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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the economical and cultural levels become higher, the public have more various and new cultural desires,

leading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and kinds of cultural facilities. Out of all the cultural facilities built in such a

trend, art museums are the yardstick for a certain nation’s cultural level, and the number of art museums is

gradually increasing every year in Korea, as a cultural space where the public can make cultural exchanges with

artists. On the contrary to the increasing number of art museums, however, the number of art museum visitors is

decreasing every year, so various attempts are made to activate art museums in Korea. Thus, this study aims to

seek a plan to activate the space of an art museum by improving the physical movement of art museum visitors,

especially targeting small-sized ones out of all the art museums in Korea. For accurate analyses and

verifications, this study used the visibility-ERAM program. As a result of analyses, this study found out and

reconsidered several problems related to the space of art museums, and based on the results, the researcher

could verify the related hypotheses, further comprehending possible errors of the proposed solution to those

problems and supple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such an analysis method and process has objective

accuracy,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plans to activate the

space of art muse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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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경제적 발전과 문화 수준의 질적인 향상은 대중으로

하여금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적 욕구를 끊임없이 불러일

으키며, 이는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문

화 시설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겨난 미술관은 나

라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로써 계몽주의 시대를

거친 후 개인적 차원의 공간을 넘어 독립된 기능의 대중

적 공간으로 등장하면서20세기 이후에 문화와 대중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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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교류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2003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전면 개정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업무 등 각종 행정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 이양되

어 전국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수가 급증하였으며,1) 참여

정부의 미술부문 공약인 ‘1시 도 1미술관 건립’ 정책으로

인해 매년 그 수가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기반 시설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술관을 찾

는 관람객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에2) 미술관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

1) 박소현, 국가 박물관 미술관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현황 통

계항목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p.3

2) 우리나라의 경우, 관람 총 수로는 11위, 국민 1인당 관람 횟수로는

10위로 하위권에 속했다.~문화향수실태에서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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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술관 활성화에 관한 노력은 우리보다 앞선 미술관

정책으로 많은 수의 미술관을 보유한 일본은 물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술

관 활성화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 시립미

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등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미술관들의 대부분이 전문 인력이나 재정

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3), 이러한 요인은 미술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미술관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 둘째, 운영적인 측면 외에도 정책적인 이유

로 크게 증가한 미술관들의 대부분이 관람객의 특성이나

전시되는 미술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

되어 미술관과 관람객은 물론 관람객과 전시 작품과의

소통을 방해하여 미술관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4) 이

는 새롭게 건축되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기존의 미술관에

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며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

해야 하는 과제이다. 하지만 국내의 미술관 활성화에 관

련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해 보면 그 대부분이 미술관

의 운영 방식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과의 연결

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에 치우쳐있으며, 순수한

건축공간에 대한 연구의 경우 공간 구문론 프로그램을

통한 미술관 전시공간의 평면 분석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국·공립미술관 등 적정규모 이상의 미술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로 국내 미술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는 작은 규모의 미술관에 관한 활성화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규모의 미술관5)을 대상으로

미술관 관람객의 공간 체험 요소 중 신체 운동 요소의

활용을 통한 공간의 활성화 방안을 공간분석 프로그램의

일종인 Visibility-ERAM 프로그램을 활용, 제안 및 검증

하여 향후 건립되는 미술관의 신축과 증·개축에 있어 공

간의 활성화6)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찾는 관람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양건열, 박물관

중기정책 개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pp.21-22

3)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은 국내 전체 미술관 수의 약 79%를 차지

하고 있는 사립미술관의 경우 더욱 심하다. ~ 재정자립도를 나타내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2006 미술관백서, 국립현대미술관, 2007, p.4

4) 미술관의 기능과 성격에 따른 유형을 보면, 대체로 종합미술관과

개인 작가 미술관, 그리고 ~ 많은 미술관이 전시 기획의 성격과

소장품의 특수성을 살려 미술관 고유의 성격과 방향을 만들어감으

로서 활동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Ibid., p.3

5) 최진석, 소규모 미술관에 나타나는 현상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한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3호 통권104호, 2014, p.215의 내용

과 같이 연면적 1,000-3,000㎡ 의 미술관을 지칭함.

