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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s contain a significant meaning as a place that reflects empirical knowledge that have been accumulated 
socially and scientifically in overall life of the public and provides the opportunity to enjoy prestigious culture, while 

serving as the extended place of education. The first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general 

public through the development of online museum programs as service contents and to present the ultimate direction 
the development of in art appreciation contents that can effectively expand the infrastructure of culture and art. Second, 

the effectiveness of online art appreciation programs by registered private museums, which continuously develop smart 

media-based online museum contents and systemization of archive as the distribution rate of smart devices is 
increased due to generalization of digital environments, was analyzed by each case to examine the objective distinctions 

strategies. Third, in terms of museum visitors and smart contents users, this study examines the expected effects 

of popular distribution by seeking various ways that can enhance the desired exhibit appreciation and autonomous 
utilization of educational programs, while not being restricted by the physical accessibility and limitation of space at 

the museum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cases of BoroomSan Museum,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Imageroot, Sangwon Museum of Art, Hello Museum, etc. and the online smarts contents art appreciation edu-
cational programs by registered private museums were analyzed. Results expected to achieve from such processe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sibility to expand cultural participation in museum exhibition appreciation and museum 

education infrastructure became widen. Second, the educational program resources can be utilized as the culture and 
art asset that strengthens the museums’ responsibilities in their social role. Third, museum archive can be constructed 

in more systematic way, and the efficiency of museum archive system can be enhanced to maintain the museum 

collection database in a consistent format. Fourth, the museum’s smart contents users’ continued access to museum’s 
online contents may induce the exhibition effect of the sit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education, and can also expect 

an economic synergy effect as the users become potential visitors that may actually visit the museu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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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마트IT 시 에 도래하면서 박물 , 미술 의 

시 연계 교육 로그램은 물리  공간에서 이루

어지는 장학습  체험형 교육 로그램에 국한

되지 않고,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사  탐구학

습과 뮤지엄 장에서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람  교육 참여, 자책(eBook)과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통한 연계  교육으로 진화함에 따라 문화

술교육의 패러다임이 차 상호작용 심의 참

여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뮤지엄의 범 는 ‘박물

  미술  진흥법’ 내에서 학문 , 술  가치

가 있는 유형 , 무형  자료들을 수집, 리, 보

존, 연구, 시, 교육, 출  등을 실행하는 비 리 

설립기 을 의미한다. 이 듯 학문 , 역사 , 

술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각 뮤지엄들의 수집 

소장품들은 시회와 연계 교육, 출  활동과 연

구 로젝트 등을 통해 들에게 소개되고 콘텐

츠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며 교육  측면에서도 자

기주도 학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의 공

간으로서 그 가치가 있기도 하다.

뮤지엄은 들의 생활과 반  삶에 있어 사

회 , 과학 으로 축 된 경험  지식들을 반 하

고, 품격 있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교

육의 확장된 공간으로서 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특별한 술  심을 두거나 

소수만이 리는 고 문화 라는 편견으로 공공의 

문화  공유  자발  람 행태의 참여를 이끌

어내기 어려우며, 물리  근성 한 매우 어려

운 곳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박물 , 미술 의 방

문 빈도수  문화  소비의 만족감 여부에 한 

문제는 지 도 해결되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있

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콘텐츠로서의 뮤지엄 

온라인 로그램 개발을 통한 일반인들의 근성

을 높이고 문화 술의 인 라를 효과 으로 확산

시킬 수 있는 술 감상 콘텐츠 개발의 궁극 인 

방향성을 제시함에 첫 번째 목 이 있다. 둘째, 디

지털 환경의 보편화에 따른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

률이 향상되면서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미술  콘텐츠 개발  아카이 의 체계화를 지속

으로 연구하는 등록사립미술 들의 온라인 미술 

감상 로그램의 실효성을 각 사례별로 분석하여 

객 인 차별화 특성  략들을 연구한다. 셋

째, 미술  장 람객과 스마트 콘텐츠 사용자

들의 측면에 있어 미술 의 물리  근성 문제와 

공간의 제약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

하는 미술  시 감상  교육 로그램의 자율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

하여  확산의 기  효과를 연구한다.

2. 미술 의 사회  역할과 콘텐츠 
큐 이션 고찰

2.1 ICOM 규정 심의 미술 의 주요 역할

미술 의 공식 인 명칭과 사회, 문화  역할은 

1946년에 설립된 국제박물 의회(ICOM; Inter-

national Council of Museums)에서 지정하는 박

물  · 미술 의 기본 규정에 출발하여, 우리나라 

｢박물   미술  진흥법｣에 의해 국내에서 더욱 

구체 으로 정의되고 있다. Rhee(2015)의 선행연

구에 의하면, ｢박물   미술  진흥법｣ 제2조에 

의하여 “미술 이라 함은 박물 으로서 서화․조

각․공 ․건축․사진 등 미술에 한 자료를 수

집, 보 , 시하고 이들을 조사, 연구하여 문화 

술의 발 과 일반 공 의 문화교육에 이비지함을 

목 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인용하고 있

다. 이처럼 미술 은 작품을 내외 으로 보여주

기 한 시 개최의 기능뿐만 아니라 수집  보

존 작업을 통한 연구의 의무, 문화 술의 확산을 

한 교육  기능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Yoon(2014)의 선행연구 , 제16회  ICOM 총

회(1989)에서 개정된 규약 제2조의 의하면, 박물

  미술 은 인간과 인간 환경의 물  증거를 

연구하고 교육하며, 이를 함께 향유하기 해 수

집, 보 , 연구, 시를 하면서 사회 발 에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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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에게 공개하는 비 리 상설기 의 역

할을 수행해야 하며, 합법  기 으로서 공공의 

교육  혜택과 즐거움을 주는 문화  가치를 지닌 

기 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박물   미술 은 시 작품과 미술품으

로서의 유물을 문화  측면에서 객 인 해석이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람객과 미술품이 작가의 의도와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요한 매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Um et al.(2015)은 람객이 뮤지엄(박물   미

술 의 총 하여 지칭함)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과

거- 재-미래를 상상하고 통찰할 수 있음을 명시

하며, 뮤지엄은  시 의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근이 용이하고 탐색 가능한 미디어로서 그것을 

추구한다는 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뮤지엄에서 

달되는 소통의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인

식을 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박물 , 미술 이 하

나의 미디어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 다.

2000년～2010년 기간을 디지털 매체와 네트워

크 기술 심의 사회로 표 할 수 있다면, 2011년 

이후에는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용과 다양한 스

마트 기기들이 들에게 보편 으로 확산됨에 

따른 스마트IT의 시 로서 정의될 수 있겠다. 특

히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와 스마트 콘텐츠가 결합

되면서 특정 계층의 디지털 콘텐츠 활용 자체에 

국한되었다면, 스마트IT 시 의 들은 신과 

확산의 시  패러다임 속에서 이미 일상생활 자

체 내에서 스마트 라이 를 구축하여 좀 더 진화

된 생활 패턴을 리게 되었다는 이  시 의 

주요 특징이다. Hong(2016)의 연구에서도 지식기

반, 기능과 감성 결합, IT 기반의 사회  유  강

화, 스마트 미디어의 연동성, 매체의 경계 붕괴 등

의 5  요소를 스마트IT 시 의 새로운 특징으로 

요약하면서, 미디어를 사용하는 참여자의 역할이 

기능 심의 서비스를 벗어나 참여․공유․소통의 

주체로서 변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향과 시  흐름에 따

른 미술  람객과 교육 참여자들의 문화 활동 

형태, 스마트 콘텐츠의 보편  확산과 문화 술 

향유의 기회 확 , 창의  교육의 신성 등을 

도 있게 반 할 수 있는 미술 의 새로운 고찰을 

통하여 미술  아카이   콘텐츠 큐 이션의 변

화된 패러다임을 좀 더 구체 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2.2 미술  아카이 와 콘텐츠 큐 이션

