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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crease visitors' viewing satisfaction and viewing behavior in the art museum exhibit by flat work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major evaluation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artworks and their

intervals’, ‘the space of exhibition and the size of walls’, and ‘compositional change of exhibition spaces’, which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each evaluation factors, by focusing on artworks and exhibition space. Thus, to

investigate how the characteristic differences of the major evaluation factors in art museums affect visitors' viewing

satisfaction and viewing behavior, this study compared the related analytical indicators, and conducted a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concentration on

artworks (which has been selected as a collective assessment indicator of visitors' satisfaction) increased when

the exhibition space of art museum is display by less artworks and they have big interval in the large wall.

Second, visitors' viewing satisfaction and qualitative viewing behavior increased when the exhibition space of art

museum are simple and they change to simpler step by step.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re is a high

correlation between visitors' visio-perceptual experiences and viewing behavior, and that visitors' viewing

satisfaction and viewing behavior can be predicted partially in the certain exhibition environment from this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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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관람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이용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다. 물리적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물리적 환경에는 박물관 건물 및 공간과 그것에 대

한 느낌뿐만 아니라 박물관의 예술작품과 유물이 포함된

다. 물리적 맥락은 관람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무엇을

관람하는지,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지와 더불어 관람시간

등에 영향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미술관과 과학관 또는

역사유적지와 수족관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건물, 전시

물의 배열방식, 분위기 등 시각적 경험에 중요한 영향력

을 미치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 요소 및 디자인 방법의

차이점에 있다1) 이러한 박물관 유형별 물리적 구성 요

소의 디자인 특성과 차이는 각 유형의 시각적인 이미지

및 커뮤니케이션 정책과 맞물려 관람객의 관심 및 집중

도를 높인다. 따라서 각 박물관 유형별 관람객이 가지는

관람 동기 및 기대와 같은 심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시요소의 물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

으로 전시환경을 연출하는 것은 관람객의 만족도와 관람

행태를 제고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조지 엘리스 버코는(Burcaw, George Ellis) ‘전시를 그

목적과 의도에 따라 관람의 즐거움을 우선한 미학 본

위․흥미본의의 전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사

실 본위의 전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개념적인 전시’로

구분하였다. 이 중 미학(美學) 본위에 대한 전시는 미술

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분류학적

1) 이보아, 관람객과 박물관. 북코리아, 20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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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와 생태학적 전시 기준을 통해 미술관과 박물관의

구분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2) 이 같이 미학에 대한

심미적(aesthetic) 감상을 도모하는 미술관 전시환경의

경우, 작품에 대한 시각차원의 강한 기대 욕구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작품의 배경으로서 상대

적으로 단순하게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3) 특히, 회화

작품과 같은 평면적 전시물이 주로 연출되는 특정 전시

공간의 경우, 전반적인 관람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우선적으로「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이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단계적인 선행연구를

수행하여, 미술관의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작

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가요인 중

에서도 작품과 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 평가요인에 우선

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 바 있다.

1.2.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대한 인식과 선행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작품 및 전시공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요 평가요인4)이 실제 미술관현장에서 관람 만족도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도출되는 상관관계를 토대로 관람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는 주요 평가요인의 물리적 특징

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관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끝으로 도

출되는 결과를 고찰하여 보다 효과적인 감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시환경의 물리적 특징 및 그 구성변화 등과

같은 전시공간디자인 방향을 제공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 더불어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상에서 통상적으로 상

위개념인 박물관과 함께 통합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미적감상이 위주인 미술관의 전시실

의 물리적 특징 및 그 구성변화에 대한 관람객의 관람

만족도와 관람행태 간의 상관관계를 함께 파악하여 규명

한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 조지 엘리스 버코, 큐레이터를 위한 박물관학, 양지연 옮김, 김영

사, 2004. 3, pp.200～201

3) 브라이언 오도허티(Brian O'Doherty)는 ‘화이트 큐브(단순하고 깨

끗한 공간)’ 상태가 평면회화 작품 연출에 있어 가장 이상적이라

주장하였으며(에마 바커(Emma Barker), 전시의 연금술 미술관 디

스플레이(Contemporary Cultures of Display), 아트북스, 2004), 임

채진은 ‘여운의 미술관론’을 통해 전시실 공간을 구축하는데 있어

서 1차적인 필요조건은 건축이 작품의「배경」으로 존재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임채진 外, MED, 1997.12, p.3

4) 본 연구에서 분석지표로 채용하고 있는 주요 평가요인은 심리평가

를 기반으로 한 미술관 전시환경에 대한 단계적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해낸 분석지표로 미술관 관람 시 관람객의 만족도에 상대적으

로 중요한 영향을 주는 동시에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인을 말한다.

(2.1 연구의 전제 및 선행연구 고찰 내용 참조)

2.1. 연구의 전제 및 선행연구 고찰

타 시설의 실내영역에 비해 복잡한 시각적 메커니즘

(Mechanism)을 가지고 있는 미술관 전시공간계획에 대

한 연구는 전시공간 및 계획요소에 대한 분석범위를 명

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타당한 분석지표

를 설정하여 결과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같은 전시환경이 관람객의 심리평가

및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

하며 이는 단계적 연구관점에서 접근하여 각 단계를 집

중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정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

의 목적과 방법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미술관 관람에 영

향을 미치는 환경평가 구조와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

계적으로 수행한 두 편의 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

번째 선행연구인,「미술관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전시실

환경평가구조에 관한 연구」(이하부터 선행연구 1이라

칭함)5)에서는 전시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인 집단과 전문가집단을

상대로 레파토리 그리드 발전수법(Repertory Grid

Developmental)6)에 의한 심리실험을 실시하여 평가구조

모델을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14개의 자발적 평

가항목과 31개의 하위 평가항목을 추출해 냈다. 또한 평

가항목 간 상관분석을 통하여 위계를 파악하여 상대적으

로「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인식하면서「공간」과「전시연출」에 대한 평가에 주안

점을 두는 평가구조가 있음을 밝혀냈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 1의 분석결과를 실제 미술관 현장에서 검증하고 이

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요인이 관람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미술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이하부터는 선행연구 2

라 칭함)7)를 수행하였다. 연구는 기본적으로 선행연구 1

에서 도출해낸 평가구조모델을 토대로 <표 1>과 같이

45개의 다양한 평가항목을 6개 대분류(작품, 전시실, 미

술관, 관람순로, 조명 및 채광, 기타)로 구성, 미술관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제작하여 미술관을

내방한 실제 관람객을 상대로 심리평가(5점 서열척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5개

의 평가항목 중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관람 만족도

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지표임을 밝혀

냈으며, 상관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냈

다.8) 또, 8개의 주요 평가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

5) 이규황 임채진, 미술관 관람에 영향을 미치는 전시실환경 평가구조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9호 통권239호, 2008. 9

6) 1995년 임상심리학자인 켈리(G. A Kelly)에 의해서 개발된 수법으

로 개인인지구조(Personal Construct) 이론을 배경으로 개인인지구

조를 있는 그대로 추출하기 위해 개발된 면접수법이다.

