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백    백    백    백    태    태    태    태    선선선선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2009년 2월

석사학위논문

[UCI]I804:24011-200000237767



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백    백    백    백    태    태    태    태    선선선선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Study Study Study Study on on on on the the the the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correlation between between between between the the the the Structure Structure Structure Structure 

of of of of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ion exhibition spaces spaces spaces spaces and and and and the the the the viewer viewer viewer viewer frequencyfrequencyfrequencyfrequency

2009년 2월 25일



지도교수   윤  갑  근

이 논문을 디자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관람빈도의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2008년  10월

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백    백    백    백    태    태    태    태    선선선선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디자인대학원

2008년 12월

백태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명 주 �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렬 �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윤 갑 근 �



- i -

[ [ [ [ 목 목 목 목 차 차 차 차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제 제 제 제 1 1 1 1 장 장 장 장 서 서 서 서 론론론론 ···························································································································································································································································································································································· 1111

제1절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3

제 제 제 제 2 2 2 2 장 장 장 장 전시구조공간의 전시구조공간의 전시구조공간의 전시구조공간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고찰고찰고찰고찰 ···························································································································································································· 4444

제1절 전시의 일반적 고찰 ················································································· 5

2.1.1. 전시의 개념 및 목적 ··········································································· 5

2.1.2. 전시의 유형과 특성 ············································································ 6

제2절 전시연출형태에 따른 공간구조특성 ····················································· 10

2.2.1. 관람동선의 형태 ················································································ 10

2.2.2. 공간구문론 적용한 방법 ·································································· 13

제 제 제 제 3 3 3 3 장 장 장 장 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 ···························································································································································································································································································································· 18181818

제1절 전시공간구조분석의 연구사례 ······························································· 19

3.1.1. 국내사례 ······························································································ 19

3.1.2. 국외사례 ····························································································· 23

제2절 전시공간체계와 공간구조 분석 ···························································· 27

3.2.1. 사례대상박물관 유형과 전시방식 ··················································· 27

3.2.2. 조사대상박물관의 개요 ·································································· 52

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상관성 상관성 상관성 상관성 분석분석분석분석 ············································································································ 58585858

제1절 공간분석 및 분석지표 ··········································································· 59

4.1.1. 조사대상박물관 분석지표 설정 ························································ 59

4.1.2. 조사대상박물관 전시공간구조 분석 ················································ 60

제2절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성 ····················································· 61

4.2.1. 관람행동 분석지표의 설정 ······························································· 61

4.2.2. 층별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성 분석 ·························· 62

4.2.3. 분석의 종합 ······················································································· 65

제 제 제 제 5 5 5 5 장 장 장 장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 66666666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 68686868

국문초록국문초록국문초록국문초록 ························································································································································································································································································································································································ 70707070



- ii -

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Paek,Tae-sun
Advisor:Prof.Yoon,Gab-geun
DepartmentofDesign
GraduateSchoolofDesignChosunUniversity

A museum isalocationwherespacialinteractionoccursbetween
the viewers and exhibitions within a building. When one
considers the spaces for exhibitions alone, two types of
interactionoccurs-onebetweentheexhibitionandtheviewers
forthepurposeofinformation,andtheotheramongtheviewers
themselvesforthepurposeofsocialization.Understanding such
types of interactions is an important key of designing
exhibitionalspaces.Differentfrom other buildings,the visual
contactbetween theviewersand exhibitswithin amuseum is
achievedby theviewers'movementthroughouttheexhibitional
spaces.Theprocessofexperiencesinexhibitionalspacesresults
in reactions which then are transferred to acts of viewing,
formingthespacesoraspecificcourseofmovement.
Regardingthisaspect,thisstudyistosuggestthevalidityand
theestablishmentofanalysesofforeseeingtheviewerfrequency
whichisdependentuponthetypeofspacialstructure,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a museum's exhibitional space
structureandvie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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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study,three museums in Korea were subjected to
examination.First,aqualitatively-fixedindex wasusedforthe
analysis in order to both examine the subjected museums'
outlinesas wellas each exhibitionalspace's spacialstructure,
and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exhibitional space
structuresandviewerfrequencies.Intheanalysisofexhibitional
space structures,the index was compared to the spaces that
weredividedintoblocks.
In the aspectofthe structuralcomposition ofthe museums'
exhibitional spaces, evidences suggest that the viewer
frequencieswereaffectedbyaminorissueofthecontrollevels.
Thiscanbeinterpretedtomeanthatviewerscanchooseamong
theexhibitionstoview becausethereweremanyconnectionsto
and from nearby spaces,creating many choices of viewing
courses.
Therefore, it is evident that any single and fragmented
establishment of index for analysis of exhibitional spaces'
structures cannot be the appropriate approach to the
viewers’actions.Sorelatedstudiesofhow toapplytheanalysis
indexaswellasestablishthespectrum ofanalysis,considering
theaspectofsurroundingsofthesubjectedexhibitions,aremuch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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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1111장 장 장 장 서론서론서론서론