6) 본 연구의 미술관 공간 활성화는 미술관의 전체공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며, 전시공간 등 특정한 단위 공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활

성화 연구를 위해 미술관 공간에서 관람객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공간 체험 요소 중 신체의 운동을 통한 공

간 체험 요소를 본 연구의 중요한 분석 내용으로 설정하

였으며, 공간 체험 요소의 개념과 연출 방법이 미술관에

적용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의 소규모 미술관으로 사

례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였다.7)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첫째, 공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람객 신체의 운동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공간 체험의 일반적 배경과

신체의 운동을 통한 공간 체험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

는 것은 물론 미술관 공간에서의 관람객 움직임의 분포

와 그로 인한 공간 활성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

할 Visibility-ERAM8)(이하V-ERAM)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분석의 범위로 한정한 90년대

이후의 미술관에 나타나는 공간 체험 요소 중 신체의 운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관람객에게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셋째, 대상 미술관에 적

용하는 V-ERAM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간의 활성화

정도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넷째, 프로그램을 통해 파악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앞

서 도출한 신체의 운동 요소를 적용하여 제안하고 다시

V-ERAM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본 연

구를 통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2. 공간 체험과 분석프로그램의 고찰

2.1. 공간 체험의 이론적 고찰

(1) 공간 체험의 일반적 배경

철학자 칸트(Immanuel Kant)를 창시자로 하고 있는

미적 지각이론은 향후 쇼펜하우어(Arthur Schopenhauer)

의 연구를 통해 발전적인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1870

년대 비셔(Robert Vischer)의 공감(Empathy) 이론9)의

등장 이후 힐데브란트(Adolf von Hildebrand)와 슈마르

조(August Schmarsow)의 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조각가인 힐데브란트는 친구인 피들러

(Conrad Fiedler)를 통해 건축사상에 관한 영향을 받았으

며10), <형태의 문제>라는 논문을 통해 형태의 아이디어

7) Ibid., p.213

8) 가시성 그래프를 기반으로 ERAM 모델을 적용한 공간 분석 프로

그램으로 최재필, 김민석에 의해 만들어졌다. 김민석, 공간의 가시

성에 기반한 ERAM 모델, 서울대 석사논문, 2006, p.26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장에서 언급하였다.

9) 비셔의 감정이입(Einfuhlung)개념이 ‘타인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느

낀다.’ 는 뜻의 독일어를 영어권에서 공감으로 번역하면서 공감이

론으로 불리게 되었다.

10) 콘라드 피들러는 고트프리트 젬퍼의 책을 통해 둘러쌓기 이론(둘

러싸인 공간이 건축의 최초 충동)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건축사상

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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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시성 그래프의

예 (출처 : 김민석, 2006)

<그림 2> 가시성 그래프 (출처 : 김민석, 2006)

를 얻는데 눈의 움직임과 공간에서 몸의 움직임을 강조

하며, 사물의 형태는 관람자의 움직임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형태 이해의 조건으로서 공간의 개념을 설명하였

다.11) 슈마르조 역시 건축의 역사는 공간 감각의 역사라

고 주장하며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며, 구성된 공간은 관람하는 주체

의 공간 감각에서 흘러나오는 3차원의 음화(Negative)과

정으로서 인간은 공간적 구성물을 인간의 바깥 신체로

지각하는 것이다.”12) 라고 설명하고 있다. 슈마르조의 이

론은 리글(Alois Riegl)과 프랑클(Paul Frankl)이 이어받

아 더욱 발전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곳 공간 체

험에 관한 연구의 배경을 제시하였다.

(2) 신체의 운동13)을 통한 공간 체험

다양한 공간 체험의 요소 중 신체의 운동에 관한 언급

은 비셔의 공감 이론이 연구되던 시기 등장한 철학자 니

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를 통해 찾아볼 수 있

다. 니체는 저서 <비극의 탄생>을 통해 문화가 아폴론

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그중에서도 니체는 디오니소스적 본능이 그 존재를 드러

내는 공간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간을 신체의 움직임이

일으키는 힘의 장으로 파악하고 설명했다. 니체의 디오

니소스적 예술이론은 초기 모더니즘 건축가들에게 광범

위하게 수용되었으며, 니체 이후의 공간 관련 연구에는

신체의 움직임에 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이후 입체파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시간성에 영

향을 받아 나타난 공간의 시·공간개념의 도입은 바우하

우스의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와 모호이너지(László

Moholy-Nagy)의 연구를 통해 공간 속에서 관찰자인 인

간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공간의 모습이 바뀐다는 내용

의 이론들이 정립되었고, 바우하우스의 건축물을 통해

본격적으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미술관 공간은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예술작품의 감상은 물론 공간의 체험을 함께 제공하고 있

다. 관람객에게 공간적 체험을 제공하는 점에서 다른 문화

공간과의 공통점도 있지만 미술관 공간에서의 체험은 관

람객의 능동적인 움직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관람객의 다양한 공간

11) 힐데브란트는 두 가지 인식 방법인 ‘순수시각’ 과 ‘이동시각’ 을 통

하여 사물의 본질적 실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중

‘동적시각’ 은 대상물에 접근하는 신체의 움직임에 의해 감지되는

‘연속적인 접근성’ 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건축공간은 일련의 연

속적인 인상을 주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Van De Ven, 건축공간

론, 정진원 역, 기문당, 1998, p.112

12) Adrian Forty, Words and Buildings : A Vocabulary of Modern

Architecture(건축을 말한다), 이종인 역, 미메시스, 2009, p.422 재

정리

13) 공간 체험의 요소의 하나로 연구의 내용상 공간 체험과 관련한 이

론적 설명에서는 신체의 운동이라고 표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언

급하는 미술관 관람자들의 ‘움직임’ 또는 ‘이동’과 같은 용어로 사

용하였다.

