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대중의 이해와 선택을 도와 원활한 

미술관으로의 방문을 이끈다. 

이러한 ‘미술관 정보’의 획득은 미술관의 경험에 있어서 방문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거쳐야 할 중요한 시작 단계이다. 

사람들은 필요한 미술관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8 로버트 제이콥슨, 『Informaiton Design』, 안그라픽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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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를 이용한 검색이 있다.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미술관을 선택하고 어떤 전시를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이 순수하게 정보 검색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 구성된 효율적인 정보 

시스템은 미술관 방문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의 미술관 정보는 유용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방대하고 무질서한 정보들로 혼란을 

주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분류체계와 핵심적인 정보의 

접근성이 어려운 구조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술관은 올바른 정보로 효율적으로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1.1 미술관 정보의 부재 

국내 대표 포털인 네이버와 국외 대표 포털 구글을 통해 서울의 

미술관을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정보의 내용과 제공의 형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2는 대한민국 대표포털 네이버로 ‘서울 미술관’과 

‘서울의 미술관’을 검색한 결과이다. 두 가지의 검색 결과는 그 

내용과 구성이 확연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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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네이버 검색 

 

첫번째, ‘서울 미술관’을 검색했을 때, 화면 상단에 5곳–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미술관, 

예술의전당–의 미술관 정보가 보여진다. 5곳의 공통점이나 연결성은 

보이지 않고 특정한 기준이 없이 나열되어있다. 아래에는 ‘전국 

미술관 컨텐츠 검색’이 있으며 전국별 미술관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미술관 37곳이 나와있으나 갤러리와 미술관이 섞여있어 

명확한 분류의 기준이 보이지 않으며 어떠한 힌트도 제공되지 

않는다. 여기서 미술관 한 곳을 클릭하면 해당 미술관의 네이버 

검색 결과가 나타난다. 사용자에게 세부 정보를 보여주거나 해당 

미술관 웹사이트의 이동이 아닌 또다른 선택을 위한 정보 페이지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를 누르면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관광정보 웹사이트로 이동하며 ‘여행지 정보 검색결과’가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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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 곳에서도 미술관 정보를 어떤 카테고리에서 찾아야 할 

지 혼란을 주며, 사용자는 정보를 찾다가 포기하고 빠져나오게 된다. 

적절한 정보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정보 링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컨텐츠 검색 아래에 ‘서울특별시 근처의 미술관 

검색 결과’ 지도가 보여진다. 지도상에는 A부터 G까지 7곳의 

미술관만 표시되어 있다.  

두번째, ‘서울의 미술관’이라고 검색한 결과이다. 정보의 구성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상단에는 6곳의 미술관–일민미술관, 

성곡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미술관–이 

보여지는데 마찬가지로 공통점이나 분류기준을 찾을 수가 없다. 

아래에는 ‘전국미술관 콘텐츠 검색’ 메뉴가 사라졌고 지도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근처의 미술관 검색 결과’는 ‘서울 

미술관 검색의 결과와 동일하다.  

네이버를 살펴본 결과, ‘서울 미술관’과 ‘서울의 미술관’을 

검색했을 때,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명확한 기준에 맞는 체계적인 

미술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임의적으로 나열된 몇 

개의 단편적 정보에 불과한 신뢰가 가지 않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 단어를 포함한 검색은 전국 미술관 컨텐츠 검색이 

나타났지만 ‘서울의’ 단어를 이용한 검색에서는 그 메뉴가 없었다. 

‘서울’과 ‘서울의’의 두 단어를 다르게 해석하여 정보 구성이 

변화하였는데, 왜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도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재밌는 점은 미술관의 지도 정보는 

‘서울특별시 근처의 미술관 검색 결과’ 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과 ‘서울의’의 두 가지 단어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 미술관의 정보를 재배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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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단편적이고 질서없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현황을 통해 

정확하고 실용적인 미술관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3. 미국 Google Web 영문 검색 

 

그림 4. 미국 Google Web 국문 검색 

 

구글은 전세계인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이다.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비지니스나 기타 이유로 한국을 방문 

예정 혹은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미술관에 가고 싶을 때 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 검색을 이용하게 된다. 그림 3의 

영어로 ‘Art Museums Seoul’이라고 검색했을 때와 그림 4의 한글로 

‘서울 미술관’을 검색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결과였으나 상단 두 

가지의 정보가 달랐다. 그 두 가지는 CNN Travel의 ‘Seoul’s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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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기사와 Korea 4 expects의 서울 미술관 리스트 정보이다. 

해외 기사이기 때문에 영어 검색에서만 나타났으나, CNN 기사는 

Museum에 관한 즉 미술관과 박물관이 섞인 정보가 제공되어 

정확성이 떨어지고 Korea 4 expects의 기사는 미술관을 나열하고 

설명까지 제공되고 있으나 텍스트 위주로 전달력이 약하였다. 
 

 
그림 5. 미국 Google Image 검색 

 

구글은 네이버와 다르게 ‘서울’과 ‘서울의’ 구분이 보여진다. 

하지만, 정보 보여주기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질서없는 

나열에 불과하였으며, 미술관의 통합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체계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이름이 ‘서울 미술관’인 미술관이 인사동과 

부암동에 두 곳이 있는데, ‘서울 미술관’을 검색하면 종로구 

인사동의 ‘서울 미술관’이 대표적으로 보여진다. ‘서울의 미술관’을 

검색하면 상단에 위키백과가 나타나고 이를 제외하면 몇 개의 

미술관만 나타난다. 이미지 검색에서 서울 미술관 지도나 그림은 

찾을 수 없다. 필요한 정보보다 필요하지 않은, 미술관과 관련없는 

정보가 많이 보여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포털 검색의 

결과는 ‘미술관 정보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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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미술관 정보의 혼란 

미술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통합 정보제공 

웹사이트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앞서 다루었던 포털 

검색의 결과에서 단편적이고 차별적인 미술관 정보로 인한 ‘부재’가 

이루어졌다면, 통합 웹사이트는 걸러지지 않은 많은 양의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그림 6. 위키피디아 Wikipedia 9 

그림 6은 위키피디아 백과의 ‘서울특별시의 박물관과 미술관 

목록’이다. 미술관에 대한 정보는 박물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함께 

뒤섞여 있다. 무수히 많은 리스트가 하단으로 길게 이어져 있으며 

국립, 공립, 사립, 대학교의 구분만이 있을 뿐, 역시 일정한 기준과 

체계없이 나열되어 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술관은 어떤 곳인지 

컬러의 구분과 설명도 분명하지 않다. 이름 옆에는 주소가 보여지며 

                                            
9
 위키피디아, <http://www.wikipedia.org>. (Feb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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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위치만을 알 수 있다. 
 

 
그림 7. 한국박물관협회 웹사이트10 

 

웹사이트 한국박물관협회(The Korean Museum Association)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관과 박물관이 섞여 있고 분리해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전국의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 

600여개를 보여주기 때문에 미술관만 찾기가 어렵다. 위키백과와 

같이 국립·공립·사립대학으로 나누어져 설립 운영주체별 구분만 

있다. 지역별 보기 메뉴에는 전국 지도가 나타나는데, 서울을 

선택하면 113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부가 설명이나 구분도 없이 

텍스트로 나열되어 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조차도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정보가 구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류되지 않은 

많은 양의 정보로 사용자의 불편함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10 한국박물관협회. <http://www.museum.or.kr>. (Feb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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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미술관 어플리케이션 현황 

본 연구자는 미술관 시나리오 정보 설계를 위해 기존의 미술관 

정보 제공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관객 

시나리오 중심’으로 정보를 시각화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제공될 것이며, 이를 위해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미술관 어플리케이션의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8. 미술관 앱의 현황 -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 

 

모바일 앱 스토어에서 ‘미술관’을 검색했을 때, 전체 83개의 

결과 중에서 한국의 미술관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앱은 

‘뮤움’ 뿐이었다. 이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미술관의 앱과 작품 

교육용 앱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다른 경로를 통해 찾은 김달진 

연구소의 ‘서울아트가이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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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술관 앱 ‘뮤움’ 

 

뮤움은 체계적으로 방대한 정보를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여 

사용자에게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잘 만들어진 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관과 박물관을 한 곳에 모아 보여줌으로써 

미술관 정보만 찾기에 불편함이 따르고, 지역별 보기에서는 미술관, 

박물관, 갤러리 정보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그 분류와 조직화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서울의 미술관’ 정보를 원하는 사용자는 

역시 어려움에 부딪혀 오랜 시간 정보를 다시 탐색해야 한다. 또한, 

전시정보의 위계가 없는 단조로운 구성과, 일방적인 나열식 정렬로 

직관적인 정보파악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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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술관 앱 북 ‘서울아트가이드’ 11 

 

서울아트가이트는 서울의 전반적 미술관 관련 정보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미술관과 갤러리를 모두 포함하여 전시 정보를 포스터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갤러리와 미술관 전시의 구분이 

없고 전시 위주의 구성으로 미술관 자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한 쪽으로 편중된 정보로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정보를 

선택하여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지금까지 다루었던 포털, 웹, 앱 등의 미술관 정보 제공의 

실태를 보면 기준과 체계가 없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고 정보를 단순 나열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미술관의 선택과 

방문에 어려움을 준다. 그 결과로 서울의 다양한 미술관들이 

다채로운 전시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미술관이나 유명한 

미술관 위주로 관객이 몰리게 된다. 또한, 정보검색의 과정에서 

지쳐 미술관을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정보의 부재와 

혼란으로 야기되는 결과이다.  

 

                                            
11 김달진 연구소, < http://www.daljin.com>. 『서울아트가이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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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의 선정 

앞서 다루었던 문제점은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한 

‘미술관 정보의 부재와 혼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대중들의 

미술관 방문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참여와 소통은 

단절되고 있다. 정보의 양과 종류는 시간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선별과 정리의 중요성 또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미술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명료한 기준으로 미술관들을 

선정한 후, 관람객의 시나리오에 따른 시각 정보 설계를 통하여 

사용자의 편리한 정보 탐색과 획득을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1) 미술관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의 ‘미술관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185곳의 미술관이 있으며, 등록 미술관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를 보면 2006년에 92곳이었던 미술관이 7년동안 

약 2배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립미술관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를 통해 미술관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서 그 문화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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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국 등록미술관 연도별 현황12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92 115 128 131 141 146 173 185 

국립 1 1 1 1 1 1 1 2 

공립 18 24 27 25 27 28 42 46 

사립 70 87 97 100 108 110 123 128 

대학 3 3 3 5 5 7 7 9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통계포털 ‘2014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는 2014년 11월 26일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전국의 미술관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2013년 12월부터 2월까지 선행연구 

수행시에 참고한 자료는 ‘2013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으로 2012년 

12월 31일에 업데이트된 자료이다. 2년만에 새롭게 발간한 총람에는 

국립미술관 1곳, 공립미술관 2곳이 추가되었으며 사립미술관 2곳이 

없어지고 3곳이 새로 생겨났다.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서울에는 총 37곳의 

미술관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기 43곳 다음으로 많은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다. 미술관 수는 경기보다 6곳이 적지만, 

소장자료의 수와 연관람인원에서 서울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서울이 많은 소장품을 보유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미술관들이 많이 밀집되어있고, 관객들의 수요도 높아 

미술관 관람 문화가 더 활성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서울’의 미술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이유가 드러난다.  