7) 이규황 임채진, 미술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요인에 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권 5호 통권70호, 2008. 10

8) 미술관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총괄적 평가지표를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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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품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만

족도나 기대감 등과 같은 질적인 면보다 ‘작품 간 간격

의 적정성’과 ‘전시실 구성의 변화’에 대한 물리적 전시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유효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미술

관의 관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품의 질적 수준

이나 인지도, 또는 관람자 기호나 미술품에 대한 지식

정도와 같은 개인적 성향 차 등의 정성적(定性的) 요건

들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적

으로「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전시

방법과 전시실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는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와 같이 심리적 평가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람객의 심리가

반영되는 관람행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대분류 평가 항목 대분류 평가 항목

작

품

1. 작품에 대한 집중도

전

시

실

24.전시실 이용객의 수적 적정성

2. 작품 간 간격의 적정성 25.전시실의 정숙 정도

3. 작품의 위치 파악 용이 26.전시실의 분위기

4. 작품의 배치 방법 27.전시실 형태 파악의 용이성

5. 작품에 대한 기대감 28.전시실 구성의 변화

6. 작품 감상거리의 적정성 29.전시실 분위기 변화

7. 작품의 만족도 30.전시실에 사용된 재료의 적정성

8. 작품의 크기 31.전시실에 사용된 색채의 적정성

9. 작품 감상의 여유로움 32.전시실의 조형성

10.작품 이미지의 명확도

미

술

관

33.미술관 규모의 적정성

11.작품주제 파악의 용이성 34.미술관 사인의 파악 용이성

12.작품 수의 적정성 35.미술관 재방문 의향 정도

13.작품 배치의 적정성 36.미술관 건물 형태에 대한 만족도

전

시

실

14.전시실의 위치 파악 용이성 37.미술관 주제에 대한 파악 용이성

15.전시실에 대한 기대감
관람

순로

38.전시실 방향판단의 용이성

16.전시실 보행 거리의 적정성 39.전시실 동선의 자율성

17.전시실 공간의 크기 40.전시실 관람동선 만족도

18.전시실 출입구의 적정성 조명/

채광

41.조명 및 채광 방식의 적정성

19.전시실 바닥의 크기 42.전시실 밝기의 적정성

20.전시실 벽의 크기

기타

43.휴게장소 개수의 적정성

21.전시벽면의 비례감 44.휴게장소 위치의 적정성

22.전시실의 높이 45.전시실 온습도의 적정성

23.전시실 관람의 여유로움

<표 1> 설문지에 포함된 평가항목

2.2. 분석대상 선정 및 표집방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본 연구는 미술관 전시

환경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관람객의 전반적인 심리 평

가구조와 평가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했던 선행연구들의

후속 연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표 2>와 같

이 선행연구 2의 분석 대상관과 동일한 총 4개관을 분석

대상관으로 선정하였다. 또, 전시실의 선정은 평면적 전

시물 위주로 구축된 벽면전시 공간으로 그 범위를 한정

위하여 45개 평가항목에 대해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작품에 대

한 집중도」가 45개 평가항목 전체와 가장 높은 정(+)의 상관관계

를 띠는 것을 밝혀냈다.

하였다. 더불어 가급적 동일한 관람피로도 상에서 피험

자의 심리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 전시공간은 약

1,000～1,500㎡의 유사한 면적을 지니는 전시공간으로 그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대상자의 선정은 각 관별 비교분석을 객

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4개의 미술관에서 각각 50명을

무작위로 선별하였다. 단, 주변관람객의 영향이 최소한으

로 반영된 개개인의 심리와 관람행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3인 이상 동반관람 및 단체관람 등의 관람객군을

제외시켰으며, 통상적으로 관람객이 많은 주말과 휴일을

피해 평일 오전 10시에서부터 폐관 1시간 전까지로 조사

시간대를 한정하였다. 분석자료 수집은 추적조사(관람행

태)와 설문조사(심리평가)를 각각 동일한 분석대상자에

게 수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자료 수집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시실 입구에서 무작위로 관

람객을 선정하고 1대 1로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관람경로

와 관람행태를 관찰 기록하였다. 그리고 해당 관람객이

관람을 마친 후, 설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를 얻은 관람객을 상대로 설문을 통한 관람객 심리

평가를 수행하였다.9)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에서 수

집한 약 200명의 조사자료 중에서, 설문에 대한 응답이

누락되거나 중도 관람포기에 의해 관람경로가 제대로 파

악되지 못한 자료를 제외시켜 총 160(관별 각 40명)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택하였다.10)

미술관명
총 전시

면적(㎡)

전시개요 (예비조사) 전면개요(본 조사)

면적(㎡) 평면/전시 면적(㎡) 평면/전시

전북도립미술관 1,175.78 1,175.78 100 % 1,093.54 93 %

경남도립미술관 2,469.00 1,542.24 62 % 1,542.24 62 %

광주시립미술관 2,075.36 1,402.17 67 % 1,336.44 64 %

서울시립미술관 2,910.36 1,769.82 62 % 1,524.36 60 %

<표 2> 분석대상 미술관의 전시면적 및 작품 개요

2.3. 분석지표 설정 및 분석방법

미술관 물리적 전시환경에 대한 관람 만족도와 관람행

태의 상관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증하고자 전시환

경과 관람객으로 크게 2분화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지표

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설정하였다.

(1) 주요 평가요인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분석지표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8개의 주요 평가요인11)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범위인 작품과 전시공간과 직접적

9) 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대상미술관의 현황조사 및 설문조사의 난

이도를 정리하여 조정한 후, 2009년 1월 25일부터 2월 20일에 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10) 수집된 조상대상자의 성별 비율은 남자(58명) 36% 그리고 여자

(102명) 64%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비율은 10대(36명) 23%, 20대

(40명) 25%, 30대(51명) 23%, 그리고 40대(33명) 20%였다.