1111절절절절____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연구목적

박물관은 다양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보관하여 전시라는 목적과 기능
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다양한 전시매체로부터 전시자료
와 관람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람객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과
전시물의 정보와 전시의도를 전달하여야 한다.
관람객들은 공간속에 ‘고정’되어 있는 전시물을 ‘이동’하며 관람하게 된

다.관람객은 이러한 전시물이 형성하는 공간적 ‘배열’에 면해있게 되며,
이러한 전시물이 발하는 무언의 메시지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게 된다.1)
즉 전시물의 배치방식은 시각적,교육적으로 작용하며 공간을 재해석하
여 구체화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물관의 전시동선은 입구로부터 전시관람,휴식,부대시설 이용 등의

행위를 통하여 출구에 이르기까지의 건축공간에 대한 회유와 순회의 이
동경로궤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공간 안에서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
임에 따라 그려지는 궤적을 말하는데 건축적 관점에서는 기능공간과 공
간 상호관의 관계를 나타내는 선으로 공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람객의 관람빈도와 전시공간구성을 조

사,분석하고자 한다.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관람객의 만족스러운
관람과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전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계획
을 하기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1) 임채진 外,MED.박물관의 전시·환경계획지침에 관한연구, 홍익대환경개발연구원, 

1997,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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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2절절절절____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방법 방법 방법 방법 및 및 및 및 범위범위범위범위

본 연구는 현재상설정시가 행해지고 있는 중규모이상의 국․공립계박
물관을 대상으로 국내사례 3개관,국외사례 12개관을 선정하고 먼저 조
사대상 박물관의 개요와 각 단위별 전시실에 대한 공간구성에 대해 조사
하여,국내 3개관의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성검증을 위해 정량
화된 분석지표를 이용하였다.전시공간구조 분석 시 공간구문론을 이용
하여 전시공간을 모든 외각의 볼록한 공간 볼록공간으로 나눈 후 분석지
표를 대상으로 하였다.이 볼록공간의 연구에서는 전시공간 전체의 위상
학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광역적변수인 특정공간으로부터 전체 공간
구조에 포함된 다른 공간으로 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전이단계인 집중도와
주변공간과의 관계에 의한 변수로 지엽적 변수인 주변 공간의 수뿐만 아
니라 접근 조절도를 포함한 확장된 변수인 통제도를 이용하였다.다음으
로 전시공간에서의 전시물의 구성에 대한 조사와 관람객의 이동경로와
통행량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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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장 장 장 장 전시구조공간의 전시구조공간의 전시구조공간의 전시구조공간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고찰고찰고찰고찰

제제제제1111절절절절____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일반적인 고찰고찰고찰고찰

    2.1.1_2.1.1_2.1.1_2.1.1_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개념 개념 개념 개념 및 및 및 및 목적목적목적목적

전시라는 용어는 영어에서 ‘Exhibition’으로 ‘제시,전시,진열,열람’등
‘펼쳐보인다’, ‘남의 눈을 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불어는
‘Expotion’으로 ‘설명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이 두 가지 말은 모두 회
화(繪畵)에 관한 전람회에서 비롯되었는데 미국에서는 농산물이나 가축
의 정기품평회를 가리키는 ‘Fair’라는 말에서 전시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
했다.동양에서는 ‘전시(展示)’를 해석하면 ‘펼쳐서 보여준다’는 적극적 의
지와 불어의 ‘설명한다’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다.즉 전시란 보는 것
(to show),진열하는 것 (to display),눈에 띄게 하는 것 (to make
visible)으로 전시물을 선정하는 의미 있는 표시 (meaningfulshowingof
thing)와 목적 있는 진열 (displaywithpurpose)을 의미한다.
전시란 특정한 장소에서 전시의 주최자가 관람자에게 유형,무형의 작