 

 

 
                                            
12 『미술관운영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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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등록미술관 보유 자원과 이용 현황13 

구
분 

시·도 미술관수 직원수 학예직원수 소장자료 연관람인원 

지
역 

서울 32 426 93 185,408 3,703,691 

부산 5 76 11 3,905 546,971 

대구 3 33 13 520 159,843 

인천 4 23 6 10,196 406,980 

광주 7 112 19 29,565 314,988 

대전 5 40 12 2,515 224,451 

울산 - - - - - 

세종 - - - - - 

경기 36 391 59 22,355 2,299,479 

강원 10 70 13 8,301 201,996 

충북 7 42 10 6,171 188,662 

충남 8 40 19 10,216 867,656 

전북 3 30 6 1,255 129,770 

전남 18 78 36 18,186 466,141 

경북 7 41 15 25,858 710,845 

경남 8 85 19 9,256 401,860 

제주 18 193 15 5,887 2,512,257 

총계 171 1,680 346 339,774 13,135,590 

 

2) 서울의 미술관 40곳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정식 등록된 서울 소재 미술관 37곳과 추가 3곳을 더하여 

총 40곳의 우수한 미술관을 선정하였다.  

 
 

그림 11.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14 

                                            
13 『미술관운영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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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첫째,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공인된 미술관이다. 둘째, 전시의 횟수나 규모의 면에서 운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소장품을 비롯한 

전시의 질과 양에서 우위에 있다. 넷째,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웹사이트의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한 

3곳은 관람객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판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으로 

책과 뉴스, SNS 포스팅을 통해 인지도가 높고 전시의 질이 뛰어난 

미술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서울에서 가봐야 할 40곳의 우수한 

미술관 콘텐츠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술관 40곳을 구별, 

국립·공립·사립·대학으로 분류하여 표 4에 주소와 함께 정리하였다.  
 

표 4. 서울의 미술관 40곳  

 
구 구분 미술관명 주    소 

1 종로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2 중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서울 중구 정동 5-1 

국립미술관 소계 2   

3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미술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46 번지(성북로 134) 

4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옥인 1길 34 

5 중구 공립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서소문동 37) 

공립미술관 소계 3   

6 강남구 사립 밀알미술관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3 

7 강남구 사립 코리아나미술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27-8  

8 강남구 사립 포스코미술관 
서울시 강남구 대치 4동 892 
포스코센터 서관 2층  

9 강남구 사립 헬로우뮤지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8-4  

10 광진구 사립 청암전시관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307 

                                                                                                        
14 문화체육관광부, 『2014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등록미술관 440-447p 
<http://www.mcst.go.kr/web/s_data/statistics/statView.jsp?pSeq=729&pMenuCD=0408010000&pCurrent
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총람>. (Mar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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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초구 사립 (재)한원미술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23(서초동) 한원빌딩 B1 

12 서초구 사립 서울서예박물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서초동 700 번지) 
예술의전당내 

13 서초구 사립 치우금속공예관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10-11 

14 서초구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서초동 700 번지)  

15 서초구 사립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서초동 700 번지) 
예술의전당내 

16 성북구 사립 간송미술관 (추가)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17 성북구 사립 운우판화미술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55-1 

18 송파구 사립 소마미술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8-2 

19 송파구 사립 한미사진미술관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방이동 45) 한미타워 19 층 

20 영등포구 사립 63 스카이아트미술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0 번지 63 빌딩 

21 용산구 사립 삼성미술관 Leeum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747-18 

22 종로구 사립 OCI 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5 

23 종로구 사립 금호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78 

24 종로구 사립 대림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 길 
21 

25 종로구 사립 북촌미술관 (추가)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70-4 
청남문화원 

26 종로구 사립 사비나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9-4 

27 종로구 사립 상원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 31 길 27 

28 종로구 사립 서울미술관 (추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01 번지 

29 종로구 사립 성곡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
101 

30 종로구 사립 아르코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
130(대학로 100) 

31 종로구 사립 아트선재센터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길 
87(소격동 144-2) 

32 종로구 사립 아트센터나비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99 
SK 본사빌딩 4 층 

33 종로구 사립 일민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52 

34 종로구 사립 자하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362-21 

35 종로구 사립 토탈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5-16 

36 종로구 사립 환기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0 길 
63 

사립미술관 소계 28   

37 관악구 대학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38 노원구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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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노원구 대학 아정미술관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40 용산구 대학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2가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 
플라자 b203 

대학미술관 소계 4   

 전체미술관 합계 40   

 

3.3 미술관 정보의 분류 

미술관의 방문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중요 정보로 전시정보와 

방문정보가 있다. 전시와 방문정보는 곧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콘텐츠이다. 미술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조사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어떠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계획되어 전달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3.3.1 전시 정보 

1) 전시 유형 

미술관 전시는 크게 특별전(기획전)과 상설전으로 나뉜다. 

특별전은 특별히 어떠한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기획한 전시를 

말한다. 한 사람의 그림을 전시하는 개인전과 여러 사람의 그림을 

전시하는 그룹전이 있다. 상설전은 미술관이 보유한 소장품으로 

기획된 전시이다. 두 가지 전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미술관 

방문의 계획을 지혜롭게 세울 수 있다. 특별전은 보통의 경우 

기간이 짧고 그 주기가 자주 바뀌므로 관람 계획을 세울 때 

전시기간을 고려하여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빠르고 

신속하게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해야 한다. 반면, 상설전은 소장품 

전시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동안 자주 전시가 이루어지므로 관람을 

위한 여유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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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장품 및 전시 종류 

한국의 미술관의 이름을 보면 현대미술관, 디자인미술관, 

아트미술관, 사진미술관, 판화미술관, 서예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미술관의 특성과 추구하는 예술을 나타내고 있다. 미술관의 전시 

종류는 관람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사람마다 

선호하는 미술의 장르가 다르며, 특정 미술 장르의 전시에 끌려 

미술관에 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의 소장품과 전시 주제를 

분석하여 전시하는 예술의 종류를 12가지–서양화, 한국화, 

드로잉/일러스트, 판화, 조각, 공예, 디자인, 건축, 서예, 사진, 

미디어아트, 설치미술–로 구분하였다. 

 

   

서양화 한국화 드로잉/일러스트 

   

판화 조각 공예 



32 

   

디자인 서예 미디어아트 

   

사진 건축 설치미술 

그림 12. 소장품과 전시미술의 종류 

 

3) 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 

미술관은 교육적 기능을 가진 사회적 기관으로 전시와 

관련되거나 미술에 대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 

대상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일반, 성인, 외국인, 교사, 전문가,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40곳에서 제공하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전시마다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전시 정보에 명시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로 분류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시민미술아카데미, 현장체험프로그램, 도슨트프로그램, 

미술감상프로그램, 문화예술아카데미강좌, 전시연계프로그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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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 교사초청설명회, 창작프로그램, 미술실기교육프로그램, 

지역연계프로그램, 공예디자인아카데미, 어린이체험프로그램, 

작가와의대화, 신진작가워크샵, 건축학교프로그램, 기관연계프로그램, 

개별체험프로그램, 창의체험프로그램, 작가지원프로그램, 

창작스튜디오, 창의리더쉽포럼, 사진아카데미, 학술심포지엄 

 

3.3.2 방문 정보 

1) 위치 

미술관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방문을 계획할 때 선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이다. 위치가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 해당 미술관을 갈 수도 있고, 포기하고 다른 미술관을 찾을 

수도 있다. 위치 정보는 거리에 따른 시간 소요의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지만 교통이 편리한지 불편하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상황에 따라 그 선택이 바뀔 수도 있다. 위치가 멀어도 

주변에 즐길 곳이 많고, 교통편이 편리하여 가는 경로가 단순하고 

명확하다면 시간이 더 걸려도 주저없이 방문할 수 있는 미술관이 

있는가 하면, 위치는 가깝지만 외진 곳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하다면 

방문을 다시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미술관은 강남에 13곳, 강북에 27곳에 

위치하고 있다. 자세한 지역구 분포를 살펴보면, 강남 지역은 

영등포구 1곳, 관악구 2곳, 서초구 5곳, 강남구 3곳, 송파구 2곳이 

있으며, 강북 지역은 용산구 2곳, 중구 3곳, 종로구 16곳, 성북구 

3곳, 노원구 2곳, 광진구 1곳의 미술관이 있다. 종로구에 미술관이 

집중되어 있고 강북이 강남보다 2배에 가까운 미술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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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미술관마다 다르며 일찍 문을 닫는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정보는 방문에 있어서 위치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대부분의 미술관은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미술관이 8–9시간 동안 운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여는 미술관이 많다. 

 

3) 입장료 

입장료가 무료인지 유료인지의 여부와 저렴한지 비싼지에 대한 

정보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이다. 대상 미술관 중에는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곳이 15곳, 유료로 관람하는 곳은 25곳이다. 

 

3.3.3 계획정보  

본 연구자는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를 위하여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1차로 실시하였다. 2014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미술관을 연 2~3회 

이상 방문하는 20대에서 50대의 남녀 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제시한 질문은 “미술관에 가고자 할 때 본인에게 가장 필요하며 

중요한 정보 3가지를 1위부터 3위까지 적으시오”이며, 설문방법은 

SNS 메신저를 통해 진행하였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다르므로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 예시를 

피하고 자유로운 대답을 얻고자 하였다.  

설문을 통해 한 사람당 1위부터 3위까지의 3가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대답이 6개의 단어로 명료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었다. 그 6가지 대답은 전시, 위치 및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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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운영시간, 명성, 규모이다. 30명이 ‘전시’가 가장 중요한 정보 

1위라고 대답하였고, 13명과 12명이 2위와 3위로 ‘위치’ 정보라고 

답했다. 1위부터 3위까지의 결과만 보자면 ‘전시’와 ‘위치’ 정보가 

미술관 방문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정보임을 알 수 있다. 종합적인 

통계에서는 중요한 정보 1위가 전시에 대한 정보, 2위는 위치 및 

교통 정보, 3위는 입장료의 가격 정보이다. 4위는 운영시간, 5위는 

명성, 6위는 규모 정보로 뒤를 이었다.  

1차 설문을 통해 미술관의 방문 계획을 위해 필요한 핵심 정보 

6가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용자의 니즈가 반영된 6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미술관 방문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들을 분류하여 계획-

목적 중심의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 있었다. 

1) 전시 중심  

· 상설전과 특별전(기획전)의 분류 

· 미술관의 성격별 분류 (현대미술, 전통미술 등 10개 카테고리) 

· 전시예술 종류별 분류 (한국화, 회화, 조각 등 12개 카테고리)  

· 전시 날짜 및 기간별 분류 

2) 위치와 교통 중심 

· 지리적 위치 기반의 미술관 분류 

· 나의 현재 위치 중심의 접근가능한 미술관 분류 

· 시간, 거리에 따른 다양한 경로 설계 및 추천 

· 사용자 데이터 분석으로 미술관 추천 

· 대중 교통 이용에 따른 미술관 분류 

3) 입장료 중심 

· 유무료 미술관 분류 

· 가격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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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영시간 중심 

· 세부 시간대별 분류 

· 휴관일별 분류 

5) 명성 중심 

· 관람객 평점에 따른 분류 

· 관객수에 따른 분류 

6) 규모 중심 

· 건물 면적별 분류 

 

설문조사 결과 도출한 6가지의 중요 정보로 콘텐츠를 분류하고 

사용자의 목적과 계획 중심의 시나리오를 시각화하여 새로운 

미술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위계에 맞게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디자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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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Wayfinding의 개념 

Wayfinding은 공간디자인의 분야에서 ‘길찾기’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환경심리학자이자 건축가인 로메디 파시니(Romedi 

Passini)에 의하면 길찾기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해결의 능력과도 관련된다. 파시니가 주장하는 

길찾기 개념은 다음의 세단계로 정리된다: 1) 의사결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발전시키는 단계; 2) 결정의 실행: 시간과 

장소에 맞는 행동 계획으로 구체화시키는 단계; 3) 정보 처리과정: 

의사 결정에 필수적인 환경 지각(environmental perception)과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을 적용하는 문제해결의 단계. 그러므로 

길찾기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정의된다. 자넷 카프만과 마론 그란트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며, 목적지에 이르는 최선의 경로를 알면서 따라가고, 

도착과 함께 목적지를 인식하며,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찾아가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주장이다.15 

따라서 공간에서의 길찾기 과정은,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한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써 환경에 대한 지각, 판단, 행동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속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면서 움직이며,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쳐 기억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목적지향적, 행동중심적인 행위인 것이다. 길찾기는 공간 인지, 지각,  

정보처리,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이므로, 길찾기와 

                                            
15 로버트 제이콥슨, 『Informaiton Design』, 안그라픽스,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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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인지적 과정을 이해하고 시각적 단서들을 관람객에게 

적절히 제공할 때 효과적인 Wayfinding 기반의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관람을 이끌 수 있다. 