11) 선행연구를 통해, 작품간 간격의 적정성, 전시실 구성의 변화, 작품

수의 적정성, 전시실 벽의 크기, 전시실 동선의 자율성, 작품주제

파악의 용이성, 휴게장소 개수의 적정성, 미술관 재방문 의향 정도

의 총 8개의 주요 평가요인 및 항목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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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는 ‘작품 간 간격’ ‘작품 수’와 ‘전시실 벽

의 크기’, ‘전시실 공간의 크기’, ‘전시실의 구성변화’를 주

요 평가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평가요인에

대한 시지각적 차원의 물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각각의 특성에 관련된 총 14개의 정량적

측정지표를 구성하였다. 한편, 작품과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징을 측정하는 지표 외에, 전시실의 전개에 따른 물리

적 특징의 구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전시블록’이란 측

정단위를 채용하고 이를 기본으로 하는 관련 분석지표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전시블록’은 단위 전시공간의 벽과

전시 벽의 배치를 통해 구성되는 전시공간 경계의 최소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문론

(Space Syntax)에서 공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

는 최소 분석단위인 블록공간(Convex space)의 개념과

구분 방식을 준용하였다.12)

전시물(작품) 전시 공간

간격 수 전시 벽 전시실

미술관별 전시실별 미술관별 전시실별 미술관별 전시실별 미술관별 전시실별

• 총 작품간 간격

• 평균 작품간 간격

• 작품간 간격의

변화 (표준편차)

• 작품 수

• 작품의 총 길이

• 작품 밀도

• 전시벽 개수

• 전시벽 길이

• 평균전시벽길이

• 전시벽길이변화

(표준편차)

• 전시실 면적

• 전시블록 수

• 전시블록면적의

평균

• 전시블록면적의

변화 (표준편차)

<표 3> 주요 평가요인의 물리적 특징 분석지표

(2) 관람객의 관람 만족도(심리평가)와 관람행태에 대한

분석지표

미술관의 물리적 전시환경에 대한 관람객의 심리적 평

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에서 관람만족도의

총괄적 평가지표로 규명된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분석

지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평가항목으로

규명된 ‘작품 간 간격’과 ‘작품 수’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분석지표(2개)와 심리적 느낌을 평가

하는 분석지표(3개)를 추가하여 총 6개로 구성하였다. 한

편,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만족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느낌에 대한 평가는 각 지표의 물리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5단계 서열로 평가척도를 설정하였다.<표 4>

관람행태 분석지표로는 추적조사를 통해 얻어진 관람

객의 동선궤적(길이)과 관람시간과 같은 정량적 자료를

토대로 작품에 대한 관심 정도를 유효하게 파악하는데

보편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아더 멜턴의 ‘유인력

(attracting power)’과 ‘유지력(holding power)’13)을 설정

12) 공간구문론(Space Syntax)는 추상적 개념의 공간을 블록공간

(Convex Space)으로 정량화하고 정량화된 블록공간들의 위상적

관계의 이해를 통하여 공간 조직을 분석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권

영훈, 박물관 전시공간의 구조론적 분석법에 관한 고찰, 홍익대학

교 석론, 2007, p.34

13) 유인력은 작품이 관람객의 관심을 끌어드리는 힘이며 유지력은 작

품이 관람객의 관심을 붙잡고 있는 힘이라 아더 멜턴(Arthur

Melton)은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유인력과 유지력의 측정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인력’은 관람객의 작품관람률의

성격을 띠며, ‘유지력’은 관람객의 체류정도(관람시간)를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구분 서열 척도

작품에 대한 집중도
1.불만족, 2.조금 불만족, 3.보통,

4.조금 만족, 5.만족

작품간 간격의 적정성
1.불만족, 2.조금 불만족, 3.보통,

4.조금 만족, 5.만족

작품 수의 적정성
1.불만족, 2.조금 불만족, 3.보통,

4.조금 만족, 5.만족

작품간 거리에 대한 느낌
1.매우 좁았다, 2.좁았다, 3.보통이다,

4.넓었다, 5.매우 넓었다

작품간 간격 차이에 대한

느낌

1.매우 일정했다, 2.일정했다, 3.보통이다,

4.다양했다, 5.매우 다양했다

작품 수에 대한 느낌
1.매우 적었다, 2.적었다, 3.보통이다,

4.많았다, 5.매우 많았다

<표 4> 관람 만족도 관련 분석지표의 평가 척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토대로 수행하였

다. 먼저, 주요 평가요인의 물리적 특징에 대한 분석지표

를 기준으로 분석대상 미술관의 전시환경을 각각 정량화

시켰다. 이후 이들 간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각 관 및

전시환경의 물리적 특징과 그 구성변화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물리적 특징과 구성변화에 대한 심

리평가(작품에 대한 집중도) 내용을 통계학적으로 분석

하여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끝으로 파악된

상관관계가 관람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규명하

여 미술관에서의 관람경험을 보다 증진시키는데 유효한

시각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3. 분석결과

3.1. 분석대상 전시공간의 구성 및 전시개요

먼저, 분석 대상관의 전시공간 구조와 분석 범위인 전

시공간(전시공간 구성, 관람순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를 살펴본 결과, 4개관 모두 기본적으로 홀 또는 복도

등과 같은 공용공간에서 개별 전시실로 출입이 이루어지

는 퍼블릭 투 룸(public to room) 형식의 공간 구조를 지

니고 있었다. 또, 전북도립 미술관(1층 규모)을 제외한

나머지 3개관 모두 3층 규모로 각 층별에 전시실이 구성

되어 있었으며, 1층에 위치한 전시실은 대부분 독립적으

로 운영되는 특별전시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분석대상 미술관의 각 층별 전시실 구성은

<그림 1>과 같다.

법은 다음과 같다. (유인력 = 관람한 작품 수 ÷ 전체 작품 수 / 유

지력 = 작품을 관람한 시간 ÷ 관람한 작품 수 단, 관람의사가 명

확하게 반영된 관람 작품 수와 관람한 시간에 대한 측정을 위해

작품 앞에 5초 이하로 멈춘 경우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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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4전시실 전경

<그림 3> 제 5전시실,

20시기 경남미술전

<그림 4> 제 6전시실,

남도 미술을 찾아서

<그림 5> 제 4전시실,

하정웅 기증작품전

관 명 전시실 전개순서와 전시연출 개요

서울시립미술관
2층 : 제2전시실 → 3층 : 제3전시실 → 제4전시실

(국립 조르주 퐁피두 센터 전)

경남도립미술관

2층 : 제3전시실(현대미술의 최근 동향 전) →

제2전시실(현대미술의 최근 동향 전) → 3층 :

제4전시실(최운 전) → 제 5전시실(20세기 경남미술 전)

광주시립미술관

2층 : 제3, 4전시실(장주원 전) →

3층 : 제5전시실(하정웅 기증 전) →

제6전시실(남도 미술을 찾아서)

전북도립미술관
1층 : 제2, 3전시실(2008신소장품 전) →

제4,5전시실(하정웅 기증 작품인 손아유 전)

<표 5> 분석 대상관별 전시실 전개순서와 전시연출 개요

<그림 1> 분석 대상관 별 분석 대상 전시공간의 구성 및 면적 개요 
또, 전시실의 관람은 <그림 1>에 기재되어 있는 전시

실 번호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기본으

로 하나, 일부 미술관에서는 전시 주제와 성격에 맞추어

적절히 조절하여 관람객의 관람을 유도시키고 있었다.