체험 요소 중 특히 신체의 운동을 중요한 요소로 다루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 때문이다. 또

한, 공간을 체험하는 인간의 공간 지각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등의 감각들을 함께 사용하여14)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시각 역시 인간

이 실제 3차원의 환경을 지각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신

체의 운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15) 때문이다.

2.2. 공간 분석 프로그램의 활용

미술관의 공간 체험이 관람객의 신체의 운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미술관은 관람객에게 안정적인 공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

술관에서 나타나는 관람객의 움직임 분포와 그로 인한

공간의 활성화 정도를 파악하고자 V-ERAM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1) V-ERAM 프로그램

V-ERAM은 가시성 그래프를

기반으로 ERAM 모델을 적용한

공간 분석 프로그램으로 최재필,

김민석에 의해 만들어졌다.

V-ERAM 모델은 공간구조를

가시성 그래프로 재현한다는 점

에서 VGA 기법과 유사하다. 예

를 들면, <그림 1>과같이 공간

에 격자점을 배열하고, 격자점

간의 가시성에 의한 연결 관계를 <그림 3>과 같은 인접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그림 2>에서 시각적 연결

이 성립되는 격자점 A와 격자점 D는 <그림 3>의 행렬

에서 해당 성분(A, D)가 ‘1’로 표현된다. <그림 3>의 인

접 행렬은 격자로 구획된 단위공간이 갖는 가시성, 즉

시각적 인접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ERAM 모델 이

14) 일본 전시학회의 전시학 사전에 따르면 지각에 기능하는 인간의

오감에는, 시각은 60-80%, 청각은 10-20%, 촉각은 5-10%, 후각·

미각은 2-5%라는 기준이 있다.

15) 인간은 경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환경을 경험한다. 이러한 연속적인

공간경험이 축적되어 장소에 대한 이미지(인상)가 형성된다. 임승

빈, 환경심리와 인간행태, 보문당, 2007, p.116 ; 물체의 크기, 거리,

형태와 같은 지각이 조명과 같은 감각의 경험, 눈에 비치는 빛의

농도와 파장이 시각 시스템에 ~ 정지해서 관찰하는 것은 아주 정

상적이지만 눈에 비치는 사물을 이해하기에는 애매할 때가 많으나,

그와 반대로 음직이면서 사물을 관찰하면 공간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이 가능 하다고 했다.

Gibson J.J, Perception of the Visual World, Boston, 1950 (이주

혁, 시지각적 접근에 의한 전시실의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7, p.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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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인접 행렬

(출처 : 김민석, 2006)

론에 따르면 인접 행렬의 거듭제곱은 두 번의 시각적 이

동을 통해 개별 공간으로 도착하는 시각적 경로의 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인접 행렬의 무한 거듭제곱을 통

하여, 무한 번의 이동을 거쳐 개별 공간에 도착하게 되는

시각적 경로의 수, 다시 말해 시각적 접근성을 얻을 수 있

다. 이러한 인접 행렬의 무

한 제곱의 성분비는 고유벡

터의 성분비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V-ERAM

지표를 구할 수 있다.16) 기

존 프로그램의 단점을 보

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

는17) 이 프로그램의 지표

는 시각적 인접성에 기반을 둔 이동의 확률 분포를 의미

한다. VGA에서 통합도가 시각적 최단 경로에 기반을 둔

시각적 접근성을 나타내준다면, V-ERAM 지표는 직전의

시각적 이동을 무시한 완전히 임의적인 시각적 이동경로

에 기반을 둔 시각적 접근성을 나타낸다. 이 두 변수는 최

단경로를 따른 이동과 완전히 임의적인 이동경로를 따른

이동이라는 각각의 이론적 견지로부터 공간이 갖는 접근

성을 계량화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18) 또한, V-ERAM

프로그램은 인간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해당 공간 구조

의 이용자들이 지날 수 있는 모든 경로들을 분석 메커니

즘 상에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간 구문론

이나 ERAM 모델을 능가한다.19)

(2) V-ERAM 프로그램의 사용 타당성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체의 운동은 시각적으로 보다 명

확한 환경을 지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반대로

시각적 접근성은 신체의 운동을 야기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에서 V-ERAM 프로그램을 사