품들의 내용과 가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어서 이해와 감동,더 나아가
거래의 효과를 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행동 및 기술이자 커뮤니
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안목에서 전시를 논했을 때,전시는 공간적,시각적 요소들의

복합된 구성을 통해서 목적대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개인 혹
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문화 활동이다.사람과 사람의
만남,사람과 대상물간의 만남의 장인 전시공간은 전시의 내용 즉,대상
과 관련된 그 사회의 문화적인 정보 및 가치를 공유․교류 가능하게 하
는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는다.
전시는 교육,계몽,홍보,광고,판매,서비스,감상 등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과학관,박물관,박람회 등의 경우는 일반 대중의 문화적
사고 개발,지식의 전달,교육에 그 목적이 있으며,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백화점의 쇼룸 등은 상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하여 판매를 촉진시키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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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_2.1.2_2.1.2_2.1.2_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유형과 유형과 유형과 유형과 특성특성특성특성

현대의 전시는 전시물을 수집,전시하는 전통적 기능만이 아니라 구성
과 연출로 시각적인 효과를 더해 관람객과 전시물의 커뮤니케이션을 극
대화 시키고 시지각적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다.커뮤니케이션의 전달은
전시의 핵심적인 부분이며,전시의 목적에 따라 전시물의 종류,성격,상
태에 맞는 절절한 전시 장치 및 전시 매체를 채택하여 전시 공간에 적절
히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단지 보여주고 진열하는 것만이 아닌 구성
과 연출을 통해 강렬한 이미지나 의미를 전달시키는 것 또한 전시의 중
요한 부분이다.전시는 전시의 목적과 의도,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공
간성),전시 기간(시간성),전시 기법,자료배치,전시물의 구성 방법에
의해 분류된다.

분 분 분 분 류 류 류 류 기 기 기 기 준준준준 전 전 전 전 시 시 시 시 형 형 형 형 태태태태

전시장소

실내전시, 실외전시

이동전시, 순회전시

가상전시

전시기간
상설전시

단기전시 : 특별전시, 계절전시

전시방법

정지전시, 영상전시

실연전시, 실험전시

동력전시, 사육 · 재배전시, 체험전시

자료배치
개별전시(개체전시), 분류전시

시간축전시, 공간축전시

전시의도
감상형전시, 설명형전시

교육형전시

〈 전시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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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전시 전시 전시 전시 공간의 공간의 공간의 공간의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물리적 특성특성특성특성((((공간성공간성공간성공간성))))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분류분류분류분류 

전시 공간의 물리적 특성(공간성)에 따라서는 실내 전시,실외 전시,
이동 전시,순회 전시,가상 전시로 분류된다.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감
상할 수 있는 실재 전시와 가상의 공간에 디지털로 구축된 가상 전시로
나눌 수 있다.실재 전시는 전시물을 직접 보고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특정 전시물의 경우 실물 전시가 어렵거나 메시지 전달이 어렵
다.또한 가상공간은 표현과 메시지 전달의 용이함은 있으나,전시물을
직접 만지거나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실재전시와 가상전시의
특 ․ 장점을 잘 활용하여 한다.실재 전시는 다시 건물을 중심으로 실
외 전시와 실내 전시,이동 전시,순회 전시로 나누어진다.
실내 전시는 박물관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형으로,전시

물을 관내의 전시실,중앙 홀,복도에 전시한다.전시물의 보관과 관리가
어렵고 규모가 작은 것은 실내 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자연환경을 배
경으로 체험을 하거나 전시공간이 외부여야 하는 것 등은 실외에서 전시
가 이루어진다.이동 전시는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여러 지역으로 전시물
을 가져가 많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지역 문화를
향상시키는데 있다.순회 전시는 실내전시에 비해 좀 더 놓은 수준의 전
시를 보여줄 수 있으며,특히 해외 순회전의 경우에는 박물관의 이미지
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과 우수성
을 널리 알리고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2) 2) 2) 2) 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전시의 기간기간기간기간((((시간성시간성시간성시간성))))에 에 에 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분류 분류 분류 분류 

