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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Covid 19)는 모든 것과의 ‘거리 두기’를 강요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비롯한 박물관 전시물과의 만남도 예외는 없었다. 문화유산을 만나는 주요 문화거

점인 박물관과 문화유적 야외 전시 구역은 모두 문을 닫았다. 유네스코와 국제박물

관협의회(ICOM)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절정기인 4월말에는 전 세계 박물관 중 

대부분이 폐쇄 되었고, 박물관 근무자의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

황은 일제히 집콕 문화생활을 촉진하는 온라인(랜선) 전시로의 급격한 전환을 가

져 왔다. 구글 아트앤컬처(Art & Culture)의 서비스 확대가 그 대표 사례이고, 디지

털콘텐츠는 온라인콘텐츠라는 등식을 만들며 압도적인 주류가 되어 다양한 문제

를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콘텐츠는 놀이인간(Homo Ludens)의 본성은 박물관 전시의 현장

성(liveness)과의 직면(直面, Direct Communication)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 비대면(un-tact)을 당연시 하는 왜곡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기술을 매

개해서 ‘불편하지만 공간콘텐츠의 원형가치를 대면하는’‘디지털 대면(digi-tact)’개

념을 강화해야 한다. 이 지점에 기존‘디지털박물관(Digital Museum)’기반의 온-오

프라인(On-off line) 융합 디지-로그(Digi-log) 전시콘텐츠를 새롭게 제시 한다. 

‘디지털박물관(Digital Museum)’은 “가상의 박물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

려 현실의 박물관에서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디지털전시)에 강조점

을 둔다”고 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거론한 4대 공간(물리공간, 전자공간, 유비쿼

터스공간, 사용자체험공간)의 융합에 코로나 팬더믹 변수를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시매체에 보편화된 디지털기기에 대한‘접촉 조작(touchs-on)’을 ‘비접촉 

조작(touchless-on)’ 개념을 증가시키고, 제4차 산업 혁명의 사용자 맞춤의‘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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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 기반 전시(AI based Exhibition)’을 적극 도입하여 코로나 공존시대 디지택트

를 기반으로 관람자가 전시물과 직면을 실현 하는 전시 체험 방안을 제안한다.

아딸리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새로운 예술가가 되어서 코로나공존시대의 문화

유산과의 소통방법을 창조해 내어야 한다. 디지털기술을 온라인기술로 한정하여 

전시 오브제와의 행복한 ‘직면’을 포기하면 박물관전시는 붕괴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을 매개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지만 ‘공간콘텐츠’는 불

편하지만 풍부하게 체험 한다. 박물관전시의 올바른 방향은 여전히 디지로그‘융

합’이고 문화와 문화의‘연대’를 향한다. 

주제어: 코로나공존, 공간콘텐츠, 다이렉트커뮤니케이션, 디지털박물관, 직면



코로나공존시대, 변하지 않는 인간욕망을 수용한 박물관전시의 새로운 체험 방안 연구 | 유동환  53

Ⅰ. 서  론: 팬더믹시대 격리 속 온라인 문화 소비 급증의 문제

1. 코로나19가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에 미친 영향

코로나 19(Covid 19) 팬더믹은 모든 것과의 ‘거리 두기’를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그 ‘거리 두기’(억제 정책)는 오프라인 공간을 플랫폼으로 

하는 공간콘텐츠1)영역, 인간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활발한 행사공연콘

텐츠 영역에서 특히 극적인 시나리오로 예측되었다.2) 

구분 설명

현재

∙물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산업 타격(행사 ‧공연 등으로 ‘콘텐츠 
빈곤’ ↔ ‘관객 감소’의 악순환)

∙비대면 문화 콘텐츠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디바이스 기기 선호 증가세 
∙물리적 공간 중심 기업(공연, 극장, 스포츠 등) 위축 및 디지털 기반의 
업체(음원제작유통, 게임 등)의 부상으로 제작방식과 종사자 인력 변화

시나리오1

(통제성공)

∙감염 위험성 잔존, 관련 업계의 부채 증가, 경제적 소득 악화에 따른 문화관련 
지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대면 문화 산업은 더디게 회복할 것 

∙비대면 생활의 확산은 홈엔터테인먼트 소비를 유도하여 모바일 게임과 OTT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AR/VR 등을 활용한 콘텐츠 수요도 증가 

시나리오2

(통제실패)

∙글로벌 수준의 혼란으로 정부, 타인, 소수자, 외부인, 특정 종교 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 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됨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여행, 항공, 숙박, 스포츠, 극장 관련 산업은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교육, 종교 서비스, 미디어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급격히 증가

∙대면 접촉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도박과 스포츠 토토 등 온라인 사행업이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흔적 지우기가 횡행 

∙레거시미디어(신문 ‧방송 등)와 대형 극장업(멀티플렉스 등)의 퇴조가 
가속화되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기업에 인수 합병

∙글로벌 IT 콘텐츠 기업들이 제작-유통-소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문화 
산업 재편 가속화

공통

시나리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국이 받았던 주목을 발판으로 기존 한류를 뛰어넘는 
신한류(New Korean Wave)가 탄생하고 K-Pop, K-Beauty, K-Movie, 
K-Drama, K-Medicine 등 보다 다양한 장르로 한류가 세분화 

<표 1> 포스트 코로나시대 ‘문화’영역 미래 시나리오

1) 공간콘텐츠는 “공간을 플랫폼으로 하고, 모든 멀티미디어를 비선형적 스토리텔링에 따라 유기

적으로 관계 맺으며, 온몸(다감각 다중지능)을 사용하여 체험하는 콘텐츠”라고 정의한다. 대표 

콘텐츠로는 박물관, 박람회, 테마파크, 관광, 정원, 공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동환, ｢순천만

국가정원의 장소성 구축을 위한 공간스토리텔링연구｣, �남도문화연구� 제31집, 2016, p.159.

2)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래예측브리프(2020-1)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

래전망 및 유망기술｣, 2020, pp.14~15.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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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제시한 시나리오 중 통제성공과 통제실패 모두 현실로 나타나

고 있고, 공통시나리오는 여전히 희망과 숙제로만 남아 있다. 

먼저 박물관의 상황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107개국 박물관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3) 4월말 기준 세계 박물관 중 94.7%

가 폐쇄 되었고, 또한 박물관 근무자의 84%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유

네스코의 관련 보고서의 조사 역시 전 세계 박물관의 약 90%가 폐쇄되었

고, 13% 정도는 영구적으로 폐쇄될 것이라는 암담한 결과를 내놓고 있

다.4) 국내의 경우, 2020년 2월 이후 전국의 박물관뿐만 아니라 고궁, 왕

릉 등 문화유산을 만나는 ‘장소’ 역시 빗장을 걸었고 최근에야 조심스럽

게 문을 열고 있다. 

