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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시서비스 신을 한 ICT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의 첫 단계로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조

사, 그리고 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재 시산업 서비스의 핵심  문제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  

지원순  도출을 한 6가지 항목( 요도, 복성, 시 성, 실행용이성, 도, 공공성)의 평가를 통하여 

12가지 미래 신규서비스의 우선순 를 제시하 다. 4가지 평가항목( 요도/시 성, 실행용이성/ 도)을 

축으로 구성해본 2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미래서비스의 우선순 를 비교해 본 결과, 공통 으로 도

출된 서비스는 ‘작품 방지막 설치 서비스’와 ‘ 시 이력 리  추천 서비스’, 그리고 ‘AR을 이용한 시라

벨  설명문 안내서비스’로 나타났다. 특히 ‘작품 방지막 설치 서비스’는 체 측정 항목별 수평가에서

도 1 를 차지하 고 복성이나 공공성 역에서도 높은 수를 기록하며, 미래 시서비스에서 가장 우

선 으로 도입되어야할 서비스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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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he first step for ICT-based service model development for exhibition service 

innovation. To obtain the goal of this research, we derived the core problems of current 

exhibition industry service through previous literature, open-ended question and focus group 

interview. And then, we provided prioritization of twelve new services utilizing six assessment 

items(importance, duplication, urgency, ease of execution, prevalence, publicness) to derive 

policy priorities. We analyzed two portfolios that combination of four assessment items - 

importance/urgency and  ease of execution/prevalence. Through surveying and analyzing the 

result, this paper serves that the priority facts are  ‘The work invisible barrier installation 

services’, ‘Exhibition history management and referral services’, and ‘Exhibit labels and 

descriptive text information service utilizing Augmented Reality’. In particular, ‘The work 

invisible barrier installation services’ is the most important service not only the assessment 

criterion of duplication and publicness but also overall measurement score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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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 은 기존 산업의 핵심 역량을 향상

시키고 획기  발 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보다 빠른 계산, 자동화, 정

확한 방법 등을 통해 재의 산업이 가지고 있는 약  

 제한 을 개선하고, 미래의 발  모습과 방향 등을 

제시해 오고 있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차별 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시산업에서도 ICT의 도

입은 핵심역량(Core Competence) 의 하나로 평가받

고 있다. 

시산업은 좋은 콘텐츠의 선정  개발도 요하지

만, 제공될 콘텐츠를 람객에게 달하는 과정이 더욱 

요하다. 즉, 람객 유치와 만족도 증가를 통하여 재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출하고, 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리  람객의 피드백 

등을 반 하여 지속 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

된다. ICT는 이러한 서비스 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표  도구로써 시산업 분야의 새로운 신산업 기반 조

성이 가능하다.

재 시서비스에 한 연구는 크게 시서비스 품

질(속성) 요인 는 박물  서비스 품질 요인과 요인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재방문의도에 한 연구로 나뉜

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컨벤션(convention)을 동

반하는 산업 시에 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

들의 특성을 반 한 미술 시서비스에 특화된 연구는 

권 인 외(2011)의 연구가 표 이다. 한 미술 시

에 있어 ICT 도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술지원 사

업 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9년에 이르러서야 특화

된 분야로 지원되기 시작하며, 시 역 ICT 도입의 필

요성에 비해 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술 역  서비스 속성

이 강한 시산업 부문에서 재 시산업 서비스가 직

면한 문제 을 바탕으로, 미래 시서비스 개선을 한 

ICT 기반 핵심 서비스를 선정하고, 요도와 시 성 평

가를 통한 각 서비스별 우선순 를 도출하여 향후 추진

해야 할 략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시서비스와 ICT
1.1 전시서비스의 정의
시는 미술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한 수단으로

써 역사, 문화, 심리  가치를 가지며, 기본 으로는 작

품 시의 의미를 지니고, 부가 으로는 람객을 통해 

의미의 재창출과 정신  소통의 의미를 지닌다[3][25]. 

미술 시는 미술품이라는 제품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이를 구매하여 직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활동으로서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2]. 

시산업1)에서의 서비스란 시회 기간  직  방

문한 람객의 편익과 만족, 정보제공  인 ․물  

시설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4]. 따라서 시서비스

에는 시내용( 시물의 다양성, 가치 등), 람시설(조

명, 안내표시, 해설, 람동선 등), 직원서비스, 시설 외

, 부 시설  행사(주차, 편의시설, 교육 로그램, 

아트상품 등)의 여부가 포함된다[13].

한편, 시서비스를 산업육성 차원의 에서 보기 

해서는 산업으로서의 정의가 요구된다. 이를 해 

[그림 1]과 같이 가치사슬 에서 시서비스 제반 

활동을 분석하면, 먼  시기획, 인 라  장비 구축, 

제작, 람객 유치  홍보 등을 한 마 , 그리고 

람객을 한 서비스 달  사후 리의 주요 활동

(primary activity)으로 구성된다. 이때 타 산업처럼 일

반 리  인 자원 리, IT서비스, 조달 등의 역이 

본원활동의 효과  수행을 한 지원 활동(support 

activity)으로 구성된다.

1.2 전시서비스에서 ICT의 역할
유비쿼터스와 디지털정보화 기술로 인해 산업의 

반 인 로세스가 변화했으며, 박물 , 미술 , 시

, 박람회 같은 시설에도 IT기술의 목이 가속화되고 

있다[10]. 