미술 의 시기획  운 , 교육개발  진행, 

출 과 연구, 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등의 역

할을 수행하는 문화 술 분야의 문가를 개 큐

이터(Curator)로 지칭한다. 미술  큐 이터는 

수집된 술 작품들과 작가의 로 일  각종 

연  자료들, 시 추진 과정 내에서 발생되는 행

정서류들, 시회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자료  로그램 개발 콘텐츠, 도록이나 서 으

로 발간되는 출 물 제작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제반 과정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보를 

분류하고 정제(精製)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회와 소장품 연구 자료의 명확한 정체성을 수립

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는 미술  콘텐츠와 아카

이 를 제공하여 들에게 사회, 문화, 술 등

을 아우르는 고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Kim(2015)은 <Figure 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큐 이션(Curation)’에 해 정보 활용의 라

이  사이클 심으로 디지털 정보의 체계  리

를 통해 속 인 근  재사용을 보장하는 디

지털 정보 서비스로서, 디지털 정보의 주요 자원

은 선정  수집, 보존  아카이빙, 근  재사

용, 권한 리  보안, 메타데이터, 일포맷  

인코딩, 교육  훈련, 홍보와 연구, 기획  분석의 

부가서비스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한 Nho

(2015)는 미술 이 소장하는 콘텐츠들도 빠르게 디

지털화 되면서 공간에서의 기획을 넘어 디지털 소

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담당하는 직무 

책임도 병행되고 있다는 을 언 하면서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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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2008~2014 Digital Curation Area Map

큐 이션’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큐 이션은 미디어가 직  시를 안내하고 작

품 해설  작가 정보를 설명하는 시스템이 구축

되면서 미술 의 오디오  비디오 가이드를 넘어 

람객 개인의 스마트폰, 태 릿 PC 등을 이용해 

원하는 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특정 부분만 

으로 안내받아 람하는 행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Figure 1>은 NodeXL 로그램으로 분석한 

스마트IT 기반의 사회  변화에 따른 디지털 큐 이

션의 시기별 역지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ure 

1>을 토 로 디지털 큐 이션의 주요 군집화  

확산 역을 살펴보면 [C1]은 학  연구도서  

심 역, [C2]는 디지털 문화유산 기  역, [C3]

는 기록 리 역, [C4]는 도서  특수장서 개발 

역, [C5]는 뮤지엄 역, [C6]는 자료의 디지털

화 구축 역, [C7]은 연구 련 역, [C8]은 지

리정보 역, [C9]은 웹 아카이빙 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콘텐츠 큐 이션의 소 트 콘텐츠 확

산 역과 큐 이션의 포맷  방법론  역이  

각각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사

례이다. 즉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만 추려내어 검

색  활용하고, 그것을 미디어가 스스로 인지하여 

안내하는 큐 이터의 역할을 함에 따라 주변 치

검색에 의해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주요 

술 작품, 미술  치, 문화계 뉴스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기본 

정보 데이터를 분석 알고리즘과 자동 분류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취향의 추천 정보들을 확 하는 

기능도 디지털 큐 이션의 새로운 양상이다.

이는 곧 디지털 환경과 스마트IT 기반의 큐 이

션을 반 한 ‘스마트 큐 이션(Smart Curation)’

으로 표 될 수 있겠다. 기획-분석- 시-정보제공 

등으로 일원화되었던 미술  콘텐츠의 큐 이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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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T) R&D Strategic Agency System and Promotion Steps : Reconstruction-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2015) Presentation Information

스마트IT 기반의 인 라 확산에 따라 문화 술의 

근성도 새로운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큐

이터의 역할 한 공학- 술 기반의 융합형 문

가로서 시각 술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진보된 역

할을 수행해야 하는 시 에 놓이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Figure 1>의 기 에서 [C5] 뮤지

엄 역, [C6] 자료의 디지털화 구축 역, [C7] 

연구 련 역, [C9] 웹 아카이빙 등의 큐 이션 

분류에서 생되는 세부 역에 부분 으로 각각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큐 이션 범주를 반 한 국

내 문화콘텐츠 R&D 동향과 미술  시 정보  

소장품 아카이  심의 스마트 큐 이션 황을 

1차로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구축한 웹콘텐츠, 모

바일 앱,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는 미술 감상 스

마트 콘텐츠의 개발 유무  황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스마트IT 기반의 미술  콘텐츠 
개발 황

3.1 CT 기반 미술  콘텐츠 개발 추진 황

2013년부터 언 되어온 ‘창조경제’의 좋은 로

서 국가 랜드의 이미지 쇄신과 다양한 문화자원 

보 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술 분야의 지

속  투자  발  략 구축은 사회 으로 매우 

요한 역할을 수반한다. 높은 교육 수 과 문화향

유  감성 소비의 욕구가 높은 술 콘텐츠 수요

자들은 네트워킹이 원활한 온라인 환경과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미

디어 콘텐츠들을 지속 으로 요구하고 있다. 스마

트 시 에 도래하여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콘텐츠 

산업은 국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됨에 따라 

고수익 부가가치 사업으로 발  가능성을 보여주

며 공연, 화, 음악 분야의 해외 수익이 진 으

로 상향되는 수익률을 올리면서 문화콘텐츠의 한

류 확산이라는 랜드 콘텐츠를 구축하게 되었다. 

들의 이러한 성향과 잠재된 문화 술 시장

의 확장 가능성을 토 로 하여 2014년～2016년까

지 문화기술(CT) R&D 략기획단이 육성하고자 

하는 추진단 체계  기본 사업구조는 <Figure 2>

와 같다. 

<Figure 2>에서 제시된 문화체육 부 심의 

문화 R&D 략 구축 시스템에 해 서술된 한국

콘텐츠진흥원(KOCCA, 2014)의 CT 리포  자료

에 의하면, 2014년 8월부터 문화체육 부가 문화

기술(CT) R&D 략기획단을 출범하여 문화 술 

분야 문가들 70인과 그룹형 토론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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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술 분야의 기술기반 콘텐츠 수립과 구

축방안에 해 장기 인 국가사업의 추진을 시사

하고 있다.

최근 술경 지원센터1)(GOKAMS, 2016)는 문

화실천 활동의 원천이 되는 미술  심의 술경

 8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 심의 미술

, 참여하는 미술 , 창의  문화생산의 미술 , 

문성 있는 미술 , 신뢰도 높은 미술 , 좋은 평

의 미술 , 고객 섬김의 미술  안 한 미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뮤지엄 마인드를 토 로 하여 

국내 미술 의 방향성이 철학과 비 을 구체 으

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CT 기반의 R&D 략 추진을 한 다각 인 육

성사업들이 본격 으로 스타트업 되면서 국공립 미

술 에 집 되었던 스마트 콘텐츠 구축 사업들이 

등록사립미술 의 콘텐츠 큐 이션과 미술  아카

이 의 서비스 업그 이드 구축을 해 진 으로 

사업의 범 가 확산됨에 따라 재 국내의 등록사

립미술 이 디지털 미디어와 스마트IT 환경을 심

으로 시 콘텐츠  뮤지엄 아카이 를 어떻게 활

용하는가에 한 실태를 간략히 악하고자 한다.

