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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의 과학관은 과학기술 자료의 수집, 보존, 전

시 기능과 함께 교육기관, 체험센터, 다양한 참여 동

기를 갖는 시민들의 만남 및 토론의 장, 휴식 공간으

로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과학적 원리를 제공하

고 과학대중화를 넘어 국가창의력 확충을 위한 국민

과 과학문화 소통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이 확대되

고 있다[1]. 그중에서 과학관이 제공하는 전시품에서 

고객이 원하는 전시품으로 신규개발 및 제작이 중요

해지고 있으며, 외국의 과학관과 마찬가지로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의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양방향의 

소통형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효과적

인 개발이 필요하다[1,2]. 이러한 변화하는 패러다임

에 맞춰가기 위해 국내 많은 과학관들은 전시장의 

노후 전시품을 내구연수, 고장률, 투입인력, 선호도 

등으로 분류하여 개선하거나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

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내구연수의 경우 국

립중앙과학관 전시시설 현대화 2단계(17년∼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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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실무진 및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

으로 내구연수 평균 4.5년이라는 결과가 이미 도출되

어 있다[3].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과학관들이 5년

이 지난 전시품들을 노후 전시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장률과 투입인력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과학

관들은 전시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월별 

고장률과 신속성, 전시품의 투입인력 등을 정량화된 

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전시품의 선호도의 

경우에는 연간 8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국립과학관에

서 정량화된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람객 선호도를 관람객 유형과 관람 

경로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전시관 공간 설계, 체험형 전시품의 최적화 배치 방

안 등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4-7]. 하지만 선행

된 연구들은 데이터 수집방법에 있어 설문조사 및 

관찰추적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들은 

전체적인 수집 표본의 수가 적으며, 다량의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기법의 경우 불성실 응답자

들을 명확하게 추출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

다[8].

최근에는 모바일 RFID(radio frequency identi-

fication) 시스템 및 모바일 무선통신기술인 비콘

(Beacon)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경로와 전시관내에 

밀집도를 확인하여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

를 파악하고자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9,10].

이 기술들은 관람객이 발신기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시장내에서 관람 경로와 

머물렀던 장소 등을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선행된 연구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수집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람객이 반드시 발신기기를 가

지고 있어야 하므로 청소년 이하의 관람객이 주로 

방문하는 과학관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발신기기

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회수와 유지관리에 어려움

이 있어 대부분의 과학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된 연구의 데이터 수집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기기와 인력 투입이 

없이 구글(Google)에서 제작한 딥러닝(deep learn-

ing) 기술인 텐서플로(TensorFlow)를 활용하여 국

립대구과학관의 전시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체험

시간 및 전시품의 체험인원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

고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분석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한 방법은 국립대구과학관

의 상설전시관에 있는 전시품을 관람하는 관람객들

을 대상으로, 텐서플로를 적용하여 관람객을 자동으

로 추출한 후 전시품 체험율과 체험시간을 정형화된 

데이터로 추출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시

품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선행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3장

에서 제안하는 분석 방법의 구성 및 특징에 대해서 

소개한다. 4장에서는 앞장에서 소개된 분석 방법을 

활용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

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2. 선행 연구

과학관의 전시품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나타

나는 감상의 형태와는 다르게 전시의 내용을 전달함

에 있어서 관람객이 작동하고 체험하도록 하는 적극

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관에 방문하

는 관람객들이 전시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을수

록 관람 시간이 늘어난다[11]. 즉, 관람객이 전시물에 

대해 가지는 주의력 또는 집중력을 바탕으로 전시물

이 관람객을 얼마나 참여시키는지를 기준하여 전시

물이 가지는 선호도를 판단하게 된다[12]. 이처럼 전

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는 체험형과 현대성을 

관람 특성으로 가지고 있는 과학관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전시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12,13]. 선호도를 측정하여 관람객과 전시품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연구