1) 시산업발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 시산업”과 “ 시회”는 무역

상담과 상품  서비스의 매·홍보를 하여 개최하는 상설 는 

비상설 박람회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작품 감

상을 주 목 으로 하는 “미술 시”와는 성격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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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시서비스 가치사슬[18] 

그림 2. IT기술 도입에 의한 미술관의 변화[11] 

ICT 도입으로 인해 미술 이 가져오는 변화는 크게 

이용자와 리자 입장의 변화로 나뉜다. 미술  이용자

는 어디에나 내재되어 있는 컴퓨터로 인해 단지 이동하

고 보는 일상생활만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한 물리공간과 자공간이 유기 으로 연계되

어 언제 어디서나 웹에 속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해 

시물 치 확인 서비스, 웹 포털과 연계한 작품 정보 

제공 서비스, 시정보  도우미 서비스 등의 서비스

를 제공 받을 수 있다[21].

ICT 도입 미술 은 시품과 시장에 있는 사람에 

해 인식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평소에 낮은 비용으

로 계측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의 평가가 용이해져 

실시간 재정비가 가능하고 이용자의 요구에 따를 수 있

다. 따라서 시간과 노력  리비용을 일 수 있으므

로 미술  운 의 인  부담이 어진다. 리자가 받

을 수 있는 업무상 편익은 인벤토리 리, 교육, 티  

서비스, 유물의 발굴  복원, 작품의 리  도난방지, 

수장고의 입․출고 리  이력 리, 람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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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등이 있다[11][19].

이와 련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서는 

[표 1]과 같이 문화 분야에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

고,  2009년부터 창작, 공연, 시로 장르를 세부 으로 

구분하여 시분야에 특화된 지원을 시작하 다.

문화콘텐츠기술개발사업(2002)

▪문화유산/문화원형에 초점
  (장르구분 없음, 총괄적 기술 지원)

▼
문화기술(CT)연구소 육성사업(2005)

▪2007년도부터 창작과 문화예술
  (공연/전시, 문화재)로 구분

▼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사업(2009)

▪창작/공연/전시로 장르 구분하여 지원

표 1. 기술지원 사업 현황(2002~2011)

시분야 기술개발 지원은 2009년 ‘문화원형 활용 

로벌 시콘텐츠 제작지원 사업(2009)’과 ‘CT기반 미디

어 아트 시를 한 작도구 기술  지능형 시 공

간 구  기술 개발(2009~2010, 연속사업)’이 표 이

나, 자는 콘텐츠 개발에 국한되어 있으며 후자는 미

디어아트 시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 이 있다. 그 

외에 2010년 ‘CT기반 공연, 시를 한 실감형 작동 

모형  와이어 라잉 시스템 개발(2010~12)’과 2011년 

‘ 객반응에 응하는 진화형 인터랙티  시 통합제

어 기술 개발(2011~13)’은 공연과 시에 통합 용되는 

기술로써 시산업에 특화된 기술이 아니므로 시산

업 진행 로세스별 다양한 한계 (가상 시동선 구

, 개인별 시 안내서비스 등)이 노출될 것으로 측

된다.

이와 같이, 국내 시산업 련 특화된 기술 지원이 

이루어진 기간은 짧을 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시 기

술 격차 한 매우 높다. 한 통합 인 시 인 라 구

축이 아닌 산발  로젝트 단  당 산 집행으로 일

회성 성과에 그치는데 한계가 있다.

2. 전시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시서비스 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시회 서비스품질(속성)과 박물  서비스품질 두 가지 

역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시회 서비스품질은 

컨벤션을 동반하는 산업 시에 을 맞추고 있으며, 

련 시회 서비스품질 요인으로는 근성, 물리  설

비, 인 서비스, 편의시설, 유치  홍보 등이 있다

[4][5][8][9][14][16].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술 시 분

야의 서비스 련 연구는 체로 박물 을 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박물  서비스품질 요인으로는 식음료시

설, 시의 표 , 시의 내용, 직원의 응, 매력물 정

보, 정보 달, 지정보의 유용성, 박물 시설, 부 시

설  행사 등이 있다[6][12][13][15][23].

한편, 미술품을 상으로 하는 미술 시서비스 품질 

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이에 국내 소비자들의 

특성을 반 한 미술 시서비스에 특화된 연구는 권

인 외의 연구가 표 이다. 권 인 외는 국내 소비자

가 미술 시 서비스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요시 

여기는 속성 요인을 추출하기 하여 연평균 1회 이상

의 미술 시를 람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6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조사는 과거 미술 시

를 람하기 해 행하 던 일련의 모든 서비스 과정 

에서 경험하고 느 던 ‘좋았던 ’과 ‘나빴던 ’, 그리

고 그 이유를 서술식으로 기술하도록 하 으며, 그 결

과 인  자원의 정보 달, 작품 이해를 한 정보 달, 

시 정보 획득의 편의성 등이 상 으로 높은 순 로 

나타났다[2]. 즉, 시된 콘텐츠의 달 과정에서 필요

한 설명을 획득할 수 있는 편의성이나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람객의 흥미 유발  재방문에 매우 요한 

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스마트 과학  등과 같이 람객의 흥미를 이끌

어내고, 체험과 학습 모두가 가능한 인텔리 트(intelligent) 

시 의 구축  서비스 개발 필요성도 바로 이런 

람객의 속성에 향을 받아 두된 것으로 단된다[2].