공연이벤트 분야 역시 3-4월 폐쇄 되었다가, 최근에서 다시 조심스레 공

연장의 문을 열었지만 원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5) 게다가 문화체

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개최 예정이던 지역축제는 모두 968건인데, 이중 

743건은 취소되었고 개최 중이거나 완료된 횟수는 99건에 불과하다.6)

<그림 1>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의 공연건수+상연횟수 통계

3) ICOM, Museums, museum professionals and COVID-19: survey results, ICOM, 

2020, pp.3~5. 

4) UNESCO, Museums around the World in th face of Covid-19, 2020, p.4. 

5) 공연예술 통합전산망(KOPIS) http://www.kopis.or.kr/(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6)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지역축제 개최 현황(10.1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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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무형문화유산은 인간

과 인간이 만나야만 하는 무형유산 공연행사의 ‘집단적 신명’과 전수교육 

등 ‘도제적 전승’이라는 ‘현장성’이 잠정적으로 정지되거나 어떤 분야는 

완전히 정지할 수도 있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축제나 무형문화유산 

이벤트 분야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판매 또한 급격히 축소되어 전통문

화산업의 명맥이 끊어지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재청 지역문화재활용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전통

산사)의 2019년(1,633,354명)과 2020년(49,368명) 전반기 참가자수를 

비교해 보면 무려 1,583,986명이나 줄었으니 97%가 참여를 못한 셈이

다. 궁궐활용 프로그램 횟수나 참가자수 모두 대부분 정지 상태에 가까

운 상황을 보여주었다.7) 

2. 온라인 콘텐츠 향유의 문제점

영국의 세계적인 민간 싱크탱크 네스타(Nesta)는 올해 4월“코로나 이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There will be no ‘back to normal’)고 선언하

였다. 그러면서 그 대응 가운데 ‘디지털 정부’와 ‘온라인 공공서비스 제

공’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8)

앞서 살펴본 유네스코의 조사에서도 대형박물관들은 15% 이상 디지털 

대응서비스(소셜미디어 등)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박물관들은 5% 정도만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불균등한 상황을 보여

주는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준다.9)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수 있는 현상은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7) 채경진(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포스트코로나 문화재행정 추진방안｣, 문화재청, �포

스트코로나 문화재행정 발전발향 정책토론회�, 2020.7.29. p.52.

8) NESTA, https://www.nesta.org.uk/blog/there-will-be-no-back-normal(검색

일 2020년 11월 20일).

9) ICOM, Museums, museum professionals and COVID-19: survey results, ICOM, 2020, 

pp.3~5.



56  문화콘텐츠연구 제20호

의 활성화’ 이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은 2011년 3월 테드(TED) 현장에서 

아밋 수드(Amit Sood)는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and Culture)’

라는 웹 기반 어플에서 ‘웹에 박물관들의 박물관을 만든다’는 목표로 제시

하였고 이것이 현재의 ‘Google Arts and Culture’10)이다. 이 온라인서비

스는 2011년 9개국 17개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이 파트너십을 실행하였고, 

2020년까지 80여 개국 2000여 개 세계박물관의 문화유산을 초고화질 화

질과 가상현실 등의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서비스 하고 있다.11) 

 

<그림 2> Google Arts and Culture

10) Amit Sood, TED, 2011. https://www.ted.com/talks/amit_sood_building_a_museum 

_of_museums_on_the_web?language=ko(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11) Google Arts & Culture, https://artsandculture.google.com/(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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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팬더믹 상황에서 더욱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어 더 많은 

대형박물관의 오브제를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는 국내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

광부와 문화재청 역시 박물관과 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 기반 온라인서

비스를 대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집콕 문화생활!’ 

문화포털 서비스에는 주요한 국립박물관과 문화유산채널과 국립무형유

산원의 전시물과 공연영상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12)

<그림 3> ‘집콕 문화생활!’(문화포털)

12) 문화포털 https://www.culture.go.kr/(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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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코로나 팬더믹이 가져온 ‘디지털서비스’의 

대부분이 ‘랜선 체험’, 즉 집콕 상황에서 ‘온라인 체험’을 하는 것에만 집

중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음표를 제시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팬

더믹 상황에서 ‘온라인박물관’이나 ‘온라인 문화유산 콘텐츠’가 오프라

인 문화콘텐츠의 확장과 임시 보완인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 체험은 

문화콘텐츠 체험의 본질인 ‘원형성’과 ‘현장성’을 체험시켜 줄 수 있는지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몇 가지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첫째, 공간콘텐츠와 공연이벤트콘텐츠는 콘텐츠 본래의 원형가치인 

‘진본(眞本)과의 직면(直面)’과 ‘신명 나는 현장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둘째, 인간 몸을 매체(media)로 하여 다감각 다차원 체험을 중

심하는 양 콘텐츠의 장점이 상lf되고, 온라인콘텐츠를 통한 시각과 청각 

위주의 콘텐츠 체험방식만이 과잉상태가 된다. 셋째, 양 콘텐츠의 실제 

제작비용보다 온라인 콘텐츠 제작비용과 전송서비스 비용이 과다해 지고 

있다. 넷째, 코로나우울증(Corona Blue) 치료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오프라인 콘텐츠의 실제 체험 치유 효과가 방관되고 있다.

결국 공간콘텐츠와 공연이벤트콘텐츠가 현장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해

서 현장성(liveness), 몰입(immersion), 참여(participation)가 필수적

이다. 현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위해 공간, 기술, 인력(배우, 작가, 디자이

너, 스토리텔러 등) 3가지 요소가 서로 연결되고 만나야 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공간콘텐츠와 공연이벤트콘텐츠가 코로나팬더

믹 상황에서 오프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온라인콘텐츠서비스의 

콘텐츠 체험의 문제점을 사용자(인간)의 콘텐츠 체험 특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디지털박물관(Digital Museum)’개념에 기반

을 두어 새로운 체험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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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놀이인간(Homo Ludens)의 직접 소통(Direct Communication) 욕망

코로나 팬더믹시대가 되면서 ‘인간 사이의 밀접한 접촉’, 즉 삼밀(三

密, 밀폐 ‧밀접 ‧밀집)을 막으면서 감염 방지는 이루었지만, 인간의 본능

은 쉽게 막아지지 않는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기획자와 사용자 사이에 

놓인 콘텐츠를 소통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본능 중 가장 큰 요소가 ‘놀이’ 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 문화사학자 요한 호이징가(Johan Huizinga)는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즉 ‘노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놀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13) 그는 사회생활 중 노동 이외의 여가