용하는 이유 또한 V-ERAM 프로그램이 시각적 요소의

분석을 바탕으로 신체 움직임의 정도를 지표로 나타내주

는 객관적인 프로그램으로써 개발자 김민석은 2006년 논

문을 통해 본 프로그램이 초대형 건축공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른 형태의 공간 분석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

겨두었으나, 2007년 이주혁의 논문에서 밝힌 프로그램의

단점과 한계를20) 2008년 연구21)를 통해 보완하였다.22)

16) 최재필, 강범준, 김민석, Visibility ERAM을 이용한 초개형 복합공

간의 동선체계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6, p.165

17) 김민석은 본인의 논문 <공간의 가시성에 기반한 ERAM 모델>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18) 최재필, 강범준, 김민석, op. cit., p.165

19) 김민석, op. cit., p.97

20) 이주혁, 시지각적 접근에 의한 전시실의 공간분석에 관한 연구, 서

울대 석사논문, 2007

21) 최재필, 김민석, 조영진, CAD기반의 공간분석 통합 소프트웨어 개

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9호, 2008

22) 김민석 등은 보완된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규모의 사무실을 분석

그 후 V-ERAM 프로그램은 전시공간에 관련된 다른 연

구들에서23) 활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분석에서도 V-ERAM 프로그램의 사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미술관의

공간 체험 요소

3.1. 건축공간에서의 운동

(1) 주체에 따른 운동

건축공간에서의 운동 개념은 운동의 주체에 따라 공간

의 운동과 신체의 운동으로 나뉜다. 공간의 운동은 건축

공간의 물리적 환경이 만들어 낸 운동성을 의미하며, 신

체의 지각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의 운동이 관찰자의 패턴을 결정하면서 지각적 체험

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신체의 운동은

건축공간을 경험하여 이해하는 시각적 체험에 관련된 것

과, 건축공간의 계획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운

동의 주체와 상관없이 지각이나 체험에 관련된 운동은

건축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건축공간의 계

획에 관련된 운동은 공간의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공간에서의 운동은 인

간과 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연결해주는 동선으로서의

운동 개념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하겠다.

(2) 동선체계와 운동

건축공간에서 신체의 운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소는 다름 아닌 동선이다. 19세기에 와서야 건축

어휘에 편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동선은 에꼴 데 보자

르의 구아데(Julien Azaïs Guadet)에 이르러 구성의 원리

에 의해 자유롭게 조합이 가능해진 기능, 프로그램의 배

열과 그들을 연결하는 순환 즉 동선의 분리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24) 이러한 에꼴 데 보자르의 평

면 분석 방식은 꼬르뷔지에 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

었다.25) 꼬르뷔지에가 “건축은 동선이다.”라고 주장26)했

함으로써 초대형공간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공간에서도 프로그램

의 적용이 가능한 것을 증명하였다.

23) 유정훈, 정수영, 임채진, 윤성규, 전시공간의 관람객 분포 예측을

위한 공간분석이론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

회논문집 2010 ; 유정훈, 전시공간의 관람객 분포 예측을 위한 공

간분석 이론 적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11 ; 정수영,

임채진, 윤성규, 시지각 기반의 공간분석이론에 따른 관람동선 비

교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11 등.

24) 강성호, ‘운동’ 을 통한 건축체계구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

문, 2001, p.27

25) 근대의 합리적 공간조직과 운동의 순환의 개념의 도입은 근대건축

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에서의 유발될 수 있는 사람의 경험과 활동을 매우 규칙적

이며, 단순한 것으로 한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봉일범, 도시

: 사건과 구조, 시공 문화사, 2002, p.132

26) 동선은 중요한 현대적 용어입니다. 건축과 도시계획에서는 동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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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Kunsthal, Rem Koolhaas, 1992, Rotterdam

<그림 4> Jüdisches Museum Berlin, Daniel Libeskind, 2001, Berlin

을 정도로 지금의 건축에서 동선은 없어서는 안 될 용어

이며 요소이다. 신체의 운동이 단순한 이동을 넘어 시각적

체험을 활성화시키고 프로그램의 배치에까지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동선의 역할은 신체의 운동과 프로그

램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것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27)

3.2.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 체험 요소

공간에서 신체의 운동은 인간과 프로그램을 합리적으

로 연결해주는 동선과 연관되어 있으며 달리 표현하자면

동선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가 신체의 운동에 많은 영

향을 준다고 정의할 수 있다. 미술관에서 찾을 수 있는

동선의 물리적 표현 수단은 크게 계단과 램프, 출입구

정도로 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공간을 구성하고 연출하

는 방법에 따라 시각적인 접근성 등을 높여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패턴의 신체의 운동이 가능하게 한다. 본