이에 본 조사기간 중 설정된 전시실 관람순서와 전시(전

시개요, 작품 종류)연출에 대한 전반적인 전시개요를 차

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립미술관

1층은 중앙 홀을 중심으

로 특별전시실의 성격을 지

니는 제 1전시실이 배치되

어 있으며, 2층은 중앙 보이

드(void) 공간을 감싸는 회

랑을 중심으로 제 2전시실

이 배치되어 있다. 또, 3층

은 중앙 보이드 공간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

전시실(제 3전시실, 제 4전시실)이 조성되어 있다.

조사대상 기간 중에는 2층과 3층에서 국립 조르주 퐁

피두 센터(Centre Georges Pompidou)전(展)이 연출되고

있었으며 1층에서 2층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 관람객을

직접 유도하고 있었다. 전시는 일부 영상전시(2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화, 판화, 사진 등 평면작품 위주로

연출되고 있었다.

(2) 경남도립미술관

1층에는 중앙 홀을 중심

으로 우측에 특별전시실 성

격을 지니는 제 1전시실이

배치되어 있다. 2층은 중앙

보이드 공간을 연결하는 브

릿지(bridge)를 기준으로 두

개의 기획전시실(제 2, 3전

시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

며, 3층도 중앙 홀을 기준으로 제 4, 5전시실(기획전시

실)로 양분되어 있다. 조사기간 중 관람객은 1층 로비에

서 연결되는 긴 경사로를 따라 2층의 전시실로 유도된

후 중앙 계단을 따라 3층 전시실로 관람이 유도되고 있

었다. 2층의 제 2, 3전시실에서는 현대미술 최근 동향전

(展)이 회화작품 위주로 연출되고 있었으며, 3층의 제 4

전시실은 지역작가인 최운 전(展)이 그리고 제 5전시실

에서는 상설전시인 20세기 경남미술전(展)이 각각 평면

작품 위주로 연출되고 있었다.

(3) 광주시립미술관

중앙 홀을 중심으로 특별

전시실의 성격을 띠고 있는

2개의 전시실(제 1, 2전시실)

이 연속적으로 1층에 배치되

어 있으며, 2층은 복도를 중

심으로 기획전시실인 제 3전

시실과 제 4전시실이 나란히

배치 되어있다. (단, 조사기간

중에는 제 3전시실과 제 4전시실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

용하고 있었음) 3층도 2층과 동일한 출입형태를 가지는

두 개의 기획전시실(제 5, 6전시실)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조사기간 중에는 중앙 홀을 중심으로 1층의 특별

전시실로의 동선과 2층의 제 3, 4전시실→3층의 제 5전

시실→제 6전시실 순으로 이루어지는 기획전시실 동선으

로 크게 이 분화되어 관람객이 유도되고 있었다. 2층의

제 3, 4전시실은 장주원 전으로 연출되고 있었으며, 3층

의 제 5전시실은 상설전시인 하정웅 기증전(展)이 제 6

전시실은 ‘남도 미술을 찾아서’란 지역 작가의 판화 및

회화작품 중심의 평면작품이 연출되고 있었다.

(4) 전북도립미술관

전북도립미술관의 전시실

은 중앙 홀에서 연계되는 복

도를 중심으로 이를 에워싸

고 한 층에 5개의 전시실(제

1, 2, 3, 4, 5전시실)이 연속

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조사

대상 기간 중에는 제1전시실

을 제외한 4개 전시실로 관

람객이 순차적으로 유도되고 있었으며, 제 2, 3전시실에

는 회화작품 위주인 2008 신소장품 전(展)이 제 4, 5전시

실은 하정웅 기증 작품인 손아유전(展)이 평면작품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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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출되고 있었다.

3.2. 분석 대상관별 전시환경의 물리적 특징 분석

(1) 각 관별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징

본 절에서는 전시공간의 주요 평가요인인 ‘작품 간 간

격’, ‘작품 수’, ‘전시실 벽의 크기’, ‘전시실 공간의 크기’,

그리고 ‘전시실의 구성변화’ 등에 대한 시지각 차원의 물

리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관별 각각의 분

석지표(총 14가지 지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동시

에 각관별 전시공간 및 작품의 구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

하여 전시실 및 작품의 전개과정에 따른 정량적 변화 추

이를 파악하였다. 이에 우선, 각 미술관 및 전시실별 주

요 평가요인의 시지각적 차원의 물리적 특징을 작품과

전시공간으로 나누어 그 전반적인 경향을 표를 통해 정

리하였다. 더불어 정리된 분석 대상관별 물리적 특징을

보다 용이하게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4개 대상관을 기준

으로 한 상대적 크기를 4단계의 서열 척도(4>3>2>1)로

보정하여 <표 6>과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미 술 관 명

서울시립 경남도립 광주시립 전북도립

작

품

간

격

총 작품간 간격(m) 84.00 (1) 97.90 (3) 110.30 (4) 87.50 (2)

평균 작품간 간격(m) 1.78 (4) 1.00 (2) 1.35 (3) 0.85 (1)

작품간 간격의 변화(m) 8.44 (4) 5.45 (3) 5.28 (2) 3.10 (1)

수

작품 수(개) 77 (1) 153 (3) 117 (2) 162 (4)

작품의 총 길이(m) 98.16 (1) 193.15 (4) 109.29 (2) 163.10 (3)

작품 밀도(%) 33 (2) 47 (4) 32 (1) 41 (3)

전

시

공

간

전

시

벽

전시벽 개수 30 (1) 50 (3) 35 (2) 53 (4)

전시벽 길이(m) 300.18 (1) 410.45 (4) 341.57 (2) 398.44 (3)

평균 전시벽 길이(m) 10.52 (4) 8.40 (2) 9.76 (3) 7.00 (1)

전시벽 길이 변화(m) 5.66 (3) 7.10 (4) 5.51 (2) 2.86 (1)

구

성

변

화

전시실 면적(㎡) 1,524 (3) 1,542 (4) 1,331 (2) 1,093 (1)

전시블록 수(개) 19 (3) 22 (4) 16 (2) 15 (1)

전시블록 면적의 평균(㎡) 60.78 (1) 60.83 (2) 75.38 (4) 64.96 (3)

전시블록 면적의 변화(㎡) 33.05 (1) 50.13 (3) 54.73 (4) 36.59 (2)

* ( )안의 숫자는 분석대상 미술관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크기를 오름차순으

로 정리한 것임.