시간에 ‘놀이 하는 본성’을 마음껏 발휘해야 하고, 인간이 다양한 경험

(감각, 언어, 지식, 패턴, 관계, 행위)을 통해서 상호 교감하고 공감하는 

과정에 문화가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로제 카이와는 자신의 저서 �놀이와 인간� 에서 놀이란 목적 없는 활동

으로서 즐거움을 동반한 자유롭고 해방된 인간의 활동이며 ‘경쟁(Agon)’, 

‘우연(Alea)’, ‘모방(Mimicry)’, ‘현기증(Ilinx)’과 같은 놀이적 속성을 

통하여 참여자는 놀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참여와 참여자간의 관계 형성

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14)

이러한 인간의 본능인 ‘놀이’활동은 ‘일방향 소통’이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고, ‘비대면 소통’이 아니라 ‘대면 소통’을 통해서 이뤄진다. 아무

리 디지털 혁명시대라 해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보소통과정은 일방적

일 수 없다. 박물관 전시와 박물관전시와 문화유산 체험은 공간을 플랫

13) 요한 호이징아, Homo Ludens, 이종인 옮김, �놀이 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연암서가, 

2010, p.20.

14) 안상혁, ｢로제 카이와(R.Caillois)의 놀이론을 통한 온라인 게임 고찰｣. 디자인학연구, 

55(17), 2004,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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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으로 하여 인간의 놀이본능이 발휘되면서 ‘직면 소통(直面 Direct 

Communication)’15)을 통해서 완성된다. 전시는 제공자(전시기획자, 

학예사 등)가 전시상황을 사전에 구성하고 거기에 수용자가 다른 시간에 

참가해서 전시물이나 콘텐츠에 접촉(直面)하게 되는 원리가 작동하는 공

간콘텐츠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준다.16)

<그림 4> 전시의 직면소통(Direct Communication)의 원리

이러한 전시의 직면소통 원리는 수용자(관람자)가 자신의 지각과 욕망

을 가지고 전시공간에 입장하여 전시상황을 체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 

전시회장의 상황, 혼잡도, 입장료에 따른 가성비 등 다양한 노이즈도 발

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전시의 직면소통의 특

수성이 수용자의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에 인간행동을 규정하는 인간 척

도와 참가행동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 

관람자나 사용자 군집행동의 법칙성이 나타난다. 전시 수용자가 군집인 

경우는 같은 유형의 행동이 집적되어 큰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전시계획의 

15) ‘대면소통(contact communication)’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며 접

촉하는 것을 의미 하는 반면, ‘직면소통(direct communication)’은 제공자가 자신의 

전시의도를 전시수단(아날로그+디지털)을 매개로 표현하고, 수용자가 다른 시간에 동

일한 공간에 참가하여 동일한 전시물과 전시수단을 통하여 소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간 사이의 접촉은 최소화 하지만 기획자의 의도(기획, 콘셉트, 스토리텔링 등)에 의

하여 사전에 설정된 전시상황에서 전시물과 사용자(관람자, 소비자 등)가 직접 만나는 

소통 방식을 뜻한다.

16) 일본전시학회, �전시학사전�, 책보출판사, 2009,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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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

<그림 5> 인간 척도와 전시 공간

이러한 인간 척도와 군집행동은 평상시와 달리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

서는 ‘거리 두기’ 2m 원칙에 맞춰서 새롭게 정의하고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제한된 공간과 전시물 보관함(Case) 등의 한계 때문에 무한히 물

리적 거리를 확대 할 수 없을 때 ‘디지털 도구(Digital Device)’의 도움

을 받아서 이러한 ‘거리 두기’를 확보하고 ‘오브제’와의 직접대면을 완성

하는 방향으로 체험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17) 일본전시학회, 앞의 책, pp.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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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시와 체험은 전시제공자가 기획하고 설치한 뒤, 다른 시간대에 

관람자들이 방문하여 오브제와의 ‘직면소통’과 인간(유산 전문가나 해설

사)과의 ‘직접협력’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 인간의 

밀접 접촉이라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지털도구’를 통하여 ‘직

접해설’이나 ‘직접접촉’을 대체하면 ‘오프라인 아날로그(off-line ana-

log)’ 체험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성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화된 ‘디지털=온라인’이라는 편협한 연결 방식

이 아니라,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인간 또는 인간-전시물(문화

유산) 사이를 연결하는 ‘디지털 대면(Digi-tact)’18)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은 인간 환경의 아날로그적 본성에서 출

발. 인간의 실제 세계, 실제 욕망, 실제 활동에서 출발해야 한다! 디지털

이 아날로그의 보완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디지털 박물관의 4대 ‘개념(concept)’의 발전 변화

1) 디지털박물관의 정의와 코로나공존시대의 의미

앞에서 이야기한 ‘디지털 대면(Digitact)’를 팬더믹시대의 박물관 전

시에 적용할 때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디지털박물관(Digital 

Museum)’이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마크 와이저와 함께 유비쿼터스 컴

퓨팅 개념을 제시하였던 도쿄대의 사카무라 켄(坂村 健) 교수가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디지털 박물관은) 가상의 박물관(Virtual Museum)을 만드는 것이 아니

다. 오히려 현실의 박물관에서 적극적으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주

안점을 두고 있다. 즉 컴퓨터를 사용하여 실제의 전시를 강화하려는 것이

다.……박물관의 모든 활동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박물관이다”19)

18) ｢천자칼럼: 언택트, 온택트, 디지택트…｣, �한국경제�, 2020년 6월 21일자.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언택트와 비대면을 ‘디지털 콘택트’와 ‘디지털 대면’, 이

를 아우르는 축약어로 디지택트(digitact)를 쓰면 좋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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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크게 2가지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의미는 코

로나 팬더믹시대에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첫째, 디지털박물관은 박물관과 박물관 자료(object, 전시물)의 아날

로그적 실제성과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서 디지털기술을 도입한 박물관이

라는 점이다. 결국 디지털기술의 도입 목적이 디지털 기술만으로 유지되

거나 기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자료(전시물)의 내용과 가치

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최근의 

트렌드처럼 박물관의 실제공간이나 자료의 실제성이나 원형가치를 제거

하고 ‘온라인’으로만 전시상황을 만들어 체험시키는 형식의 디지털박물

관 형식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둘째, 박물관의 모든 활동(수집 ‧ 관리 ‧ 보존 ‧ 조사 ‧ 연구 ‧ 전시 ․ 교육의 