3.2 국공립미술   등록사립미술  콘텐츠 

개발 실태

문화기술(CT)의 인 라 확산에 따라 국내 미술

 한 스마트IT 환경을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업그 이드가 필수로 부각되고 있

다. 미술 의 스마트 콘텐츠는 시  소장품 정

보의 스마트 큐 이션 자체로서도 요한 아카이

가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람객 수요를 

기존의 물리  디지털 환경보다 더 증폭시킬 수 

있는 매개가 될 수도 있다.

1) 문화체육 부 산하의 재단법인 공공기 으로서 2006년

에 설립되었다. 술경  컨설 을 기반으로 공연, 출 , 

연극, 상, 시각 술, 통다원 술 등에 이르기까지 

문화체육 부의 국고지원  일부를 탁받아 다양

한 술분야에 지원 을 출자하면서 문화콘텐츠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년 기 으로 집계된 국립, 시립, 도립, 군립 

미술  황을 보면 총 17개 기 으로 집계되며, 기

본 인 국고 산  기업의 후원과 찬, 시 문 

업체와의 업무 력을 통해 시회의 규모가 사립미

술 보다 상 으로 큰 편이며 콘텐츠가 방 하므

로 기본 으로 오디오가이드나 비디오가이드, QR

코드를 활용한 시정보의 장 습득이 비교  쉽

게 이루어진다. 외국의 해외 유명 작품들을 반입하

여 특별기획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시회

에 한 멀티미디어 가이드의 역할을 좀 더 원활하

게 수행할 수 있는 아카이 형 앱을 시 기간에만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일시

인 스마트 가이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량 앱

을 한시 으로 별도로 배포한다. 는 QR코드를 

인식하는 기본 앱을 활용하여 작품 는 작가의 상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재 사립미술 들은 각 개별기 이 본래 

고유의 정체성과 경 철학을 심으로 술  가

치와 문화향유의 기회  소통의 폭을 확 하기 

한 자생력을 갖추고자 스마트 큐 이션 향상에 

비 을 두고 있다. 2016년 기 , 문화체육 부 

산하의 등록사립미술   업무 력으로 제휴 인 

기업 사립미술 은 총 115개이며, 일반 기업형 미

술  8개 기 을 제외한 각 사립미술  115개 기

들은 문화체육 부의 공식 인 국고지원을 받

아 운 되는 체계를 가진다. 이러한 국내 미술 들

의 웹콘텐츠 보유 황, 앱 개발 황, 스마트 큐

이션 시스템 구축 황 등에 한 집계 내용은 

<Figure 3>  <Table 1>과 같다.

미술  심의 술시장은 국공립 미술 의 지

속  맥락 유지를 심으로 하여 특정 지역의 고

유성, 국가의 술 정체성을 더욱 보강시켜주고, 

미술  자체가 가지는 문화 자산과 술 콘텐츠의 

특별한 가치를 소장하고 있는 등록사립미술 이 

서로 상생하는 계를 통해 문화 술 분야와 시 

 교육 콘텐츠 시장을 발 시켜 나가고 있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미술 의 우수한 시 

콘텐츠와 각 미술 의 특색 있는 시 컨셉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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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Museum of Art Personal Museum of Art

Mobile App
and eBook

∙MMCA(App)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App)
∙Daegu Art Museum(App)
∙Gyeongnam Art Museum(App)
∙SEMA(App, eBook)
∙Lee Ung No Museum(App)

∙Inter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eBook)
∙D-Museum(App)
∙Leeum(App)
∙Moran Museum(App)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eBook)
∙Imageroot, Sangwon Museum of Art(App, eBook)
∙Hangaram Design Museum(App)

Web
Site

∙Basic Web Site : 11(ea)
∙Responsive Web : 6(ea)

∙Basic Web Site : 100(ea)
∙Responsive Web : 13(ea)
∙No Web Site : 10(ea)

Audio and 
Video Guide, 

Digital Archives

∙All of Museum(Minimum one more 
service)

∙Audio/Video Guides and QR Code Services

∙Guide App and  QR Code Services : 5(ea)
∙Audio/Video Guides : 9(ea)
∙Nothing : 92(ea)
∙Unkown : 17(ea)

<Table 1> 2016 Domestic Art Museum Smart Contents holding Status on 2016

<Figure 3> Construction Ration of Curation System 
in 2016 Domestic Art Museum

유의 정체성, 귀 한 소장 가치를 보유하는 콘텐

츠 아카이  등을 체계 으로 리하고, 들이 

1인 1미디어 심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미술 감

상 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해 표 인 사례들

을 연구하여 다음 장에서 구체 으로 분석하 다. 

이를 통하여 시 공간 장에서 작품 감상의 

다양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는 혜안(慧眼)을 기르

고, 스마트 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뮤지엄 형태의 

가상 갤러리 방식으로 작품 감상과 자기주도  

시 정보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는 온라인 

미술  술 감상 로그램의 콘텐츠 개발 유형들

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4. 온라인 미술  술 감상 스마트 
콘텐츠 기획  개발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립미술 의 유형별 특성

에 따른 온라인 미술  서비스 구축에 따른 술 

감상 로그램의 개발 사례들을 세부 으로 연구

함으로써 미술 감상  사이버 시 람에 있어 

다양한 문화콘텐츠 활용이 가능하도록 1인 미디어 

방식으로 인터넷과 스마트기기에서 구동될 수 있

는 웹콘텐츠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 사례들을 

심으로 술 감상 로그램의 각 기 별 특성과 

문화기술 도입 방식, 미디어 사용자  람객 참

여의 유형 등을 분석하 다. 115개의 사립미술  

, 문화체육 부  (재) 술경 지원센터에서 

국고지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된 2015 사립미

술  문화교육 로그램의 표 인 4가지 유형의 

감상 로그램 콘텐츠 개발  구축 과정들을 살

펴보았다.



146 양 연 경

4.1 온라인 미술  술 감상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Min(2016)의 박물  활성화를 한 사이버 갤

러리 활용 방안에 한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미

디어를 통해 문화, 술, 과학  정보들을 장  

보존하고 이를 히 분산 배치하거나 재구성하

는 네트워크형 뮤지엄으로 정리하고 있다. 박물 , 

미술 을 통칭하는 뮤지엄의 사이버 갤러리는 정

보통신 기술의 활용, 스마트폰 기반의 방향 소

통과 학습, 공공데이터 활용 등의 에서 근

할 수 있으며, 뮤지엄 포털 사이트 구축, 3D 시뮬

이션 서비스, 스마트폰 앱 활용, 방향 소통  

참여, 게임  멀티미디어 학습, 공공정보 활용 등

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 게 디지털화 된 정보로

서의 소장품은 인터넷을 통한 물리  공간의 한계

를 역 문화 감상의 기회를 마련해 다.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과 확산을 통해 박물 과 

미술 은 사회  기능과 역할에 있어 신  변화

와 소통의 채 을 확 해야 하는 당면 과제에 놓

이게 되었다. 가장 기본  역할인 시, 교육, 출 , 

연구 등을 다루는 복합 인 미술  큐 이션은 온

라인 미술 감상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마트 콘텐츠 

개발과 감상 교육 로그램을 연계함에 있어, 가상

의 온라인 시스템과 물리 인 오 라인 공간을 유

연하게 활용하여 미술 의 실제 장 방문 람객

과 웹 는 모바일 기반 온라인 속 방문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 소비자로서 만

족시켜야 할 서비스 구축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

Min(2014)의 네트워크형 시공간의 특징  

교육  활용을 통한 미술 감상 서비스의 주요 특

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감상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이미지 근, 뮤지

엄 뷰(Museum View) 서비스, 자책(eBook), 동

상, 3D 시뮬 이션 등과 같은 미디어 자료 활용

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실제 공간에서의 작

품 람보다 더욱 세 한 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D 입체뷰어 등을 통해 360도 자유롭게 돌려보며 