들은 대부분 설문조사와 관찰추적조사 방법을 활용

하여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한다[4-7]. 연구 사

례를 살펴보면 전시물 관람률과 관람시간에 따라서 

관람형태를 분석하는 연구[4]와 관람객 성향을 분류

하여 관람경로 및 연출 전략에 대한 연구[5], 전시물 

해설이 관람객 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6]들 

모두 설문조사와 관찰추적조사 방법을 병행하여 활

용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관찰추적조사를 통해 

관람객이 전시품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자

가 데이터를 측정하고 추적 대상인 관람객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방

법으로 전시장내 환경과 관람객과의 상호작용을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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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14]. 하지만,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양의 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어 시뮬레이션 기반의 분석을 진행

함에 있어서 실제 경험적 데이터로 관람객의 패턴을 

드러내기보다는 관람객의 행동을 단순화하여 추정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15].

최근 과학관이나 박물관에서 데이터 수집의 양을 

확대하여 관람객의 정형화된 패턴을 확인하고 분석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 연구사례

를 살펴보면 RFID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비콘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9,10]. 이 방법은 관람

객이 직접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RFID 인식 장비를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관람

객이 그 장비를 인식 장치에 반드시 인식시켜야 데이

터가 수집이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루브

르박물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블루투스 기반의 데이

터 수집방법을 통해 관람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해당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관람객이 블루투스 사용을 반드시 허용해야 한

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실제로 전체 방문객 중에서 

8.2%만이 블루투스를 사용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15,16].

관람객과 전시품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데이

터 수집방법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듯이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수집방법은 데이터 표본의 양을 확보하는 어

려움과 관람객이 데이터 수집을 위한 원인행위를 반

드시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관람

객의 원인행위 없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텐서플로의 이미지 추적 기술을 활용

하여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전시품 체험시

간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제안한 텐서플로 기반 전시품 선호도 분석  

방법

Fig. 1은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국립대구과학관 

상설전시1관의 자연재해테마 전시관을 모형화한 그

림이다. 자연재해테마 전시관은 실물모형 등의 체험

형 전시품과 키오스크 기반의 미디어 전시품으로 구

성된 일반적인 과학관의 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

Fig. 1에서 관람객은 자연재해테마 전시관에서 먼저 

지진 전시에 입장하여 실험 대상 전시품들을 체험하

고 산사태, 태풍, 미세먼지 전시를 관람한 후 퇴장한

다. 자연재해전시관은 다른 전시관에 비해 관람경로

가 자유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된 체험형 전시품

이 배치되어 있으며, 2020년에 신규로 개관됨에 따라 

관람객의 전시참여 비율이 높아 우리의 연구목적인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를 효과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 중 지진전시는 동일한 전시 면적대비 

설치된 전시품의 수가 많아 전시품의 밀집도가 높고 

Table 1. Characteristic Analysis on Collecting Method of Visitor Data.

Method Strengths Weaknesses

Survey
[4],[5],[6],[7]

Receiving the Detailed Feedback
Classifying the Data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Visitors

Consuming Much Time and Cost on
Collecting Data
Having a Difficulty in Filtering on Response

Observation-
Tracking
[4],[5],[6],[7]

Measuring the Experience Time
Checking the Detailed Circulation Path of
Visitors

Consuming Much Time and Cost on
Collecting Data

RFID[9], Beacon[10],
Bluetooth[15],[16]

Collecting Data Simply
Quantifying the Majority of Sample Easily

Having a High Dependency on Visitors
Collecting Limited Data by Specific Groups

Fig. 1. Daegu National Science Museum Permanent Exhi-

bition_1 Yellow Line : Test Area, (a), (b), (c) : 

Earthquake Exhi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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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품의 내용이 독립적인 형태로 연계성이 높지 않

아 자유롭게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대상 공

간으로 선택하였다.