Ⅲ. 연구설계

1.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 [그림 3]과 같

은 연구방법과 차를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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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개방형설문/
FGI

▶ 선행연구를 통한 평가항목 
도출 

▶ 폐쇄형 설문
( 요도  시 성 평가)

▶ 서비스
최종 선정

▶ 우선순  
도출

▪전시산업 전문가 및 일반
인 15인 대상
▪미래 신규서비스 도출

▪BMO평가 방법론 등 총 
4개 방법론 연구

▪중요도 등 총 6개 항목
별 측정
▪7점 척도 평가

▪중복성 등의 이유로 하
위 랭크된 서비스 탈락 

▪전략적 중요도와 시급성 
기준으로 우선순위 확정
▪4분면에 위치

그림 3. 연구방법 및 절차

시서비스 역의 문제   응방안에 한 요인

을 도출하기 하여 1차 으로 시산업 문가  일

반인 15인을 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개방형 설문조사는 ‘ 재 각 산업별 서비스가 직면한 

문제 ’과 ‘ 재 서비스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미래서

비스 제시’에 한 항목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

록 하 으며, 경험하거나 문헌으로 한 선진사례에 

한 추천도 받았다. 이후 빈도수가 높게 측정된 요인들

을 토 로 재 시산업 서비스 핵심 문제 요인  미

래 신규서비스를 도출하는 한편, 보다 실성 있고 체

계화된 서비스를 정의하기 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 다.

폐쇄형 설문조사는 개방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

출된 18개 ICT기반 미래서비스에 하여 6가지 평가항

목( 요도, 복성, 시 성, 실행력, 도, 공공성)별

로 7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시산업 문가  일반

인 30인에게 실시하 다. 

이후 평가항목의 합계 수의 결과에 따라 하 에 랭

크된 서비스 요인은 삭제하고, 실행 단 에서 우선 도

입해야 할 서비스를 도출하기 하여 략  요도와 

시 성, 그리고 실행용이성과 산업 도를 기 으로 

Portfolio Evaluation Quadrant 분석을 통해 우선순 를 

선정하 다.

2. 미래서비스 평가항목 도출 
정의된 미래 신규서비스에 한 정책  지원의 우선

순 를 평가하기 해 미래 비즈니스 후보과제를 사  

검증하고 평가하는 방법인 BMO(bruce merrifield- 

ohe)평가 방법론2), 재정사업자율평가3), 비타당성조

2) 1978년 와튼스쿨(Wharton School)의 메리필드(R. Bruce Merrifield) 

교수에 의해 처음 개발 된 후 신규사업  기존사업 평가, 기술경

을 통한 산업 생존방안 분석 기법으로 보편화 되었으며,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외부 요인에 의한 사업매력도와 자사 합도 등이 있음. 

사 제도4), 신사업 체크리스트5)의 평가 항목 등을 활용

하여 [표 2]와 같이 총 6가지 평가 항목을 도출하 다. 

선행연구 세부 평가항목
평가
항목

상위계획과의 
일치성(국정과제 

연계 여부)
▪정부의 국정과제 연계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중요도
사업 연속성 여부 ▪기 추진과제와의 연계 및 확대

▪추진체제의 활용 및 확보
타 사업과 중복 및 

유사성 ▪타 사업과 중복 및 유사성 중복성

투자시기(우선순위) 
및 사업기간

▪투자시기(우선순위)
▪사업기간

시급성
사업 성장성

▪연평균 성장률(CAGR)
▪추정 시장 점유율
▪지속적 성장 및 수익 확보 가능

사업 실행 가능성
▪사업주체의 사업추진 능력
▪사업추진 시기의 적절성
▪사업 여건의 환경변화

실행력
위험분산도

▪세분시장 또는 응용분야의 다양성
▪산업집중도 평가 
▪시장 미형성 시 유사 사업으로 대체 

업계 재구축 
가능성

(재사용성)

▪혁신적 기술로 업계 재구축 달성 가능성
이 매우 높음
▪제품 또는 판매형태에 혁신을 초래할 가
능성이 있음
▪상품의 단순개량

파급도

산업파급도 ▪연관 산업 파급효과(산업연관분석)

공공서비스 편익 ▪직접 편익, 간접 편익 등
▪유형 편익, 무형 편익 등 공공성

표 2. 전시산업 미래서비스 평가항목

3) 각 부처가 매년 소  사업의 20%씩 자체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평

가결과를 검하여 산편성에 활용하는 제도로서, 평가분야는 

산의 계획단계, 집행단계, 성과단계로 나뉨.

4)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투입되는 500억 이상의 모든 사업(일부 사

업 제외)에 해 사업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 성, 국고

지원의 합성, 지역균형발  요인, 상 계획과 부합성, 주무부처의 

사업우선순  등이 있음. 