 

4.2 전시 관람과 Wayfinding 

시나리오 기반 정보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에게 목적과 계획에 

맞는 미술관을 선택하여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실행의 단계는 

미술관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된다. 미술관을 방문한 순간부터 

관람객은 전시실과 전시정보를 인지하고, Wayfinding의 과정을 거쳐 

관람을 체험하게 된다. 미술관의 전시는 작품과 전시 자체의 

내재적인 가치만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관객의 

체험과 반응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가 진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16 

미술관에서의 전시관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관람객은 끊임없이 전시물과 교류하며 

관람을 진행하게 된다. 미술관에서의 진정한 내용은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된다. 17  따라서, 미술관에서 고정된 전시물과 

공간을 움직이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하여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된다18는 것을 인지하고,  관람객에게 보다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람을 위한 Wayfinding 기반의 정보 

구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람객의 관람 행태를 

파악하고, 이동 특성을 고려한 동선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16 양지연, 『미술관 관람객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예술경영학회, 예술경영연구  
   Vol 3, 68p, 2003 
17 Bataille, 『Musee Reprinted in Overs Completes』, Vol 1, Galimord pp.239~240 
18 최준혁, 『박물관 전시공간의 동선계획 및 관람행태 특성』, 한국학술정보(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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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관람 행태 

관람객은 한 전시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는 

전시를 선택적으로 관람한다. 관람객들은 자신이 움직이는 공간의 

모든 것을 한 눈에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야 안심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위치파악과 주변이 전체적으로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면 조급해지며, 관람속도 또한 빨라진다. 19  또한 관람객이 

전시장에서 체류한 시간은 전시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20 전시에 대해 높은 관심과 동기를 갖고 만족도가 

높은 관람객일수록 전시장에 오래 체류한다. 이는 단순히 체류한 

시간이 아니라 전시에 ‘집중’한 시간이다. Serrell은 오랜시간동안 

많은 전시요소에 주목하는 ‘집중적 관람(thorough use of exhibition)’을 

성공적인 전시의 관건으로 보았다. 따라서 공간의 이동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를 줄이고 전시를 집중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하며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하여 몰입과 학습 효과를 늘리고자 한다.  

 

4.2.2 동선 계획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동선의 사전적 정의는 

건축물의 내외부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용어사전에서의 동선(traffic line)은 건축공간에 있어서의 

사람이나 물건의 움직임의 흐름을 나타내는 선으로 예상되는 

                                            
19 최준혁, 『박물관 전시공간의 동선계획 및 관람행태 특성』,한국학술정보(주), 33p, 2008 
20 Falk, J. H.(1984), 『The use of time as a measure of visitor behavior and exhibition effectiveness』,  
  In S. Nichols(Ed.), Museum education anthology: 1973-1983, pp.183-194, Washington D.C.: Museum   
  Education Roun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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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의 궤적이나 통행량 등을 분석하는 것을 동선 계획이라 하고, 

그 도면을 동선도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1 

관람객은 미술관에 들어서면 전시공간을 탐색할 때, 입구에서 

출구까지의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는다. 즉 짧은 거리로 시간을 

단축하며 이동할 수 있는 형태인 것이다. 한 번 지나온 길을 다시 

가거나 헤메게 된다면 이는 ‘관람피로’를 유발한다. 불필요한 동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관람객의 관람의지를 저하시키키 

때문이다.22 이로 인해 집중도가 감소하여 전시관람의 질이 낮아지게 

되며 전체적인 미술관의 경험이 저하된다. 연구자들은 관람이 

진행되는 동안 이런 방식으로 관람객의 행동이 변화한다고 하였다. 

벤저민 길맨(Benjamin Gilman)은 ‘박물관 피로(museum fatigue)’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박물관 체류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관람객 수와 관람 소요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길먼은 

육체적 소모가 박물관 피로감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에드워드 

로빈슨(Edward Robinson)은 심리적 요인 또한 육체적 소모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관람객의 행동은 미술관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로감을 유발하는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동선정보 제공과 경로 안내 

서비스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효율적인 동선 정보제공을 통해 

관람객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미술관을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전시관람의 경험이 강화된다.  

                                            
21 『건축용어사전』,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성인당, 2011 
22 정수영, 윤성규, 『관람객의 전시환경 인지와 관람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제 30권 제 8호 (통권310호) 112p, 2014 
 



42 

ᜅ▽�⪹Ğ
4ZTUFN�&OWJSPONFOU

	'FFECBDL


qbญ
	4FOTPSZ�1SPDFTTJOH


ḡb
	1FSDFQUJPO


•ᱥŖeᨱݡ�⦽�ᯙḡ

���Ŗe᮹�Ǎ᳑�⩶┽

���ᱥྜྷ᮹�ᖁ┾�ၰ�ᱲɝ�	࠺ᖁᖁ┾


• ᱥྜྷᨱݡ�⦽�ᯙḡ

���ᱥྜྷ᮹�ᗮᖒ�⩶┽

���š௭�ᩍᇡ�ၰ�ႊჶ᮹�ᖁ┾

'FFECBDL�	ᱥྜྷᨱݡ�⦽�ᯙḡ�ᱲɝ�š௭�⬥�⧪࠺�đᱶ⦹ʑʭḡ᮹�⦽�݉᭥


ᱥ⪹Ğ�ᯙḡ ᱥྜྷ�ᯙḡ š�௭š௭᯲ š௭࠺ᖁ�ᖁ┾
š௭ᩍᇡ

ၰ�ႊჶ�đᱶ

ᰆʑʑᨖ
	-POH�5FSN�.FNPSZ


ᵝ᮹ᯱᬱ
	"UUFOUJPO�3FTPVSDFT


ၹ᮲�ᖁ┾
	3FTQPOTF�4FMFDUJPO


᯲ᨦʑᨖᯙḡ
	8PSLJOH�.FNPSZ�

$PHOJUJPO


ၹ᮲�ᝅ⧪
	3FTQPOTF�&YFDVUJPO


'FFECBDL

 
 

그림 13. 인간의 정보처리 단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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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관람진행 

 

윤성규, 임채진(2009) 23은 전시 환경의 물리적 요인들이 모두 

관람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림 13의 인간정보처리 단계모델과 그림 14의 

일반적인 단위전시실내 관람진행 프로세스와 같이 관람행태를 작은 

단위의 관람 진행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관람객의 관람행태를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24  본 연구자는 

미술관에서의 관람시 진행되는 관람객의 과정에 따른 행태를 

이해하고 각 지점마다 경험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관람객의 유형과 목적에 따른 동선정보의 

제공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 존 포크(John Falk)와 린 디어킹(Lynn 

                                            
23 윤성류, 임채진, 『관람객의 방유형에 따른 전시환경 인지와 관람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권 제12호, 2009.12 
24 정수영, 임채진, 윤성규,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관람동선 선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7권 제12호,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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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rking) 25이 방문빈도에 따라 관랙객이 경험하는 바가 다르다고 

말하며 구분한 관람객의 방문유형을 물리적 맥락으로 구분한 것을 

토대로, 관람동선 유형을 3가지 종류–일반관람동선(General Tour), 

주요계획동선(Major Tour), 단체관람동선(Group Tour)–로 분류하여 

Wayfinding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표 5. 물리적맥락의 관람객 유형과 본 연구의 동선 서비스 분류 

 
관람객 유형 

 

 
동선결정 주체 

 
주요 관람진행 형태 

 
동선 서비스 

 

방문빈도가 낮은 
관람객 

제공되는 기초정보, 
구조적으로 제시된 
관람방향 

기초정보 수집 후 
집중관람 

일반관람동선 
(General Tour) 

방문빈도가 높은 
관람객 

관심있는 주제, 전시물 관심 전시물, 전시실에 
대한 직접 접근 

주요계획동선 
(Major Tour) 

단체 관람객 단체가 가진 동기 관람안내자에 따른  
긴 집중 관람 

단체관람동선 
(Group Tour) 

 

관람동선 결정의 주목적은 전시의 목표와 목적을 관람객을 통해 

완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공간에서의 동선계획은 관람 

중인 사람들이 서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시자료의 내용과 

구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위한 원활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5 존 포크, 린 디어킹, 이보아역, 『관람객과 박물관』, 북코리아,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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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Wayfinding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인간은 길찾기 정보를 얻는 방법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인쇄 매체인 책, 매거진, 

신문을 이용했다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디지털 매체인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이용한 정보 검색과 

어플리케이션 이용 등으로 정보의 이용이 바뀌었다. 디지털 매체는 

일상 생활과는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인간에게 중요한 도구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의 이용은 두드러지게 증가하면서 

라이프 스타일도 함께 변하게 되었다. 콘텐츠의 소비가 기존의 집 

안의 TV와 신문 중심에서 집 밖의 스마트폰,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동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보들의 구성으로 정보 소통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4.3.1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은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디지털 

미디어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디어의 시장이 변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개념에서 미디어의 

범위는 내용(콘텐츠)을 전달하는 그릇으로서 ‘생성/처리(Create) – 

저장(Store) – 전송(Move) – 표현/사용(Use)’이라는 콘텐츠 가치 사슬 

전체를 포괄하는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26  디지털 미디어는 

이동성, 상호작용성, 상호연결성의 특징을 가진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미디어는 정적으로 머무르는 상태가 아닌 동적으로 

콘텐츠와 정보를 교류하게 되었다. 이처럼 미디어와 사용자는 

                                            
26 이상호, 『디지털 미디어 스마트 혁명』, 김선진,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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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연결성을 가지고 발전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콘과 증강현실 기술을 관람객의 Wayfinding에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한 기술로 정보를 교류하고 사용자와 

소통하고자 한다. 

 

4.3.2 비콘(Beacon) 

Wayfinding 기반 정보설계는 미술관 내에서의 관람자의 

동선안내와 다양한 전시정보의 전달 및 교류가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근거리 무선 통신기술인 비콘(Beacon)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한다. 비콘은 저전력 블루투스(BLE)를 이용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 기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27 이 기술로 반경 

50m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메시지 전송, 모바일 

결제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특정 장소에서의 안내 

서비스와 정교한 위치를 파악하여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림 15. 비콘의 작동 원리28 

거리 오차가 5~10cm 밖에 되지 않아 실내 위치를 정교하게 

파악하여 IPS(Indoor Positioning System) 실내확인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 비콘은 실내 매장 내에서 각 제품별로 정확한 위치를 

                                            
27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175289&cid=43667&categoryId=43667>. (Apr 11, 2015) 
28

 미디어장관리. <http://mediarchi.com/220321743952>. (Mar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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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제품 앞에 서면 고객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할인쿠폰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줄 수 있다. 

