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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전시관 공간기획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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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pace Planning of  Culture Contents Exhibition 

Hall (Based on case study)  

Kyoung-nam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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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가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문화콘텐츠전시관 공간기획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문화콘텐츠 전시공간의 효과적 기획을 위해서, 

전시 공간, 전시물, 전시체험방식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전시공간 컨셉 설정이 우선 되어야 하며, 그를 근거해 관람객
의 동선이 계획되어야 한다. 이때 사람들이 인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고 환경을 지각하는 
속성을 반영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느끼게 되는 관람객의 인식, 감성, 심리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
다. 또한, 시각에 국한되기 쉬운 관람객 전시체험 방법을 적극 벗어나, 관람객의 오감과 복합적 경험을 통한 관람객 
인식효과 증대를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기반 산업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날로 증가하는 문화산업기반 전문전시
관들의 구축에 구체적인 공간기획방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전시관 구축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에도 기
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전시공간기획, 관람객체험, 동선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many factors which had to be considered importantly in space planning for 
the cultural contents exhibition hall on the basis of establishment cases at this time that cultural contents were 
considered very importantly in the national economy. It must be a priority to set up the concept of the 
exhibition space which can encompass exhibition spaces, exhibits, the approach to experience exhibitions and 
others for the effective planning for exhibition spaces showing cultural contents. Visitors’ moving lines should 
be planned based on that concept setting. It is necessary to reflect human attributes that people detect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perceive the environment through their sensory organs and plan moving lines 
considering visitors’ cognitiv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factors which they can feel according to the 
temporal order. In addition, this study led visitors to respond exhibits through their five senses and increased 
the effects that visitors appreciated exhibition spaces, actively getting out of the way that visitors experienced 
exhibitions, which might be limited to sight. This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specific space planning method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industry-based professional exhibition halls which have been increased 
day by day at this time that culture-based industries are considered to be important. Moreover, it will be 
helpful in reducing the trial and effort factor in the exhibition hall establishment project.

Key Words : cultural industry, cultural content, Exhibition space planning and visitors’ experience, visitor's 
cir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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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바야흐로 세계는 정보 심의 지식경제 시 에서 상

상력이 콘텐츠가 되고, 문화가 국력이 되는 문화와 창조

경제 시 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일 이 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창조 국가를 미래 비 으로 설정

하고 문화콘텐츠·미디어 심의 창조산업을 국가 략 산

업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1]. 

그뿐 아니라, 정보화 사회인 제3의 물결에서 문화, 창

조, 상상력의 시 인 제4의 물결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

동안 세계경제를 좌우하던 제조업 심의 성장은 서비스

업과 기술 우 의 산업경제 는 정보와 지식기반 경제

로 진화해 왔다. 그러나 경쟁력의 핵심원천이 소 트 

워로 불리는 문화와 창조성으로 바 면서 창의성과 문화

우 의 창조경제로 패러다임이 환되고 있다. 즉, 상상

력이 콘텐츠, 문화가 국력이 되는 시 가 도래 하 다. 문

화  상상력과 창의성을 모태로 만들어지는 콘텐츠 산업

은 고부가가치 복합문화상품으로서 연  산업으로의 

효과가 크며, 콘텐츠는 랫폼(P), 네트워크(N), 디바

이스(D) 등 하드웨어 기술의 발 에 따라 무한 확장과 변

형이 가능하고, 높은 고용유발 효과와 청년층이 선호하

는 일자리를 창출에 유리하다. 그에 따라 콘텐츠 산업 진

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온 민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해 온 이기도 하다[1].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동시에 잠재  문

화, 술 콘텐츠의 인 라 증 를 목 으로 문화콘텐츠

시 을 구축한, 사례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시 의 

효과 인 시공간 기획을 연구하 다.