사실감 있게 작품을 찰할 수 있다. 셋째, 자유로

운 동선의 감상 활동이 가능하여 스스로 작품 

람 흐름을 계획하여 시간 한 유연하게 할애할 

수 있는 감상 활동이 가능하다. 넷째, 즉각  정보

수집  피드백이 가능하여 온라인 작품 감상 

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궁 한 추가 내용들을 단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 검색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효과 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심의 미술  술작품 

감상 로그램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는 단계를 

연구하고, 온라인  오 라인 방문 람객들을 

한 효율 인 서비스 제공 유형의 성과 사례를 

도출하기 한 콘텐츠 개발 기   샘  기  선

정 배경을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4.2 온라인 기반의 술 감상 로그램 개발 

기 과 샘  추출 로세스 

2015 사립미술  문화교육 로그램은 2016년 

2월에 시 연계 체험형 교육 로그램 추진사업

과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 스마트 콘텐

츠 구축 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16년 3월부터 다양한 활용의 사

례들을 일정한 주기별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시

에 있다. 시, 교육, 연구, 수집 등의 성과가 우수

한 사립미술 의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스

마트 미디어를 통한 시 콘텐츠의 근성을 높이

기 해 사립미술 을 상으로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은 큐 이터와 도슨트의 시 해설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며, 시 로필  작가에 

한 핵심 정보들을 웹 는 모바일앱 형태로 쉽

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경험  학습

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융합교육의 효과를 높이

고자 함에 큰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4개의 미술  샘  기 들

은 국 115개 기 에서 1차 심사를 통한 상  

30%의 우수성을 평가받는 미술 들을 추출하여 

39개 기 이 1차 선정되었다. 스마트 콘텐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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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획력, 미술 소장품 보유 황, 시 콘텐츠 

 아카이  구축의 완성도, 유사 로젝트 개발 

경력 등을 산정하여 온라인 미술 감상 스마트 콘

텐츠 구축의 최종 선정 기 은 <Table 2>와 같

이 보름산미술 , 사비나미술 , 상원미술 , 헬로

우뮤지움 4개의 기 이다.

각 미술 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보름산미술

은 경기도 김포의 인근 지역 공공문화 인 라를 

한 곳으로 집 시키는 다원 술문화의 조화를 시

도하여 하나의 정체성(Identity)으로 지역 문화를 

집 시키고자 하는 집약  활동이 주요 특징이다. 

미술과 미디어 아트를 으로 기획 을 추

구하는 사비나미술 은 미술계의 새로운 동향을 

가장 먼  소개하는 국내 사립미술 의 심 기

이며, 2014년에 추진되어 2016년까지 지속 으로 

운 되어 온 구  아트 로젝트(Google Art Pro-

ject)에 참여한 이력을 토 로 하여 사비나미술 의 

차별화된 미디어 아트를 주로 다루는 3D VR 미술

을 기술 으로 구 하여 차별화 략을 강화하

다. 상원미술 은 공 ․디자인 문 미술 으로

서 통 술과  디자인이 상호 융합하여 새로

운 술 콘텐츠를 창출하는 미술  문 아카이

를 국내 최 로 구축하여 반응형 웹사이트와 모바

일 앱으로 2가지 디바이스를 토 로 한 스마트 콘

텐츠를 제작한 이 특징이다. 헬로우뮤지움은 어

린이 문 미술 으로 처음 개 하여 가족참여 

심의 미술 으로 확장하면서 미술  장을 방문

하는 가족  학교 학  단 의 어린이 람객들

이 체험형 시 연계 교육에 참여하면서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의 미술 감상 로그

램을 제작한 이 특징이다.

<Table 3>은 네트워킹과 스마트IT 환경 내에

서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 콘텐츠를 개

발하는 궁극  당 성과 다양한 활용성에 한 목

록을 정리한 것이며, 다음 장에서 제시되는 4개의 

미술 들이 각 기 별 고유의 정체성, 소장품 정보 

 술 아카이 의 특성, 콘텐츠 탑재 방식과 미

디어 형태 등을 목할 수 있는 고유 기호를 부여

하 다. P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들은 온라인 미술

 교육 로그램 스마트 콘텐츠 개발을 통한 잠

재  가능성과 뮤지엄 수요자 증 의 기  효과를 

4가지 항목으로 추출한 것이며, M으로 시작되는 

일련번호들은 추후 미술  교육 로그램 콘텐츠 

개발의 주요 조건과 시스템 구축의 기 , 콘텐츠의 

감상 포인트와 주요 특징들을 명확한 가이드라인

으로 요약할 수 있는 객  조건들이다.

Art Museum
Main Identity and

Program Core Strategy 

The Boroomsan
Museum(2016)

∙Interactive Storytelling
∙Expansion of Regional Identity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16)

∙Contemporary Media Art
∙3D VR Exhibitions in Cyber 
Museum

Imageroot, Sangwon 
Museum of Art

(2016)

∙Design and Craft Art
∙Hybrid Web Contents and 
Mobile Apps based on 
Responsive Web

Hello Museum
(2016)

∙Art Museum Identitiy of 
Children and School

∙Edutainment Activity

<Table 2> 4 of Museums of Online Art Appreciation 
Education Program Contents Development

Benefits of Online Museum Education Program

P1 Empowerment of Personal Museum

P2
Exhibition Contents Accessibility improve- 
ments based on Online and Smart Media

P3 Empowerment of Docent Service

P4
Exhibitions in conjunction education: 
Expansion of Convergence Educational 
Opportunities based on Online

Activations of Cyber Art Museum Developments

M1 Construction of Museum Portal Site

M2 3D Simulation Service(VR, AR)

M3 Smart Phone App

M4 Interactive Media Communication

M5 Edutainment Game and Media Education

M6 Using Public Data and Arvhives

<Table 3> The Main Conditions of Online Art Apprecia-
tion Education Program Content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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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

그램 구축 사업의 상으로 선정된 보름산미술 , 

사비나미술 , 상원미술 , 헬로우뮤지움 등, 4개의 

기 이 구축한 온라인 미술 감상 콘텐츠를 비교분

석 함으로써 가상의 시 공간 내에 스마트 미디어 

사용자가 직  미술  장에서 큐 이터와 인터뷰 

하거나 작품을 감상하고 뮤지엄 가이드를 탐독하는 

행태에서 얻어지는 교육  감상 효과를 충분히 도

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하 다.

4.3 보름산미술  : 인터랙티  스토리텔링 

콘텐츠

경기도 김포에 치한 보름산미술 은 건축

디자인과 통 기와를 개성 있게 활용한 미술  

건축물로서 경기도 사립미술 의 독자 인 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도시를 심으로 발 해온 기

타 사립미술 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9년에 개 되었다. 보름산미술 은 김

포군 고 읍 지역에 치한 지리 인 조건으로 불

특정 다수의 람객들을 경쟁 으로 유치하여 

람객 정량  방문성과를 높이는 것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높이에 맞는 시 개최를 통한 문화

술 서비스와 다양하고 이색 인 뮤지엄 교육 서비

스를 지속 으로 제공함으로써 기 의 발 이 곧 

지역의 발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존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 으로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보름산미술 의 특징은 통 한식 가옥에 주로 

쓰이는 기와, 망와, 용마루 등의 소장품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미술  시 장에서도 ‘Space 

해’, ‘Space 달’, ‘학교’ 등으로 공간구성이 이루어

져 있다. 특히 ‘Space 달’은 기와, 망와 등과 같은 

한식 가옥 건축구성물에 다양한 통 술 문양이 

표 된 작품들을 심으로 상설 시를 운 하고 

있다.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 콘텐츠 “춤

의 노래”는 웹사이트를 할 수 있는 7세 이상의 

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근성을 제

공한다는 에서 람객 잠재수요가 높은 이 특

장 이다. Ye(2011)는 인간문화재 에서 한옥의 

지붕을 다루면서 기와, 막새, 망와, 두(頭) 등을 다

루는 장인(匠人)을 와장(瓦匠)이라고 하며, 와장이 

기와를 다룸에 있어 지붕 마루 끝에 세우는 우뚝

한 암막새를 ‘망와(望瓦)’라고 하 다.