Table 2는 지진전시 공간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품을 보여준다. Table 2에서 (a)전시품은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나타나는 파형인 P파와 S파의 시간을 

측정하여 그 시간의 차이로 지진이 발생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전시품으로 관람객이 영상을 클릭하

며 체험한다. (b)전시품은 지진이 발생되고 나타나는 

현상인 지진-해일을 만들 수 있는 전시품으로 지진-

해일의 크기를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조절하면 5m 크

기의 대형 수조에서 지진-해일이 발생되고 해안선에 

끼치는 영향을 직접 관람객이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

된 전시품이다. 마지막으로 (c)전시품은 삼각측량법

을 통해 진원지를 찾아내는 전시품으로 80인치 크기

의 대형 키오스크에 관람객이 관측소가 생성되기를 

원하는 지점을 터치하면 각 관측소가 지진을 측정하

여 진원지를 찾아내는 전시품이다. 선정된 지진 전시

품들은 체험을 완료하기 위한 표준체험시간이 정해

져있으며, 전시품의 외관의 크기, 연출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전시품의 표준체험시간이란 전시제

공자가 전시품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정보를 전달

하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전시관 기획 단계에서 설정

한다[17]. 표준체험시간은 (a)전시품이 90초, (b)전시

품이 180초, (c)전시품이 120초로 설계되어 있다. (b)

전시품이 작동되는 시간이 (a),(c)전시품보다 상대적

으로 높은데, 이는 대형 수조에서 지진-해일이 발생

된 이후 수조 좌측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해안선에 

지진-해일이 몰아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체험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전시품의 크기는 가로 크기를 기준으로 (a)전시품이 

1,160 mm, (b)전시품이 6,000 mm, (c)전시품이 2,100

mm로 제작되어 있다. 이는 (b)전시품이 대형 수조가 

함께 연동되어 작동하는 형태로 가장 크며, (a)전시

품은 과학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2인치 단독 

키오스크로 가장 작다. 전시품의 작동방법은 모두 관

람객이 직접 미디어 영상을 터치하여 정해진 시나리

오에 따라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전시품을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에 대하여 제안한 텐서플로 기반의 전시

품 선호도 분석 방법을 통해 각 전시품들에 대한 관

람객의 선호도를 확인하고자한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Earthquake Exhibits.

Description (a) Exhibit (b) Exhibit (c) Exhibit

Exhibit Name Calculate Seismic Waves Tsunami Find the Epicenter

Image

Standard Experience
Time

90 sec 180 sec 120 sec

Experience Method Touch Kiosk Touch Kiosk Touch Kiosk

Scale (mm) 1,160(h) × 620(v) 6,000(h) × 800(v) 2,100(h) × 1,15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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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텐서플로 기반 전

시품 선호도 분석을 위해 구축된 하드웨어 플랫폼과 

작업과정을 보여준다. 구축된 선호도 분석 플랫폼은 

크게 관람객의 전시품 체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2대의 관람객 촬영 컴포넌트와 촬영된 영상을 통해 

관람객을 인식하고 체험시간을 분석하기 위한 1대의 

데이터베이스 선호도 분석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

다. 카메라 사양은 초당 30프레임(Frame)이며 1920×

1080 해상도를 지원한다. 카메라는 Fig. 2의 관람객 

촬영 컴포넌트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연구대상으로 선

정된 전시품들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을 서로 마주보

고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며, 카메라 1대만 사

용하였을 때 관람객이 서로 겹치는 경우가 발생되어 

데이터가 누락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2대의 카메라

를 설치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선호도 분석 컴

포넌트에서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카메라에

서 촬영된 영상을 받아 텐서플로를 활용하여 영상 

내에 관람객을 인식하여 위치좌표를 추출하고, 데이

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MySQL[18]을 활용하여 입

력된 위치좌표를 통해 관람객의 체험정보를 확인하

고 체험시간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필터링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카메라에서 촬

영된 영상을 데이터베이스 선호도 분석 컴포넌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전시장의 네트워크 환경이 내부 인

트라넷을 활용하고 있어 유에스비(USB)를 활용하

여 수동으로 옮겨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엔진으로 텐서플로를 이용하여 이미지나 영상에서 

객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개발된 Object Detection

API를 활용한다. 이는 이미지에서 객체 인식을 위해 

Single Shot Multibox Detector(SSD), Convolutio-

nal Neural Network(CNN), Region-Based Fully

Convolutional Neural Network(R-FCN) 등과 같이 

미리 학습된 여러 가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9-21].