시공간은 람객, 시 상물과 구분되어 독자 으

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람객과 시 상물, 각각의 

공간들 사이의 새로운 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의미의 공

유를 유발시키는 재  행 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공간은 단순히 시물을 설치하고 배치하는  

개념 이 에, 시의 목 을 이루기 한 효율 인 공간

기획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한 람객은 한 장소에 서서 시를 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동하면서 작품을 람하기 때문에 그

에 따라 특정 공간에 치한 람객에게 이후에 나타날 

공간에 한 호기심을 유발시키거나, 시의 목 을 자

연스럽게 체험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공간의 흐름을 잡

고, 하나의 가치체계 속에서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하다.

한 이때 람객의 공간(환경)에 한 지각은 단순히 

시지각 뿐 아니라, 모든 감각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게 함

으로, 감각의 효율  활용을 통한 지각의 확 가 필요하

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 공간 기획에 있어, 하

나의 흐름을 유도하는 람객의 동선을 고려하고 시각뿐 

아니라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시 체험 공간 기획을 연

구한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문화콘텐츠의 개념, 시  

시공간 등에 한 이해에 해당하며, 3장은 시  구축에 

한 구체 인 공간기획을 시  컨셉, 람객동선  

체험방식을 심으로 설명한다. 4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한다.

2. 문화콘텐츠 개념 및 전시공간에 대한 

   이해

2.1 문화콘텐츠 개념

콘텐츠산업과 련된 용어들은 나라에 따라 조 씩 

달리 지칭해서 불리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미디

어 엔터테인먼트 산업(Media&Entertainment Industry)

의 맥락에서, 국에서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 

일본에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맥락에서 조 씩 다르게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문화콘텐츠’는 

창조콘텐츠 는 문화콘텐츠라고 불리 우며, 콘텐츠산업

의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

천으로 ‘문화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  가치를 창출하

는 문화상품(Cultural Commodity)을 의미한다. 문화콘텐

츠의 창작 원천인 ‘문화  요소’에는 생활양식, 통문화, 

술, 이야기, 문화, 신화, 개인의 경험, 역사기록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요소’는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로 환될 수 있다. 즉, 재 문화콘텐츠라고 부를 

때는 문화 인 요소를 활용해 '고도로 상품화시킨 것'으

로 이해된다. 특히 디지털 시 에 다양한 랫폼에 탑재

돼 소비자에게 범 하게 유통됨으로써 고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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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mprove understanding of cultural contents and 

promote them

- To enjoy cultural contents and expand their base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일컬어 문화콘텐츠라고 부르고 

있다[2].

문화콘텐츠는 그 내용에 따라 애니메이션, 화, 게임, 

캐릭터, 만화, 음악, 술, 출 , 방송 상, 디자인, 패션, 

공 , 에듀테인먼트, 고 등 다양하며, 유통방식에 따라 

무선인터넷콘텐츠, 유선인터넷콘텐츠, 방송콘텐츠, 극장

용 콘텐츠, DVD, 비디오, PC게임, 아 이드게임 등 다양

한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의 구분은 

콘텐츠 간 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유선과 무선의 융합 

등 디지털융합으로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장르 

간 구분의 의미가 약해지고 있다. 한 새로운 디지털콘

텐츠산업이 부각됨에 따라, 콘텐츠의 흐름을 반 하여 

정책 상으로서의 콘텐츠의 범 는 재조정 되고 있다[2].

2.2 전시 및 전시공간에 대한 이해

일반 으로 시는 달의 목 을 효율  방법으로 

성취하기 하여, 구체  표  수단을 사용하여 어떤 공

간에서 이용자에게 해석되는 정보 달을 해 진열하는 

행 를 말하는 것이다. 한 람객과 시 상물 사이

의 새로운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의미와 공유를 

유발시키는 재  행 를 의미한다. [3-4]. 즉, 시공간

은 정보 달을 한 특정한 달 매체를 사용하여 특정

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반 들에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장(場)의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시 에서의 공간 