가치사슬20))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박물관이다. 박물관의 기능이 

가치사슬 선순환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박물관 전시물 가운데 대표적인 소재인 문화유산의 

가치사슬 구조 단계별 디지털기술 대응 현황은 다음과 같다.21)

19) 사카무라 켄 교수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동경대학 총합연구박물관에서 유비쿼터

스컴퓨팅과 디지털 기술을 박물관에 적용한 미래박물관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 ‘디지털박물관(Digital Museum)’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Katsunori 

SHINDO, Noboru Koshizuka, and Ken Sakamura: “Ubiquitous Digital Museum 

Using Contactless Smart Cards”, Microwave Workshop and Exhibition (MWE 

2003), Nov. 2003. pp.1⁓3.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 1항에 박물관 활동의 가치사슬 단계를 명시하

고 있다. “‘박물관’이란 문화 ‧ 예술 ‧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 ‧ 고고(考古) ‧ 인류 ‧민속 ‧ 예술 ‧ 동물 ‧ 식물 ‧ 광물 ‧ 과학 ‧

기술 ‧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

한다.”

21) 유동환,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화콘텐츠연구� 제3호, 2013, 

p.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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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디지털시대 문화유산의 가치사슬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활용단계에서 ‘전시체험기

술’의 대부분이 ‘비대면 디지택트’기술이며, 다감각 다차원 체험을 강조

하는 한편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비접촉(touchless)기술의 도입이 급격히 

이뤄질 예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물 가치사슬 단계별 디지털 기술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발전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제안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다음과 같이 4대 영역 12

가지 기술을 제시하였다.22)

영역 핵심 기술

확장된 디지털 

기술

뉴 컴퓨팅 기술

(예: 양자/광학 컴퓨팅, 

신경망 처리)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
사물인터넷(IoT)

물질계 재구성 

기술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적층 제조와 3차원 

프린팅

첨단소재 & 

나노기술(NT)

인간변형 기술
생명공학

(바이오기술)
뇌/신경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VR/AR)

환경통합 기술
에너지 

확보/저장/전송 기술
지구공학/기후제어 우주기술

<표 2> 제4차 산업혁명 4대 영역 12가지 기술

22) 클라우스 슈밥, �제4차 산업혁명 The Next(원제: Shap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새로운 현재,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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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콘텐츠 체험과 관련된 기술은 뉴 컴퓨팅 기술, 블록체인, 사

물인터넷,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3차원 프린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

술이다. 이러한 기술들은 일관되게 ‘컨텍스트를 수집(sensing) 하는 기

술(IoT)’,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파악하는(think) 기술(뉴컴퓨팅, AI)’, 

‘파악된 컨텍스트에 따라 대응(act) 하는 기술(블록체인, 3차원 프린팅, 

가상현실, 증강현실)’로 나뉜다. 그리고 이러한 수집 – 파악 – 대응의 과

정이 정교해 짐에 따라 3차 산업혁명시대의‘모든 이를 위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단순 디지털화(digitalized)’단계를 제4차 산업 ‘컨텍스트에 따

른 수요자의 욕구에 최적화를 추구하는 개인맞춤 지능화(intelligent)’ 

단계로 발전하였다.23) 이를 전시에 적용해 보면, 관람자 개인의 욕망을 

더 빨리 파악하여 좀 더 최적화된 콘텐츠로 대응하는 디지털기술은 ‘디지

털박물관’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2) 디지털박물관의 4대 개방 개념(concept)의 발전 변화

디지털박물관의 개념이 박물관에 적용할 때 정보소통과 콘텐츠체험과정

에서 정보의 다차원성, 비선형성(non-linear), 비순차성(random access), 

상호작용성(Interaction) 등이 발전하였다. 또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이 창조한 ‘공감각적 재현’은 전시공간을 사라지고 훼손된 시공간

으로까지 확장하여 문자 인식에서 오감 체험으로 확대되어 가는 체험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직면 소통’의 방식을 적용하여 감각의 

총체성을 디지털 기술에 의하여 재현 발전시킨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카무라 겐 교수는 디지털박물관 전시 프로젝트를 

통해 ‘열린 박물관(Open Museum)’의 개념 4가지를 제시하였다.24)

23) 박창규,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가 왕이라면 컨텍스트는 신이다�, 클라우드 나인, 

2018. 참조.

24) 한문희 외, ｢디지털박물관｣, �문화콘텐츠 입문�, 인문콘텐츠학회, 북코리아, 2006, 

155~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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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관람객(Person) 누구에게든 공개(open)

둘째, 공간(Space)의 자유로운 이용(open) 

셋째, 시간(Time)의 자유로운 접속(open)

넷째, 전시자료(object)의 자유로운 관람(open)25)

이를 자세히 살펴보고, 최근 코로나 팬더믹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발

전 변화시키는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관람객(Person) 누구에게든 공개(open)

디지털박물관에서는 연령별, 직업별, 애로계층별(실버, 장애, 여성 등), 

국적별 요소를 고려하여 관람객 ‘누구나’ 각각의 요구와 욕망에 맞춘 체험

과 해설 등을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전시체험 전달시스템(Personalized 

MIA - Museum Info. Architecture)을 제안한다. 

핵심 목표 관람객(target user)의 요구 문맥(context)을 신속하고 정

확하게 조사 분석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지능정보화기술(AI+ICBM) 기

술을 적용하여 개인화 박물관의 이상을 실현한다. 여기에 디지털스토리

텔링 기술과 개인화 기술(Mobile)이 결합하여 기존의 핵심사용자 또는 

단일사용자 기반의 정보구성 전략에서 사용자의 선택이 보장하는 사용자 

맞춤형 전시콘텐츠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코로나팬더믹 상황에서 사용자 욕망의 문맥(context)을 이해

하는 IoT와 Big Data기술과 AI기술을 접목하되, 비접촉(touchless)기

술과 게임형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보완한다. 그럼으로써 관람객과 관람

객 사이는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개개인이 박물관 전시물을 직면하

며 맞춤형 콘텐츠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25) Noboru Koshizuka, Ken Sakamura, ｢Tokyo University Digital Museum｣, 2000, 

p.2. http://citeseerx.ist.psu.edu/viewdoc/summary?doi=10.1.1.33.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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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Space)의 자유로운 이용(open) 

사카무라 켄 교수는 미래 박물관은 4대 공간(물리공간-전자공간-유

비쿼터스공간-사용자체험공간)이 상호 융합하며 진화한다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이러한 4대 공간의 층위별로 다양한 디지털박물관의 유형이 