제안된 분석 방법에서는 영상 안에서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관람객 객체를 검출해야 하며 관람객의 크기

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가벼운 검출 모델인 SSD

Mobilenet을 사용하였다. SSD는 Convolution과 Poo-

ling Layer에서 가지는 기하학적인 위치정보를 이용

하여 특징을 추출하여 임의의 위치 및 크기의 물체를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 방식이며, Mobilenet은 

Depth-wise Convolution과 Point-wise Convolu-

tion을 이용하여 기존의 Convolution보다 연산을 줄

인 네트워크이다[22,23]. 제안하는 분석 방법에서는 

SSD Mobilenet V2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 5.2.1을 사용하여 미리 학습된 SSD 객체인

식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되는 영상 프레임 안에서 

관람객의 객체를 사각형으로 자동으로 검출하고 관

람객의 위치 영역의 좌표를 추출하여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제안하는 전시품 선호도 분석 방법의 작업과정은 

Fig. 2에서 크게 영상 촬영 컴포넌트(Visitor Filming

Component)에서 관람객의 체험 모습을 촬영하기 위

한 영상촬영 단계(Video Record)를 거쳐, 데이터베

Fig. 2. Workflow of the Proposed Preference Analysis Method using Tensor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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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 선호도 분석 컴포넌트(Database Preference

Analysis Component)에서 입력된 영상을 텐서플로

를 활용하여 관람객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객체인식

단계(Visitor Recognition), 인식된 관람객에서 체험

영역에 속해있는 관람객만을 선별하는 필터링 단계

(Visitor Data Extraction on Experience Space) 관

람객의 체험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산출 단계

(In/Out Time Data Extraction),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아웃라이어제거 단계(Outlier Removal)로 

진행된다.

제안하는 전시품 선호도 분석 방법의 작업과정은 

Fig. 2에서 크게 영상 촬영 컴포넌트(Visitor Filming

Component)에서 관람객의 체험 모습을 촬영하기 위

한 영상촬영 단계(Video Record)를 거쳐, 데이터베

이스 선호도 분석 컴포넌트(Database Preference

Analysis Component)에서 입력된 영상을 텐서플로

를 활용하여 관람객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객체인식

단계(Visitor Recognition), 인식된 관람객에서 체험

영역에 속해있는 관람객만을 선별하는 필터링 단계

(Visitor Data Extraction on Experience Space) 관

람객의 체험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산출 단계

(In/Out Time Data Extraction),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는 아웃라이어제거 단계(Outlier Removal)로 

진행된다.

영상촬영 단계(Video Record)에서는 2대의 카메

라가 관람객이 전시품을 체험하는 모습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공간을 서로 마주보는 형

태로 설치되어 일정시간 동안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

한다. 이후 저장된 영상을 입력으로 받아 영상 안에

서 관람객을 인식하는 객체인식 단계(Visitor Re-

cognition)에서는 관람객을 검출하기 위해 영상파일

을 초당 30프레임으로 분할하는 과정을 거친 후 프레

임 단위로 텐서플로의 객체 분석을 수행한다. 객체 

분석을 통해 인식된 관람객은 프레임 이미지 안에서 

X, Y 좌표로 표기되어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관람객의 위치정보는 2차원 이미지 내에서 관람객이 

전시품의 체험영역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이다. 객체인식 단계에서 추출된 

관람객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전시품의 체험영역

에 속해있는 관람객만을 선별해내는 필터링 단계를 

거치게 된다.

