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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초지능(hyperintelligence)화의 흐름 

속에서, 뮤지엄은 관람객과 소장품이 지속적으로 연결되

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접촉지대(contact zone)가 되

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1] 이러한 맥락에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전시

물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파악하여 데이터로 구성하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기반으로 온라인의 참여자가 큐레이터가 되는 크라우드 

큐레이션(crowd-curation) 형태의 관람객 참여전시 《당

신을 큐레이터로 초대합니다》를 개최하였으며. 나아가, 

알고리즘 기반의 큐레이션 모델을 활용한 《당신을 위해 

전시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시를 개최했다.[2] 본 논문

에서는 이상의 전시 내용을 소개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

용하여 관람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관람객을 

다양한 방식으로 뮤지엄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Ⅱ. 알고리즘 기반 전시 큐레이션 모델 

1. 관람객 정보 및 작품 요소 추출

  관람객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기 위한 요소로는 기본적

인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함께, 개인의 생활문화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3] 의 여러 요

소 중 VALS-Ⅱ 분석법을 통해 30개 항목을 선정했다. 또

한, 전시물인 도자기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줄 요소는 미술

사학의 도자사(陶瓷史)를 기반으로 ‘시대’, ‘재질’, ‘기법’, 

‘문양’, ‘기종(器種)’을 최종 추출했다.[4] 

2. 사전 설문 조사를 통한 데이터 수집

  추출된 요소에 관련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전 설문 

조사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시행되었다. 

  설문 내용은 전시물 후보인 이화여대박물관 소장 도자

기 100점에 대한 태그(tag) 및 평점, 그리고 참여자의 기

본 정보 및 주요 라이프스타일 요소에 대한 질문으로 구

성되었다. 태그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구성된 도자기

를 본 후 설문 참여자들이 받은 느낌, 인상, 의견 등을 

꼬리말(댓글)로 표현한 내용이고, 평점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 기준으로 개별 도자기에 대한 응답자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설문은 박물관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소셜 미디어인 카

카오톡(KakaoTalk),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7년 2월 10일부터 3월 19일까

지의 시행 기간 중 총 160명의 응답자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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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소셜 미디어(social media)가 급속히 발달하고 대중화되면서, 뮤지엄(museum)의 관람객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뮤지엄의 콘텐

츠를 향유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관람객의 역할을 넘어 매개자(mediator), 프로슈머(prosumer), 그리고 크리에이터(creator)로 활

동하고 있다. 또한, 뮤지엄도 고유의 업무 수행에 다수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며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작품에 대한 설문 참여자의 반응을 

수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큐레이션에 대중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관람객 참여전시’를 개최하였다. 더 나아가 알고리즘 기반 전시 

큐레이션 모델도 개발하였는데, 이 모델은 앞의 관람객 참여전시에서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컴퓨터가 일반 관람객의 개인적 

취향에 부합하는 작품을 자동으로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관람객에게 ‘개인적으로 최적화된’ 전시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

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최신 전시활동을 소개하며, 초연결, 초지능화의 시대에 관람객들이 뮤지

엄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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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전 설문 조사 데이터 분석 

1. 참여자 데이터 분석 

  설문 조사에는 여자(78.1%), 25 - 29세(21.9%)와 30 - 
39세(23.8%), 미혼(60.6%), 대학원 재학(26.3%) 및 대학
원 졸업 이상(26.9%), 학생(44.4%), 월수입 100만원 이하
(48.8%), 서울 거주(81.9%) 항목에 해당하는 관람객들이 
주로 참여했다. 또한, 설문 참여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요
인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CFA)과 신뢰도 분석
(Cronbach’s alpha)을 실시한 결과, 1) 리더쉽(leadership) 
추구, 2) 실행(make) 추구, 3) 자극(impetus) 추구, 4) 유행
(fashion) 추구, 5) 안전(safety) 추구, 6) 지적(knowledge) 
추구 성향의 총 6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5]