미술관에서도 이러한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경로를 

안내해주고, 작품 앞에 서면 작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비콘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은 실내에서도 정확한 

사용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경로마다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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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비콘 서비스 유형29 

 

현재는 국내에서도 비콘 기술의 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스타벅스, 

SK플래닛의 모바일앱 ‘시럽(Syrup)’, SK나이츠 농구단 홈구장, 

롯데월드타워 등 서비스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큰 건물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안내받는 기술,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행사정보와 

할인쿠폰 등을 제공받는 기술, 사용자의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호 상품을 추천하는 기술, 줄을 설 필요없이 자동 결제되는 기술, 
                                            
29 미디어장관리.< http://mediarchi.com/220321743952>. (Mar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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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좌석 배치를 한 눈에 파악하고 입구와 출구를 알 수 있는 

기술 등이 적용되었다.  

비콘은 IoT(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앞으로 그 중요성과 

활용성이 커질 것이라 전망된다. 하지만 블루투스를 켰을 때 원치 

않는 스팸 메시지를 받거나, 사용자의 위치 정보 전송으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개발되어 시작한 

기술인 만큼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더욱 혁신적인 기술로 발전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서비스가 전시 관람시에 관람객의 경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원활한 인터랙션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4.3.3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 현실(Virtual Reality)의 

한 분야로 실제 환경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30  이러한 증강 현실은 첫째, 

감각적 몰두 및 현존감 강화를 통한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학습을 

지원하며 둘째,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결합을 통한 실재적이고 

구성주의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술관의 경로 제공뿐만 아니라 작품 정보의 제공에서 이러한 증강  

현실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관람객이 더욱 생동감있게 작품을 

마주하며 관련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오늘날, 

길찾기 앱처럼 증강 현실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앱들이 등장했고, 

관련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구글 글라스 등 휴대용 기기의 
                                            
30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증강현실>. (Mar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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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 이뤄지고 있다. 매일 밤 TV 뉴스에서 기상 캐스터의 등 

뒤로 보이는 기상도 역시 증강 현실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2015년 모바일 증강 현실 시장 규모는 12억 달러(약 1조3000억)로 

전망되고 있다. 모바일 증강 현실 어플리케이션 시장 역시 

2015년까지 관련 앱 다운로드가 14억건에 이르고 시장규모는 7억 

3000만 달러(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17. 증강현실 서비스 사례31 

 

4.3.4 위치기반서비스(LBS)와 경로 탐색 

위치기반서비스(LBS, Location Based Service)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로서, 이동통신망이나 GPS를 통하여 얻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상황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이다. 휴대폰에 기지국이나 위성항법장치(GPS)와 

연결되는 칩을 부착하여 위치추적 서비스, 공공안전 서비스, 

위치기반정보 서비스 등 위치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하며, 유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얻은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주변 맛집, 

주유소, 백화점, 의료기관, 극장, 교통상황 등의 생활정보나 길찾기 

                                            
31 Nokia's augmented reality app ‘City Lens’. <http://www.engadget.com/2012/09/11/nokia-reveals-new-
city-lens-for-windows-phone-8/>. (Apr 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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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개인 취향과 위치를 

파악하여 최적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32 

이렇게 LBS를 통해 사용자는 위치 정보, 지역 정보 등 다양한 

공간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필요한 장소의 검색도 

다양해졌다. LBS는 GPS보다 오차범위가 적으며 건물로 쌓인 밀집 

지역의 실내 위치까지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GPS보다 더욱 

활용적인 장치로 각광받고 있다.   

 

표 6. 스마트폰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현황33 

  
지도 
서비스 

대중교통 
정보(버스, 
지하철 등) 

주변지역  
위치확인 

(맛집, 약국 등) 
내비게이션 

사용 
안함 

안심서비스 
(자녀위치확인, 
구조요청 등) 

전체 
(%) 

68.3 66.8 55.8 49 7.6 6 

 

   
 

그림 18. Citybot Smart Travel Guide  

 

Citybot Smart Travel Guide는 미국 내의 주요 도시들을 여행할 때, 

경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유용한 앱으로 주요 관광명소들을 

                                            
32『LBS(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시장 기술동향과 전망』, BIR Research Group, p.23, 2012 
33『2014 스마트폰 이용실태 최종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Feb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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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경로를 소개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카테고리–카페, 뮤지엄, 

식당, 교통 등–를 체크하면 지도에서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다.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필요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장소들을 선택하여 연결된 경로를 볼 수 있다. 

 

4.3.5 사용자 콘텐츠의 축적 

사용자의 미술관 관람 기록과 관람시간 등 미술관 경험에서의 

life–log를 반영하여 맞춤 미술관과 전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life–log란 Life와 자료나 측정기록을 의미하는 Log의 합성어로 

개인의 일상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스마트폰의 GPS, 카메라, 

신용카드 기능을 이용해 개인의 이동경로, 미술관 방문패턴, 

관람미술종류 등 다양한 라이프 로그를 수집할 수 있다.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하고 실시간 사용자가 방문한 미술관의 성격, 시간, 

거리, 관람했던 전시 콘텐츠를 분석하여 사용자에 맞는 적합하고 

다양한 미술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9. Sony Smart Band 

 

소니 스마트 밴드는 라이프로그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기록한다. 앱과 연동이 되어 걷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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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탈 때 시간별로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소셜 네트워크 활동 내용을 저장하고 헬스케어, 라이프 스타일 등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담아 활용하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사용자의 

행적과 활동에 관한 기록으로 맞춤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점에서 

미술관 정보 제공에도 적용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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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선행 연구 

 

5.1 MUSE: 뉴욕아트뮤지엄 

   통합정보시스템 

5.2 Art Road in Seoul:     

   서울시 미술관  

   정보 가이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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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MUSE: 뉴욕 아트뮤지엄 통합정보시스템 

MUSE는 뉴욕의 아트뮤지엄 24곳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이다. 뉴욕에서 지내면서 효율적으로 접근, 사용가능한 

미술관 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뉴욕시의 미술관 24곳을 선정하여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지도 

상에서 연결한 선으로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다. 그리고 

24개의 아이덴티티를 더하여 통합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이를 

적용한 웹사이트, 태블릿 PC,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터랙티브 

포스터, 키오스크 서비스를 만들었다. 사용자가 편리하고 쉽게 

뉴욕의 훌륭한 미술관의 정보를 통합된 플랫폼에서 이용하고, 

웹사이트와 키오스크를 통해 뮤지엄을 선택하여 패스를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0. ‘MUSE’ 아이디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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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웹사이트 ‘MUSE’ 

 
 

그림 22. Tablet PC 어플리케이션 ‘MUSE’ 

 

 

 
 

그림 2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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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Poster ‘MUSE’ 

 

 
그림 25 . Interactive work ‘MUSE’ 

 
 

* 본 선행 연구는 IASDR 2013 Tokyo 국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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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rt Road in Seoul: 서울시 미술관 정보 가이드맵  

Art Road in Seoul은 서울시의 미술관 40곳의 위치기반 

정보가이드맵이다. 관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미술관 

지도를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8가지의 인포그래픽 룰에 따라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패턴, 컬러, 크기 등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정보를 배열하여 구성하였다.    

 

1) 인포그래픽룰에 따른 시각화 

· 서울의 미술관 위치 

선정한 서울의 미술관은 9개의 구에 분포되어 있다. 강북은 

용산구 2곳, 중구 3곳, 종로구 18곳, 성북구 3곳, 광진구 1곳으로  

총 27곳이 있으며, 강남은 관악구 2곳, 서초구 5곳, 강남구 4곳, 

송파구 2곳으로 총 13개의 미술관이 있다. 지리적 분포를 보면 

강남보다 강북에 미술관의 수가 많으며, 특히 종로구에 미술관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

S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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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Color

ъթ�6 - 9

Warm Colo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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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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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 구별 분포와 컬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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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SYSTEM: 강북에는 차가운 색, 강남에는 따뜻한 색의 

그라데이션 팔레트를 사용하여  미술관의 색을 지정하였다. 

- GRID SYSTEM: X축의 A–S, Y축의 1–15까지 알파벳과 숫자로 

이루어진 그리드를 이용하여 개별 미술관의 고유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이 번호로 미술관의 지리적 위치를 인지할 수 있다. 

 

· 미술관의 개관시기별 역사 

미술관의 개관년도는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이며 

간송미술관이 1938년에 개관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2013년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가장 최근에 

설립된 미술관이었다. 년도별로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많은 

미술관이 생겨났다.  

- 개관시기: 193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의 년도를 나누어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다. 

 

· 미술관의 운영시간과 요일 

대부분의 미술관은 월요일을 공식적인 휴관일로 지정하고 있다. 

주말이 휴관일인 미술관은 3곳, 휴관일이 없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미술관이 3곳이 있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미술관이 20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간을 

쉽고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원형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였다. 

- 운영시간: 12시간으로 이루어진 원에 시계와 동일한 숫자와 

방향으로 시간을 표현하였다.  

- 운영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칸으로 분할하여 운영되는 

요일을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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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시간요소의 표현 

· 미술관의 규모 

미술관의 건물 연면적은 미술관의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전시장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기도 한다. 공간이 많은 

곳에서 여유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싶다면 규모가 큰 미술관을, 

갤러리처럼 작고 아담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규모가 작은 

미술관을 고를 수 있다.  

- 면적의 표현 

다양한 수치의 면적을 원의 지름으로 나타냈다. 원의 크기로 한 

눈에 미술관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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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면적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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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의 전시미술 종류 

미술관의 주요 전시미술의 종류는 크게 10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1.국내외 모든장르의 미술 2.국내외 현대미술 3.한국 

모든장르의 미술 4.한국 현대미술 5. 한국 전통미술 6.동양미술 7. 

디지털미디어아트 8. 국내외 사진 9. 한국 공예 10.한국 판화로 

분류될 수 있다. 

- 전시미술의 패턴연구: 각각의 패턴은 특정 장르에서 연상되거나 

의미가 통하는 시각적 이미지들의 반복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현대미술은 직선적이고 단순한 라인, 동양미술은 꽃, 전통 미술은 

한국 고유의 전통문양,  판화는 긁어낸 모양, 공예는 도자기의 곡선, 

사진은 렌즈, 디지털미디어아트는 픽셀에서 영감을 얻어 패턴을 

제작하였다.  

국내외 모든 장르 미술 한국 현대 미술국내외 현대 미술 한국 모든 장르 미술 동양 미술

한국 전통 미술 국내외 디지털미디어아트한국 공예 국내외 사진한국 판화

 
 

그림 29. 전시미술 종류의 표현 

 

· 미술관의 입장료 

조사에 의하면, 현재 입장료가 유료인 곳이 24곳, 무료인 곳인 

16곳이었다.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은 관객들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으며, 유용한 정보로 선택의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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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와 무료의 구분: 직관적으로 한 눈에 유, 무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Plus)와 X(No)의 단순한 사인으로 표현하였다. 

��� ���

Paid Admission Free Admission 

(Plus sign) (NO sign) 

H E L L O  M U S E U M  O C I  M U S E U M  

 
그림 30. 입장료 유무료의 표현 

 

· 미술관의 연간 관객수 

연간 관객수는 0~1,000명, 1,001~5,000명, 5,001~10,000명, 

10,001~100,000명, 100,001~1,000,000명, 1,000,000명 이상의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다. 가장 많은 관객이 방문한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이었다.  