<Figure 4> Explanation of Mangwa, and Kiwa in 
Introduction of Art Appreciation Contents 
of The Boroomsan Museum 

<Figure 4>는 보름산미술  콘텐츠 도입 부분

에 ‘망와’와 ‘기와’ 등의 용어 설명 부분을 서두로 

하여 래동화 방식의 창작 스토리텔링과 칠교놀이

를 활용한 온라인 퍼즐  통문화 퀴즈게임 등을 

삽입한 계열(Linear)로 구조로 개하여 소장품 감

상 로그램이 웹 기반 인터랙티  방식 콘텐츠로 

구 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Figure 5>는 보름

산미술 의 “춤의 노래” 미술 감상 콘텐츠를 개발

함에 있어 블로그 포털(Blog Portal) 미술  홈페

이지에 온라인 감상 교육 로그램을 자책, 온라

인 소장품 시, 게임 등으로 다양하게 통합하여 시

스템을 구축하는 주요 과정과 미술  정보에 속

하는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춤의 노래”는 ‘조각이의 모험(동화)’, ‘지붕 에 

올린 얼굴(한옥에서 망와 찾기)’, ‘춤추는 망와( 통

칠교놀이)’ 등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Figure 6>는 보름산미술  홈페이지에 속하여 

시, 교육, 출 , 뉴스, 문화정보, 등을 블로그형 매

거진 방식의 반응형 웹사이트로 구축된 각 섹션별 

콘텐츠 목록 에서 “춤의 노래” 콘텐츠를 선택하

면, 재 로딩된 웹페이지의 새로운 이어로 추가

인 팝업 콘텐츠가 보여지는 유형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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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Process of Online Art Appreciation 
Contents Construction for The Boroomsan 
Museum

<Figure 6> “The Song of Dance” Contents Main Page 
and Compositions in Web Site

<Figure 7>은 “춤의 노래” 콘텐츠의 온라인 감

상교육 주요 장면이다. 창작 래동화 방식의 스토

리텔링으로 진행되는 ‘조각이의 모험’은 통칠교

놀이의 네모 형태 도형 1개에서 이야기가 시작되

며, 칠교놀이의 도형들을 한옥건축의 망와에 비유

하여 쉽게 근할 수 있는 친근감을 다. 한국의 

통 가옥을 모티 로 하여 망와, 암키와, 수키와 

등, 3개의 통가옥 구성물의 독특한 반복패턴과 

얼굴 형상을 띤 문양들을 친근한 캐릭터로 연출하

여 한 권의 미술 동화를 읽는 듯한 스토리의 흐름

을 연출한다. 

<Figure 7> “The Song of Dance” Contents Case in The 
Boroomsan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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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8> The Process of 3D Virtual Museum 
Construction for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부터 해 내려오는 래동화를 듣는 컨셉의 

통 망와의 이야기를 토 로 하여 소장품 감상  

탐색 놀이의 과정으로 ‘지붕 에 올린 얼굴’에서는 

미술 의 망와 소장품과 문헌  고증 자료에서 발

췌한 망와의 종류  특성을 학습하면서 한국 통

건축 술에 한 감상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다. ‘춤추는 망와’는 어도비 래시(Adobe Flash) 

콘텐츠로 짜여진 감상 연계 교육용 학습 게임으로 

구성되었으며, 통칠교놀이를 래시 퍼즐 방식으

로 즐기면서 한국의 통 문양  망와 모양의 탈

을 쓰고 다양한 자세로 탈춤을 추는 모습들을 퍼즐

게임으로 난이도에 따라 창의 인 망와 디자인을 

손수 제작해보며 흥미롭게 활용할 수 있다. 

4.4 사비나미술  : 3D VR 뮤지엄 콘텐츠

사비나미술 은 미술과 융복합 기획 시회

를 심으로 1996년에 개 하 으며, 주요 소장품

과 기획 시회에서 다루어지는 작품들은 일반 회

화  조소작품 뿐만 아니라 설치미술, 키네틱 아

트, 미디어 아트, 상, 포토그래피, 행 술 퍼포

먼스 등이 있다. 2011년 까지 미술 의 주요 시 

작품 사진들을 2D 웹- 노라마(Web Panorama) 

방식으로 보여주는 포토라마 형태로 사이버 갤러

리를 인터넷 심으로 운 하는 첫 사례를 보여  

바 있다. Hur(2016)의 노라마 VR에 한 기본 

개념과 시스템 구축 원리에 해 살펴보면, 순차

인 이미지들을 나열한 재료로 이것을 결합시킨 

후, 하나의 원통형 이미지(Cylinder Image)로 구

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직축과 수평축 사용여부

를 결정하여 입체감을 구 하는 방식이다. 360도 

방향의 좌우상하와 촬 한 이미지를 소 트웨어 

로그램에서 스티칭 방식으로 연결하여 왜곡된 

역들을 보정함으로써 VR 하드웨어에서 자연스

럽게 보여지도록 합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ur, 2016).

<Figure 8>은 3D VR 기반의 미술 감상 콘텐

츠 개발에 있어 시기획  운  과정과 온라인 

미술  교육 로그램 콘텐츠 개발 로젝트 “사비

나미술  Art Online”의 추진 체계와 시스템 구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사비나미술 은 구  아트 

로젝트(Google Art Project, 2016)에 참여하면

서 세계 151개 미술 의 주요 소장품을 구  웹 갤

러리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여주는 로젝트의 한

국 사립미술 을 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평면 으로 보여주던 사이버 갤러리 서비스를 VR 

시스템 방식으로 새롭게 재 함으로써 실사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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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3D VR Museum for Savina : Online Art 
Appreciation Education Program-Web and 
Mobile

그 로 투 하는 시 람 서비스를 구축하여 3D 

뷰어 기술이 용된 가상 뮤지엄(Virtual Museu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사례는 실제로 미

술  장에 방문하여 작품을 둘러보는 느낌을 보

여  수 있도록 더욱 실감나는 시 감상이 가능한 

3차원 공간 인식 심의 노라마 VR 기법을 도입

하여 미술 에서 다년간 시되었던 특별기획 의 

실제 장들을 미술  가상 투어 방식으로 구 하

다는 이 주요 특징이다. 

<Figure 9>는 “사비나미술  Art Online” 서

비스 구축이 완료되어 웹사이트 내에서 2016년부

터 정식 버 으로 오 됨에 따라 총 120 의 시 

작품들을 심으로 3D VR 감상 서비스가 운 되

는 ‘Artist Portfolio II’, ‘Color Study’ , 2종의 

온라인 시 감상의 사례이다. 본 사례에서는 모바

일 환경 는 스마트기기에서 호환되는 작품 감상 

서비스 이아웃이 디바이스 특성에 따라 달라지

는 양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PC 환경에서는 마

우스 드래그의 조작과 원하는 방향의 클릭 작업을 

통해 자신이 실제로 가상의 공간에서 미술  시

장을 직  걸어다니며 감상하는 동선의 흐름으로 

장감 있게 보여주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할 때에

는 햅틱(Haptic) 터치 방식으로 미술  가상공간

의 확 -축소-방향이동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시 콘텐츠를 입체 으로 감상할 수 있다.