<표 6> 미술관별 주요 평가요인 특성 비교

표를 통해 나타난 각 미술관 별 분석지표의 서열 특징

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의

경우, 14개 분석지표 중 무려 10개 분석지표가 최상위

또는 최하위 서열을 기록하였다. 또, 전북미술관의 경우

도 과반수이상인 8개 분석지표가 최상위 또는 최하위 서

열로 기록되었다. 반면, 경남도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

관은 각각 6개, 4개의 분석지표만이 최상위 또는 최하위

서열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을 토대로 서울시립

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 간의 전시공간 및 작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해 본 결과, 각각 최상위 또는 최하위 서열

로 기록된 분석지표 중 평균 작품간 간격, 작품간 간격

의 변화, 작품 수, 전시벽 수, 그리고 전시벽 길이가 서

로 정 반대의 서열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작품간 간격’

의 경우 서울시립(1.78m)이 전북도립(0.85m)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품간 간격의 변화’

도 서울시립(8.44m)이 전북도립(3.10m)보다 약 3배 정도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평균 전시벽 길이’의 경우도

서울시립(10.52m)이 전북도립(7.00m)보다 다소 크게 파

악되었다. 반면, ‘전시벽 개수’에 있어서는 전북도립(53

개)이 서울시립(30개)보다 다소 많게 파악되었다. 이는

분석대상 미술관들의 전시면적이 유사함을 감안해 볼

때, 두 대상관은 작품 레이아웃과 이를 담는 전시벽 및

공간의 구성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위미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전북도립미술관

보다 서울시립 미술관 쪽이 상대적으로 큰 전시벽에 적

은 수량의 작품들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시

공간 및 작품 배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광주시립미술관은 ‘총 작품간 간격’이 가장 크고 ‘작품

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작품배치

경향에 있어서 서울시립과 유사한 특징이 존재한다고 판

단할 수 있다. 반면, 경남도립미술관은 ‘작품의 총 길이’,

‘작품 밀도’와 같은 작품에 대한 평가요인과 ‘전시벽 길

이’, ‘전시실 면적’과 같은 전시공간에 대한 평가요인 모

두 다른 미술관에 비해 다소 큰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전북도립 미술관과 비교적 유사한

특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전시실 전개에 따른 각 관별 구성변화 추이

이러한 분석 대상관별 전시환경의 전반적인 물리적 특

징을 토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상관별 ‘작품’과 ‘전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구성변화를

관람순서 상의 전시실 순서를14) 기준으로 추이를 파악하

고 이를 서열화하여 그 패턴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서열

화한 패턴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표 7>과 같이 음영의 농도를 사용하여 서열을 시각화

하여 표현하였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은 최상위 서열

분석지표가 초반 전시실에 7개, 후반 전시실에 3개가 포

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초반 전

시실에 8개, 후반 전시실에 4개의 최상위 서열분포가 분

포되어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반면, 경남도립미술관의 경우는 최상위 서열 분석지표가

초반에 4개, 후반에 8개가 분포되었다. 또, 전북도립미술

관은 경남도립미술관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

는 가운데 초반 전시실에 최상위 서열 분석지표가 단 한

개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앞서

분석한 미술관별 주요 평가요인에 대한 물리적 특징의

서열 경향과 유사한 결과로, 전반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과 광주시립미술관 그리고 경남도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

술관끼리 각각 유사한 ‘작품’ 및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

14) 경남도립미술관의 경우 관람객의 실제 관람 순서상의 전시실 순서

와 건축계획상 순서가 일부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관람

순서상의 전시실 순으로 수정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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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미술관 제2실 제3실 제4실 제5실

작

품

간

격

총 작품간 간격 13.60 9.60 24.90 39.40

평균 작품간 간격 0.68 1.06 0.92 0.84

작품간 간격의 변화 0.23 0.32 0.40 0.22

수

작품 수 38 13 35 76

작품의 총 길이 52.50 22.50 31.80 56.30

작품 밀도 (%) 40 53 40 39

전

시

공

간

전

시

벽

전시벽 개수 18 4 8 23

전시벽 길이 130.96 42.28 145.32 793.88

평균 전시벽 길이 5.78 10.57 9.95 6.32

전시벽 길이 변화 1.77 1.45 2.73 2.57

구

성

변

화

전시실 면적 257.82 133.35 257.82 444.55

전시블록 수 5 1 2 7

전시블록 면적의 평균 44.83 124.2 119.01 55.43

전시블록 면적의 변화 9.92 1 42.75 23.66

징과 구성변화의 추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러한 상대적 경향을 전제로 분석 대상관 각각의 전시환경

특징 및 구성변화의 추이를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시립미술관은 타 관에 비해 작품수가 가장

적고 작품간 간격이나 그 차이가 가장 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시공간의 경우, 전시벽의 개

수와 그 총 길이가 가장 작게 나타났으나, 전시벽 하나

의 평균 길이는 대상관 중 두 번째로 긴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작품 및 전시벽의 개수와 전시실의

면적 및 블록 개수와 같은 전시공간의 구성 변화는 초반

시실에서 후반 전시실로 이동할수록 상대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서울시립미술관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실