발생한다.26) 

<그림 7> 사카무라 켄의 미래박물관 4대공간과 디지털박물관 발생 양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박물관의 물리공간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넘

어서 전자공간, 유비쿼터스공간, 사용자체험공간을 융합하여 전 세계 어

느 곳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전시체계이다. 이는 제한된 전시공간을 

사용자 시나리오27)에 따라 과감히 확장할 수 있는 가상현실(VR)과 증강

현실(AR) 기술에 의해서 현실화될 수 있다.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는 이 4대 공간(물리공간, 전자공간, IoT공간, 

사용자경험공간)을 융합하기 위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기술인 디지

26) 유동환, ｢제4의 공간과 전시스토리텔링｣, �인문콘텐츠� 제31호, 인문콘텐츠학회, 2013, 

pp.195⁓196. 사카무라 켄은 물리공간(physical space), 전자공간(electric space), 유비

쿼터스공간(ubiquitous space), 사용자체험공간(x-intelligent, experience space) 

4개 공간이 상호 융합을 디지털 박물관의 특징으로 규정하였다. 연구자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디지털박물관 발생양상을 각 공간 층위별로 발생상황을 정리하였다.

27) 전시물이 존재했던 실제 공간이 사라지거나, 훼손되거나, 변형된 공간을 복원 재현하

는 시나리오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또한 박물관에 오지 못하고 원거리에 있거나, 

전시물이 본래 우주나 심해 등 전시공간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채취한 것이라

면 그 존재현장을 복원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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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트윈스(Digital Twins)기술과 IoT를 결합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공간의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이다. 전

시체험기술로 많이 적용된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를 접

목하면 ‘거리두기’를 극복하는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

(3) 시간(Time)의 자유로운 접속(open)

박물관은 본래 관람객이 전시 방문 전(Pre) - 관람 중(Present) - 방

문 후(Post) 3단계나 전시 이용시간 이전 등 저마다 다른 콘텐츠 요구가 

있다. 또한 상설전시도 개편 전후에 따라 이전의 전시를 볼 수 없고, 기

획전시는 분기별 또는 매년 교체된다. 박물관 전시의 발전과정에서 이렇

게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콘텐츠를 통합 아카이브로 만들고 관람객 요구

에 따라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평생체험 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박물관의 전시자료(object, 전시물)이 존재했던 원형 시간대로의 시간

여행(Time Slip) 경험 설계의 실현도 제시하였다. 이는 1990년대 이래로 

발전해온 디지털 문화유산(Digital Heritage) 속 가상현실(VR) 증강현실

(AR) 기술 활용과 지능형 로봇 기술의 활용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28)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능 위에 시간대별 관람객 이용 통

제 운영 기술(예약, 동선 조절 등)을 통하여 이용객수를 조정하는 기술이 

더욱 강력히 도입될 것이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상물리시스템

(CPS, Cyber-Physical System)에 기반 하여 사전에 기획된 사용자 시

나리오를 언제나 접근하여 시간여행(time slip, digital heritage) 체험

을 실현할 수 있다.

28) 유동환, ｢디지털 문화유산 연구의 현황과 전망｣, 문화콘텐츠연구 제3호, 2013, pp.95~121. 

오성환, �문화유산 정보의 디지털 보존 정책연구�, 박사학위,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8. 디지털문화유산(Digital Heritage)에 대한 논의는 위 논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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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시자료(object)의 자유로운 관람(open)

전시자료(object 전시물)29)를 유형적인 측면과 지식요소를 나열하는 

전통적인 유물전시의 방법론에 덧붙여, 실제 전시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암묵지(know-how), 기능, 사건, 상징, 스토리 등의 요소를 구현하기 위

하여 전시 체험 방향을 바꾸어 볼 수 있다. 가상공간 내에서 보거나, 만지

거나,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가상현실(VR)기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실

현하기 어려웠던 다감각 다차원 기술과 디지털스토리텔링 기법에 의한 

새로운 설계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는 이러한 첨단 체험기술에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비접촉(touchless) 기술 기반 다감각 다차원 전시가 추진되고 있다.

결국 디지털박물관 구상 개념(concept)의 가장 중요한 점은 관람객 개인

들의 다양한 요구를 맞춤형 전시를 제공하는 개인맞춤형 박물관(Personalized 

Museum)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기반

으로 박물관 이용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고 재방문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개인맞춤형 박물관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네

트워크 박물관(Network Museum), 참여와 몰입을 특징으로 하는 쌍방

향의 스마트박물관(Smart Museum), 네트워크를 통한 전 세계 박물관 

아카이브의 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분산형 박물관(Distributed mu-

seum/Global inter museum) 3가지 유형을 함께 담고 있다.30)

이처럼 박물관 3대 요소인 전시 공간 – 전시자료(전시물) – 전시콘텐츠

가 관람객 요구와 욕망에 맞춰 적정하게 변화 발전해 왔다. 그리고 이러

한 변화에 디지털박물관(Digital Museum) 개념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

고 있고, 이러한 새로운 전시전략을 더해서 ‘거리두기로 불편하지만 다

양한 직면소통을 통한 체험’ 극대화 하는 전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9) 사카무라 켄은 디지털 박물관 콘셉트 가운데 이 부분을 ‘전시자료(전시물)의 오픈

(what open)’으로 규정하고 전시자료(전시물)에 접근(체험) 하는 방법들의 자유로운 

사용자 선택을 말하고 있다.

30) 유동환, 앞의 글, p.198. 



70  문화콘텐츠연구 제20호

Ⅲ. 디지택트(Digitact)전시, ‘현장성’을 ‘직면(直面)’ 하는 융

합형 디지털체험

공간콘텐츠인 박물관 전시 분야에서 코로나 팬더믹 시대의 삼밀(三密, 

밀폐-밀집-밀접)을 단절 하며 관람객 사이의 ‘거리 두기’를 실현하고, 

전시물과의 ‘직면소통’을 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삼밀을 극복하는 ‘개방–분산–분절’의 3가지 개념을 적용해서 

전시체험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개방’ 개념 측면에서는 ‘실내전시의 개방성을 제고하고, 실내외

전시가 상호 연계하고, 박물관 편의시설의 분리와 개방’ 3가지를 적용하

여 이를 관람객이 열린 공간에서 겹치지 않고 원활히 순환하도록 배치계

획을 수정한다. 

둘째, ‘분산’ 개념 측면에서는 ‘전시의 단위(unit)를 소규모로 다핵화

(Multinucleation)와 중층화(layering), 관람객 순환동선과 강제동선의 

융합, 디지털트윈 기술 기반 교육 이벤트’3가지를 적용하여 관람객이 전

시와 만나는 결절점을 분리해야 한다. 