PC 화면 하단부분에는 큐 이터의 작품해설 자

막이 수록되어 있으며, 육성으로 직  녹음된 음성 

해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특징이다. 

청각장애인들의 시각 술 작품 감상의 이해를 돕

기 해 큐 이터의 해설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감

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특장 이다.

4.5 상원미술  : 하이 리드 스마트 콘텐츠

공 ․디자인 문 사립미술 으로 설립된 상원

미술 은 2003년에 개 하여 한국 통공 의 맥

을 이어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원형을 복원하고 

통 술과 민속공 의 지속  발 을 해 국내 

사립미술  최 로 시, 교육, 출 , 연구 로젝

트, 사이버 갤러리, 희귀 소장품 정보 등을 아카이

빙 포털 방식으로 미술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디

지털 미술 의 문화  인 라를 확산시킨 표

인 기   하나이다. 한 디자인 분야의 다수 소

장품 보유와 더불어 과학, 술, 철학 기반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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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Process of Hybrid WebApp Smart 
Museum Construction for Imageroot, 
Sangwon Museum of Art(Yang, 2016, 
p. 224 Reconstruction)

특별기획 시회  스마트 미디어 연계형 통공

 콘텐츠 개발 등의 성과 실 도 미술 의 차별

화된 운  략 특징이다. 본 미술 의 주요 소장

품은 공  분야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작품들

이 있으며, 공  소장품은 염색공 , 왕골공 , 한

지공 , 등이 주로 큰 비 을 차지한다.

상원미술 은 염색․한지․도자공  부분에 있

어 미술  시 콘텐츠 련 과학융합 스마트 애

리 이션을 출시한 바 있고, 한지공  아카이  

웹사이트  네이티  애 리 이션(Native App)

을 배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015년부터 왕골

공  분야를 심으로 반응형 웹사이트  하이

리드 웹앱을 개발함으로써 미술 감상 스마트 콘텐

츠 구축을 완료하 다. 본 개발 사례에서는 오래

부터 특정 지역의 지리  특성과 그에 따른 독

특한 문화발달로 인해 시 를 이어서 내려온 왕골

공  소장품 술 감상 교육 로그램 콘텐츠 개

발을 심으로 분석하 다.

<Figure 10>(Yang, 2016, 재구성)은 “풀의 미

학, 한국의 왕골공 ” 스마트 뮤지엄 콘텐츠 개발

의 주요 과정과 콘텐츠 구축 연구에 있어 반응형 

웹사이트와 하이 리드 웹앱을 PC 환경  스마

트기기에 동시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 결과이다. 

이는 상원미술 의 주요 소장품으로서 왕골공  

조형작품들을 온라인으로 감상하고 통공   

디자인공학 측면에서 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는 동 상 강좌  작품 해설까지 시 연계 융합

교육이 원스톱 서비스로서 스마트기기로 연동되어 

콘텐츠 사용성(Usability)을 높일 수 있는 이 특

징이다. 상기 제시된 로세스는 온라인 미술 감

상 교육 로그램 스마트 콘텐츠의 개발 과정과 

베타 버  테스트를 한 사용성 평가 과정  최

종 디버깅을 거친 완성 콘텐츠의 배포 과정을 단

계별로 나타낸 것이다. 

기획-분석  가공-콘텐츠 개발  구축- 상 

콘텐츠 2차 가공-베타 버  출시에 따른 사용성 

평가 검증-최종 콘텐츠 완료  정식 버  배포 

등의 단계별 로세스를 거치면서 하나의 술 분

야에 집 된 다양한 작품 유형의 감상이 용이하도

록 설계된 스마트 뮤지엄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의 성과물은 미술  홈페이지 외에 

http://wanggol.imageroot.co.kr이라는 독립된 웹

사이트로 등록되어 미술  홈페이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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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mpletion Samples of Responsive Web Site and Hybrid WebApp for Imageroot, Sangwon Museum of Art

속하는 방법과 직  “풀의 미학, 한국의 왕골공 ” 

웹사이트를 속하여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 채 을 모두 제공한다. 반응형 웹사이트 구

축 완료 후, 세부 인 시해설  시 연계교육 

강좌의 동 상 콘텐츠 제작을 해 문가 인터뷰

와 작가의 스튜디오 탐방에 따른 장 촬 , 큐

이터의 작품 해설과 미술  설립자의 소장품 제작 

과정 해설 등을 온라인 상으로 배포하기 해 

동 상 콘텐츠 33건을 별도로 제작하 다. 장 촬

과 편집과정을 마쳐서 완성된 상 아카이 들

을 유투 (You Tube, http://www.youtube.com) 사

이트에 콘텐츠 계정을 마크업(Markup)하여 동

상 강좌를 온라인으로 최종 등록을 완료하 다.

<Figure 11>과 같은 “풀의 미학, 한국의 왕골

공 ” 스마트 뮤지엄 로그램이 반응형 웹 포털 

콘텐츠로 제공되는 첫 화면 페이지와 라우  해

상도  스마트기기의 특성에 따라 라우징 상태

가 변화하는 이아웃의 변형 사례를 보여 다. 

한 반응형 웹사이트 계정과 시스템을 연동하여 하

이 리드 웹앱으로 apk 형식의 팩킹(Packing)이 

완료된 애 리 이션의 다양한 화면 구성 사례들

을 나타낸 것이다. PC 화면  스마트기기의 가변

폭에 따라 콘텐츠 이아웃이 가장 최 화된 아카

이빌 배열로 소장품 정보와 미술 감상 교육 콘텐

츠를 제공하는 이 주요 특징이다.

4.6 헬로우뮤지움 :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2005년에 개 한 헬로우뮤지움은 어린이를 상

으로 한 시 연계 교육 로그램의 강 을 특화

된  콘텐츠로 부각시키면서 가족 단 의 문화향유 

 새로운 창의 교육 활동의 확산에 큰 변화를 가

져온 표 인 미술 으로, 국내 최 의 어린이 

문 뮤지엄이라는 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고

 문화 술로서 고학력, 고소득 성인들을 심으

로 미술 감상 활동이 주류를 이루던 사회  분

기가 2000년 이후부터 새롭게 변화되면서 문화

술 자체에 한 기본 인 근성과 시 연계 교

육 로그램의 요성을 강조하는 창의력 증진 통

합교육의 이슈가 확산되고, 출산, 한 자녀 시

에 도래함에 따라 자녀 1인에 한 부모들의 교육 

욕구와 질  희망 수 이 그만큼 높아지면서 뮤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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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Process of “Online Lessons” Virtual 
Education Construction for Hello Museum

교육의 수요 한 상 으로 증가하게 된 것이다. 

헬로우뮤지움은 어린이 심의 미술  교육 인

라를 확산시키고, 교육의 폭넓은 방향성과 다양한 

목표 지향의 참여 활동형 교육 로그램을 구축해

왔다는 에서 뮤지엄 교육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본 연구를 심으로 한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의 콘텐츠 주제는 “온라인 슨(Online Les-

son)”이며, 시 감상 교육의 핵심 테마를 ‘배움

(Learn)-놀이(Play)-창작(Create)’ 등의 3  연계 

활동을 으로 하여 온라인 미술 감상 콘텐츠를 

구축하 다. <Figure 12>는 헬로우뮤지움의 온라

인 미술 감상 교육용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을 단

계별로 정리한 것이며, 어린이를 상으로 참여하

는 활동의 비 이 높은 미술 으로서 교육 활동 

심의 시 콘텐츠 연계와 큐 이터, 에듀 이터, 가

족, 학교 커리큘럼, 교사 등의 인  자원의 네트워

킹이 면 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조건을 우선으로 

반 하는 콘텐츠 구축 환경을 고려하 다.