- 관객 수의 표현: 관객의 수는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단순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작은 수치부터 큰 수치까지의 

데이터를 18°, 36°, 54°, 72°, 90°, 108°까지 일정한 각도의 

폭으로 표현하여 정보를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108° 90° 72° 

54° 
36° 18° 

0~1,000 v i s i t o r s  1 ,001~5,000 v i s i t o r s  5 ,001~10,000 v i s i t o r s  

10,001~100,000 v i s i t o r s  100,001~1,000,000 v i s i t o r s  More than 1,000,001 v i s i t o r s  

 
 

그림 31. 관객수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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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관별 지하철의 이용 

서울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은 

미술관으로의 방문 계획을 세울 때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하철역의 위치만으로 사람들은 더 쉽게 미술관의 

위치를 기억하고, 그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 지하철역에서 미술관으로 가는 길: 각 호선별 실제 사용되는 

색으로 역의 아이콘을 나타냈으며, 역과 미술관을 연결하여 

방향성과 출구를 명시하였다. 거리와 방향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Seoul Metro Lines 

�������

�����	�

�����
�

�������

�������

������

�������

�������

Line 3 

Apgujeong 
Subway Station 
 

Exit 3 

Korean Art Museum, Space C 

 
그림 32. 지하철역과 출구 

 

2) 미술관 정보 가이드맵 포스터 

그림 33의 최종 포스터는 미술관의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보고자 할 때 유용한 레이어들이 합쳐진 총체적인 정보로써의 

종합가이드맵이다. 타이틀 ‘아트로드 Art Road’는 아트와 로드를 

합친 말로써, 미술관을 대표하는 ‘art’와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건설된 ‘road’라는 사전적 의미를 결합하였다. 다시 말해, Art Road는 

‘Art museum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며 본 가이드맵은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Art Road 정보가이드맵은 서울의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목적에 따른 올바른 선택을 도와주고 

방향을 안내해주는 유용한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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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rt Road in Seoul Guide Map 

 

선행연구인 아트로드를 통해, 미술관의 필수정보들을 다양한 

형태로 시각화하였다. 아트로드에서 시각화된 정보들이 직관적인 

파악을 위해 한 곳으로 합쳐져 미술관을 표현하였다면,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에서는 시각화된 정보가 한 개씩 화면에서 

보여지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아트로드에서 시각화한 미술관의 

전시미술종류 패턴, 지정색, 운영시간과 요일, 관객 수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져와서 인터페이스에 다양하게 적용하였다.   

 

 

 

 

 
 

* 본 선행 연구는 DRS 2014 Sweden 국제학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이다.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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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사용자 조사 

       및 분석 

 

6.1 조사 목적 및 방법 

6.2 조사 내용 

6.3 조사 결과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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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조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자는 앞서 선행 연구를 위해 2014년 1월 실시했던 1차 

미술관 정보조사 이후, 본 연구에서의 관람객의 시나리오와 

Wayfindng 기반의 정보 구축을 위한 2차 사용자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관람객의 방문실태의 파악과 미술관 경험에서 계획과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타겟층인 20대, 30대,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 34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94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6.2 조사 내용 

설문은 기본정보, 미술관 방문경험, 미술관 방문계획 정보, 

전시관람의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6.3 조사 결과 및 분석 

6.3.1 기본 정보 

응답자 94명 가운데 남성이 35명, 여성이 59명이고 연령대별 

비중은 20대가 42명, 30대가 41명 그리고 40대가 11명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76.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력은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전체의 88.7%를 차지하였다.  

 

 

 
                                            
34

 설문조사 링크 https://ko.surveymonkey.com/s/XMP5G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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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성별 

 

 

그림 35. 나이 

 

 

그림 36. 결혼 여부 

 

 

그림 37.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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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및 디자인 관련 전공자는 61명으로 그 이외의 전공자 

31명보다 약 2배가 많았다. 직업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2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였고 회사원이 2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8. 전공 

 

 
그림 39. 직업 

 

6.3.2 미술관 방문 경험 

미술관 방문 경험에 대한 설문 문항에서는 연평균 방문 횟수 2–

3회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로 22명이 4–5회 미술관을 

방문한다고 답하였다. 10회 이상 방문한다는 응답도 8명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2-5회 방문이 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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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연평균 미술관 방문 횟수

1회 이하 5곳 미만

2~3회
5~10곳

4~5회

10~20곳
6~7회

20~30곳
8~9회

30~40곳10회 이상

40곳 이상없음

알고있는(혹은 방문했던) 모든 서울의 미술관 수

 
그림 40. 연평균 미술관 방문 횟수 

 

방문했거나 알고있는 서울의 미술관의 수에 대해서는 49.41%가 

5곳 미만이라고 답했다. 5–10곳이 36.47%로 그 뒤를 이었다. 20곳 

이상 알고 있는 경우는 단 한명도 없었다. 서울에 다양한 미술관이 

많지만 알고있는 곳은 10곳 이하인 응답이 전체의 85.88%로 그 

폭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Q1. 연평균 미술관 방문 횟수

1회 이하 5곳 미만

2~3회
5~10곳

4~5회

10~20곳
6~7회

20~30곳
8~9회

30~40곳10회 이상

40곳 이상없음

알고있는(혹은 방문했던) 모든 서울의 미술관 수

 
그림 41. 방문했던 혹은 알고있는 서울의 미술관 수 

 

 



68 

미술관 방문의 패턴은 선호하는 미술관 위주의 방문이 

41.67%로 1위였고 매번 다르다는 응답이 39.29%였다. 이를 통해 

관람객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본다면, 본인이 알고있는 

미술관 외 다른 미술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와, 계속 다양한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서울의 우수한 미술관 40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전시관람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더욱 활발한 미술관의 경험이 이루어질 것이다.  

 미술관 방문의 패턴

늘 방문하는
미술관이 있다

선호하는 미술관
몇 곳 위주로 방문한다

다양하게 
방문한다

매번 다르다
 

그림 42. 미술관 방문의 패턴 

 

미술관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흥미로운 전시를 보기 위함이 

61.90%였다.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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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방문의 가장 큰 목적

흥미로운 전시를
보기 위해

가족과의
나들이를 위해

본인의 소양을
쌓기 위해

미술관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지인의 추천으로

친구/연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림 43. 미술관 방문의 가장 큰 목적 

 

6.3.3 미술관 방문계획 정보 

본 연구의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에서는 원활한 미술관 

방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핵심적으로 

선별하고 분류하였다. 현재 사용자들이 미술관 정보를 얻는 방법은 

‘인터넷 검색’이 60.00%로 1위를 차지하였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응답이 58.02%로 가장 많았다. 인쇄매체나 지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를 통한 미술관 

정보 탐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관 정보를 얻는 방법 미술관 정보를 얻기위해 사용하는 매체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전시예매사이트 컴퓨터

디지털매체
(TV/스마트폰 등)광고 신문/책/잡지

책,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 TV/라디오

친구, 지인을 통해

기타

기타

 
그림 44. 미술관 정보를 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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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정보를 얻는 방법 미술관 정보를 얻기위해 사용하는 매체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전시예매사이트 컴퓨터

디지털매체
(TV/스마트폰 등)광고 신문/책/잡지

책, 잡지, 신문 등의
인쇄매체 TV/라디오

친구, 지인을 통해

기타

기타

 
그림 45. 미술관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방문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에 대한 질문에는 48.15%가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답했다. 이로써 정보의 습득이 미술관 방문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관 방문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관람료가 비싸서

거리가 멀어서

정보가 부족해서

원하는 전시가 
없어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기타  
그림 46. 미술관 방문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미술관을 가고자 할 때 고려하는 정보의 순위는 1위 전시 종류, 

2위 위치, 3위 운영시간, 4위 명성, 5위 입장료, 6위 규모의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이러한 니즈를 반영하여, 정보의 순위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보 

습득을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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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점

4.35점

3.02점

3.01점

2.71점

2.14점

미술관을 가고자 할 때 고려하는 정보의 순위

1위

3위

5위

2위

4위

6위

전시종류

위치

운영시간

명성/평점

입장료

규모  
 

그림 47. 미술관을 가고자 할 때 고려하는 정보의 순위 

 

6.3.4 전시 관람 

본 연구의 Wayfinding 기반 정보 설계를 위하여 미술관 내에서 

전시관람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관람 패턴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전시실/전시품을 

관람한다’는 응답이 53.75%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보고싶은 곳만 

집중적으로 관람한다’는 응답 25%와 ‘때마다 다르다’는 응답 

21.25%를 통해 관람객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게 관람패턴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관람시 움직이는 패턴

전체적으로 모든
전시실/전시품을 관람한다

보고싶은 전시실/
전시품만 골라 

집중적으로 관람한다

때마다 다르다

 
그림 48. 관람시 움직이는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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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내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 헤멘 경험은 ‘있다’가 

71.25%였고, 전시실 내에서 작품을 볼 때 헤멘 경험은 ‘있다’가 

91.25%였다. 흥미로운 것은 미술관 내에서의 이동보다 전시실 

내에서 작품을 보면서 이동할 때 헤멘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전시실 내의 경로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관 내’에서 다른공간으로 이동시 헤멘 경험  ‘전시실 내’에서 작품을 볼 때 헤멘 경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림 49. 미술관 내에서 다른공간으로 이동시 헤멘 경험  ‘미술관 내’에서 다른공간으로 이동시 헤멘 경험  ‘전시실 내’에서 작품을 볼 때 헤멘 경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그림 50. 전시실 내에서 작품을 볼 때 헤멘 경험 

 

헤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91.25%가 실시간 전시실 정보 및 

동선 안내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효율적으로 원하는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가 46.38%을 

차지하였다.  
 

실시간 전시실 정보 및 동선 안내 필요 여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다

필요없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쉽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전시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기타

 
그림 51. 실시간 전시실 정보 및 동선 안내의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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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시실 정보 및 동선 안내 필요 여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요하다

필요없다

효율적으로 원하는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쉽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전시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기타

 

그림 52.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미술관에서 관람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문객이 많아서’가 43.75%로 1위였고, ‘동선이 복잡해서’가 

28.25%로 2위였다. 이를 통해 혼잡한 미술관 환경과 어렵고 불편한 

이동이 전시 관람을 힘들게 하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미술관 내에서 관람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흥미가 없어져서

전시가 어려워서

동선이 복잡해서

방문객이 많아서

기타

피로감이 생겨서

 
 

그림 53. 미술관에서 관람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전시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91.14%가 ‘네’라고 답하였다. 그 이유로 ‘다양한 정보를 두루 알고 

싶어서’가 40.68%, ‘기존 제공된 작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가 

30.51%로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작품에 대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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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상의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시 작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은지의 여부 정보를 더 얻고 싶은 이유

네

아니오

기존 제공된 작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기존 제공된 작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관련된 다른 작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다양한 정보를 두루
알고 싶어서

기타

 
그림 54. 전시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지의 여부 

 
전시 작품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은지의 여부 정보를 더 얻고 싶은 이유

네

아니오

기존 제공된 작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기존 제공된 작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관련된 다른 작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다양한 정보를 두루
알고 싶어서

기타
 

그림 55.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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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작품 연구 

 

7.1 UI/UX 디자인 컨셉 

7.2 작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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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UI/UX 디자인 컨셉 

본 연구의 미술관 경험 강화를 위한 UI/UX 디자인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토타입 제작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인 서비스 컨셉은 미술관의 경험 증대 및 강화이며, 

‘Experience 40 Art Museums in Seoul’로 요약할 수 있다. 미술관 방문을 

위한 계획 정보와 관람을 위한 전시 정보의 제공이 주요한 

기능으로, 관람객의 원활한 미술관 경험을 돕는다.  