셋째, ‘분절’개념 측면에서 ‘비접촉 디지털 문화기술의 전시가치사슬 

적용, 동선 적체 개인 안내시스템, 시간별 전시관람 인원 제한 예약’ 시스

템을 적용하여 관람객과 전시물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분리를 이뤄서 안

전한 방역을 이뤄야 한다.

이렇게 3대 개념을 적용하여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게 ‘직면소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전시 공간’의 디자인, 구역화(조닝), 

동선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디지택트 전시

(Digitact Exhibition)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

단기술 중 중요한 콘텐츠기술의 도움을 받아 전시체험의 다양성을 제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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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코로나팬더믹시대 디지택트 전시체험의 3대 개념(concept)

1. 전시공간의 재검토: 개방 공간의 적극 도입과 분산형과 분동형 전시

배치의 재검토 

잘 알다시피 ‘삼밀(三密)’을 완화하여 ‘거리 두기’를 실현하려면 개방 공간이 

1차적으로 요청된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관람객 사이의 자동화된 거

리두기 방법을 시행하는 걸 전제로 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그림 9> ‘빛의 집’(볼프강 빈터) ‘108개 거울미로’(에페하인) 전시



72  문화콘텐츠연구 제20호

국내에서 이러한 개방공간의 전시사례인 안양예술공원을 살펴 볼 수 

있다.31) ‘자연과 어우러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린 이 공원 전체의 

숲에 다양한 ‘개방’ 전시(덴마크 에페하인의 108개 ‘거울 미로’ 등)와 공

원 곳곳에 ‘분산’된 벤치와 전망대가 미술관 전시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

고 있다. 

<그림 10> 프레히트사의 ‘거리두기 공원’

다음으로 오스트리아의 건축회사 프레히드가 수도 빈에 ‘거리 두기 공

원(Parc de la Distance)’ 조성계획을 발표 하였다. 좁다란 1인용 산책

로 여러 개를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란히 배치했다. 600m 길이 각 산책로 

31) 안양시첨 홈페이지 > 안양예술공원 https://www.anyang.go.kr/main/contents.do?key=733 

(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안양시 만안구 석수 1동 관악산 밑에 위치. 1960년 이후 안

양유원지 였던 곳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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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산울타리를 두고 산책로 양끝에는 ‘사용 중’ 표지판을 달아서 이

용자가 겹치지 않도록 했다.32) 2가지 사례 모두 사람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관람객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 동선 설계가 돋보

인다.

이러한 공간전략을 전시 공간 내부로 가져가면, 전시의 중심성을 해체

하고 다핵화를 시도하는 공간배치유형을 재검토해야 한다. 전시의 중심

성이 강한 중앙광장형이나 주제별 전시를 체계화 할 수 있는 복도형이 관

람객의 밀접 접촉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분산형과 분리형 배치를 기반으

로 새로운 배치방식을 제시해야 한다.33)

분리형 전시배치는 전시영역과 부수공간의 분리가 엄격한 형식이다. 

전시영역은 거의 ‘개방형’과 유사하다. 루이스 칸의 건축물에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코로나 팬더믹 시대에 기능별로 엄격히 분리하여 부공

간에서 관람자 동선의 중첩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분동형 전시배치는 몇 개의 동을 일종의 포켓별로 분리하여 순차적으

로 건설할 수도 있고, 독립적인 전시를 유지하고 운영하기에 유리하다. 

하지만 대지가 매우 커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리움미술관이나 독립기념

관이 채택한 형식이다. 이러한 배치유형에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관람

자가 시간대별로 겹침 없이 전시공간으로 입퇴장을 하는 방안을 접목하

여 발전시킬 수 있다. 이밖에도 중앙부 개방과 간층 설계도 개방성과 순

환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48935 ｢1인용 산책로… 코로나 

걱정 없이 혼자 걸어요｣, �조선일보�, 2020년 7월 24일자.

33) 이성훈,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학위논문, 2008,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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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특징 배치도

분산형

Dispersed

Type

분리형

Served& 

Servant

SpaceType

- 주공간과 부수공간이 확연히 

구분

- 주공간: 설비 등 

부수공간으로부터 이격되고 

개방형과 같은 공간

분동형

Pavilion

Type

- 공간구성상 중정형과 유사

- 규모가 크거나 자연조건 

때문에 몇 개의 동으로 

분산배치

- 순차적으로 증축가능

- 중정은 주로 옥외공간으로 

대공간의 역할(공간구성상 

중정형과 유사)

- 선택적 관람 용이

<표 3> 분리형과 분동형 전시 유형

이상과 같이 중심성의 해체, 다핵화된 주머니(pocket) 구조, 간층이나 

지그재그 배치 등의 공간배치를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림 11> 평면 순회 타입(전시학사전)

다음으로는 동선 측면에서도 코로나팬더믹 상황에서 기존 동선을 재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각광 받던 자유동선 보다 평면순환(loop)과 

강제동선을 적용하고 디지털도구를 활용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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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순회 타입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관람객이 일방향으로 흘러가

면서 겹치지 않으면서 전시체험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관람객의 자

유선택 제한이나 스토리라인의 단편성 때문에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를 동시에 갖게 한다. LG사이언스홀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준비된 

콘텐츠를 강제동선에 따라 전달하는 특성을 보여준다.

강제동선의 방역상의 이점을 살리면서 단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

바일기기나 스마트 가이드를 기반으로 강제동선상에도 다양한 대상별, 

주제별, 사용자유형별로 콘텐츠를 선택하여 자유동선의 전시선택의 장

점을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디지털 전시기술: 비접촉(touchless)과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의 강화

‘디지털박물관(Digital Museum)’은 ‘온라인기술’에 국한한 것이 아

니라 ‘디지털기술을 매개로 전시물(object)을 온-오프라인을 융합하여 

인간의 접근성을 제고’ 하는 개념이다. 코로나 팬더믹 시대가 오면서 디

지털기술 가운데 수많은 비접촉(touchless) 문화기술(CT)들이 매우 중

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접 접촉이 아닌 손가락 끝의 피부 습도로 선택을 인식

(sensing) 하는 기술은 박물관이나 문화유산현장에 설치된 수많은 대

형영상화면이나 키오스크의 화면터치로 인한 감염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34) 일본전시학회, 앞의 책,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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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660배 향상된 피부습도 감지 기술의 활용(ETRI)