5) 기업에서 기존 사업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개발 시 사용하는 표  

기법  하나로, 주요 평가항목으로는 략  요도, 시장 매력도, 

사업화 역량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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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문항 도출 요인
응답 
횟수

도출 요인
응답 
횟수

현재 전시산업
서비스가 직면한 

문제점

수준별 전시 설명 부족 19 전시 구성의 복잡성(이해도 하락) 15
전시품 관람 편의성 증대(360도 관람) 15 직원의 서비스 수준(고객 응대 등) 14
전시 진행 전문인력 부족(통역 등) 13 체험 프로그램 개설 13
대형 해외전시 위주(핵심 작품 제외) 12 홍보 시스템 발전 11
대중친화적 공간(아트샵, 커피숍 등) 9 작품 훼손(촬영, 접근 등) 8
전시 콘텐츠 부족(중복 전시 다수) 6 작품 감상용과 정보 획득을 위한 조명 분리 5
전시 관련 인프라 부족(관광 등) 4 전시관 이미지와 전시 주제의 이질성 3
접근성이 낮음(높은 가격 등) 3 영세한 작업 환경 3
친환경 시스템 이용(폐기물 발생) 2 전시장 내 이동수단의 발전(도보로 관람) 1

현재 서비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서비스 제시

효율적인 전시 설명 도구 (진행, 통역) 24 작품 연계 관련 정보 검색 도구 20
효과적인 전시 이해를 위한 동선 설정 19 체험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18
전시품 관람 편의성 증대(전면 관람) 17 편리한 관람객 만족도조사 16
직원 교육 시스템 16 촬영(복사) 방지를 위한 도구 개발 15
거리 홍보 수단의 다양화(마케팅) 14 효과적인 전시 설명문(영상, 애니 등) 12
작품 접근 금지 도구 11 작품 훼손 구역 탐지 11
전시 추천 및 이력관리 시스템 11 전시 관련 상품 구성 10
사전 결재 시스템 9 재 입장이 편리한 티켓 9
주차관리시스템 8 멤버쉽 관리 8
인재 육성(기획 등) 4 전시 콘텐츠 개발 3
전시주제와 전시장 이미지의 동일성 3 작가군 형성을 위한 지원 2
자동차 내부 결재 시스템 2 전시관 내 무빙(moving) 워크 설치 1

* 주1: 개인별 중복 응답도 횟수에 포함. 
* 주2: 5회 미만 소수 응답에 그치며 산발적 제시된 의견은 제외함.

표 3. 전문가 개방형 설문 결과(1차 설문)

Ⅳ. 미래서비스 도출 및 우선순위 평가

1. 전시산업 미래서비스 도출
1.1 전문가 개방형 설문 결과
재 시산업 서비스 문제 은 시 설명 부족, 

시품 람 편의성 증 , 홍보 시스템의 발 , 작품 훼손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출되고 있었으며, 

가장 큰 문제 으로는 수 별 시 설명 부족(19회 응

답), 시 구성의 복잡성(15회 응답), 시 진행 문인

력 부족(13회 응답) 등의 항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 시 이해의 어려움’이 도출되며 개별 작품뿐 만 아니

라 시 컨셉 체에 한 이해를 돕기 한 서비스 확

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시산업에서 미래에 필요한 서비스는 시 설명 도

구 개발, 체험학습 로그램 개발, 작품 람 편의성 증

, 작품 훼손  복제 지 도구 개발, 사  결제 시스

템, 련 상품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기되었으며, 

그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재 서비스 문제 에서 

지 된 바와 같이 시의 이해를 돕기 한 서비스들로

써 효율 인 시 설명도구(24회 응답), 작품 연계 련 

정보 검색 도구(20회 응답), 시 이해를 한 동선 설

정(19회 응답), 효과 인 시 설명문(12회 응답)이 도

출되었다.

1.2 폐쇄형 설문 문항 도출
개방형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미래서비스를 바탕으로 

FGI를 통하여 도출된 18가지 시산업 ICT기반 미래

서비스는 다음 [표 4]와 같다. 시산업 가치사슬 상 제

작 역 4개, 마  역 1개, 서비스 역 9개, 사후

리 역 4개로 서비스 역에서 가장 많은 미래서비스

가 도출되었다.

제작과 마 , 그리고 사후 리 역은 시 기획자 

 제작자 는 리자가 시를 기획․진행․ 리하

는데 필요한 서비스로서 작품 훼손구역 탐지, 시 동

선 구 , 작품 근  촬  방지  도록 작품사진 

작권 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도슨트

(docent) 교육, 홍보와 가상 아카이 (archive) 구축, 

람객 만족도 측정  멤버쉽 리 등과 련된 신규 서

비스들이다. 서비스 역은 람객의 시 근성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시 이해도  교육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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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래서비스 명 내     용

제작
(4)

3D기반 작품훼손 구역 탐지서비스
- 타 기관으로 작품 반․출입 시, 3D 스캐닝을 통하여 반출 전과 후의 상태를 체크하여 작품 손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

- 반출 전후의 3차원 스캐닝 영상을 매칭시켜 스스로 손상부위를 진단  

3D가상 전시동선 구현 서비스
- 전시 동선 계획 시, 3D 가상공간에서 작품의 배치 및 조명의 위치나 밝기를 셋팅하여 최적의 상태를 

연출 가능
- 여러 가지 주제별 동선설정을 통해 관람의 폭을 확대

촬영 및 접근 시 작품이 안보이는 방
지막 설치서비스

- 눈으로 볼 때는 작품이 보이지만, 방지막 때문에 촬영 시 사진이 찍히지 않음
- 플래시 빛 또는 접근 시, 10초간 작품이 보이지 않으며 경고메시지 및 작품/작가 설명문이 뜸