본 연구사례는 2015년 특별기획  시 작품 콘

텐츠  미술  아카이 와 장 오 라인 교육 

로그램의 간 성과물들을 온라인 미술 감상 수

업 시스템 구축에 최 활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최

한 활용함으로써 앞서 제시되었던 선행 사례들

이 시 콘텐츠, 뮤지엄 아카이 , 스마트 콘텐츠 

구  시스템 등에 을 둔 에 비교해 볼 때, 

미술  교육의 인 자원 구성과 어린이 시 람 

주요 행태의 특징을 추 하여 온라인 콘텐츠 설계

에 우선 으로 반 했다는 이 략 으로 차별

화되는 특징이다.

어린이 미술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술 감

상-교육과 학습-놀이와 게임 등의 요소별 연결성

을 추출하여 놀이 심의 미술 감상 교육으로 원활

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Learn-Play-Create 기반

의 “Online Lesson” 감상 교육 로그램이 완료된 

것이다. ‘Learn(배움)’ 단계에서 출발하여 작가들의 

설치미술 작품  평면 술 작품들과 더불어, 키네

틱 아트 조형물과 싱  채  비디오(Single Chan-

nel Video) 작품은 작가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의 

기획  제작 의도를 직 으로 배울 수 있는 방식

으로 시 연계 교육 콘텐츠를 구성하 다. ‘Play

(놀이)’ 단계를 통해 게임과 이미지 탐구 활동을 연

계함으로써 ‘Create(창작)’의 과정 속에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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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ompletion Samples of “Online Lesson” 
for Hello Museum

시 작품들을 디지털 작업으로 변환하고, 다양한 방

식으로 변형을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시각과 높이

에 맞는 작품 컨셉으로 재탄생시키는 완성 과정으

로 감상 교육 콘텐츠의  과정을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성취감을 부여한다.

본 사례의 콘텐츠는 개인의 독립된 장소에서 자

류로운 감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유용

하지만 실질 으로는 미술  시회 장 내에서 

감상 교육  체험 학습 활동과 연계하여 디지털 

키오스크에 탑재된 디바이스 형태로 사용되는 빈

도수가 더 많은 실정이다. “Online Lesson” 감상 

교육 로그램은 개인 미디어를 활용한 감상 교육 

보다는 미술  장학습 심으로 더욱 자주 활용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13>은 “Online Lesson”의 미술 감상 

 에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온라인 탑재가 완료된 

화면 이아웃 사례들을 표 으로 나타낸 것이다.

5. 미술 감상 스마트 콘텐츠 구축과 
큐 이션의 시사   

온라인과 개인용 스마트기기 보 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직 인 미술  장을 방문하지 않더

라도 앱과 웹사이트 활용을 통한 가상 공간의 방

문수요자도 잠재  람객으로서 정식으로 카운트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 콘텐츠는 학교의 수

업 장에서도 요한 교보재로서 활용할 수 있다

는 에서 복합  시 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을 한 스마트 

콘텐츠의 제작 과정  사용자 심의 온라인 콘텐

츠 미디어 구축에 있어 본 연구는 <Figure 14>와 

같이 미술  특성에 따른 감상 교육 로그램 콘텐

츠 활용의 기  효과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Table 3>에서 제시되었던 온라인 미술  

교육 로그램의 스마트 콘텐츠 개발을 통한 잠재

 가능성과 기 효과 4  필수 요소, 온라인 미술 

감상 콘텐츠 서비스 가이드라인 6  요소를 기 으

로 수립한 가 치(加重値; Weight) 용 산출 기법

을 토 로 하여 <Figure 14>와 <Figure 15>에 

각각 용하 다. <Table 3>의 기 효과 4  요소

와 콘텐츠 서비스 가이드라인 6  요소는 본 연구

의 사례연구 집단에 있어 기본 으로 갖추고 있는 

필수항목이므로 최  가 치를 100으로 산정하

을 때, 기본가 치를 모두 50으로 용하여 1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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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xpectation Effectiveness of 4 Museums 
Smart Contents for Art Appreciation

을 설정하 다. 그 , 보름산미술 은 P1, P2, 

P3 요소를 주요 기 효과 항목으로 보았으며, 같은 

방법으로 사비나미술 , 상원미술 과 헬로우뮤지

움은 P2, P3, P4, 헬로우뮤지움은 P1, P4 항목에 

각각 주요 가 치 100을 용하여 <Figure 14>와 

같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의 스마트 

콘텐츠 활용에 따른 기  효과를 살펴보면, 보름

산미술 은 앞서 분석하 던 경기지역 심으로 

구 되어 내려오는 이야기와 한국 통 건축문화

에서 찾는 문화 술 감상 교육이 래동화와 통

칠교놀이를 결합한 스토리텔링 기반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제작된 이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이는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시 콘텐츠의 근성 향상, 

지역 사립미술 으로서의 역량 강화, 시 해설 서

비스의 확  등을 심으로 개발된 술 감상 콘

텐츠로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비나미술 은 미술과 미디어 아트를 심

으로 술경  시장 내에서 제일 먼  포지셔닝을 

구축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체계 인 가상 갤러

리 시스템을 실험  측면에서 도입한 이 주요 

특징이다. 한 상원미술 은 통공 의 정체성

을 으로 확산시키고, 디자인 분야의 

인 조형성이 뛰어난 작품들을 소장함으로써 통

과 가 함께 융합되는 시기획을 심으로 미

술 감상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주력하는 이 

핵심 인 특징이다. 

두 개의 미술 은 공통 으로 온라인 스마트 미

디어 기반의 시 콘텐츠 근성 향상, 다양한 채

의 해설 서비스 강화, 시 연계 융합교육 서비

스 확  등을 기  효과로 측정할 수 있겠다.

헬로우뮤지움은 미술 감상 교육 콘텐츠 설계에 

있어 상과 목 , 시스템 구축을 한 력 계

의 기본 정의를 수립하고, 특별기획  심의 아

카이 들을 활용하여 작가  표 작품들을 선별

한다. 온라인 감상과 오 라인 참여 활동 교육 

로그램을 복합 으로 구성하는 세부기획 단계에서 

미술  에듀 이터와 시 큐 이터의 업 가이

드라인 완료, 학교  교사 연계 수업의 구성 방

안, 학부모와 어린이가 직  활용 가능한 시청각 

자료 제공 등을 융합하여 설계했다는 이 주요 

특징이다.

미술 의 성공 요인은 양질의 시기획과 다양

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기본 심이 되면서 그만

큼 람객의 수요를 진 으로 높여야 하는 의

무도 수반된다. 국내 문화 술의 인 라는 미술

의 물리  치가 교통과 가깝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구 집 지역이 유리하며, 미술  

시 감상  교육 로그램의 참여가 고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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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ain Characteristics of Art Museum Appreciation Contents

로서 시간 , 경제 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술 

지식을 사 에 충분히 갖추어야만 향유할 수 있

다는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람객의 

근성은 미술 의 존폐를 좌우할 만큼 매우 요

한 문제이다.

결과 으로, 본 연구를 통해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을 

구축하고, 시 기반 스마트 콘텐츠를 개발 완료

한 4개의 미술 이 시사하는 스마트 미디어 심

의 효과 인 미술 감상 서비스는 <Figure 15>와 

같다. 본 사례 연구를 통한 미술 감상 콘텐츠 서비

스 가이드라인의 가 치는 각 기 별 미술감상 콘

텐츠 유형과 미디어 활용방식에 따라 다양한 양상

을 나타내었으며, 표 인 감상 포인트와 콘텐츠 

주요 특성은 각각 2가지로 산출되었다. 2가지 핵

심 가 치들은 모두 100을 기 으로 최  요도

를 반 하 다. 