작

품

간

격

총 작품간 간격 46.00 24.00 14.00

평균 작품간 간격 1.80 2.70 1.20

작품간 간격의 변화 0.58 0.86 0.70

수

작품 수 43 14 20

작품의 총 길이 39.56 27.10 31.50

작품 밀도 (%) 28 34 39

전

시

공

간

전

시

벽

전시벽 개수 17 5 8

전시벽 길이 140.47 79,660 80,050

평균 전시벽 길이 8.87 15.93 10.01

전시벽 길이 변화 5.52 5.56 3.36

구

성

변

화

전시실 면적 702.18 411.09 411.09

전시블록 수 (개) 10 5 4

전시블록 면적의 평균 48.51 63.58 87.94

전시블록 면적의 변화 25.57 32.00 34.41

<표 7> 전시실 전개 순서에 따른 미술관별 주요 평가요인의 물리

적 특성 변화의 상대적 추이 비교

경남도립미술관 제3실 제2실 제4실 제5실

작

품

간

격

총 작품간 간격 19.60 0 27.60 50.70

평균 작품간 간격 1.03 0 0.76 1.21

작품간 간격의 변화 0.53 0 0.32 0.60

수

작품 수 35 15 54 49

작품의 총 길이 53.10 39.95 49.70 50.40

작품 밀도 (%) 48 54 48 41

전

시

공

간

전

시

벽

전시벽 개수 15 15 14 6

전시벽 길이 111.70 73.65 103.10 122.00

평균 전시벽 길이 34.88 7.44 7.14 20.03

전시벽 길이 변화 22.10 5.84 4.95 10.57

구

성

변

화

전시실 면적 455.60 315.52 315.52 455.60

전시블록 수 7 7 5 3

전시블록 면적의 평균 34.88 58.54 54.48 137.30

전시블록 면적의 변화 22.10 16.74 57.13 60.58

광주시립미술관 제3실 제4실 제5실 제6실

작

품

간

격

총 작품간 간격 49.70 3.05 3.01

평균 작품간 간격 1.71 0.95 1.43

작품간 간격의 변화 0.40 0.44 0.37

수

작품 수 46 44 27

작품의 총 길이 41.70 41.30 26.29

작품 밀도 (%) 26 42 33

전

시

공

간

전

시

벽

전시벽 개수 17 12 6

전시벽 길이 163.50 99.25 78.82

평균 전시벽 길이 9.62 8.27 13.14

전시벽 길이 변화 5.54 4.00 6.51

구

성

변

화

전시실 면적 602.72 362,76 365.78

전시블록 수 9 5 2

전시블록 면적의 평균 59.76 64.90 171.87

전시블록 면적의 변화 31.88 23.86 85.34

광주시립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 다음으로 작은 작품수

와 넓은 작품간 거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

시공간의 경우 전시 벽의 개수와 그 총길이가 두번째로 작

은 반면, 전시블록 하나의 평균 면적과 그 면적의 변화는

가장 작았다. 전시공간의 경우 전시 벽의 개수와 그 총길이

가 두 번째로 작은 반면, 전시블록 하나의 평균 면적과 그

면적의 변화는 가장 작았다. 이러한 작품과 전시공간의 특

징은 서울시립미술관과 마찬가지로 초반 전시실에서 후반

전시실로 이동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전북도립미술관은 분석 대상관 중 작품 개수와

전시벽 및 전시블록의 개수가 가장 많은 반면, 작품간

간격 및 그 차이와 전시벽 하나의 평균 길이는 가장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품과 전시공간 구성의 정

량적 변화는 초반 전시실에서 후반 전시실로 갈수록 상

대적으로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끝으로, 경남도립미술관은 분석 대상관 중 두 번째로 많

은 작품수와 전시벽의 개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또한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총 전시벽의 길이와 전시

블록의 수가 가장 길고 많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초반에

서 후반전시실로 이동함에 따라 면적이 증가하는 전시공간

구성변화에 맞추어 그 경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북도립, 경남도

립, 광주시립, 서울시립 순으로 작품과 전시공간의 전반적

인 물리적 특징이 단순화되는 양상이 존재한다 하겠다.

또, 전시실 전개순서에 따라 서울시립과 광주시립은 이러

한 단순화 경향이 강해지는 반면, 전북도립과 경남도립은

보다 복잡화되는 구성변화 추이가 존재한다 하겠다.

3.3. 주요 평가요인과 관람 만족도 간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파악된 각 관별 작품 및 전시공간의 물리

적 특징과 실제 관람객의 심리평가 간에 존재하는 시각

적 메커니즘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미술관별 관람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분석대상 4개관을 기준으로 ‘작품에 대한

집중도’의 상대적 서열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립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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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3.78), 광주시립미술관(3.75), 경남도립미술관(3.65), 그리고

전북도립미술관(3.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된 전시환경

으로 파악된 서울시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

관람 만족도의 총괄적 지표인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서

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이는 곧, 상대적으로 큰 전시벽에

적은 수량의 작품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시

환경에 관람객이 더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총 작품간 간격’이 가장 크고 ‘작품 밀도’가 가장 낮은

특징을 가지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서울시립미술관 다음으

로 ‘작품의 집중도’가 높게 나온 결과는 이와 같은 판단

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하겠다. 또한, 작품 개수는 물론

전시공간을 구성하는 총 전시벽의 길이와 전시블록의 수

가 각각 가장 길고 많은 것으로 파악된 경남도립미술관

이 상대적으로 낮은 ‘작품에 대한 집중도’를 보인 점도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품과 전시공간에 대한 주요 평

가요인과 관람 만족도(작품에 대한 집중도)간의 전반적

인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품에 대

한 집중도’ 관련 14개 분석지표 간의 상관성 분석을 수

행하였다.<표 8>

작품

에

대한

집중

도

작품

간

간격

의

적정

성

작품

수의

적정

성

작품

간

거리

에

대한

느낌

작품

간

간격

차이

느낌

작품

수에

대한

느낌

총

작품

간

간격

평균

작품

간

간격

작품

간

간격

의

변화

작

품

수

작품에 대한

집중도
- .903 .946 .977* .752 -.997** .163 .954* .844 -.949

작품간 격의

적정성
.903 - .903 .946 .977* .752

-.997*

*
.163 .954* .844

작품 수의

적정성
.946 .991** - .865 .820 -.941 -.159 .997** .893 -1.00**

작품간 거리

에 대한 느낌
.977* .797 .865 - .735 -.984* .317 .887 .820 -.873

작품간 간격

차이 느낌
.752 .775 .820 .735 - -.788 -.307 .855 .988* -.832

작품 수에

대한 느낌
-.997** -.892 -.941 -.984* -.788 - -.157 -.955* -.872 .946

총 작품간

간격
.163 -.246 -.159 .317 -.307 -.157 - -.138 -.229 .153

평균 작품간

간격
.954* .979* .997** .887 .855 -.955* -.138 - .922 -.999**

작품간 간격

의 변화
.844 .849 .893 .820 .988* -.872 -.229 .922 - -.903

작품 수 -.949 -.988* -1.00** -.873 -.832 .946 .153 -.999** -.903 -

작품 밀도 -.806 -.822 -.800 -.705 -.315 .762 -.132 -.761 -.452 .788

전시벽 개수 -.990** -.943 -.969* -.939 -.721 .980* -.086 -.966* -.820 .968*

전시벽 길이 -.926 -.989* -.982* -.824 -.697 .908 .129 -.965* -.791 .977*

평균 전시벽

길이
.989* .876 .931 .985* .822 -.997** .148 .950* .896 -.938

전시 벽길이

변화
.432 .137 .262 .589 .616 -.490 .363 .336 .583 -.286

전시실 면적 .558 .394 .493 .653 .852 -.616 .039 .560 .811 -.515

전시블록 수 .100 -.033 .060 .224 .602 -.171 -.067 .135 .499 -.084

전시블록 면

적의 평균
.232 .000 .014 .264 -.456 -.184 .793 -.015 -.321 -.004

전시블록 면

적의 변화
.033 -.394 -.292 .219 -.288 -.043 .966* -.255 -.247 .281

<표 8> 변수간의 상관계수 표

작품

밀도

전시

벽

개수

전시

벽

길이

평균

전시

벽

길이

전시

벽길

이

변화

전시

실

면적

전시

블록

수

전시

블록

면적

의

평균

전시

블록

면적

의

변화

상관

지표

개수

(개)