몰입형 도슨트 교육 프로그램 - 매뉴얼 개발을 넘어, 직원을 대상으로 한 몰입형 교육을 통하여 각 상황별 대처요령 및 전시 내용 숙지
* 장애인·경로·단체·외국인 대면, 사진 촬영, 작품 손괴, 관람자가 넘어지거나 다쳤을 경우 등

마케팅
(1)

사용자 위치기반 3D홀로그램 거리홍
보서비스

- 자동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맞춘 광고가 거리에서 3D 홀로그램을 통하여 광고됨
- 개인이 있는 위치(여행 등)에 따라 관심 분야(르네상스, 현대미술 등) 중에서도 위치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전시 광고

서비스
(9)

사전 예약/결제 시스템 - 사전 예약/결제 시스템 구축
* 전시분야 아직 미 도입(공연분야 한정된 좌석으로 예약시스템 도입) 

주차 공간 안내 시스템 - 주차 공간 안내 및 중앙통제 시스템 구축

전시 이력관리 및 추천 서비스 - 개인이 정보를 탐색하지 않더라도, 현재까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심 작가, 작품, 사조 등의 개인별 
스타일을 파악하여 고객에게 추천    

재입장이 편리한 티켓 - 입장 티켓을 종이가 아닌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홀로그램으로 제공
- 재입장의 경우, 티켓이 도용되었는지 아닌지 즉각 알 수 있음

3D홀로그램 기반 개인별 전시안내 서
비스

- 개인의 수준(성별, 연령, 학력 등)에 따른 개인별 작품 해설  
- 전시 스토리에 따른 동선 안내

홀로그램을 이용한 360도 작품관람 
서비스(각도조정)

- 도난의 위험과 보존 조건이 까다로운 예술품(문화재)을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전시
- 눈높이에 따라 감상 부분이 한정되었던 작품의 360도 감상
- 개인이 각도를 조정하며 관심 있는 부분 관람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전시라벨 및 
설명문 안내서비스

- 단말기(스마트폰, 안경 등)로 관심 작품을 비추면 작품정보(작품명, 작가명, 제작년도, 크기, 재료 등)가 
확인됨  

- 관심작품의 정보를 개인 북마크로 저장하여 관람 후에도 연동 가능  

라이브북(Live Book)을 이용한 활동
지 제작서비스

- 박물관(미술관) 활동지에 Light Touch(Light Blue Optics: 평면을 가상 터치스크린으로 사용하는 모
바일 인터랙티브 프로젝터)를 작동시키면, 인쇄된 활동지 위에서 손으로 직접 인터랙션할 수 있는 새로
운 개념의 서비스 

- 게임 등 교육용 콘텐츠 사용에 적합(3D 입체방식 구현도 가능)

작품연계 상품 소개 - 작품 감상 시, 작품 해설뿐 만 아니라 연관 검색을 통하여 자동으로 모바일 또는 DP기기를 통하여 관련
된 문화예술상품 소개

사후
관리
(4)

온라인 3D가상 전시관 및 아카이브 
서비스

- 가상의 박물관(미술관) 안에서 실제 작품 관람을 하는 것과 같이 동선을 따라 관심 작품 관람(몰입도 
향상)

- 전시 관람 전 흥미 유발 또는 실제 관람 후 관심 작품에 대한 정보 획득  
전시 관람객 자동인식시스템을 이용
한 만족도 조사 - 표정인식 및 인체변화(체온, 혈압 등), 정착시간을 이용하여 고객의 만족 정도를 자동으로 평가함 

멤버쉽 통합 관리시스템
- 전시관람 현황, 상품 구매 현황, 교육 프로그램 참여 현황 분석을 통한 포인트, 사은품, 이벤트 등의 행사 

추진 
- 홈페이지 등의 의견 종합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참여도 확대 및 충성도 확보 

도록사진 DRM - 전시도록 내에 실린 작품사진의 불법 복제와 변조를 방지
* 특히 사진작품의 경우 더욱 중요

표 4. 폐쇄형 설문문항 도출(2차 설문)

증 시키기 한 서비스로서 사  약  결제․주차

안내 시스템, 이력 리  추천, 입․출입 리 티켓 개

발, 시 안내  람 련 기술, 활동지를 이용한 교

육, 문화상품 연계 등과 련된 신규 서비스들이다.  

2. 미래서비스 우선순위 평가 결과
2.1 측정 항목별 점수평가
시산업 문가  일반 람객의 척도 평가를 통해 

시산업의 18가지 미래서비스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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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폐쇄형 설문 문항별 측정 결과(7점 척도)

과, 최소값은 요도 3.33, 복성 1.92, 시 성 3.00, 실

행용이성 3.09, 도 3.67, 공공성 3.75로 나타났으며, 

최 값은 요도 5.5, 복성 4.58, 시 성 4.92, 실행용

이성 6.08, 도 5.33, 공공성 5.58로 나타났다.

6가지 평가항목은 시산업 문가의 의견을 종합하

여 각각 요도 0.2, 복성 -0.2, 시 성 0.1, 실행용이

성 0.1, 도 0.2, 공공성 0.2의 가 치를 두었다. 