절에서는 미술관에 나타나는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 체험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1) 프로그램과 결합된 동선의 형태

미술관은 공간의 변천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공간적 실험

이 진행되었다. 특히 초기의 미술관들이 건축공간 안에

서 작품의 전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에 반해 근

대, 현대를 거치면서는 공간을 관람하는 주체로써 관람

객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공간

속에서 관람객의 원활한 움직임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법

에 대한 실험들을 야기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

가 프로그램과 동선 구조의 결합이다.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의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의 경우 <그림 4>28)

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관람객의 이동을 담당하는 통로

공간으로써의 동선 구조가 전시물이 배치된 공간과 결합

되면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신체의 운동에 따른 효과적인

가장 중요 합니다. ~ 국제연맹 청사, 모스크바의 센트로 소유즈 청

사, 세계도시, 파리 계획, 이 모든 것에서 동선이 전부입니다. Le

Corbusier, Precisions(프레시지옹), 정진국 역, 동녘, 2004, p.148

27) 빈도(頻度) ·속도(速度) ·하중(荷重) 등으로 구성된 동선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요소로서 동선의 유연함, 편리함, 거리의 가까움,

정리, 에너지,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동선

은 짧고 단순한 것일수록 좋고, 각종 계통의 동선이 분리되어 있

는 것이 좋다. 단순하게 연결만을 표시하고 있는 정성적인 표현이

주로 동선 연구에 사용된다. 두산백과사전 (http://encyber.com)

28) https://thinkmuseum.wordpress.com

공간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방법의 사례로 콜

하스(Rem Koolhaas)의 로테르담 쿤스트할(Kunsthal)을

살펴볼 수 있다. 쿤스트할에 사용된 램프는 <그림 5>29)

과같이 이동통로라는 고유한 기능에 주요 프로그램을 부

여하여30) 단순한 선(線) 적인 통로가 아닌 면(面) 적인

요소로 사용되었으며, 모든 공간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한편 오디토리움과 전시장의 기능을 수용 및 확장하여

공간 전체의 시퀀스는 물론 신체의 이동에 의한 공간 체

험을 극대화시킨다.31)

(2) 선택을 요구하는 동선의 형태

프로그램과의 결합을 통한 표현 방법 외에도 이동이라

는 순수한 동선의 기능을 바탕으로 표현된 사례가 있다.

이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신체의 운동을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홀라인(Hans Hollein)의 프랑

크푸르트 현대미술관은 <그림 6>32)와 같이 표현되어 관

<그림 6> Museum of Modern Art Frankfurt, Hans Hollein,

1991, Frankfurt

29) http://www.metalocus.es/

30) 쿤스트할의 설계를 담당한 호시노 후미노리는 이 건축물의 구성을 도

시에 비유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공간, 다양한 종류의 사건들이 바로

옆에서 서로 상관없이 일어나며, 이러한 차이의 폭이 곧 전체의 풍부

함을 확보한다.” 라고 언급했다. Fuminori Hoshino, “Kunsthal”, 건축

문화 vol.50 no.579, 1995, p.78 (최원준, 렘 콜하스 초기작의 근대건축

인용 : 달라바 주택, 쿤스트할과 사보아 주택,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7권 제4호 통권270호, 2011, p.161 재인용)

31) 콜하스가 쿤스트할에 대해 “쿤스트할은 여러 사건과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건축물로 계획되었다.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나타

나는 것은 사람들이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나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한군데 집약시켜 놓은 것 같은 내부 공간” 이라고 언

급한바와 같이 한 편의 영화와 같은 공간이 쿤스트할이다. 한재희,

렘 쿨하스(Rem Koolhaas) 건축을 통한 현대 건축에서의 장소성

구현에 대한 연구 및 이를 고려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안, 고려대

석사논문, 2008, p.25

32) https://www.flic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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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서울 시립미술관, 삼우설계, 2002, 서울

- 사례 분석의 진행 순서 -

1 단계 V-ERAM 프로그램을 통한 평면 분석

︾
2 단계 분석 결과를 통한 문제점 파악

︾
3 단계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문제점 해결 방법 제시

︾
4 단계 V-ERAM 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그림 8> 사례 분석 방법

작품명 작가 위치 연면적(㎡) 작품년도

1 환기 미술관 우규승 자하문로40길 63 1494 1992

2 갤러리 현대 배병길 삼청로 14 1442 1995

3 대림 미술관
뱅상

코르뉴
자하문로4길 21 1090 2002

<표 1> 사례 분석 미술관 목록

람객 스스로가 다섯 갈래의 통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체험되는 공간

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주어지더라도 얼마든지 즐거운

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33) 국내의 사례인 서울 시립

미술관은 <그림 7>34)에서와 같이 계단이라는 수직 동선

의 구조를 사용하여 다양한 공간으로의 선택적인 이동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계단이라는 수직 동선을 통해 미술