그리고 조작체험(hands-on)이나 행동체험을 강화하려면 또 다른 비

접촉기술인 동작인식(gesture sensing) 기술은 기존 체감형기술에 적용

하던 기술인데 인간 사이의 접촉이 어려운 무형문화유산 - 무용이나 공

예기술 등 –의 행위를 접촉 없이 체험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13> 동작인식 기술을 채용한 X-Box 2020 체감형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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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4차 산업기술로 각광 받는 가상․증강현실(VR․AR)기술과 디지

털트윈(Digital Twins) 기술은 물리적인 사물을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외형뿐만 아니라 행동까지 연결하는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박물관과 유적현장, 또는 문화재청이나 문화유산 기관

들이 구축한 삼차원 문화유산 정보로 현실과 동일하게 구축한 가상공간

에서의 행위를 문화유적지 현장과 연결하여 상호 밀접접촉 없이 다양한 

조작과 체험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림 14>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체험 

모델(Dreamstime.com)

3. 디지털 전시기술: 아카이브 기반 인공지능(AI) 쌍방향 대화 전시기술

제4차 산업기술의 총아로 불리는 인공지능(AI)기술과 홀로그램기술을 

융합하는 방식도 살펴 볼 수 있다. 미국 USC Shoah Foundation의 ‘NDT 

(New Dimensions in Testimony)프로젝트’에서는 점차 자연사 등으로 

생존자가 많지 않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수백 가지 질문에 대한 구

술증언을 녹취하여 아카이브로 만든 뒤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하여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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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런 행동까지 보여줄 수 있는 체험프

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홀로코스트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들과의 자연스런 대화를 통하여 쌍방향으로 증언과 대화를 해보면서 아

픈 기억이지만 영원히 보존하고 살려 낼 수 있는 기술이다.35) 코로나 팬

더믹 상황에서는 일방향의 수동적인 전시가 아니라 다른 관람객들과 거

리두기는 하지만 생존자 홀로그램 앞에서 기억 구술아카이브 속 내용을 

실제 생존자와 대화 하듯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림 15> 바르샤바 게토 생존자 홀로그램 강연 토론 모습

이러한 아카이브 기반 관람객 참여형 쌍방향 콘텐츠로는 최근 선보인 

미국 클리브랜드미술관(Cleveland Museum of Art)의 아트렌스 갤러리

(ARTLENS Gallery) 전시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다. ‘아트렌스 갤러리’

는 다음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36)

35) USC Shoah Foundation, https://sfi.usc.edu/tags/europe,(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36) The Cleveland Museum of Art, http://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y, 

(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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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명칭 내용

개인화 창작체험도구 ArtLens App 인터넷 연계 모바일 어플

쌍방향 체험도구 ArtLens Studio 참여형 예술창작 시스템

쌍방향 전시뷰어 AetLens Exhibition 쌍방향 작품 체험 미디어

전시 디스플레이 ArtLens Wall 쌍방향 거대 디스플레이

전시자료(오브제)인프라 ArtLens Digital Archive 디지털 예술아카이브

<표 4> ARTLENS Gallery의 5대 기본 요소

미술관에 들어가면서 관람자는 스스로 가지고 있는 휴대폰(아이폰, 아

이패드)에 다운로드 한 어플 ‘ArtLens App’이 표현하는 직관적인 인터

페이스와 내외부에 설치된 포인터(iBeacons)를 감지하면서 실시간 대화

형 전시 안내를 제공 받고 전시과 만나게 된다. 더 나아가 인터넷을 기반으

로 박물관 내외부 또는 개관 시간과 상관없이 전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화 서비스는 한 발 더 나아가 ArtLens Studio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여 가족들에게 운동과 놀이를 사용하여 컬렉션에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관람자는 독창적이고 활발한 메시지를 통해 다

양한 작품에 노출되며, 스스로 기발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한다.

다음으로 ArtLens Exhibition은 2017년 6월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 전시회는 각종 뷰어를 통해 예술 작품과 대화하고 개인적, 정서적 차

원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형 갤러리이다. 예술 선택 및 장벽 없는 디

지털 인터랙티브전시는 호기심, 자신감 및 이해를 바탕으로 박물관 컬렉

션에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전시관에 가장 큰 40 피트짜리 인터액티브 멀티 터치 

MicroTile 벽인 ArtLens Wal)이 현재 상설 컬렉션의 모든 작품을 실시

간으로 표시하고 있다. ArtLens Wall은 다른 방문객과의 함께 검색 및 

대화를 용이하게 하며 오리엔테이션 경험을 제공하여 방문자가 기존 둘

러보기를 다운로드 하거나 자신의 iOS 또는 Android 기기의 갤러리로 

가져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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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Lens App ArtLens Studio AetLens Exhibition ArtLens Wall

<표 5> ARTLENS Gallery의 활용 모습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4가지 관람자와 만나는 개인

용 도구, 뷰어, 디스플레이 등의 기반에 ArtLens Digital Archive가 있

다는 점이다. 이 디지털아카이브는 미술관의 상설 전시물(4,200 ~ 

4,500점)을 유형, 테마, 목적, 모양, 상징성, 동작, 색상별 등 수십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전시물의 문화적, 시대적 연계성을 표현하거나 검

색할 수 있도록 돕는 메타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여 16 가지의 게임 형태의 콘텐츠로 단순히 터치뿐 아니라 얼

굴 인식, 동작인식 등 다양한 인터렉티브 UX (User Experience)로 전

시물을 체험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37)

클리블랜드미술관이 보여주는 실험은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박물관의 

4대 개방 개념을 반영하는 비교적 올바른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

다 섬세한 아카이브화 과정을 거친 상설전시 예술품의 ‘아카이브 기반의 

디지털전시’ 전략은 적극 참고할 만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지털박물관은 

박물관자료 아카이브 – 네트워크 - 매체 – 콘텐츠 3가지 요소가 통일적

으로 설계 개발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디지털기술 

37) The Cleveland Museum of Art, http://www.clevelandart.org/artlens-galler, 

(검색일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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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디지털박물관 매체(media)기술은 다음 원칙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첫째, 참여형 전시 매체의 확충되어야 한다. 박물관에서 관람객의 체

험 및 경험은 외적요소나 매체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공간연출과 관람객, 

전시물이 모두 상호작용 되어 커뮤니케이션 되어야 한다. 즉 과거 전시

물 중심의 일방향적인 전시가 아닌 관람객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전시매체가 중요하다. 더구나 근현대사 박물관은 

유형 자료에 단절적 제시를 넘어 관련 사건이나 스토리에 대해 참여가 가

능한 전시매체가 확충되어야 한다.