전시의 기간 즉 시간성에 따라 분류하면,수집된 전시물을 중심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시하는 상설 전시(항구 전시)와 상설 전시에서 보
여줄 수 없는 내용이나 주체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전시하는 단기 전시
(기획 전시,특별 전시)로 나눌 수 있다.상설 전시는 전시실간의 유기적
관계,내용과 전시물 측면에서는 항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또한 전시
환경의 조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제별 또는 전시물의 보존적 특성을 고
려,소장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해서,관람객들에게 전시의 내용이 정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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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단기 전시는 기획 전시와 특별 전시로
구분된다.기획 전시는 목적,주제,전시물,전시 내용,전시 공간의 구성
이 다양하게 전개되며 가변성이 뛰어나야 한다.단순히 전시회뿐만 아니
라,관련 주제의 학술 세미나,특별행사 등을 동시에 기획하여 그 주제의
표현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3) 3) 3) 전시 전시 전시 전시 기법에 기법에 기법에 기법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분류 분류 분류 분류 

전시의 기법에 의해서는 전지 전시,영상 전시,연시(실연 전시와 실험
전시),동력 전시,사육 및 재배 전시,체험 전시로 분류된다.정지 전시
는 가장 전통적인 전시로,전시물의 형태나 색채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전시물의 파손이나 소모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개체
전시나 분류전시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으나,시간의 흐름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생태 행동 및 형성과정 등을 표현하는 전시의 경우에는 부
적합하다는 단점을 지닌다.정지 전시는 실물,모형,모조품을 전시물로
직접 사용하는 반면,영상 전시는 평면에 이차원 동영상을 투영하는 기
법으로,실물을 직접 보여주는 박물관 전시의 본래 목적에서 본다면 치
명적 결함을 갖고 있으나,시간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표현하
는 것이 자유로우며 문자나 언어만으로는 이해가 곤란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그 때문에 설명형 전시에 적합하며 특별한 경우
를 제외하면,관람보조 ,해설도구로 사용한다.
실연 전시와 실험 전시는 사람이 행하는 조작이나 동작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학예연구관이 시간을 정하여 몸소 구현하는 전시를 일컫는다.동
물,풍력,수력,인력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전시물을 움직여 보이는 것
을 동력전시라고 하고,기계나 운송 수단,맥박이나 호흡 횟수,혈압의
변화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전시공간에 살아 있는 생물을 사육하거
나 재배하여 동식물의 형태 관찰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시를 사육 전시,
재배 전시라고 한다.
체험전시는 수동적 관람형태가 아닌,관람객이 전시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여 체험을 통해 정보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 전시를 의미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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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의해 정보를 습득하는 다른 종류의 전시와는 달리,체험전시는 시각,
촉각,미각,청각,후각 등 오감을 활용하여 정보를 습득한다.체험 전시
는 관람객을 ‘관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 전환시켜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여 친화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최근 관람객의
참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에 사용되고 있다.

4) 4) 4) 4) 자료배치에 자료배치에 자료배치에 자료배치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분류 분류 분류 분류 

자료를 근거로 각 시대나 국가별 특징만을 엮어서 전시하여 관람객들
의 이해의 체계성과 관람효과를 돕는 개별전시와 특정 기준에 의해 전시
물들을 분류하여 전시하는 분류전시가 있다.시간축 전시는 전시물들을
시대순,발달사,생산과정 등의 배열방법으로 전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적,지역적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전시하는
것을 공간축 전시 혹은 공시적 전시라고 한다.

5) 5) 5) 5)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전시의도에 따라 감상형 전시,해설형 전시,교육형 전시로 나눌 수 있
으며,전시 내용의 밀도에 따라,주전시공간과 준전시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내용적으로는 준전시공간이 주전시공간의 보조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공간적으로는 여러 개의 주전시공간을 연결하는 보조공간으로서
의 역할도 한다.
실재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관람동선은 각각 공간의 가로이동과 세로

이동으로 이루어진다.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전시공간인 경우,전시
내용의 분류에 따라 층별 전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경우
에는 내용이나 공간에 의해 각 층을 연결하는 축이 필요하다.
실재 전시공간과 가상 전시공간에서는 각각 독특한 동선구조가 생긴