관 관람객들이 서로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난간에 서

서 혹은 계단에 앉아 아래 공유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련

의 행위들을 감상하는 등35) 다양한 공간 체험을 제공하

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3) 기타 요소

동선 구조 외에도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신체의 운동

에 영향을 주는 기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술

관 내·외부의 연결과, 프로그램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출

입구 또는 전이공간을 의도적으로 작거나 특이한 형태로

만들어 신체의 운동을 극적으로 연출하는 공간의 수축과

팽창의 효과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공간이 수축하고 팽

창하며 변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으로 하여금 공간이

마치 수축하고 팽창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일종의 인위

적이며 착시적인 공간감 구성이다.36) 두 번째로 레벨의

변화 요소이다. 레벨의 변화에 의한 공간의 분할은 공간

의 시각적 특성을 변화시키는데 그림과 같은 바닥면의

레벨의 변화 요소는 하나의 단일한 공간에서도 다양한

신체의 운동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공간의 빛의 사용

이다. 빛은 변화의 속성을 내포하여 공간에서 물리적 특

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미술관 공간이 가지

는 물리적 공간 이상의 것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빛

과 그림자에 의해 조형성을 부여하고 공간의 성격이나

재료의 물성을 더욱 뚜렷이 강조한다.37)

연구의 대상인 소규모 미술관은 작은 규모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 체험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이상

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대상 미술관

33) 임석재, 미니멀리즘과 상대주의 공간, 시공사, 1999, p.278

34) http://frog30000.tistory.com/

35) 최진석, 소규모 미술관 실내공간의 공간 체험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논문집 2012, p.333

36) Ibid., p.334

37) Ibid., p.334

의 분석을 통해 신체의 운동 요소를 활용한 미술관 공간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4. 소규모 미술관의 활성화를 위한 사례 분석38)

4.1. 사례 선정의 배경과 범위

사례의 선정 기준은 1990년대 이후의 국내 소규모 미

술관으로 국내에서는 1990년대 이후 공간 체험의 개념과

요소가 미술관 공간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미술관의 규모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면적

1,000㎡ 이상 3,000㎡ 이하의 미술관으로 다음 <표 1>의

미술관을 사례 분석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4.2. 사례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사례 분석 방법은 <그림 8>과같이 총 4단

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 사례 대상 미술관의 평면을

V-ERAM 프로그램을 사용해 분석하고 결과를 얻는다. 2

단계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미술관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3단계 3장에서 도출한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 체험 요소를 활용 및 적용하여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4단계 3단계에 걸쳐 진행한 분석 내용

의 검증을 위해 다시 V-ERAM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 걸쳐 도출한 분석 내용을 바탕으

로 연구의 결론을 내리고 향후 연구의 과제를 제시한다.

4.3. V-ERAM 프로그램을 활용한 소규모 미술관

사례 분석

38) 사례 분석 중 사용한 신체의 ‘운동’과 ‘움직임’ 은 같은 뜻의 용어

로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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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미술관 우규승 자하문로40길 63 1992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 체험 요소39)

환기 미술관은 미술관의 건축적 특징이 공간의 내·외부에서 모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미술관은 경사진 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레벨의 공간

구성이 미술관의 내·외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간을 탐색하는 과정에

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신체의 운동을 통한 다양한 시퀀스를 제공한다. 신체의 운동

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환기 미술관의 특징은 건축적 특징으로부터 파생된 다양

한 레벨의 활용으로 내부 공간으로의 다양한 진입경로와 보이드 된 전시공간을 중

심으로 둥근 고리 형태의 환상 체계로 연결된 계단실과 출입구이다. 이는 3장의 요

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람객으로 하여금 다양한 동선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신체의 운동을 통한 공간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1차 도면 분석 (미술관 2층)

V-ERAM 스펙트럼 : 붉은색일수록 분포도가 높다.

V-ERAM ERAM(3) 지표 분포40) 도면 분석 내용

V-ERAM 프로그램을 통해 환기미술관

의 실내 공간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그

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공간의 전반

적인 통행 빈도 즉 관람객의 움직임이

A 부분(내·외부 연결 통로)에 편중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B

부분(상설 전시 공간)은 홀이나 중앙 계

단에 비해 분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의 내

부에 해당되는 B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 하 는 방 법 은 다 음 과 같 다 .