작품에 대한

집중도
-.806 -.990** -.926 .989* .432 .558 .100 .232 .033 5

작품간 간격

의 적정성
-.949 -.806 -.990** -.926 .989* .432 .558 .100 .232 5

작품 수의

적정성
-.800 -.969* -.982* .931 .262 .493 .060 .014 -.292 4

작품간 거리

에 대한 느낌
-.705 -.939 -.824 .985* .589 .653 .224 .264 .219 3

작품간 간격

차이 느낌
-.315 -.721 -.697 .822 .616 .852 .602 -.456 -.288 1

작품 수에

대한 느낌
.762 .980* .908 -.997** -.490 -.616 -.171 -.184 -.043 5

총 작품간

간격
-.132 -.086 .129 .148 .363 .039 -.067 .793 .966* 1

평균 작품간

간격
-.761 -.966* -.965* .950* .336 .560 .135 -.015 -.255 8

작품간 간격

의 변화
-.452 -.820 -.791 .896 .583 .811 .499 -.321 -.247 1

작품 수 .788 .968* .977* -.938 -.286 -.515 -.084 -.004 .281 5

작품 밀도 - .867 .894 -.712 .155 .040 .506 -.542 .107 0

전시벽 개수 .867 - .968* -.964* -.306 -.460 .009 -.241 .068 7

전시벽 길이 .894 .968* - -.884 -.104 -.325 .130 -.147 .302 6

평균 전시벽

길이
-.712 -.964* -.884 - .547 .673 .245 .132 .052 5

전시 벽길이

변화
.155 -.306 -.104 .547 - .931 .863 -.184 .495 0

전시실 면적 .040 -.460 -.325 .673 .931 - .881 -.409 .153 0

전시블록 수 .506 .009 .130 .245 .863 .881 - -.636 .145 0

전시블록 면

적의 평균
-.542 -.241 -.147 .132 -.184 -.409 -.636 - .618 0

전시블록 면

적의 변화
.107 .068 .302 .052 .495 .153 .145 .618 - 1

* 유의수준 5%, 유의차 감정 : 양측 / ** 유의수준 1%, 유의차 감정 : 양측

먼저, 관람 만족도의 총괄적 평가지표인 ‘작품에 대한

집중도’와 각 분석지표간의 관계에서는 ‘작품 수에 대한

느낌(-.997)’이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전시벽 개수(-.990)’, ‘평균 전시벽 길이(.989)’, ‘작

품간 거리에 대한 느낌(.977)’, 그리고 ‘평균 작품간 간격

(.9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시벽’과 ‘작품’간의

시각적인 연계에 만족할 때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

되며, 특히 작품수가 적고 작품간 간격이 넓을 때 보다

집중도가 향상되는 경향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크게 주요 평

가요인의 대한 관람 만족도를 물리적 특징에 대한 적정

성과 느낌을 평가하는 분석지표로 나누어 그 상관성을

각각 분석하여 보았다. 적정성 평가 지표인 ‘작품간 간격

의 적정성’과는 ‘작품 수의 적정성(.991)’, ‘전시벽 길이

(-.989)’, ‘작품 수(-.988)’, ‘평균 작품간 간격(.979)’ 등의

순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전반

적으로 작품간 간격이 증가 할수록 만족하데 비해, 전체

전시벽 길이가 길어지고 작품 수가 많아질수록 만족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더욱이 이를 반

증하듯 작품 수의 적정성과는 ‘작품 수(-1.00)’가 가장 높

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전시벽 길이(-.98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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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벽 개수(-.969)’의 순으로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물리적 특징에 대한 느낌을 분석하는 심리평

가 분석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해보았다. 작품간

거리에 대한 느낌은 ‘평균 전시벽 길이(.985)’와 ‘작품 수

에 대한 느낌(-.984)’과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작

품간 간격 차이에 대한 느낌은 관련지표인 ‘작품간 간격

의 변화(.988)’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작품

간 간격의 적정성(.977)’과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곧 주요 평가요인의 물리적 특

징에 대한 시각적 느낌은 작품에 대한 집중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작품 수에 대한 느

낌은 ‘작품에 대한 집중도(-.997)’, ‘작품간 거리에 대한

느낌(-.984)’과 같은 심리평가분석지표와 ‘평균 전시벽 길

이(-.997)’, ‘평균 작품간 간격(-.955)’과 같은 물리적 특성

에 대한 분석지표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전시벽과 작품 수에 대한

물리적 지표들과 심리평가 분석지표들 간에 존재하는 일

정한 상관관계를 종합해볼 때, 상대적으로 큰 전시벽에

적은 수량의 작품들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

시공간에 관람객이 보다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작품 간 거리가 넓고 그 간격 차이가 다양한 전시공간일

수록 이 같은 양상이 증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관

람 만족도의 총괄적 평가기표인 ‘작품에 대한 집중도’는

작품과 전시벽간의 위계 및 시각연계와 같은 지엽적인

요인에 강한 영향을 받음을 강하게 반증하는 것이라 하

겠다. 이상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집중

도’와 상대적으로 상관성이 높은 작품 간격과 수에 대한

관람객의 적정성 및 느낌을 중심으로 대상관별 작품에

대한 물리적 특징과 관람 만족도를 <표 9>와 같이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작품에

대한

집중도

작품 간격과 수에 대한

적정성
작품 간격과 수에 대한 느낌

작품간

간격의

적정성

작품 수의

적정성

작품간

거리에

대한 느낌

작품간 간격

차이에

대한 느낌

작품 수에

대한 느낌

서울

시립
3.78 4

3.58

(1.78)
4

3.53

(77)
4

3.10

(1.78)
4

3.50

(8.44)
4

2.90

(77)
1

광주

시립
3.75 3

3.33

(1.35)
3

3.35

(117)
3

3.08

(1.35)
3

2.85

(5.28)
2

3.03

(117)
2

경남

도립
3.65 2

3.10

(1.00)
1

3.18

(153)
2

2.83

(1.00)
2

3.03

(5.45)
3

3.35

(153)
3

전북

도립
3.60 1

3.13

(0.85)
2

3.15

(163)
1

2.58

(0.85)
1

2.55

(3.10)
1

3.53

(163)
4

* ( )안의 숫자는 분석 대상관별 작품 간격과 수에 대한 각각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냄.