개념은 람객과 끈임 없이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장으

로의 공간이며, 단순한 시간  진행 혹은 이성  사고에 

근거하여 인지되는 공간을 넘어,  더 감각과 지각을 

통해 인간의 복합 인 체험과 감성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 인 시 공간을 구축, 기획하기 해서

는, 람객의 체험, 람자와 시 상물, 시공간 간의 

연계성 등이 복합 으로 고려되어, 소통 체계를 구축하

여 의미와 공유를 유발시키는 소통, 상호작용의 장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3. 문화콘텐츠 전시관 구축 

본장에서는 시 의 공간기획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시  구축 목 에 맞추어 시공간의 컨셉 

설정, 시 공간 간의 연계성 형성, 람객이 시간  진행

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동선고려, 시각을 포함한 신체의 

극  체험, 복합  체험을 심으로 시공간의 구축

요소들을 사례를 심으로 설명한다. 

3.1 전시관 구축목적

문화콘텐츠 시 의 구축목 은, 1장에서 설명한 문

화콘텐츠산업의 요성에 따라, 먼 , 국민들에게 문화콘

텐츠의 요성을 이해시키는데 있다. 그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맥락에서 OSMU (One source multi-uses)[5],[6] 

특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역에서 생되는 산업  기

치창출과 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 다. 한, 국내 우

수 콘텐츠들을 홍보하고, 콘텐츠문화 체험  향유권을 

확 시키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국내 우수

콘텐츠들(수상콘텐츠들 심)을 시하고, 문화콘텐츠 향

유  변 확 의 목 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시체험을 유도하 다. 시지각  체험을 넘어, 신

체 체험, 놀이, 공연 등의 복합  체험을 기반으로 하 다. 

<Table 1> the purpose of constructing the 
Culture Contents Exhibition Hall

3.2 전시관 컨셉 및 전시공간 기획

시공간이란, 람객과 시 상물 사이의 새로운 소

통 체계를 구축하여 의미의 공유를 유발시키는 재  

행 의 역할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에 따라  시공간

과 람객, 그리고 각각의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체 컨셉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공간 체의 컨셉 설

정과 이를 근거해 각각의 공간기획, 시체험방법 등이 

람객과의 상호 소통 속에 고려되어야 한다.  

<Table 2>는 시 의 컨셉을 설명한 표이다. 문화콘

텐츠 시 의 구축목  <Table 1>에  맞추어 인간의 감

성,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체화되어서 문화콘텐츠가 만들어 지며 이런 문화콘텐츠

들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문화콘텐츠 시 이

다. 라는 공간의 특징  성격을 설정하 다. 그에 따라 

시 의 컨셉을 "창작과 감성으로 만나는 문화콘텐츠“ 로 

설정하 으며, 이 시 의 체 공간컨셉에 맞추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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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존재하는 세 개 공간이 연계되어 <Table 2>와 같

이 공간 별 컨셉을 설정하 다. 

<Table 2>는 람객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차례로  

체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축 , 인식되어지는 경험을 고

려하여 정한 것이다.  

상학  공간개념에서, 몸과 공간은 상호 교차하여 

계를 맺고 있으며, 불완 하고 장면 인 지각이 연속

성을 자질 수 있게 해 다고 설명한다. 한 몸의 움직임

이 끝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에 해 생각하고 지각하게 

되고 이미지나 기억의 정보로 남아 후에 다른 경험과 지

각에 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4] 즉, 시

에서 람객은 새로운 상황, 새로운 공간을 했을 때, 

과거의 경험, 이 에 경험한 공간, 지각한 것들에 한 기

억의 연상이 더해져 지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시 공간에서는 람자의 치와 시물이 정

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시공간을 

람자는 돌아다니면서 시물을 감상하게 된다. 그에 

따라 시공간은 단일의 개념  공간이 아니며, 람자

의 움직임  시간의 진행에 따라 시공간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 기획에 있어서 람

자의 시 공간 이동에 의해 생기는 시간축척에 따른 경

험의 연속성 맥락에서 술  체험의 일련의 흐름을 가

지게끔 시공간의 컨셉 설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다

음 효과 인 시체험을 해 각각의 공간들을 람객들

이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에 한 람객 동선설정을 하

여야 한다. 