보름산미술 은 M1, M5 등의 항목에 비 을 보

임으로써 미술  포털 서비스와 에듀테인먼트 학

습 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비나미

술 은 M2, M4 등의 항목에 비 을 두어 VR 방

식의 미술 감상 서비스에 집 함으로써 미술

과 미디어 아트를 온라인에서 효과 으로 보여주

는 서비스에 강 을 보여 다. 상원미술 은 M3, 

M6 등의 항목에 비 을 두면서 스마트 디바이스 

심의 웹앱 서비스를 강화하 고, 미술  아카이

와 공공정보들을 체계화 하는 지속성을 보여

다. 헬로우뮤지움은 M4, M5 항목에 각각 주요 가

치를 용하여 인터랙티  미디어 방식의 감상 

서비스와 모든 연령층의 근성을 높인 에듀테인

먼트형 감상 교육에 을 둔 이 특징이다. 각 

미술 들의 미술 감상 콘텐츠 서비스 가이드라인 

6가지 용된 콘텐츠 개발 성과는 <Figure 15>와 

같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었다. 



158 양 연 경

보름산미술 의 사례처럼 지역  특색이 확고하

고 통 술 자원을 기반으로 한 미술 감상 콘텐

츠는 에듀테인먼트형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양한 

흥미를 돋우는 근성으로 람객과 정보 사용자

들을 집 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한 반응형 웹사

이트(Responsive Web) 형태의 블로그형 포털 사

이트를 구축하여 시, 교육, 소장품 정보 등을 다

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한다.

사비나 미술 은 큐 이터와 작가  시 문 

3D 기술구  의 업에 따라 오 라인 시기

획의 간 단계부터 온라인 미술 감상 용도의 디

지털 자료 확보가 완벽하게 기획된 이 특징이다. 

미술을 다루는 감상 콘텐츠의 특성을 반 하

여 3D VR과 인터랙티  터치 기술을 활용하여 

작품을 훨씬 더 근 하게 감상할 수 있고, 사용자 

근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미술 감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큰 이 이다.

상원미술 은 공 와 디자인 분야를 폭넓게 아

우르는 소장품 감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특징

이며,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 유연하게 호환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사이트를 1차로 구축하고, 모바

일 앱 형태로 구  이(Google Play)에서 쉽

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는 apk 일을 동

시에 제작하여 모든 디지털 기기 내에 설치된 인

터넷 라우 와 안드로이드 시스템 기반의 모든 

스마트폰에 설치 가능한 미술 감상 콘텐츠를 개발

한 성과를 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다수의 

문헌과 박물 , 미술  정보들을 2차 큐 이션 하

여 외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아

카이 를 재가공하여 미술 감상 콘텐츠를 개발 완

료한 이 특징이다.

헬로우뮤지움은 온라인 미술 감상 콘텐츠 개발

의 기술  측면 보다는 어린이, 가족 심의 시 

참여 행태를 더욱 비 있게 다루면서 장 심의 

놀이를 통한 체험형 미술 감상에 을 두어 에

듀테인먼트 놀이 교육  가상 체험형 인터랙티  

미디어 아트를 심으로 미술 감상 서비스를 구축

한 이 핵심 인 특징이다.

온라인 미술 감상 서비스는 미술 의 뚜렷한 정

체성, 궁극 인 방향성, 확고한 발  가능성을 지

닌 경쟁력 있는 미술 들이 들에게 올바른 큐

이션과 지속 인 문화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구축되는 것이다. 한 시  흐름과 환경

의 변화 속에 유연하게 처할 수 있는 CT 기반

의 미술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

는 국가  차원에서도 미술 을 비롯한 뮤지엄의 

반 인 콘텐츠 서비스의 세분화된 미디어 개발

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6. 결  론

공공의 문화향유 증진과 문화 술 자원의 공익

을 한 활용과 확산, 시 개최  교육 로그램 

운 을 통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보존의 의무 등

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미술 의 사회  역할과 책

임은 사회의 흐름과 패러다임에 따라 유연하게 연

계될 수 있어야 한다. 한 문화 술은 단순히 향

락 으로 즐기고 사유하면서 선택의 조건으로만 

치부되는 잉여  무형자산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

과 국민의 교육 수   시민의식의 제고를 해 

역사  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  정체성

을 확립해 다. 특히 융합의 시 에 입각하여 심미

 감상 심의 술의 경계를 벗어나 산업공학․

경제․기술․과학․인문사회학  측면에서 고부가

가치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요한 자

산으로서 그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의 스

마트 콘텐츠 개발 사례들을 분석함에 있어 표

인 사례로 제시된 4  미술 의 콘텐츠 개발 성과

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술 의 시 작품 감상이 특정 계층이 

리는 개인  취향이며 감상의 수 이 어렵다는 

편견과 지식  근성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매개(media)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른 미

술  시 감상의 문화  참여와 뮤지엄 교육의 

인 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의 폭을 넓



스마트 미디어 기반의 온라인 미술  술 감상 로그램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159

혔다.

둘째, 각 사립미술 의 독창  술 가치가 반

된 시 콘텐츠와 공교육 시스템에서 하기 어

려운 창의 인 교육 로그램 자원을 통해 미술

의 사회  역할의 책임을 견고하게 해주는 문화

술  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학벌과 학  

심의 교육  범주를 벗어나 탈계층화를 통해 자기

주도  학습  평생교육의 의미로서 문화 술 

심의 시 연계 교육 로그램 콘텐츠의 활용성은 

다수의 공익과 시민의 의식수  향상, 건 한 문

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뮤지엄의 아카이 를 더욱 체계 으로 구

축할 수 있고, 미술  소장품 데이터베이스를 일

된 포맷으로 지속 으로 유지할 수 있는 뮤지엄  

아카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에 따른  효과로 스마트 콘텐츠 개발의 지속

인 개발 가능성을 확보함에 따라 웹 콘텐츠와 

앱 개발을 외부 업체 탁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

복하여 미술 이 주체가 되어 자립형 스마트 콘텐

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넷째, 1인 1미디어 시 에 도래하여 개인 심

의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사회 , 기술  패러다임

에 있어, 람객을 물리 으로 이끌어오는 방식 

보다 미술  스마트 콘텐츠 사용자들이 온라인 미

술 콘텐츠로 속함으로써 장 람의 시 효

과와 교육의 자발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추

후 실제로 방문 가능한 잠재  고객으로서의 방문

람객이 될 수 있는 경제  시 지 효과도 함께 

기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온라인 미술 감상 교육 로그램 스

마트 콘텐츠 개발의 확산에 따른 향후의 추가 인 

과제와 후속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인문학 지식을 기반으로 학 업무에 투입

된 큐 이터들의 새로운 융합 마인드 구축을 해 

미술  학 인력을 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로

세스와 문화기술(CT) 기반의 콘텐츠 기획력 향상

을 한 추가 인 학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미술  교육 로그램 콘텐츠 활용을 통

해 일선 학교에서도 정규 교과과정 내에서 극

으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스마트 앱이나 자교

과서 (eBook) 도입을 통한 효과 인 술 감상 수

업의 운  사례들이 많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PC 환경의 웹콘텐츠와  스마트

기기 내에서 구동 가능한 감상용 콘텐츠 개발 내

에서 분석이 진행되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증강 실(AR)  몰입형 VR 심의 미술  시 

연계 교육 로그램 콘텐츠 개발의 사례들이 차후

의 성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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