필터링 단계(Visitor Data Extraction on Exper-

ience Space)에서 전시품의 체험영역을 확인하기 위

한 방법은 Fig. 3과 같다.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전시품은 체험영역을 사전에 테이프로 표기해 두었

고,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 이미지에서 표시

된 테이프의 각 접점에 해당하는 좌표 값을 확보하여 

공간을 지정하였다. 확보된 체험영역의 좌표 값과 관

람객의 위치정보를 비교하여 지정된 전시품의 체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관람객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2대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관람객의 위치

정보인 X, Y 좌표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된 관람객

이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하며 저장

된다.

필터링 단계를 통해 선별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시품에 체험하고 있는 관람객의 체험시간을 계산하

는 시간산출 단계(In/Out Time Data Extraction)가 

진행된다. 시간산출 단계에서는 관람객 개인의 위치 

Fig. 3. Composition of Exhibits Coordinate about Experien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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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전시품 체험영역의 모서리 값에 일치하는 프레

임들을 선별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관람객과 전시품들의 체험영역에 대해 일치하는 프

레임들이 선별되는데, 여기서 전시품에 따라 프레임

들을 분류하여 프레임 번호가 빠른 경우를 입장시간

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를 퇴장시간으로 설정한다. 입

장시간과 퇴장시간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체험시간

을 식(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perience Time =

Difference Between Two Frames Number
(1)

30 Frame Per Second

전시품별로 체험영역의 모서리 값과 관람객의 위

치정보 값이 일치하는 프레임에 대해 각각의 프레임 

번호의 차이 값을 영상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의 초당 

프레임 수인 30fps로 나누게 되면 관람객의 체험시간

이 계산되며, 관람객 한 명당 전시품들에 대한 체험

시간이 저장된다. 이때, 전시품에 입장시간과 퇴장시

간 사이에 있는 관람객 데이터들은 사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관람객의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체험으로 판단하여 각각 저장된다.

저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

제하는 아웃라이어제거 단계(Outlier Removal)가 진

행된다.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3가지로

서 첫 번째는 관람객의 입장시간이 없는 경우, 두 번

째는 관람객의 퇴장시간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 관

람객이 전시품 체험영역에 5초 이상 머물러 있지 않

는 경우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관람객의 위치정보

와 체험영역의 좌표 값이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어 체

험시간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람객이 체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

는 상황으로서 선행된 연구결과[12,13]에 따라 전시

품의 체험영역에 관람객이 5초 이상 머물러 있지 않

은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거하고 남아있는 최종 데이터를 저장한다.

단계의 작업과정을 통해 저장된 최종데이터는 관

람객별 번호, 프레임 번호, 전시품별 체험시간, 카메

라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

로 전시품의 체험횟수 및 관람객 개인별로 전시품에 

머물렀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최종 데이터

를 활용하여 관람객의 선호도를 확인하기 위해 관람

객이 전시품에 가지는 선호도를 판단하기 위한 표현

방식인 유인력(Attracting Power)과 점유력(Average

Holding Time)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유인력이란 식

(2)와 같이 전시품을 체험한 관람객의 비율로서 전시

품이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힘을 의미하며, 체험에 대

한 기준은 5초 이상 전시품에 머물러 있었을 때 체험

이 진행되었다고 본다[12,13]. 또한, 점유력이란 식

(3)와 같이 전시품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의 평균 체

험시간을 나타낸 것이다[12,13].

Attracting
Power

=

Number of Visitors who become
Engaged with the Exhibit

(2)
Total Number of Visitors who

Enter the Exhibition

Average
Holding Time

=

Total Time Spent at the
Exhibit by Engaged Visitors

(3)
Total Number of Engaged

Visitors

본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최

종적으로 산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인력과 점유

력을 계산하여 연구대상에 있는 전시품에 대한 관람

객의 선호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4. 실험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분석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서, 국립대구과학관 상설전시1관 자연재해 

테마 전시관의 실제 전시환경에 도입하여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를 도출하였다. 실험에 활용된 

전시품은 Table 2에서 제시된 3점의 전시품으로 관

람객들이 실제로 체험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3은 영상촬영 컴포넌트에서 2대의 카메라 

Table 3. Constructed Data using Preference Analysis 

Method.