 

<Table 2> Concept of the Culture Content 
Exhibition Hall

- To improve understanding of cultural contents and       

 promote them

- To enjoy cultural contents and expand their base


“Experiencing cultural contents through creation and 

sensitivity”

Space 1:

Space of Introduction-Getting to know   

cultural contents

Introduct ion, 

Meeting

Space 2:

Space of Creativity-Meeting the world   

through imagination

Understanding

Space 3:

Space of emotion-Communicating with 

various worlds

Communication, 

Sharing

 

[Fig. 1] The planing of visitor's circulation 
람객이 처음 시 에 들어서자마자 만나게 되는 방

은 “만남의 방: 문화콘텐츠와 친해지다”이다. 이 방은 람

객이 처음 들어서게 되는 방임으로, 람객이 부담 없이 

시 의 모든 시물을 감상할 수 있게 흥미와 친숙함을 

주는 것이 매우 요하다. 그에 따라 쉽게 문화콘텐츠들과 

친해질 수 있고, 재미있게 즐기는 과정에서 문화콘텐츠에 

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공간 컨셉을 기획하 다.

[Fig. 2], [Fig. 3]은 이 첫 번째 방의 공간 컨셉을 이해

하기 한 것으로, 이 “만남의 방”에서 기획한 시의 

들을 보여 다.  

이방에 람객들이 들어가면 형캐릭터, 피규어, 

련 화 포스터 시 등이 연계된 시물을 감상한다. 

람객의 생활 속에서 친숙한 형 캐릭터들, 과거 추억 속

에서 한번 쯤 보암직한 화 속 웅 피규어, 화포스터 

등이 시된다. 람객이 처음 들어서게 되는 공간인 만

큼 람객은 이 공간에서, 어려운 문화콘텐츠에 한 선

입견을 버리고, 친숙하고 재미있게 즐기게 된다. 람객

은 우리나라의 표 인 형 캐릭터들과 사진도 고 

련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터랙티  아트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콘텐츠에 해 친해지면서 즐기게 된다. 

[Fig. 2] The exhibition of gigantic characters 
(the first room: space of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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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xhibition of movie poster and
figure in gallery white wall (the
first room: space of Introduction) 

만남의 방에서 나온 람객들은 두 번째 방 “ 창작의 

방”으로 가게 된다. 첫 번째 만남의 방에서 즐기고 놀면

서 문화콘텐츠들과 친숙해지고 마음을 열게 된 람객들

은, 두 번째 방에서 문화콘텐츠에 한 이해  학습이 

유도된다. 

문화콘텐츠들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어떤 산업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제작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에 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방의 공간은 [Fig. 1],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화

이트 월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패쇄 이고 아늑한 독

립된 공간의 느낌을 갖고 있다. 이 공간의 패쇄 이고 집

된 특성을 이용하여 람객에게 문화콘텐츠에 해 이

해시킨다. 

[Fig. 4], [Fig. 5]는 이 공간의 공간  성격을 보여주는 

시의 이다. [Fig. 4]는 문화콘텐츠를 OSMU(One 

Source Multi Uses) [5],[6]의 입장에서 조명하여 그 활용

성과 가치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한 시물이다. 

만화 원작 ‘바람의 나라’가 뮤지컬, 화, 게임, 음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 얼마나 큰 고부가가치

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 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산

업  요성을 보여주는 시물이다.

[Fig. 5]는 만화의 제작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보여

주고 있으며, 원 소스(One Source)로 사용된 만화가 어

떻게 만들어 지는지, 탄생하는 지를 보여 다.