<표 9> 분석 대상관별 작품에 대한 물리적 특성과 관람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그 결과, 서울시립, 광주시립, 경남도립, 그리고 전북도

립 순으로 ‘작품의 수에 대한 느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미술관별 주요 평가

요인에 대한 관람 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4개관의 ‘작품에 대한 집중도’의 상대적 서열을

파악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앞서 파악한

전시실의 전개에 따른 각 관별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징

의 구성변화 추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림

6>과 같이 ‘작품’과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징이 상대적

으로 단순하고, 이러한 경향이 전시실 전개에 따라 강해

질수록 ‘작품에 대한 집중도’와 ‘작품 간격과 수의 적정

성’에 대한 관람객의 심리평가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경

향이 존재한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6> 전시환경의 물리적 구성변화 추이에 대한 관람 만족도 변화

추이

3.4. 물리적 특징 및 구성변화 추이와 관람행태의

상관관계 분석

상기와 같은 관람객의 심리평가 분석결과를 보다 객관

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주요 평가요인의 물리적 특징

및 그 구성변화 추이와 관람행태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여 보았다. 이에 우선 각 관별 전시실 관람 순

서에 따른 유인력(관람객의 작품관람률)과 유지력(관람

객의 체류정도)의 변화추이를 각각 파악하여 이를 비교

하여 보았다. 그 결과 <그림 7>과 같이 유인력은 미술

관별 관람 만족도 평가 서열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유

지력은 광주시립미술관(7.56)과 경남도립미술관(10.49) 사

이에 서열 순서에 차이가 있을 뿐, 서울시립미술관

(26.32)이 가장 양호하고 상대적으로 전북도립미술관

(6.47)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 같은 경

향은 각 관별 초반 전시실과 후반 전시실의 유인력과 유

지력의 서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관람 만족도가 우위인 서울시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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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전반적으로 초반 전시실과 후반 전시실의 유인

력과 유지력 값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경남도립미술관과 전북도립미술관의 경우 초반 전시실에

서 후반 전시실로 이동 할수록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같은 경향은 앞서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징이

단순화된 미술관일수록 상대적으로 관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심리평가 분석결과를 검증해주는 보다 실증

적인 결과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전시공간

전개에 따라 작품과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징이 단순화되

는 전시환경에서 관람객의 관람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

러한 만족도가 반영된 관람행태는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

하고 관람 만족도가 낮은 미술관에 비해 비교적 일정하

게 유지가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미술관에서 전시물이 많을수록 관람객

의 관람률이 저하됨을 밝힌 기존의 광역적인 연구결과

를15)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간 경과에 따른 지엽적인 전

시환경 변화가 관람객의 관람 만족도와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즉, 단일 공간

에서 나타나는 주요 평가요인의 시지각적 특징만이 아니

라 그 시지각적 구성변화 추이도 관람 만족도가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관람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증하

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림 7> 전시환경의 물리적 구성변화 추이에 대한 관람행태 변화추이

15) 김동욱 외 2인, 미술관 전시의 관람특성과 감상거리에 관한 고찰,

한국박물관건축학회 통권4호, 2001, p.57

4. 종합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출한 작품 및 전시공

간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요 평가요인이 실제 미술관

현장에서 관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가

관람행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하였다. 이에 연구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

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미술관 전시공간과 작품에 대한 물리

적 특징 및 그 구성변화를 분석한 결과, 유사한 전시공

간 구조와 규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립,

경남도립, 광주시립, 서울시립 순으로 작품과 전시공간의

전반적인 물리적 특징이 단순화되는 양상이 존재함을 파

악했다. 또한, 초반 전시실에서 후반 전시실로 전개될수

록 서울시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은 상대적으로 이러

한 경향이 강해지는 구성변화 추이가 나타난 반면, 전북

도립미술관과 광주시립미술관의 경우는 보다 복잡화되는

변화 추이가 나타남을 파악했다.

둘째, 이러한 미술관별 작품과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

징 및 그 구성변화 추이가 관람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분석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해본 결과, 상대적으로 큰 전시벽에 적은 수량의 작품들

이 넓고 다양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전시공간에서

‘작품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저밀도 전시연출 경향에서 상대적으

로 만족도와 관람행태가 제고되는 양상은 고밀도 전시

시 관람률 저하가 나타남을 밝혀낸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도 그 맥을 같이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작품간 간격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작품배치 방식에 관람객이 보

다 만족하는 경향은 형태학에서 말하는 두드러짐

(signalize)의 구성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즉,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디자인 심리학 이론이 전반적으로

전시공간에 실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셋째, 전시환경의 물리적 특징 및 구성변화 추이가 초

반 전시실에서 후반전시실로 진행됨에 따라 단순화되는

대상관에 관람객이 보다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관람행태 분석지표인 유인력과 유지력의

변화추이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전

시환경의 물리적 특징 및 구성변화 추이가 관람 만족도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관람행태에 직접 반영

되는 미술관의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분을 실증적

으로 규명한 결과라 하겠다. 바꿔서 말하면, 관람객의 광

역적 경험을 실증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객관적인 정보로

서, 관람 만족도와 관람행태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전시공간 조합 및 배치 방안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곧, 전체적인 작품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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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배치 특징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작품

수가 감소되는 전시환경의 물리적 구성변화 추이가 관람

만족도를 증가시켜 관람행태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밝혀

낸 결과로, 효과적인 전시공간 및 구성을 도모하고자하

는 전시공간디자이너와 작품을 연출하는 큐레이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따라서 기존 전시공간은 물

론 신설되는 전시공간 디자인 계획 시 기본 방향을 제공

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이상의 분석결과는 본 연구를 위해 선행된 연

구들의 분석결과는 물론, 관람객의 관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작품의 밀도에 대한 종래의 연구결과를 심리평가

(건축디자인 심리학)와 관람행태 추적조사(행동과학)를

통해 실제적으로 검증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단, 분석

대상관을 동일한 전시공간 구조와 유사한 전시면적을 지

니는 국립미술관으로 그 범위를 통일하였다고 하나, 대

상관이 4개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데이터의 양적인 면에

서 다소 미흡하다 하겠다. 따라서 추후, 분석 대상관을

추가하여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더불어 관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평가요인 이외에도 전시실

의 천장고와 형태 등과 같은 의장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

은 물론 작품의 인지도와 관람객의 기호 및 성향차 등과

같은 정성적인 요인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수행하는 연

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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