평가 결과, 합계 수가 2.6미만으로 체 서비스들  

하  랭크된 서비스 6개를 제외한 12개 미래서비스를 

최종 선정하 다. 제외된 6개 서비스는 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낮은 수를 기록하 지만, 특히 공연 등 유

사한 타 문화산업 분야에서 이미 도입된 사례 등을 통

하여 복성이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  랭크된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1 , 2 , 3 , 5

가 모두 제작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들로서 ‘작품 보호

용 방지막 설치 서비스’가 1 를 차지하 고, ‘작품 훼

손구역 탐지 서비스’, ‘도슨트 교육 로그램’, ‘가상 

시동선 구 서비스’가 그 뒤를 따랐다. ‘작품 방지막 설

치 서비스’는 촬  방지로 인한 작권 보호와 동시에 

람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작품 훼손 방지를 한 서비

스로서 작품의 손실 시 기획  제작자는 물론 람객

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계로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이다. 한 ‘작품 훼손구역 탐지 서비스’는 미술

작품이 갖는 요한 가치인 유일성과 희소성 등이 시

품 교류 등을 통한 훼손으로부터 보다 손쉽게 방하고 

보존하기 한 수단으로서 범국가 으로 필요한 서비

스이다. ‘도슨트 교육 로그램’은 람객에게 가장 직

으로 시 정보를 설명해 주는 도슨트의 문성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한 교육 로그램이며, ‘가상 

시동선 구 서비스’는 시장 구조  작품의 수량, 크

기, 내용과 조명의 밝기와 각도까지 모든 여건을 고려

하여 시 체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만들어가

는 작업으로서 규모 시일수록 시행착오를 이고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기 하여 꼭 필요한 서비스이다.

이 외에 4 , 7 , 9 , 10 를 차지한 서비스들은 

부분 람객의 시 정보 획득의 편리성  작품 이해

를 한 정보 달과 련된 서비스들로서 ‘ 시 이력

리  추천서비스’, ‘개인별 시안내 서비스’, ‘ 시라

벨  설명문 안내서비스’, ‘가상 시   아카이  서

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람객의 입장이 

반 된 서비스들로서 권 인 외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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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ICT기반 미래 전시서비스 개요도

한편, 11 와 12 를 차지한 ‘홀로그램을 이용한 360

도 작품 람 서비스(각도조정)’, ‘사용자 치기반 3D홀

로그램 거리홍보서비스’는 홀로그램 기술 상용화  보

편화의 시의성을 이유로 실행용이성 항목에서 낮게 평

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미래서비스 우선순위 도출
측정 항목별 수평가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12개 미

래서비스에 하여 실행 단 에서 우선 도입해야 할 서

비스를 도출하기 하여 여러 가지 평가항목의 축을 통

해 포트폴리오(portfolio)를 구성해 보았다. 

우선 략  요도와 시 성을 기 으로 12개 미래 

신규서비스의 수를 살펴본 결과, 수의 폭은 요도 

3.33~5.50, 시 성 3.00~4.92로 요도의 차이가 소폭 넓

은 것을 알 수 있다. 체 미래서비스  가장 요하고 

 시 하게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로는(Ⅰ사분면) 제작 

역에서 2개 서비스(촬   근 시 작품이 안보이는 

방지막 설치 서비스, 3D기반 작품훼손 구역 탐지서비

스), 서비스 역에서 2개 서비스( 시 이력 리  추

천 서비스, AR을 이용한 시라벨  설명문 안내서비

스), 사후 리 역에서 2개 서비스( 시 람객 자동

인식시스템을 이용한 만족도 조사, 도록사진 DRM)로 

나타났다. 특히, AR을 이용한 시라벨  설명문 안내

서비스는 2D 이미지 인식기술(형태 기반, 주과학기

술원)과 3D 오 젝트 인식기술(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연구 에 있는바, 시산업에도 곧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작품훼손 구역 탐지서비스는 12

개 미래서비스  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작품 방지막 설치 서비스는 시 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요성과 시 성이 모두 낮아 다른 서비스들

에 비해 상 으로 늦게 도입해도 되는 서비스는(Ⅲ사

분면) 마  역에서 1개 서비스(사용자 치기반 

3D홀로그램 거리홍보서비스)와 서비스 역에서 1개 

서비스(홀로그램을 이용한 360도 작품 람 서비스)로 

나타났다. 2개 서비스 모두 12개 미래서비스  요도

와 시 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 한

정된 시 람층이 화되기까지의 실  시의성

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며, 한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람할 수 있는 시품 종류(문화재 혹은 3차원 오 제 

등)  술품 체효과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된다.

그 외에 요성은 높으나 시 성이 상 으로 낮은 

서비스는(Ⅳ사분면) 제작 역의 ‘몰입형 도슨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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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시산업 미래서비스 우선순위(중요도, 시급성 기준) 

로그램’, 서비스 역의 ‘3D홀로그램 기반 개인별 

시안내 서비스’, 그리고 사후 리 역의 ‘온라인 3D가

상 시   아카이  서비스’로 나타났다. 해당 서비스

들은 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이지만, 아직까지 도슨

트 교육을 한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기  내에서

만 사용 가능한 특화된 디스 이 기기 사용, 기 별 

홈페이지 구축 등 낮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으로, ICT의 도입으로 더 나은 서비스 환경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다.