공간 활성화 방안

앞선 B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하는 방안은 환기 미술관의 체험 요소 중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였던 선택적인 동선 요소의 활용이다. B 부분

의 평면 구성에 맞춰 수직의 부재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C와 같이 구성하고, 화

살표와 같이 동선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다 . 이를 통해서 B 부분의

활성화는 물론 공간 전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표 2> 환기 미술관 사례 분석

갤러리 현대 배병길 삼청로 14 1995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 체험 요소

갤러리 현대는 윈도 갤러리를 통해 관람객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이루어지며 공간

내부에서의 전체적 이동은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진행된다. 공간은 주요 특징

은 외관의 파사드에서 느껴지는 오브제적 성격이 내부 공간의 계단실이나 전시 공

간에서도 나타난 다는 것이다. 이는 각 전시실의 천정 구성에 있어 각각 다른 레

벨과 조형성을 지니게 하는 것은 물론 수직적인 공간의 수축과 팽창의 효과를 제

공하여 다양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간의 연출은 관람객의 위치마다 다양

한 시퀀스를 제공하는데 이는 또한 신체의 운동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1차 도면 분석 (미술관 1층)

V-ERAM 스펙트럼 : 붉은 색일수록 분포도가 높다.

<표 3> 갤러리 현대 사례 분석

검증을 위한 2차 도면 분석 (미술관 2층)

활성화 제안 전 활성화 제안 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위해 V-ERAM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 위의 그림에

서 보는 것과 같이 B 부분에 해당했던 공간의 스펙트럼 색이 붉은색 쪽으로 이

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동선 선택의 요소

인 C를 통해 B 부분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단위 공간의 활

성화가 전체 공간의 활성화에도 약간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A 부 분 에 편 중 되 는 현 상 이 완 전 히 해 결 되 지 않 은 것 으 로

보아 A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제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환기 미술관

화가 김환기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미술관

으로 건축가 우규승이 설계하였다. 1990년에 착공, 1992

년에 개관하였다. 미술관 본관은 경사진 대지의 성격과

이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경사면을 따라 배치

되었다. 본관은 지상 3층의 건축물로 3개의 전시실과 사

무실, 수장고, 도서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2) 갤러리 현대

갤러리 현대는 역사의 흡수와 반영은 물론 주변 상황

과 갤러리 공간에 대한 인식, 건축물 자체의 미래에 대

한 예시가 표현되어야 하는 전제조건하에 진행된 프로젝

트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전시관에서는 기

획전시와 상설전시를 구별하기 위해 신인과 젊은 작가를

위한 실험적 공간으로서의 지하 전시공간과 중진급 이상

의 기획전시를 위한 1,2층 전시공간, 상설전시관으로 구

성된 3층 전시공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공간마다 공간

의 성격을 구분하여 디자인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39) 각각의 미술관 사례에 나타나는 공간 체험 요소의 경우 기존의 연

구 논문과 정기 간행물의 분석은 물론 연구자의 직접적인 방문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40)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듯이 붉은 색이 많은 공간일수록 공간 이용자

들의 통행빈도 및 신체의 운동이 많은 공간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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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미술관 뱅상 코르뉴 자하문로4길 21 1995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공간 체험 요소

주택을 리모델링한 미술관은 기존의 미술관과 다르게 자연광의 유입에 대처하

기 위하여 여과 장치로서의 휴게공간을 도입하여 해결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

은 외부 환경과의 간접적인 만남에 의해 관람객의 자연스러운 접근이 이뤄지게

하기도 한다. 평면상 미술관은 좌우 대칭의 형태를 보이며 소규모라는 단점을

공간의 수축과 팽창이라는 효과를 사용하여 해결하려 한 시도가 관찰된다. 이

는 또한 관람객의 신체의 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사용되어 공간

에 나타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술관은 수직 동선인 계단실의 스테인드글라스

를 비롯한 직·간접적인 빛의 사용을 통해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1차 도면 분석 (미술관 2층)

V-ERAM 스펙트럼 : 붉은색일수록 분포도가 높다.

V-ERAM ERAM(3) 지표 분포 도면 분석 내용

대림 미술관의 분석 결과 A 부분(전시

공간 1)으로의 관람객 움직임이 B 부분

(전시 공간 2)에 비해 그 분포도가 확연

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

구 부분과 맞닿아있는 A 부분의 분포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입구 부분

에서부터 나타나는 공간의 팽창효과로

예상된다. 실제 방문 시에도 A 부분에

서의 움직임이 다른 공간에 비해 활발

히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

다. A 부분을 지나 다른 공간은 대체적

으로 비슷한 분포의 움직임을 보이나 B

부분은 공간의 가장 극적인 수축과 팽

창의 효과가 나타나는 곳으로 움직임이

편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

과 같다.