2. 도자기의 별점 및 태그 데이터 분석 

  사전 설문 참여자들이 가장 선호한 도자기는 <백자철
화 매죽문 항아리>로, 5점 만점 기준 평균 4.34점의 최고 
별점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은 화려하고 강렬한 
인상, 또는 자유분방한 느낌(예: 분청사기 평균 별점 
3.57)보다 청자(평균 별점 3.84)나 백자(평균 별점 3.81)
와 같이 고유의 색이 잘 드러난 바탕에 깔끔하고 정교한 
문양과 여백이 조화를 이룬, 안정감과 균형감이 느껴지
는 도자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태그는 총 19,909개가 수집되었다.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태그를 분석하고 100점의 도자기를 분류하여 
본 결과 ‘화려한’ 도자기, ‘깔끔·깔끔하고 단아·청아하
며 세련된’ 도자기 등 총 6개의 그룹으로 구분 가능하였
다. 이러한 태그 데이터의 그룹 분류는 미술사의 도자기 
양식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가 있다.

3. 추천을 위한 관람객 요소 선정 

  실제 전시에서 관람객의 개인적 취향에 최적화된 도자
기 추천을 위해 사전 설문 참여자 요소와 도자기 평점 
간의 상관관계를 총 3회에 걸쳐 통계 분석했다. 그러나, 
사용한 통계기법에 따라 참여자 정보 요소의 중요도가 
서로 다르게 도출되어, 도자기 평점에 더욱 큰 영향을 주
는 참여자 요소 선정이 쉽지 않았다. 이는 추천 모델 구
축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되기에는 설문 참여자 수
(160명)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큐레이터 추천 도자기 선정 결과

  알고리즘 기반 큐레이션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이화여
자대학교박물관의 큐레이터 5인에게 100점의 도자기 중
에서 미술사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자기를 선택하도
록 하였으며, 이를 점수(1순위=2점, 2순위=1점)로 환산하
여 도자기 22점을 큐레이터 추천 도자기로 선정했다.

Ⅳ. 관람객 참여 전시 구성 및 알고리즘 
기반 전시 큐레이션 모델 구축

1. 관람객 참여 전시 

  앞서 살펴본 사전 설문 조사에서 획득한 도자기의 태
그와 별점 데이터 분석결과는 관람객들의 선호도와 생각, 
인상 등을 반영하여 전시물 선정이 이루어지는 크라우드 
큐레이션의 기반이 되었으며, 실제 이화여자대학교박물
관 상설전시에 반영되었다. 전시명은 관람객 참여전시 
《당신을 큐레이터로 초대합니다》로, 2017년 7월 31일
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2. 알고리즘 기반 전시 큐레이션 모델 구축

  관람객 참여 전시에서 얻은 데이터에 참여자 정보 분
석결과와 도자기 추출 요소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기반 전시 큐레이션 추천 모델을 개발했다. 작
품 추천에 영향을 주는 참여자 정보 요소로는 선형 혼합 
효과 회귀 모형을 통해 도출된 나이, 학력, 직업, 라이프
스타일 중 정보 수집에 있어 참여자의 부담이 적은 나이
와 직업을 활용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역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에서 열린 
《당신을 위해 전시를 추천해 드립니다》 전시에 활용되
었다. 이 전시에서는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자신의 
나이와 직업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해당 관람객의 개인
적 취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 도자기의 목록을 알
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추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관람객에게 ‘개인적으로 최적화된’ 전시를 영상으로 보여
주었다. 동시에, ‘인간’ 큐레이터 5인의 도자기 추천 결과
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에게 비교의 기회
를 제공하였다. 

Ⅴ. 결론

  본 논문에서는 크라우드소싱 결과를 반영한 관람객 참
여 전시를 기획하고, 추가로 알고리즘 기반 전시 큐레이
션 모델을 개발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 최신 전시 활
동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독점했
던 뮤지엄의 전시 큐레이션 과정에 소셜 미디어를 활용
하여 대중의 지혜를 반영하고, 나아가 초연결, 초지능화의 
시대에 관람객 개인 성향에 최적화된 전시 서비스를 제
공하는 알고리즘 기반 큐레이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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