반 로 시 성은 높으나 요성이 상 으로 낮은 

서비스는(Ⅱ사분면) 제작 역의 ‘3D가상 시동선 구

 서비스’로 나타났다. 2011년 2월 문화체육 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주 한 “문화기술 

R&D 성과발표회”에서 (주)지엘어소시에이츠는 3D가

상 시동선 구  로그램을 선보인바 있으나, 기획 

 제작자들이 요성을 인식하고 보편 으로 사용하

기 해서는 수많은 시장별 이스 도입, S/W 툴 사

용의 간편화, 가격의 성, 홍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상된다.  

다음으로 실행용이성과 산업 도를 기 으로 12

개 미래 신규서비스의 수를 살펴본 결과, 수의 폭

은 실행용이성 3.09~6.08, 도 3.67~5.33으로 실행용

이성의 차이가 넓게 분포한 것을 알 수 있다.

체 미래서비스  가장 실행이 용이하고 도가 

큰 서비스로는(Ⅰ사분면) 제작 역에서 3개 서비스(몰

입형 도슨트 교육 로그램, 촬   근 시 작품이 안

보이는 방지막 설치 서비스, 3D가상 시동선 구  서

비스), 서비스 역에서 2개 서비스( 시 이력 리  

추천 서비스, AR을 이용한 시라벨  설명문 안내서

비스), 그리고 사후 리 역의 ‘도록사진 DRM’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이미 기존에 서비스 되

고 있는 과제이며, 도입되어야 할 IT기술 역시 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거나 개발 정된 기술들이기 때문에 

실행용이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측된다. 특히, 몰입

형 도슨트 교육 로그램은 12개 미래서비스  실행용

이성과 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 

시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 인 ‘ 시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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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시산업 미래서비스 우선순위(실행용이성, 파급도 기준)  

반면에, 실행용이성과 도가 모두 낮아 다른 서비

스들에 비해 상 으로 늦게 도입해도 되는 서비스는

(Ⅲ사분면) 제작 역의 ‘3D기반 작품훼손 구역 탐지서

비스’, 마  역의 ‘사용자 치기반 3D홀로그램 거

리홍보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역의 ‘홀로그램을 이용

한 360도 작품 람 서비스’로 나타났다. 이  작품훼손 

구역 탐지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서비스는 요

도 부문에서 가장 낮은 수를 기록한 바, 역시나 홀로

그램을 이용하여 람할 수 있는 시품 종류  술

품 체효과의 한계, 그리고 기술 도입의 실  시의

성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는 

높으나 실행용이성이 상 으로 낮은 서비스는(Ⅱ사

분면) 서비스 역의 ‘3D홀로그램 기반 개인별 시안

내 서비스’와 사후 리 역의 ‘ 시 람객 자동인식시

스템을 이용한 만족도 조사’로 나타났다. 

그 외에 실행용이성은 높으나 도가 상 으로 

낮은 서비스는(Ⅳ사분면) 사후 리 역의 ‘온라인 3D

가상 시   아카이  서비스’로 나타났다. 재 기

별로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보  시장 내부 소개 

등이 서비스 되고 있지만, 기획 시 같이 시기간이 

짧은 경우 는 웹 환경 자체가 작품인 미디어아트를 

모두 포 하여 어디에서든 작품 감상이 가능한  3D가

상 시 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다.

4가지 평가항목을 축으로 구성해본 2가지 4분  포트

폴리오를 통하여 미래서비스의 우선순 를 비교해 본 

결과, 공통 으로 도출된 서비스는 제작 역의 ‘촬  

 근 시 작품이 안보이는 방지막 설치 서비스’와 서

비스 역의 ‘ 시 이력 리  추천 서비스’, 그리고 동

일 역의 ‘AR을 이용한 시라벨  설명문 안내서비

스’가 도출되었다. 특히 방지막 설치 서비스는 체 측

정 항목별 수평가에서도 1 를 차지한 바, 복성이

나 공공성 역에서도 역시 높은 수를 기록하며 미래 

시서비스에서 가장 우선 으로 도입되어야할 서비스

로 평가되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시서비스 신을 한 ICT기반 서비스



전시서비스 혁신을 위한 ICT기반 신서비스 개발 전략 217

모델 개발의 첫 단계로 문헌연구  개방형 설문조사, 

그리고 FGI를 통하여 재 시산업 서비스의 핵심  

문제 요인과 서비스 개선을 한 미래서비스를 도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서비스 우선순  평가를 한 

툴로서 미래 비즈니스 후보과제를 사  검증하고 평가

하는 방법인 BMO평가 방법론, 재정사업자율평가, 

비타당성조사 제도, 신사업 체크리스트의 평가 항목들

을 종합하여 최종 평가항목을 구성하 으며, 시산업 

문가  일반 람객을 상으로 요도, 복성, 시

성, 실행용이성, 도, 공공성의 6개 항목별 평가를 

통하여 시산업 미래서비스 우선순 를 도출하 다. 

개방형 설문을 통해 시산업 서비스의 문제 을 도

출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 과 다수 의견이 

일치되었지만, 제작 역의 신규 문제 들이 다수 도출

되었다. 즉, 시 구성의 복잡성, 홍보 시스템 발 , 작

품 훼손, 조명의 분리 등과 련된 미래서비스들이 제

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람객뿐만 아니라, 기획․제

작자 에서 필요한 서비스도 함께 도출되었다.