공간 활성화 방안

앞선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의 방법으로 우선 미술관의 전체 공간

에 나타나는 공간의 수축과 팽창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C와 같이 사선

의 구성을 통에 공간의 수축과 팽창의 효과를 연출함은 물론 미술관의 좌우 대

칭에 따라 반대편 공간역시 사선의 구성을 연출하여 공간 전체에서 공간의 수축

과 팽창의 효과에 인한 시퀀스 변화는 물론 그에 따른 관람객의 신체 운동의 활

성화를 예상해 보았다. 또한 B 부분의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협소한 부분

<표 4> 대림 미술관 사례 분석V-ERAM ERAM(3) 지표 분포 도면 분석 내용

갤러리 현대의 실내 공간을 분석한 결과 A

부분(전시 공간 1)으로의 관람객 움직임이

B 부분(전시 공간 2)에 비해 편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층에 위치한 전

시공간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슬로

프에 의해 연결되는 A 부분이 근접한 보이

드 공간에 의해 더욱 호기심 있는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B 부분

의 경우 협소한 개구부와 전시공간으로 인

해 관람객의 움직임과 접근이 A 부분에 비

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A 부

분의 편중을 해소하고 B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간 활성화 방안

A 부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했던 램프의 폭

을 C와 같이 확장하여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B 부분은 갤러리 현대의 공

간 체험 요소의 특징인 시퀀스를 활용하기 위해 입구 부분에 D와 같이 공간의

수축과 팽창 효과를 수평적으로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A 부분의 편중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 B 부분 역시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확보

되어 관람객의 신체 운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을 위한 2차 도면 분석 (미술관 1층)

활성화 제안 전 활성화 제안 후

V-ERA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우선 A 부분의 경우 램프 확장의 영향으로 인해 관람객 움직임의 편중

을 상당 부분 해결하였다. 또한 B 부분으로 연결되는 이동의 분포 정도가 전체

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B 부분 내에서의 움직임 정도는 예

상했던 것과 달리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제안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보다 신중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대림 미술관

프랑스 건축가 뱅상 코르뉴(Vincent Cornu)가 설계를

맡아 기존의 주택을 리모델링한 대림미술관은, 주거공간이

던 곳을 개조해 크고 작은방들과 긴 갤러리 형식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미술관 1층의 야외 정원이 관람의 피로를

달래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미술관은 사진전시는 물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소규모 미술관으로는 많은 관람객 방문 수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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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D와 같이 확장 시켜 이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 전

체에서 관람객의 신체의 운동이 많은 부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검증을 위한 2차 도면 분석 (미술관 2층)

활성화 제안 전 활성화 제안 후

V-ERA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 예상했던 것처럼 공간 전체에서 신체의 운

동이 적당하게 활성화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A 부분의 경우 활성화 제안 전에

비해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공간에 비해 다소 분포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입구와 바로 연결되는 부분의 문제점을 위한 또 다른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 부분의 경우 협소한 연결통로 부분의 약간의 확장이 공간적으로 편중된 움

직임의 분포를 낮추는 역할을 하여 전체적인 관람객 신체운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휴게 공간의 경우는 운동의 분포가 편중되는 것에 반해 휴게

공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공간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5. 결론

본 연구는 소규모의 미술관의 공간 체험 요소 중 신체

의 운동 요소를 활용하여 관람객의 신체의 운동을 활성

화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미술관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미술관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문

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과정의 내용을 통

해 향후 계획되는 미술관 공간계획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방안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공간의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검증을 위해

V-ERAM이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과정을 통해 내린 연구의 결과 및

향후 연구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간의 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위해 사용한

V-ERAM 프로그램은 공간의 분석 결과에서 평면상에

나타내는 지표 분포도의 색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미

술관 공간에서 나타나는 관람자의 움직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분석의 결과는 도면의 분석

만을 통해서는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결과도 제시

하기 때문에 문제점 부분의 파악과 재검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위 분석 대상 미술관

들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V-ERAM 프로그램

의 사용은 연구자로 하여금 공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제안을 객관적인 결과 값과 함께 빠른 시간 내에

검증을 가능하게 하여 연구자가 제안한 해결방안에 대한

오류를 빠르게 파악 및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분

석 대상의 미술관 활성화 방안 또한 여러 번의 오류수정

을 통해 정의한 것으로 프로그램의 사용은 보다 명확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석 방법과 과정은 객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과 같이 향후 계획되는 미술관의 공간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

술관의 공간은 전시공간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 및 전시

되는 작품의 유형과 전시 방법에 따라 관람객의 신체의

운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병

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판단된다. 또한, 분석의 과정에 있

어 위의 세 미술관의 문제점 해결 방안에서는 수직부재

의 추가와 램프 폭의 확장, 사선 부재의 사용 등 제한된

해결의 방법을 사용한바 보다 다양한 해결 방법의 제시

와 검증은 물론 다양한 케이스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신체의 운

동 즉 관람자의 움직임 활성화를 통한 미술관 공간의 활

성화에 효과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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