[Fig. 4] A case of OSMU(One Source Multi 
Uses):“Kingdom of the Winds”(the 
second room: space of creation)

[Fig. 5] The process of creating cartoon(the 
second room: space of creation) 

이와 같이 두 번째 창작의 방에서는 문화콘텐츠들에 

한 이해, 산업  맥락에서 문화콘텐츠의 요성 등에 

하여 람객이 이해하고 공감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이 창작의 방에서 나온 람객은 세 번째 방에 들어가게 

된다. 세 번째 방은 “감성”의 방이다. “창작”의 방에서, 어

떻게 문화콘텐츠가 제작되는지, 어떤 산업  가치가 있

는지 등에 해 이해하고 나온 람객은, 이방에 들어가

서 완성된 문화콘텐츠들을(수상작 심) 자유롭게 감상

하고,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게 된다. 한 문화콘텐츠 

연계 로그램들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  방들 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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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콘텐츠와 친해지기”, “문화콘텐츠 이해하기” 방에서는 

주로 시각  체험, 상호작용, 놀이체험 등의 신체  체험

을 바탕으로 감상하 다면, 이 방은 시 연계 로그램 

체험, 휴식 등이 복합 으로 고려되어 체험할 수 있는 공

간이다. 

[Fig. 6-10]은 그 들을 보여주고 있다. 무 와 조명

시설, 화감상시설, 음악 감상 시설, 커피를 마실 수 있

는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특별한 기획 시가 없을 때에

도, 지역 주민들은 국내외 우수 콘텐츠들을 자유롭게 감

상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련교육과 행사

에 참여할 수 있게 하 다. 

즉, 이 공간에서는 만화, 캐릭터 등의 원 소스(One 

source)가 뮤지컬, 연극 등의 랫폼에서 확장된 작품들

을 소규모 무 를 심으로 감상할 수 있다. 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 연계교육 로

그램의 참여를 통해 일반사람들과 문화 술인들과의 만

남을 가능하게 하 으며, 다양한 문화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 다. 

이와 같이 세 번째, 감성의 방은, 복합 이고 다양한 

람객 경험의 시체험을 가능하게 하여 지각의 활성화

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실질 으로 일반 사람들

의 휴식장소가 되기도 하며, 지역문화커뮤니티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Fig. 7]의 디지털아카이 에서는 국내 우수콘텐츠들, 

화 다큐, 뮤직비디오 등을 감상 할 수 있으며, [Fig. 8]

의 무 에서는 공연, 세미나, 그밖에 다양한 시연계

로그램 등이 가능할 수 있게 공간을 기획하 다. 물론 기

획 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 컨셉에 따라 시공

간으로 확장하여 사용 할 수도 있다.

[Fig. 9]는 국내 우수 음악, 다큐 등의 상물이 진열되

어 있으며, 키오스크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음악 감상도 

할 수 있다. 벽면에 진열되어있는 우수 문화콘텐츠들은 

디지털아카이 , 키오스크에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하 다. 

[Fig. 10]은 커피 존이다. 콘텐츠 감상과 더불어 휴식

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열린 공간으로 복합  체험공

간의 성격을 보여 다. 

[Fig. 6] Important facility of the space of 
emotion

[Fig. 7] Digital archive zone (space of emotion)

[Fig. 8] Stage with lighting and sound equipment
(space of emotion)

[Fig. 9] Music and documentary appreciation 
zone (space of 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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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ffee zone (space of emotion)

<Table 3> Viewers experience method in each 
exhibition space

Visual 

experience

Vision-based 

exhibition 

experience

Exhibition on flat 

surfaces, and 

images

“space of 

Introduction”, 

“space of 

creation”, 

“space of 

emotion”

Physical 

experience

Play-based 

experience 

and 

technology-b

ased 

experience

- Visitors can 

experience various 

characters and 

figures. Other 

features are 

available such as 

the photo zone, etc.

- The experience 

has been designed 

based on 

interactive 

technology.