둘째, 초연결형 디지털 전시매체가 확충되어야 한다. 전시기획자가 정

한 일방향 관람 동선과 나열적인 전시체계 속에서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

이 쉽지 않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되 아날로그 전시물의 원형 가치는 

살리고 아날로그의 단점인 충분한 부가 정보와 배경 스토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박물관 아카이브에 

상호 연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인 맞춤형 체험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화 박물관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개인화 매체가 선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개인화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한다. 모바일이나 웨어러블 매체를 통해서 ‘자기 설계’‘자기 주도

형’ 맞춤형 콘텐츠 체험이 가능한 매체가 필요하다. 

결국 박물관에서 ‘사이버 물리(융합) 시스템(CPS)’이란 박물관의 아날

로그 유물(오브제)를 존중하는 아카이브, 관람자 개개인의 요구를 연결

해 주는 대화하는 ‘사물인터넷(IoT, sensor+app+device)’, 다양한 검

색과 체험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Contents)’ 사이의 

열린 융합에서 시작된다. 

2000년대 이후 우리의 박물관들은 수없는 디지털 전시 매체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주로 전시 정보의 전달과 체험에 집중하여 디지털기술의 도

입에 집중하였다.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디지털 

마모 현상을 겪게 되고, 반복적으로 누르기만 하는 단절적인 콘텐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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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그치게 된다. 이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코로나팬더믹 상황 아래에서 

디지털박물관 개념의 전시를 올바르게 규정해야 한다. 아날로그 진품 오브

제의 가치와 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성을 최대한 융합하는 디지-로그

(Digi-log, Digital + Analog) 콘텐츠를 한 발 더 진전시켜 구상해야 한다. 

Ⅳ. 결  론: 새로운 직면의 방법을 찾아서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코로나 이후의 문화콘텐츠 전달 방식의 변화’주제발표에서 이렇게 말하

고 있다.38)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면 새로운 예술이 생겨난다. 전염병은 놀라

울 정도로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기존 예술 콘텐츠가 사

라질 이유는 없지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만 중점을 둘 필요는 없다. 예

술의 다양한 형태를 습득하는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또 하나의 결과이며, 미

래에는 모두 예술가가 될 것이다.”

<그림 16> 자끄 아딸리 주제발표 장면

38) 2020.8.26. ‘제11회 문화소통포럼(CCF) 2020’,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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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리가 지적한대로 우리는 새로운 예술가가 되어서 코로나공존시대

의 문화유산과의 소통방법을 창조해 내어야 한다. 우리는 디지털기술을 

온라인에만 집중하여 실제 문화와 문화유산과의 행복한 ‘직면’을 포기해

서는 안 된다.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사이는 ‘거리 두기’를 유지하

지만 ‘공간콘텐츠’는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해야 한다. 늘 올바른 방향은 

‘융합’과 ‘연대’를 향하고 있다. 

2020년의 코로나 팬더믹 상황은 모든 문화영역에 매우 심각한 영향

을 미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특히 오프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한 공간

콘텐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제4차 산업

혁명(지능화)을 앞당기는 계기도 제공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본질

은 ‘다수의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가 원하는’ 요구 맥락(Context)을 수

집(IoT)하고 전달(Mobile, Cloud)하고, 분석(Big Data)하고, 대응

(AI)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최적의 가치를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상품

시대를 의미한다. 이는 산업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 분야에 패러

다임 전이를 가져 왔다.

이는 전시문화 전 분야에도 강력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한다. AI, 

IoT, Big Data, 물리가상시스템(PCS) 등 각종 기술의 핵심은 관람자의 

수요 속에서 최적화된 맥락(context)을 찾아내어 사용자 맞춤형 개인화 

콘텐츠(Personalized Contents)가 대세가 되는 단계에 이르고 있고, 사

용자 개개인의 욕망을 정확히 측정하여 오감과 감성을 충족시키는 스토

리텔링 기반 콘텐츠 시대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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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디지털박물관 기반 초연결 박물관 기술 개념도

코로나 공존(with corona)이 일상화된 시대에 디지털기술은 비접촉

(touchless)이지만 다감각 다차원의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는 기

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박물관 전시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다소 ‘불편한 거리 두기’를 하지만, 전시물 고유의 원형가치를 

‘직면(直面)’하여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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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ew Experiences of Spatial Contents 

that Accommodates Unchanging Human Desires 

in Corona Coexistence Age

Yoo, Dong-Hwan

Corona 19 (Covid 19) is forcing a “distance” from everything. Meeting 

with museum exhibits was no exception including cultural heritage. All of 

the museum and the outdoor exhibition zone of cultural relics, which are the 

main cultural bases for encountering cultural heritage are closed. According 

to a survey by UNESCO and the International Museums Council (ICOM), 

most of the world’s museums were closed at the peak of coronavirus at the 

end of April, and most of the museum workers work from home. This 

situation brought about a rapid transition to an online (LAN) exhibition that 

promotes the Zipcock cultural life at once. Google Art & Culture’s service 

expansion is a representative example, and digital content has become the 

overwhelming mainstream by creating an equation of online content, 

exposing various problems.

However, in online content, the nature of Homo Ludens does not satisfy 

the desire for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liveness of museum 

exhibitions. Now, although uncomfortable” by means of digital technology 

in order to cope with the distorted situation that takes un-tact for granted,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concept of “digi-tact” that “confronts the 

original value of spatial content. on-off line fusion Digi-log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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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based on the existing “Digital Museum” are newly presented at this 

point, 

“Digital Museum” said, “It does not create a virtual museum, but rather 

puts emphasis on actively using computers (digital exhibitions) in a real 

museum.” The corona pandemic variable should be applied to the 

convergence of the four major spaces (physical space, electronic space, 

ubiquitous space, and user experience space) discussed in this project. To 

this end, the concept of “touchless-on” was increased from “touchs-on” to 

digital devices that are common in exhibition media. we propose an 

exhibition experience plan that allows viewers to realize their confrontation 

and individuality with the exhibits based on DigiTact in the era of corona 

coexistence by actively introducing the ‘AI based Exhibition’ customized 

for the user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Atali pointed out, we must become new artists and create a way to 

communicate with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era of corona coexistence. If 

digital technology is limited to online technology and abandoning the happy 

“facing” with the exhibition object, the museum exhibition will collapse. we 

maintain “distance” between people by mediating digital technology, but 

experience “spatial content” in an inconvenient but abundant way. The 

correct direction for museum exhibitions is still Digilog ‘convergence’, and 

heads for ‘solidarity’ between culture and culture.

Key Words : Corona Coexistence (with Corona), Spatial Contents, 

Direct Communication, Digital Museum, fac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