 

7.1.1 어플리케이션 사용 정의 

artive는 서울의 미술관을 방문하고자 할 때, 유용한 미술관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을 돕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문화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녀를 주요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artive는 art와 active의 합성어로 art는 미술관 art museum을 

함축한다. 미술관을 active하게 한다는 뜻으로, 다시 말하면 

미술관으로의 행동, 즉 방문을 이끈다는 뜻이다. artive는 관람객의 

적극적인 행위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 행위에는 방문을 위해 

정보를 검색하고 이후 미술관에서 전시를 관람하는 등의 동적인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56. artive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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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고 디자인 

art와 active의 합성어인 artive의 로고 디자인 컨셉은 깔끔한 

곡선을 강조한 a, r, e 로 명료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 적극적인 

미술관 방문과 활발한 움직임을 유도하는 artive의 의미에 맞는 

느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색은 보라 계열로 상단 R140 G13 B126과 

하단 R74 G13 B98의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였고, 서체는 Avant Garde 

Gothic Book 타입이다. 보라색은 빨강과 파랑이 겹친 색으로 우아함, 

화려함, 풍부함, 예술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35  본 연구의 대상인 

40곳의 미술관을 선행 연구에서 지리적 위치에 따라 강북은 차가운 

푸른 계열, 강북은 따뜻한 붉은 계열의 범위에서 지정을 했는데 

artive는 모든 미술관을 포함하므로 보라색을 주된 색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57. artive 로고 

 

스마트폰에서의 artive 어플리케이션 아이콘은 그림 58와 같이 

보라색을 배경색으로 사용하고 artive를 흰색으로 나타냈다. 
 

 
그림 58. artive 어플리케이션 아이콘 

                                            
35

 색채용어사전, 국립국어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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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 시각화 주요 컨셉 및 아이콘 

어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에서 주요 디자인 컨셉은 원으로, 원형 

다이어그램과 원형 아이콘, 원형 사진 이미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 기존의 사각형에서 탈피하여, artive의 생동감있는 

미술관 경험을 원이 가진 동그랗고 유연한 이미지와 연결짓고자 

하였다. 

 
그림 59. 적용 인포그래픽  

 

정보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아이콘 디자인은 원의 형태로 모두 

통일하여 artive가 주는 느낌을 연결시켰다. 선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형태의 원형 아이콘으로 정보 전달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정보가 

선택되면 아이콘의 색이 채워지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그림 60. 6가지 정보 아이콘 

 

 
그림 61. 증강현실 전시실 안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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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UX 디자인 전략 

앞서 제 3장에서 조사한 인간의 정보처리 단계모델 36 을 

‘시나리오’와 ‘Wayfinding’ 과정에 대입하여 미술관 경험의 과정을 

완성하였다. 그림 62는 관람객 즉 사용자가 경험하게 되는 관람 전, 

관람 중, 관람 후의 전 과정이다. 사용자의 인지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접근과 관람시의 행태를 이해하여 각 지점마다 경험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하였다.   

 

관람 전 ‘Scenario’ 관람 후 ‘Wayfinding’

관람 후 ‘Feedback’

ᜅ▽�⪹Ğ
4ZTUFN�&OWJSPONFOU

	'FFECBDL


ၙᚁš�Ğ⨹
"SU�.VTFVN�&YQFSJFODF

qbญ
	4FOTPSZ�1SPDFTTJOH


ḡb
	1FSDFQUJPO


ᰆʑʑᨖ
	-POH�5FSN�.FNPSZ


ᵝ᮹ᯱᬱ
	"UUFOUJPO�3FTPVSDFT


ၹ᮲�ᖁ┾
	3FTQPOTF�4FMFDUJPO


᯲ᨦʑᨖᯙḡ
	8PSLJOH�.FNPSZ�

$PHOJUJPO


ၹ᮲�ᝅ⧪
	3FTQPOTF�&YFDVUJPO


'FFECBDL

ʑᇡᩍ࠺ ⦥ᯙḡ ᱶᅕ┱ᔪ ᱶᅕ⫮ा š௭đᱶ
ᯕ࠺ႊჶ�ၰ
Ğಽᖁ┾

ၙᚁš�ࠥ ₊ š௭᯲
ᱥ⪹Ğ
ᯙḡ

š௭࠺ᖁ
ᖁ┾

ᱥྜྷ�ᯙḡ
š௭ᩍᇡ�ၰ
ႊჶđᱶ

š௭ḡᗮ š௭᳦ഭ

 
그림 62. 인간정보처리 단계모델과 미술관 경험 

 

 

그림 63은 본 연구의 미술관 경험 과정의 세부적인 단계와 그에 

따른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이다. 이는 사용자 설문조사로 

도출한 필수 정보로 구성되었다.  

 

 

 
                                            
36 정수영, 임채진, 윤성규,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관람동선 선택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7권 제12호, 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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š௭�ᱥ�Before Visit

ᕽᬙ�ၙᚁš���Ŕ�ญᜅ✙

ၙᚁš�ḡࠥáᔪ

ၙᚁš�đŝᱶᅕ

ᱥ�đŝᱶ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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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Outside museum

ʑᇡᩍ࠺ ⦥ᯙḡ ᱶᅕ┱ᔪ ᱶᅕ⫮ा š௭đᱶ
ᯕ࠺ႊჶ�ၰ
Ğಽᖁ┾

ၙᚁ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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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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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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ᱥྜྷ�ᱶᅕᱽŖᱥᝅᱶᅕᱽŖ

ӹaʑŖeá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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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 museum
š௭�ᵲ�During Visit

WAYFINDING

š௭᯲
š௭࠺ᖁ
ᖁ┾

ᱥ⪹Ğ
ᯙḡ

ᱥྜྷ
ᯙḡ

š௭ᩍᇡ�ၰ
ႊჶđᱶ

š௭ḡᗮ š௭᳦ഭ

 
 

그림 63. 미술관 경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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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전, 시나리오 기반 정보로 사용자는 정보탐색과 획득의 

단계에서 6단계 필터링 정보검색, 40곳 리스트, 지도검색으로 

미술관을 찾을 수 있다. 관람결정 단계에서 패스를 발급받고 

이동경로 정보에서 근처 미술관과의 연계코스를 알 수 있다. 관람 

중에는 Wayfinding 기반 정보를 동선의 안내와 함께 실시간 

AR모드와 도면모드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시실과 전시물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으며, 관람 후에는 미술관 방문 기록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  

정보탐색 정보획득 관람결정 이동방법 및
경로선택

미술관
도착

동기부여
필요인지

관람시작 관람동선선택전시환경인지 전시물인지 관람여부 및
방법결정

관람지속 관람종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As is To be

 
그림 64. 관람객 여정맵 

 

그림 64의 관람객 여정맵은 미술관 경험의 13단계에서 artiv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As is)와 사용하였을 때(To be)로 

나누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1부터 5까지 체크하여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사용 전과 후 가장 큰 감정의 변화가 2,  

3단계와 8, 9, 10 단계에서 나타난다. 2, 3단계는 미술관을 방문하기 

전 정보탐색과 획득의 단계로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를 통해서, 8, 

9, 10단계는 미술관 방문 후 전시물을 관람하는 단계로 Wayfinding 

기반 정보 설계를 통해 만족스러운 감정 상태로 향상되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미술관 경험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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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는 이러한 두 가지 주요 기능의 흐름이다. Scenario 기반 

정보는 Plan Section으로, Wayfinding 기반 정보는 Explore Section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구분되어 서비스된다.  

 

Scenario�ʑၹ�ᱶᅕ�ᖅĥ

PLAN SECTION

đŝ

ၙᚁšᱶᅕ ᱥᱶᅕ

EXPLORE SECTION

Wayfinding�ʑၹ�ᱶᅕ�ᖅĥ

š௭᳦ഭ

⦝ऽ႒

š௭࠺ᖁᖁ┾

ᱥᝅ�ᱶᅕ�⫮ा

᯲⣩ᱶᅕ�⫮ा

š௭᯲����ᱥᝅᯕ࠺

ᱥᝅ����ᱥᝅ�ᯕ࠺

᯲⣩����᯲⣩ᯕ࠺�

�TU��ᱥ��ᖁ┾
	ၙᚁš�ᮁ⩶�ᱥၙᚁ


�OE��᭥⊹��ᖁ┾

�SE��ႊྙ�e��ᖁ┾
	ၙᚁš�ᮁ⩶�ᱥၙᚁ


�UI��ᖒ�⠪ᱱ�š~ᙹ��ᖁ┾

�UI��᯦ᰆഭ��ᖁ┾

�UI��Ƚ༉��ᖁ┾

 
 

그림 65. 주요 기능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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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인터페이스 설계 

artive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66와 같이 Plan, Explore, 

Activity를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미술관 방문을 위한 정보는 Plan 

Section에서, 전시 관람을 위한 정보는 Explore Section에서, 방문기록 

정보는 Activity Sec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SCENARIO

WAYFINDING

FEEDBACK

PLAN 
SECTION

EXPLORE
SECTION

ACTIVITY
SECTION

 
 

그림 66. 메뉴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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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은 artive 어플리케이션의 화면의 기능의 흐름에 따른 관

계를 나타낸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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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UI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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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작품 제작 

7.2.1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artive 어플리케이션은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로 이루어진  

‘Plan’과 Wayfinding 기반 정보설계로 이루어진 ‘Explore’가 중심이며, 

그 두가지를 모두 연결하는 피드백인 ‘Activity’로 크게 3가지 

섹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스로 미술관 리스트와 

지도뷰를 제공한다.  

 

1) 시작 및 기본 정보 제공 

앱을 실행하면 GPS 사용 동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artive’는 

실시간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때문에 GPS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동의하면 ‘Experience 40 Art Museums in Seoul’라고 

환영 메시지가 나타난다. 

 

᪅⬥ ����olleh ���

 
그림 68. 앱 실행 화면 



86 

 
그림 69. 홈 화면 

 

홈 화면 상단에서 3개의 주요 섹션–Plan, Activity, Explore–으로 

이동할 수 있다. 중심에는 미술관과 전시의 이미지와 간단한 정보가 

나타나는데, 총 5개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미술관과 

전시정보를 모션으로 보여준다. 

 

 
그림 70. 드롭다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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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우측의 아이콘을 누르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난다. 항상 

존재하는 아이콘으로, 어떤 화면에서도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 전체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미술관 정보 

제공 기능인 40곳 미술관의 리스트와 미술관 지도로 이동할 수 

있다.  

 

 
그림 71. 40곳 미술관 리스트 (이미지뷰와 텍스트뷰) 

 

드롭다운 메뉴에서 40 Art Museums를 선택하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40곳 미술관의 리스트가 나타난다. 이미지뷰와 텍스뷰로 두 

가지 버전의 정보보기를 제공하며, 이름순으로 ㄱ부터 ㅎ까지 

배열되어 있다. 상단 검색창에서 이름이나 지역으로 미술관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방문했던 미술관이 이미지뷰에서는 작은 

원으로, 텍스트뷰에서는 작은 박스로 크기의 변화를 주어 

직관적으로 방문한 미술관과 방문하지 않은 미술관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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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미술관 지도 

 

드롭다운 메뉴에서 Museum Map을 선택하면, 그림 72와 같이 

사용자의 실시간 현재 위치와 시간을 기반으로 전체 미술관의 

분포와 1km 이내에 있는 가까운 미술관이 7곳이 있음을 지도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의 현 위치 아이콘을 누르면 근처 

미술관 지도가 확대되어 보여진다. 두 번째 화면에서, 미술관 한 

곳을 선택하면 이동 수단별 소요시간과 경로가 나타난다. 도보는 

주황색, 자동차는 파란색, 지하철은 보라색, 버스는 녹색으로 각각 

다른 컬러로 경로에 뚜렷한 구분을 주었다. 세 번째 화면을 보면, 

도보를 선택했을 때, 우측 하단에 길찾기 아이콘이 생성되는데 이를 

선택하면 네 번째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길찾기 연동 앱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관 지도 기능을 통해 사용자는 가까운 

미술관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동경로를 확인 후, 미술관을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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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n Section : 방문 계획 (시나리오 기반 정보 설계) 

미술관 방문을 위해 계획하는 Plan Section에서는 6가지 필수 

정보를 단계별로 선택하여 필터링하는 과정으로 사용자의 목적과 

필요에 맞는 미술관을 찾을 수 있다. 6가지 정보 아이콘을 상단에 

순위별로 배치하여 좌에서 우로 이동하며 정보를 탐색하게 된다. 