다.실재전시 공간의 경우,구성 층의 개수와 상관없이 내용이나 동선의
구조가 트리구조를 하고 있는 반면,가상전시공간의 경우 전시내용이나
경로가 리좀구조를 취하고 있다.그리고 전시과제에 따라 종합전시,구조
전시,생태전시,역사전시,비교전시,교과단원전시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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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절절절____전시연출형태에 전시연출형태에 전시연출형태에 전시연출형태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공간구조특성공간구조특성공간구조특성공간구조특성

2.2.1_2.2.1_2.2.1_2.2.1_관람동선의 관람동선의 관람동선의 관람동선의 형태형태형태형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개념의 강화로 관람객의 움직임을 고려한 공간
구성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공간과 관련된 건축적 관점이 아닌,미술과 관계자들에 의한 좀 더
효율적인 전시방법을 창출하면서 관람객들의 행위를 관찰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2)

2) 김용승, 박물관의 과제, 건축학회지, 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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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관람동선을 관람동선을 관람동선을 관람동선을 고려한 고려한 고려한 고려한 행태적 행태적 행태적 행태적 연구연구연구연구

관람객들의 ‘관람동선’이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이와 같이 관람동선에 관한 건축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박물관에서의

관람객의 움직임이 공간구조와 물리적요소등 건축가의 의지에 따라 결정
된 공간적 요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미술관 관람동선을 고려한 행태적 연구〉
이와 같이 관람동선에 관한 건축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박물관에서의

관람객의 움직임이 공간구조와 물리적 요소 등 건축가의 의지에 따라 결
정된 공간적 요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3) 정성욱, 미술관 관람동선 형성의 공간적 요인에 관한 연구, 홍대석사학위논문, 

1998.

분류분류분류분류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

Robinson의 연구
 미술관에서 소요된 전체시간과 특정한 전시품을 보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고 그 관람객이 방문한 영역을 기록하였다.

Melton의 연구
 유지력과 흡입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박물관에서 
전시품에 대한 관람객의 흥미를 끄는 인자를 조사하였다.

Keams 연구
 관람객의 동선과 공간조직과의 관계성을 조사하여 전시실에서 
입구와 출구의 위치는 관람객이 전시실에서 머무르는 시간에 영
향을 주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다.

Alber의 연구
 전시실에서 교육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시물의 배열과 
관람객의 동선패턴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Borhegyi의 연구
 알베르의 발견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관람객의 행동패턴에 변
화를 주고자하는 제안을 하였다.

Lacota와 

kantner의 연구

 공간구성에 따른 관람객행동의 패턴을 조사하기 위해서 입구에
서부터 출구까지 관람객이 전시물을 보는데 걸린 시간과 관람객
이 전시물 앞에 멈춤 수 등에 바탕을 두어 관람객의 행동을 기
록한 것이다.

Screven의 연구
 관람객이 전시물을 관람하는 질서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전시마력’이라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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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관람객의 관람객의 관람객의 관람객의 속성을 속성을 속성을 속성을 고려한 고려한 고려한 고려한 전시공간계획전시공간계획전시공간계획전시공간계획

박물관의 전시물과 관련된 전시공간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
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시도가 있어왔다.이러한 시도는 관람객의 속
성에 따라 달라지는 전시공간의 계획수법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다.4)

분 류 연구 내용

지적욕구와 관련시켜 관람객을 두 분류로 나누고 감상과 

지식이라는 두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① 관람객의 전시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② 일반관람객을 위한 전시배열의 필요성.

③ 전시물의 학습을 위한 접근의 용이성.

④ 일반관람객과 학생을 위한 전시물의 연계성 확보.

양부는 서론적 이거나 지침적 전시영역으로 구성하여 8

개의 나눠진 각 조각은 하나의 주제를 갖는 영역으로 구

분하며, 중심적으로부터 원심방향으로 갈수록 전문적인 

강도가 높은 연구 소장품으로 접근하게 된다. 

소장품의 밀도 역시 중심에서 밖으로 향할수록 높아지게 

되며, 전시품에 대한 해석 수준은 중앙부에서  장 높으

며 주변으로 향해갈수록 점차 감소하게 된다. 

캐나다 그루보우(Grebow) 박물관의 소장품 분류구성에 

의한 계획에서 교육적 전시영역에서 전시해석의 수준이 

가장 높으며 전시품의 밀도가 가장 낮게 되도록 하고,  

술적 소장품의 영역은 공공적 접근이 가능한 반면 연구 

소장품의 영역은 통제를 필요로 하는 접근 성격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즉 관람객의 접근이 깊어짐

에 따라 전시밀도는 높아지고 해석의 수준은 감소된다.