Description Count

Acquired Data from Camera_1 2,653

Acquired Data from Camera_2 2,643

Outlier Data 123

Removed Outlier Data 2,520

Independent Visitors 709

Time Spent at the (a) Exhibit(sec) 81,565

Time Spent at the (b) Exhibit(sec) 301,907

Time Spent at the (c) Exhibit(sec)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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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부터 제안된 수집 방법을 통해 확보된 데이

터를 나타낸다. 수집된 데이터는 카메라 영상별로 체

험시간 계산이 완료된 데이터와 아웃라이어 현황, 아

웃라이어가 제거된 데이터,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 현

황, 관람객 체험 시간으로 구분된다. 카메라 영상별

로 수집된 데이터는 2,653건과 2,643건으로 데이터베

이스 선호도 분석 컴포넌트에서 관람객의 체험시간

을 계산하는 시간산출 단계를 거친 데이터이다. 수집

된 데이터들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할한 이미지

를 바탕으로 체험시간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데이터들은 모두 제

외되었다. 또한, 카메라 영상별로 수집된 데이터는 

10건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멀티미디어를 효과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 낮은 조도를 활용하는 과학관의 

전시환경에서 역광에 의해 관람객 객체가 인식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건의 데이터를 제외시키고, 두 카메라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일치시켜 2,643건의 관람객 데이터

를 확보하였다. 이후 아웃라이어를 선별하여 제거하

는 단계에서 3가지 유형의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한 결과 123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선

별할 수 있었다. 선별된 아웃라이어 데이터를 프레임

별로 확인한 결과, 관람객이 서로 겹쳐져서 관람객의 

고유 번호가 바뀌는 경우와 텐서플로가 관람객을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61건 발생하였고, 관람객이 

전시품에 5초 이상 머무르지 않고 지나간 경우가 62

건으로 확인되었다. 선별된 123건의 아웃라이어 데

이터를 제거하는 단계를 거친 후 최종 2,520건의 데

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2,520건의 데이터는 관람

객이 실험영역에서 이동하여 중복 체험을 진행한 경

우에도 추가되며, 중복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실제로 

전시품을 체험한 관람객의 수는 709명으로 파악되었

다. 마지막으로 3점의 전시품에 대해 체험을 진행한 

전체 관람객의 체험시간이 확인되었다.

Fig. 4는 전시품별 체험횟수(Experience Count),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 인원(Engaged Visitor Count)

그리고 전시품별로 할당되어 있는 표준체험시간을 

만족한 체험횟수(Standard Experience Time Count)

를 그래프화한 것이다. 체험횟수와 체험에 참여한 관

람객 인원의 그래프를 보면 (b)전시품이 다른 (a), (c)

전시품과 비교하였을 때 982건, 67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표준체험시간을 

만족한 체험횟수의 그래프에서도 (b)전시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b)전시품

에서 표준체험시간을 만족한 체험횟수가 체험에 참

여한 관람객 인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

의 관람객이 체험을 진행할 때 (b)전시품의 작동과정

을 끝까지 관람하거나 반복적으로 관람한 것으로 해

석된다. 이에 비해 나머지 (a), (c)의 전시품은 표준체

험시간을 만족한 체험횟수가 체험에 참여한 관람객 

인원보다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체험에 참여한 관람

객이 체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흥미를 잃거나 체험방

법이 난해하여 전시품이 전달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로 체험을 중도에 포기한 관람객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3의 전시에 참여한 관람객 데이터(Inde-

pendent Visitors)와 전시품별 체험시간(Time Spent

at the Exhibits) 그리고 Fig. 4의 전시품별 체험인원

Fig. 4. Graph of Experience Status by 

Exhibits. Standard Experience 

Time Count* = Number of ex-

periences visitors when experi-

ence time is more than standard 

experienc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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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d Visitor Count)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시품 