정보 화면은 이미지 위주의 정보 제공화면인 이미지뷰와 텍스트 

위주의 정보 제공화면인 텍스트뷰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되며, 

사용자는 원하는 뷰를 선택하여 정보를 볼 수 있다. 

 

 

 

그림 73. Plan Section 시작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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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1st step-1 미술관 유형 선택 (이미지뷰/텍스트뷰) 

 

그림 74는 첫 번째 단계 <전시> 정보 중 미술관 유형 

선택화면이다. 총 10가지 타입–국내외 모든장르, 국내 모든장르, 

국내외 현대미술, 국내 현대미술, 동양미술, 한국전통미술, 한국판화, 

한국공예, 국내외 사진, 국내외 미디어아트–의 미술관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면 해당하는 미술관 수와 목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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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1st step-2 전시미술종류 선택 (이미지뷰/텍스트뷰) 

 

그림 75는 첫 번째 단계 <전시> 정보 중 전시미술종류 선택 

화면이다. 총 12가지 미술종류–서양화, 미디어아트, 드로잉/일러스트, 

동양화, 디자인, 공예, 판화, 사진, 건축, 조각, 서예, 설치미술–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면 해당하는 미술관 수와 목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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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2nd step 출발 위치 선택 (이미지뷰/텍스트뷰) 

 

그림 76은 두 번째 단계인 <위치> 정보 선택화면이다. 사용자의 

출발 위치를 기준으로 가까운 미술관 순서대로 목록이 재구성된다. 

현재위치를 선택하거나, 출발예정위치를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전 단계의 결과인 12곳 미술관의 수는 동일하지만, 순위가 

편집되어 보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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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 3rd step 관람 시간 선택 (이미지뷰/텍스트뷰) 

 

그림 77은 세 번째 단계인 <운영시간> 정보 선택화면이다. 

미술관마다 운영하는 요일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방문할 시간을 

선택하면, 문을 연 미술관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시간을 선택하거나 

예정 방문 시간과 요일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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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4th step 명성-평점, 관객수 선택 (이미지뷰/텍스트뷰) 

 

그림 78은 네 번째 단계인 <명성> 정보 선택화면이다. 명성은 

관람객의 미술관 평점과 연관람 인원수로 구성된다. 이미지뷰에서는 

평점에서 우측 바를 움직여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고, 관객수 

다이어그램에서는 부채꼴의 범위로 선택할 수 있다. 텍스트뷰에서는 

왼쪽 상자에 체크하여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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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5th step 입장료 유무 선택 (이미지뷰/텍스트뷰) 

 

그림 79는 다섯 번째 단계인 <입장료> 정보 선택화면이다. 

입장료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고 유료일 경우 액수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미지뷰에서는 하단의 바(bar)로 조절하며, 

텍스트뷰에서는 액수 왼쪽의 상자에 체크함으로써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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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6th step 규모 선택 (이미지뷰/텍스트뷰) 

 

그림 80은 여섯 번째 단계인 <규모> 정보 선택화면이다. 규모는 

Large, Medium, Small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당되는 미술관 수가 함께 

보여진다. 이미지뷰에서는 원을 선택하고, 텍스트뷰에서는 왼쪽 

상자에 체크하여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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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퍼소나 타입 I  – 미술관 찾기 과정 및 결과 

 

그림 81은 퍼소나 타입 I의 시나리오로, 42세 남성 건축가가 

자신에게 맞는 미술관을 찾는 과정과 그 결과이다. 여유가 없고 

즉흥적인 성향이고, 텍스트위주의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텍스트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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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기를 이용하였다. ‘1) 미술관 유형 및 전시종류– 국내 

현대미술과 드로잉, 2) 시간– 현재시간, 3) 입장료– 무료’의 3 단계를 

거쳐 빠르게 정보를 검색하였다. 6단계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하여 최종 2곳의 

미술관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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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퍼소나 타입 II - 미술관 찾기 과정 및 결과  

 

그림 82는 퍼소나 타입 II의 시나리오로, 24세 여대생이 

삼청동에서 친구와 식사 후 미술관 방문을 계획하고 정보를 찾는 

과정이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향이고 이미지위주의 정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미지뷰 정보보기를 이용하였다. ‘1) 미술관 유형 

및 전시종류– 국내외 모든장르와 서양화, 2) 위치– 현재위치, 3) 

시간– 토요일 오후 3~5시, 4) 명성– 평점 4점 이상, 5) 입장료– 유료 

만원 이하, 6) 규모– 큰 규모’의 6 단계를 거쳐 정보를 검색하였다. 

최종 3곳의 미술관과 전시가 순위대로 보여지며, 원하는 곳을 골라 

세부 정보를 보고 방문을 계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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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미술관 세부 정보 

 

그림 83은 결과 화면에서 상단 미술관 이미지를 누르면 

나타나는 상세 미술관 정보 화면이다. 첫 번째 화면에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미술관 유형인 국내외 현대미술 패턴이 

이미지와 함께 보여지며, 평점 4.5점, 위치, 지도보기, 길찾기, 

운영시간 및 요일, 입장료의 유무와 가격, 전시 목록과 종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측 상단의 더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미술관의 세부 설명과 전경 사진을 볼 수 있고, 개관년도와 연간 

관객수를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준다. 또한 미술관 웹사이트 URL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하단에 나타난다. 하단의 전시 

포스터를 선택하면 확대되어 전체화면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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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근처 미술관 추천 루트 

 

그림 84는 미술관 정보 화면에서 가운데의 지도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해당 미술관을 기준으로 근처의 방문 

가능한 미술관들을 묶어 다양한 추천 루트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한 

곳만이 아닌 두 곳, 세 곳을 함께 방문하고자 할 때, 지도뷰에서 

이동수단과 소요시간을 보면서 자신의 경로를 미리 계획할 수 있다. 

+1을 누르면 1곳이 추가된 루트를 볼 수 있고, +2를 누르면 2곳이 

추가되어 총 3곳을 방문하는 루트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국립현대미술관 방문을 확정지은 후 이러한 추천 

루트정보로 근처 미술관을 빠르고 편리하게 탐색하여 함께 방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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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전시 세부 정보 

 

그림 82의 마지막 결과 화면에서 하단 미술관 이미지를 누르면 

그림 85의 전시 세부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그림 83의 

미술관 세부 정보 화면에서 전시 포스터를 선택하여 이동할 수도 

있다. 전시 이미지를 상단에서 볼 수 있고, 전시실, 전시 기간, 시간 

및 입장료를 알 수 있다. 오른쪽으로 화면을 넘기면, 작가소개, 

전시소개, 전시연계프로그램, 전시평점 및 후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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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관심전시추가 / 공유하기 / 패스발급 

 

그림 86은 전시 정보 화면 하단에 3개의 아이콘–관심전시추가, 

공유, 패스발급–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화면이다. 해당 전시를 

관심전시목록에 추가할 수 있고, SNS에 공유할 수 있으며, 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미술관 패스는 한 달 안에 재입장이 

가능하며 Activity Section의 Pass에서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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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lore Section : 전시 관람 (Wayfinding 기반 정보 설계) 

Plan Section에서 미술관을 선택한 후 방문하여 체크인을 한 후, 

본격적인 전시 관람시 Explore Section을 이용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3가지의 동선경로를 제공하고, 실시간 도면 모드와 AR모드에서 

길안내, 전시실 정보, 작품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관람을 할 수 있다. 비콘(Beacon) 기술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한 정보들을 생동감있게 전달한다.  

 

 

그림 87. Explore Section 시작화면 

 

미술관에 도착하면 Explore Section을 선택하여 체크인한다. 

체크인을 하게 되면, 미술관 방문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나타나며 

좌측 상단에는 주변 친구들 정보 아이콘이 생성된다. 그리고, 

하단의 3가지 타입의 동선 중 본인의 목적과 상황에 맞는 동선을 

선택할 수 있다. 



106 

 

그림 88. 미술관 근처 친구 찾기 

 

그림 88은 좌측 상단의 친구 정보 아이콘을 누르면 나타나는 

친구 리스트이다. 현재 미술관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목록을 

가까운 순위별로 볼 수 있다. 미술관 내에 있는 친구는 in이라고 

우측에 표시되어 있다. 친구를 선택하면, 미술관 도면에서 해당 

친구의 상세 위치를 볼 수 있다. 하단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사용자는 미술관에서 더욱 풍부하고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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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 일반관람동선 / 주요계획동선/ 단체관람동선 

 

그림 89는 artive가 제공하는 ‘일반관람동선 General Tour’, 

‘주요계획동선 Major Tour’, ‘단체관람동선 Group Tour’의 3가지가 

나타난 도면이다. 일반관람동선은 직선형태이며 가장 일반적인 

관람동선으로 미술관 내 모든 전시실을 골고루 관람할 수 있다. 

주요계획동선은 직선과 곡선의 혼합형태이고 주요 전시품 위주로 

핵심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다. 단체관람동선은 굵은 직선형태로 

단체관람객을 위해 최적화된 동선안내로 모든 전시실 및 시설물을 

관람할 수 있다. 3가지 동선의 시각적인 차이로 사용자는 빠르게 

해당 동선을 식별하고 인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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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 동선 경로 편집 

 

그림 90은 좌측하단의 경로아이콘을 선택하여 경로를 편집하고 

새로운 동선을 생성하는 화면이다. 상세한 전시실 정보를 보면서 

관람을 원하지 않는 전시는 우측 박스에서 체크를 해제하면 

회색으로 비활성화된다. 사용자가 원하는 전시 위주로 편집하여 

새로운 동선경로로 다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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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 AR 모드 길안내와 전시실 및 작품 정보제공 

 

그림 91은 AR모드에서의 길안내 및 전시작품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이다. 하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여 사용자는 언제든지 도면모드와 

AR모드로 이동이 가능하다. AR모드에서는 동선에 따라 가야할 

경로가 화살표로 표시되며 전시실 정보와 방향을 볼 수 있다. 

전시실에 도착하면 해당 전시실의 전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며 

작품정보, 작가정보, 도면보기로 이동할 수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현재 사용자의 위치와 이동할 경로가 도면에 나타난다. 전시실 

내에서의 작품관람 순서와 작가정보가 실시간 보여지며, 작품 앞에 

서면 해당 작품의 상세 설명, 작가정보, 관련작품 정보를 볼 수 

있다. 기존 작품 정보보다 더욱 다양하고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흥미가 높아진다.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하단의 메뉴로 좋아요, 공유, 후기 작성을 할 수 있다. 

마직막 화면처럼 마음에 드는 작품을 페이스북에 포스팅하여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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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관람 경로 확인 및 새로운 경로안내 

 

그림 92의 첫 번째 화면은 전시관람 중간에 현재 위치를 

도면모드에서 확인하는 화면이다. 관람이 끝난 전시실은 주황색으로 

채워지게 되며 앞으로 가야할 전시실과 경로를 볼 수 있다. 관람을 

이어가려고 할 때, 두 번째 화면처럼 공지가 나타난다. 쾌적한 

관람을 위해 미술관이 혼잡해지면 새로운 동선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화면은 새롭게 안내되는 경로이며, 기존의 G6–

G7에서 G7–G6로 전시실 관람 순서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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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3. 장소찾기와 남은 경로 확인 

 

그림 93의 첫 번째는 관람 도중 미술관 내 다른 장소를 가고 

싶을 때, 하단의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편의시설을 빠르게 검색하고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G7 전시실을 관람 후 남은 경로를 도면모드에서 다시 확인하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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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4. 관람 종료하기 

 

가야 할 전시실이 남았지만 사용자가 시간 부족으로 관람을 

종료해야 할 때, 하단 오른쪽 끝에 있는  ‘나가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신속하게 출구로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출구로 경로를 안내하며, 방문 기록 정보가 화면에 나타난다. 