개방형 설문 결과, 빈도수가 높게 측정된 요인들을 

상으로 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하여 도출된 미래 신

규서비스는 총 18개 으며, 시산업 가치사슬 상 서비

스 역(9개)의 미래서비스가 가장 많이 도출되었다. 

이후 총 18개 미래서비스를 상으로 7첨 척도를 활용

하여 요도, 복성, 시 성, 실행용이성, 도, 공공

성 평가를 실시하 다. 

평가결과, 체 18개 서비스들  하  랭크된 서비

스 6개(평가 수 2.6  미만)를 제외한 12개 미래서비

스가 최종 선정되었다. 상  랭크된 서비스들을 살펴보

면, 1 , 2 , 3 , 5 가 모두 제작 활동에 필요한 서비

스들로서 ‘작품 보호용 방지막 설치 서비스’가 1 를 차

지하 고, ‘작품 훼손구역 탐지 서비스’, ‘도슨트 교육 

로그램’, ‘가상 시동선 구 서비스’가 그 뒤를 따랐

다. 이 외에 4 , 7 , 9 , 10 를 차지한 서비스들은 

부분 람객의 시 정보 획득의 편리성  작품 이해

를 한 정보 달과 련된 서비스들로서 ‘ 시 이력

리  추천서비스’, ‘개인별 시안내 서비스’, ‘ 시라

벨  설명문 안내서비스’, ‘가상 시   아카이  서

비스’ 등이 있다. 

최종 선정된 12개 미래서비스에 하여 략  요

도와 시 성을 기 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본 결과, 

가장 요하고  시 하게 도입되어야 할 서비스로는

(Ⅰ사분면) 제작 역의 ‘작품 방지막 설치 서비스’와 

‘작품훼손 구역 탐지서비스’ 등이 있으며, 12개 미래서

비스  ‘작품훼손 구역 탐지서비스’는 요도가, 그리

고 ‘작품 방지막 설치 서비스’는 시 성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요성과 시 성이 모두 낮아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상 으로 늦게 도입해도 되는 

서비스는(Ⅲ사분면) 마  역의 ‘3D홀로그램 거리

홍보서비스’와 서비스 역의 ‘홀로그램을 이용한 360

도 작품 람 서비스’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실행용이성과 산업 도를 기 으로 포

트폴리오를 구성해본 결과, 가장 실행이 용이하고 

도가 큰 서비스로는(Ⅰ사분면) 제작 역의 ‘몰입형 도

슨트 교육 로그램’, ‘작품 방지막 설치 서비스’, ‘가상 

시동선 구  서비스’와 서비스 역의 ‘ 시 이력 리 

 추천 서비스’, ‘ 시라벨  설명문 안내서비스’, 그

리고 사후 리 역의 ‘도록사진 DRM’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입형 도슨트 교육 로그램은 12개 미래서비스 

 실행용이성과 산업 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 시서비스 문제 에서 제시되었던 가장 큰 

문제 인 ‘ 시 이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한 방안으

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실행용이성과 도가 모두 낮

아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상 으로 늦게 도입해도 되

는 서비스는(Ⅲ사분면) 제작 역의 ‘작품훼손 구역 탐

지서비스’, 마  역의 ‘홀로그램 거리홍보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역의 ‘360도 작품 람 서비스’로 나타

났다. 

4가지 평가항목( 요도, 시 성/실행용이성, 도)

을 축으로 구성해본 2가지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미래

서비스의 우선순 를 비교해 본 결과, 공통 으로 도출

된 서비스는 제작 역의 ‘촬   근 시 작품이 안보

이는 방지막 설치 서비스’와 서비스 역의 ‘ 시 이력

리  추천 서비스’, 그리고 동일 역의 ‘AR을 이용

한 시라벨  설명문 안내서비스’가 도출되었다. 특히 

작품 방지막 설치 서비스는 체 측정 항목별 수평가

에서도 1 를 차지한 바, 복성이나 공공성 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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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높은 수를 기록하며 미래 시서비스에서 가

장 우선 으로 도입되어야할 서비스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기존에는 연구가 미흡했던 미술

시서비스 연구 분야에 문가를 활용하여 시서비

스 핵심 문제 과 ICT기반 미래서비스의 우선순 를 

도출한 것으로, 향후 미술 시서비스 련 연구의 기

자료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한 산업육

성 차원에서 근한 평가항목 도출  우선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서비스의 경쟁역량 강화를 하

여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서비스가 순차 으로 도입되어

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작 역의 작품 방지막 설

치 서비스와 서비스 역의 작품 이해를 한 정보  

시 정보 획득을 한 련 서비스가 시 히 도입되어

야 한다.

한편, 개방형 설문을 통하여 응답되었지만 응답률이 

소수(5회 미만)에 그쳐 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

되어 시서비스의 문제 요인으로써 선택되지 못한 것 

에도 요한 요인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따라서 시

서비스의 발 을 하여 시 련 인 라 부족(  

등), 친환경 시스템 이용(폐기물 발생), 세한 작업환

경 개선, 작가군 형성을 한 지원 등과 같은 요인들 역

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이밖에 람객이 

보다 효과 으로 시콘텐츠의 체험  만족도를 제고

함으로써 재방문을 유도하기 한 서비스의 개발도 필

요하다. 

향후에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의 구체

화  실 을 한 타당성 확보에 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되며, 생태계 구성을 통한 

련 기업의 신규 사업기회를 함께 고려해 보는 것도 의

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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