3점에 대한 유인력과 점유력을 계산하여 Table 4와 

같이 나타냈다. 체험에 참여한 전체 관람객 709명에 

대한 유인력은 (a)전시품이 0.83, (b)전시품이 0.95,

(c)전시품이 0.8로 계산되었으며 모두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선행된 연구결과에서 진행한 과학관에서 

관람객 체험시간에 영향을 주는 체험형 전시품의 특

성에 대한 연구[13]에서 가장 높은 유인력으로 나타

난 0.72보다 높은 값이다. 이는 실험 대상의 전시품들 

모두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관람객의 입장에서 전시품들을 마주하였을 때 체

험에 참여하고 싶은 흥미를 느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점유력은 (a)전시품이 112초, (b)전시품

이 307초, (c)전시품이 166초로 계산되었다. (b)전시

품의 점유력은 다른 전시품과 비교하였을 때 표준체

험시간 더 길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전시품보

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b)

전시품의 작동방법이 대형 수조와 함께 연동되어 움

직이는 전시품으로 단순 터치 영상으로 구성된 (a),

(c)의 전시품보다 관람객을 더 오래 머무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선행된 전

시 유형이 학습,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24]에 따라 3차원 조형물 등으로 이루어진 

구체적 구성의 전시품이 단순한 텍스트와 그림으로

만 구성되어 있는 요약적인 전시품보다 관람객을 끌

어들이는 매력과 오래 머무르게 하는 힘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제안한 텐서플로를 활용한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 

선호도 분석 방법으로 연출기법이 다른 세 가지 유형

의 전시품을 대상으로 관람객들의 전시품 체험시간

과 체험횟수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선호도를 판단하

는 지표인 유인력과 점유력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b)전시품이 관람객을 끌어들이는 유인력과 머무르

게 하는 점유력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표준체험

시간을 만족한 체험횟수가 실제 체험인원보다 높게 

나타나 전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전시품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 (c)의 전시품의 

경우 유인력이 높고, 점유력이 표준체험시간보다 높

게 나타났지만, 표준체험시간을 만족한 체험횟수가 

실제 체험인원보다 적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향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관찰됨을 알 수 

있었다. 일련의 실험으로부터,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

여 관람객이 별도의 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관람객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전시품을 체험하는 관람객의 체

험시간과 체험횟수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선호하는 전시품을 발굴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실제 관람환경에서 텐서플로를 활

용한 전시품 선호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선행

된 연구에서 선호도 분석을 위해 수집한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체험시간과 체험횟수 데이터를 제안

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었

고,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유인력과 점유력을 계산하

여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실물모형이 함께 연동되어 작동하는 전시

품은 관람객을 오래 동안 머무르게 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이 보임을 수치적인 데이터

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제안된 분석 방법은 기존의 추

적관찰조사나 설문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과학관에서 

관람객의 선호도를 확인하는 기존 연구들에 비해, 짧

은 기간 동안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비콘이나 블루투스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방법과 비

교하였을 때 관람객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관람객의 연령대와 상관없

이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서 관람객이 겹

Table 4. Values for Attracting Power and Average Holding Time of Exhibits.

Description (a) Exhibit (b) Exhibit (c) Exhibit

Attraction Power
(Experience Visitor/Total Visitor)

0.83 0.95 0.8

Average Holding Power(sec)
(Experience Time)

112 307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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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거나 가려져서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대의 카

메라를 활용하였으나 실험 데이터를 육안으로 확인

해본 결과 카메라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 관람객이 

가려지는 현상이 간헐적으로 발견되었다. 향후 진행

되는 연구에서는 관람객이 가려지지 않도록 카메라

의 각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카메라 대수를 추

가하여 실험영역을 확대하여 더 다양한 전시품에 대

한 관람객의 선호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분석방법으로는 전시

품에 대한 관람객의 상세한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성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전시관의 중장기 발전방향 등의 심층적인 연구

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기법과 병행하여 분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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