사용자는 관람했던 전시실과 소요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 달 

내 재입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통해 다시 미술관을 방문하여 

보지 못한 나머지 전시를 관람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113 

4) Activity Section : 피드백 

Activity Section에서는 사용자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즉, 본인의 미술관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데, ‘History’, ‘Post’, ‘Interest’, ‘Pass’의 4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림 95. History 방문기록 

 

History는 방문기록 및 분석, 선호 미술관, 선호 미술종류, 

관람동선분석, 관람시간분석, 아트스탬프 투어로 구성되어있다. 

지금까지 방문한 미술관과 전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자가 

선호하는 미술관과 미술종류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취향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다. 관람동선과 관람시간 분석을 통해 몰랐던 관람 

행태에 대해 알 수 있고, ‘특정전시 집중관람형’, ‘천천히 즐기는 

여유파’ 등의 자신의 유형에 대해 재미있게 알려줌으로써, 미술관 

방문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나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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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스탬프투어는 전체 40곳의 미술관 방문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방문한 미술관의 이미지가 스탬프로 남게 된다. 채워갈 때마다 

다양한 입장료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고, 40곳을 모두 방문하면 

자유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림 96. Post 포스트 / Interest 관심전시 / Pass 미술관 패스 

 

그림 96의 첫 번째는 Post 화면으로 전시관람시에 좋아했던 

작품이 저장되어있고, 사용자가 작성한 평점 및 후기를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Interest 화면으로 관심전시목록을 전시기간 종료가 

가까운 전시부터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다. 세 번째는 Pass 화면으로 

현재 보유한 미술관 패스와 지난 패스를 모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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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작품 전시   

작품은 2015년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서울대학교 

예술복합연구동(74동) 우석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3분 55초 길이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시나리오 영상을 제작하여 데스크탑 화면을 

통해 재생하고, 2개의 판넬에 UI/UX 디자인 전략과 전체 구조도를 

나타냈다.  
 

 
그림 97. 전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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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8. 서비스 시나리오 영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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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 전시 판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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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 전시 판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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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결과 요약 

8.2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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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결과 요약 

미술관은 관객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이며, 원활한 방문과 

관람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의 제공은 가치있는 미술관의 경험을 

이끌 수 있다. 전시 관람 전후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미술관과 

관람객 사이의 상호 소통이 유용한 정보의 교류로 증대될 수 

있다면, 이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문화소통의 핵심 

장소로서 미술관이 더욱 중요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미술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의 목적과 방법에 따른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시나리오’와 ‘Wayfinding’ 기반의 정보 설계를 통한 시각화를 

진행하고 이를 적용한 UI/UX 디자인 연구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을 

완성하였다. 특히, 활발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우수한 

미술관 40곳의 정보를 어플리케이션에 담아 흩어진 미술관의 

정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유용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미술관 

정보의 획득은 관람객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키고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미술관 경험을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대중과 미술관의 거리를 좁혀 활발한 문화예술향유를 이끌고,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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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기대 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총체적인 미술관 

경험 강화를 위한 사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으로 관람객의 미술관 

방문을 이끌고 만족도를 높여, 원활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관람객 측면과 미술관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1) 관람객 측면 

본 연구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관람객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이용하여 미술관 경험을 강화시킬 수 있다. 첫째, 미술관 

방문 계획을 세울 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적합한 

미술관과 전시를 찾을 수 있다. 미술관 유형/전시종류, 위치, 

운영시간, 명성, 입장료, 규모의 6가지 핵심 정보로 효과적인 정보 

탐색과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술관의 선택이 쉬워진다. 둘째, 

미술관에서 관람을 진행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3가지 

동선–일반관람동선, 주요계획동선, 단체관람동선–을 방문 동기에 

맞게 선택하고, 실시간 AR, 도면모드 경로 정보를 통해 효율적인 

전시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전시실 및 전시작품 정보를 제공하여 

저장, 공유, 후기 등의 활동으로 적극적으로 작품과 교류하고 관람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 관람 후에 관람객의 방문 기록을 

분석하여 선호미술관, 선호전시미술, 관람동선, 관람시간 등의 

피드백을 제공해줌으로써, 미술관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관람의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해준다. 따라서 

관람객들은 관람 전, 관람 중, 관람 후 각각의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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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관 측면 

미술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어 

관람객의 원활한 방문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특히 관람객들이 어떤 전시실 또는 

전시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전시작품의 저장, 공유, 후기의 기록은 관람객들의 

선호도와 성향, 관람의 수준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람객의 누적된 데이터는 향후 

미술관이 전시를 기획하거나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요구에 맞게 참고할 수 있다. 또한 전시에 대한 평점과 후기를 통한 

피드백으로 미술관은 관람객의 니즈를 반영한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전시정보와 실질적이고 유용한 미술관 정보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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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1 
성별은? 

①남 ②여 

2 
나이는? 

①만 20-29 세 ②만 30-39 세 ③만 40-49 세  

3 
결혼여부는? 

①미혼 ②기혼 

4 
최종학력은? 

①고졸 ②대졸 ③대학원 이상 

5 
전공은? 

①미술 및 디자인 분야 ②그 이외의 분야 

6 
직업은? 

①대학생 ②대학원생 ③회사원 ④교직 ⑤전문직 ⑥사업가  
⑦주부 ⑧무직 기타 

미술관 
방문 경험 

7 
연평균 미술관을 몇 회 방문하십니까? 

①1 회 이하 ②2~3 회 ③4~5 회④ 6~7 회 ⑤8~9 회 ⑥10 회 
이상 ⑦없음 

8 
알고있는 또는 방문했던 서울의 미술관은 모두 몇 곳입니까? 

①5 곳 미만 ②5-10 곳 ③10-20 곳 ④20-30 곳 ⑤30-40 곳  
⑥40 곳 이상 

9 

미술관 방문의 패턴은 어떠합니까? 

①늘 방문하는 미술관이 있다. 

②선호하는 미술관 몇 곳을 위주로 방문한다. 

③다양하게 방문하는 편이다. 

④매번 다르다. 

10 

미술관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흥미로운 전시를 보기 위해 

②가족과의 나들이를 위해 

③본인의 소양을 쌓기 위해 

④미술관 근처에 갔다가 우연히 

⑤친구, 연인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⑥지인의 추천으로 

미술관 
방문계획 
정보 

11 

미술관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인터넷 검색 

②전시예매 사이트 

③디지털 매체(TV/스마트폰 등) 광고 

④책, 잡지, 신문 등의 인쇄 매체 

⑤친구, 지인을 통해 

⑥기타 

12 

미술관 정보를 얻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매체는 무엇입니까? 

①스마트폰 

②컴퓨터 

③신문/책/잡지 

④TV/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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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13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술관 방문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관람료가 비싸서 

②거리가 멀어서 

③정보가 부족해서 

④원하는 전시가 없어서 

⑤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⑥기타 

14 

미술관을 가고자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의 순위를 
매겨주세요. 

전시종류 

위치 

운영시간 

입장료 

규모 

명성/평점 

전시  
관람 

15 

관람을 할 때 주로 움직이는 패턴은 어떠합니까? 

①전체적으로 모든 전시실/전시품을 관람한다. 

②보고싶은 전시실/전시품만 골라 집중적으로 관람한다. 

③때마다 다르다. 

16 

미술관 내에서 다른 공간(전시실, 카페 화장실 등)으로 이동할 때, 
길을 헤멘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17 

전시실 내에서 어디서부터 작품을 봐야 할지 몰라 헤멘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18 

전시 관람시 실시간 전시실 정보 및 동선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없다 

19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효율적으로 원하는 전시를 관람하기 위해서 

②쉽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③불필요한 소모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④모든 전시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⑤기타 

20 

미술관에서 관람을 방해 또는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①흥미가 없어져서 

②전시가 어려워서 

③동선이 복잡해서 

④방문객이 많아서 

⑤피로감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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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타 

21 
관람하는 동안 전시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습니까? 

①네 ②아니오 

22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기존 제공된 작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②기존 제공된 작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③관련된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④다양한 정보를 두루 알고 싶어서 

⑤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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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I/UX Design for Reinforcing 

Experience of the Art Museum 

with an Emphasis on 

Visitor’s Scenario and Wayfinding 
 

Ji Won Choi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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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art museum takes an important role as the social education 

institute and a space to exchange and spread abundant art and culture beyond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works, and the importance thereof is growing 

bigger as a symbolic existence of each region and country. As the desire to 

highly regard quality of life and enjoy various cultures is getting bigger, 

number of visitors who visit the art museum increases annually. However, 

since the system to search the information of the art museum at a glance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nd the service for visit and watch has been limited 

to provision of fragmentary information, exchange of useful information 

between the art museum and the visitor is insufficient. The information that 

does not reflect user's needs causes difficulty and inconvenience in visit and 

appreci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at expanding and reinforcing the visitors' 

experience of the art museum with the establishment of service through 

UI/UX design through effective information providing between the museum 

and the visitor for the whole processes of before, during, and after viewing. 

This will be applied to digital media, centered on information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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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ario” about plans and goals regarding museum visiting and information 

on “wayfinding” for action, that is, viewing at the museum. Research methods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analyzed the existing information provision 

state of the art museum through case investigation in the web and application. 

Second, for the information design based on 'scenario', this research selected 

40 art museums in Seoul, and classified through visit and investigating exhibit 

contents. Third, for the ‘wayfinding’ base information design, this research 

investigated watch manner and circulation plan within the art museum 

through the literature and composed watch information that could be applied 

to this research. Fourth, this research derived visit state, information plan and 

acquisition, and necessary needs for exhibit watch process by conducting a 

survey on the users, arranged them according to the rank mainly with 

necessary information, applied, and applied to UI/UX design by establishing 

service system. 

The output of this research, art museum application, leads smooth visit and 

helps convenient exhibit watch with the user oriented useful information 

provision when the visitor intends to visit art museums in Seoul. The visitor 

can reinforce art museum experience by utilizing major function as follows. 

First, it enables fast and easy search for the museum proper for the audience 

before visit. It enables effective search and acquisition of 6 kinds of core 

information, i.e. art museum type and exhibit type, location, business hours, 

reputation, admission, and scale. Second, it enables to select circulation–

general watch circulation, major plan circulation, group watch circulation–

while watch proper for the visit purpose, and enables efficient exhibit watch 

with real time AR and floor plan mode. Also, it positively enables to 

exchange with exhibit works with the activities as saving, sharing of work 

information, and comments, etc. and improves watch experience. Third, by 

providing feedback on preferred art museum, preferred exhibit art, watch 

circulation, watch hours, etc. by analyzing visit record after watch, it provides 

positive motive of visit along with understanding of tendency.  

Practical and useful information provision in the whole process of the art 

museum experience including before and after exhibit watch i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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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visitors and reinforces 

satisfactory experience. Increase of this valuable experience will contribute to 

continuous improvement of service that the art museums provide henceforth, 

eventually will lead activated culture art enjoyment by narrowing distance 

between the public and the art museum, and the improvement of cultural level 

of the people.  

 

Keywords : Art museum, Reinforcing experience, Visitor’s scenario,    

Wayfinding, UI/UX design, Servic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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