“space of 

Introduction”

Hybrid 

experience

Various 

types of 

hybrid-style 

experience

- The Digital 

Archive provides a 

wide range of 

image experience. 

Visitors can also 

listen to music.

- Seminars, 

exhibition-linked 

programs such as 

performances, and 

other events are 

held.

- Provides areas to 

relax, such as the 

coffee zone

“space of 

emotion”

<Table 3>은 본 시공간에서 람객이 체험하게 되

는 시체험방법을 요약한 것이다. 

이는 람객이 시공간을 인지할 때, 단순히, 이성  

사고에 근거하여 수동 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오감을 

활용하고, 복합  경험의 기억을 활용하면, 감성이 자극

되고 참여가 증 되기 때문이다. 

상학에서는 지각의 주체가 우리의 신체로 보며[4], 

공간에 한 지각은 오감의 사용, 복합  감각, 경험의 사

용이 지각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 다. 단순한 

시각  체험보다는 오감의 사용, 복합  경험의 제공이 

지각의 활성화를 돕고 람객의 몰입유도에도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본 시  공간기획에 있어

서 체험방식은 <Table 3>처럼, 단순 시각체험 뿐 아니

라, 사진을 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듯한 놀이기반의 

시체험, 인터랙티  아트의 활용을 통한 체험, 공연  

시 연계 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복합  체험의 차원까

지 확장시켰다.    

4. 결론 

본 연구는, 문화와 창조가 국가경제에서 매우 요하

게 강조되는 시 에서 문화콘텐츠 시  구축을 통해 사

람들에게 쉽고 친숙하게 문화콘텐츠를 이해시키고, 문화

콘텐츠에 한 향유를 증진 시키고자 문화 부 주최, 

본인이 담당한 시  구축사례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다. 

문화콘텐츠 시공간의 효과  기획을 해서, 먼  

각각의 시 공간들, 시물, 체험방식을 아우를 수 있는 

시 공간 체의 컨셉 설정이 요하며, 이와 같은 큰 

흐름 아래서 경험하게 되는 람객의 동선계획이 요하

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공간별 컨셉  동

선 기획, 체험방식 등을 연구하 다. 

첫째, 람객은 시간  순서에 따라 공간을 이동하면

서 시물을 감상함으로, 체험하는 시콘텐츠의 순서에 

따라 람객의 인식, 감성, 심리 인 요인 등이 고려된 동

선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만

남, 창작, 감성이라는 각각의 공간에서 어떻게 순차 으

로 람객의 공간별 체험을 유도하는지에 해 보여 주

었고, 학습과 향유라는 다소 상이한 시  구축 목 의 

효율  달성을 한 공간기획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는 신체  복합 인 체험을 극 활용한 시

체험 방법이다. 사람들은 인체의 감각기 을 통해 환경

에 한 정보를 감지하고, 환경을 지각한다. 즉 사람들이 

시공간을 지각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오감, 감각을 

활용하여 지각 할 때, 시각  감각에 국한되었을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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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효과  몰입이 증 된다. 그에 따라 시지각  체험

은 물론, 인터랙티 아트 체험, 놀이체험, 나아가 공연, 

시연계 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복합  체험방식을 

용하 다. 

이는 산업  맥락에 기반을 둔 시공간기획의 많은 

경우, 주기 인 콘텐츠의 변화가 고, 내용 인 의미부

여가 약하며, 체험방식의 단조로움 등으로 람객에게 

소외되는 시 의 모습을 극복 하는 형태이다. 그에 따

라 본 연구는 재 문화기반 산업이 요하게 여겨지며, 

기업의 시 , IT홍보  등 산업  맥락에서 문 시

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시 에, 복합  시공간기획

의 도입  용 사례를 보여 으로써, 산업  맥락의 

시공간기획의 구체 인 방법 용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다. 한 막 한 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단조

로운 홍보  형태의 공간기획으로 람객에게 소외되는 

시  구축사업의 시행착오를 이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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