구체적인 동선의 경로는 교육적으로 중요하며 우선적인 

의미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과 세부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소장품의 전시공간간의 접근 방식에 따라 

총괄 관람동선, 주제별 관람동선, 주목할 만한 전시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관람동선, 정보제공에 따른 개별 

관심적 관람동선 4가지로 구분된다. 

〈 관람객 속성을 고려한 전시공간계획〉

4) 김훈, 미술관 관람자 행동패턴에 관함 연구, 홍대석사학위논문,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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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살펴본 전시공간구성 방법들은 관람객의 속성에 따른 전시공간
구성의 예를 보여준 것으로 관람객에게 일종의 선택적인 동선을 제공 한
다는데 그 의미기 있지만 주로 전시물 위주로 이루어진 계획방향으로 관
람객의 동선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2.2.2_2.2.2_2.2.2_2.2.2_공간구문론을 공간구문론을 공간구문론을 공간구문론을 적용한 적용한 적용한 적용한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공간배치분석의 공간배치분석의 공간배치분석의 공간배치분석의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근거근거근거근거

공간은 사람들의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어떻게 특정한 반복의 조
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규정한다.공간이나 시간을 이러한 문제 설정
을 통해서 포착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회적 효과라는 차원에서 다루게 됨
을 뜻한다.이는 공간과 시간을 사회적인 문제로서 다루고 연구할 수 있
는 이론적 지반을 형성한다.이로써 시간의 사회학,공간의 사회학이 가
능하게 된다.이런 관점에서 공간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5)

첫째,공간은 임의적(ranbom)행동,임의적 사고에 대해 특정한 제한
을 가함으로써 행동과 사고를 특정한 양상으로 반복하게 한다.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의 조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둘째,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지각의 임의적 흐름을 제한하고 특정한 방

식으로 기장과 이완을 만들면서 특정한 양상의 지각과 인식을 반복하여
만들어낸다.예를 들어,여러 선들이 하나로 모이는 점은 시선 또한 끌어
당기며 전체적인 감각에 집중성을 형성한다.어떤 하나의 특권적인 중심
으로 표시된 공간은 전체적으로 중심 없이 동질화된 공간이나 다 중심적
인 공간과 다른 지각을 형성한다.
셋째,이러한 시간,공간적인 조건과 연관된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각

각의 경험에 일관성과 통일성을 부여하고,그것을 새로운 경험과 인식의

5) 이진경, 공간의 건축, 건축의 공간, 건축문화, 1999.6,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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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로 삼는 ‘종합’활동의 조건이 마련된다.
중요한 것은 형태적인 배열과 배치방식의상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과 행동,사고에 반복의 조건으로 작용하면서 그것들을 제약
하고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2) 2) 2) 2)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 공간구문론 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분석방법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구문적인 요소를 표현하고 정량화 할 수 있는 기
술을 의미한다.그리하여 그 정량화 된 공간을 통하여 공간 조직을 분석
하게 된다.
이 공간구문론은 런던대학의 빌 힐리어와 핸슨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1984년 “TheSocialLogicofSpace"를 발표하여 공간
장르의 폭넓은 범위와 문제들인 해결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공간구문론은 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분석,표현 할 수 있는 공간구조

분석 방법으로 공간의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수학적 논리를
이용,컴퓨터 분석결과에 의해 공간을 해석할 수 있다.
공간구조체계의 설명을 위한 단위공간으로서 convexspace(볼록 공

간),axialline(축)의 두 가지 형태로 접근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Convexanalysis:공간의 물리적 구조를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
로 건물내부의 공간을 분할하기 위해 사용한다.볼록 공간은 ‘가장 뚱
뚱한(fattest)' 그리고,’가장 적은 수(fewest)'의 기본원칙을 가지고
convexmap을 작성하게 되는데,이는 결과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또한,이렇게 만들어진 공간(cell)내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든지
시각적 의사소통이 가능해야한다.

-Axialanalysis:개방된 공간(convexspace)모두를 통과하는 최소한의
직선 축을 의미한다.다시 말해,‘가장 길게’그리고 ‘가장 적은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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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되어야 하는 것으로,시각적으로 뚫려있는 공간(visibility)임은 물
론이고 동시에 이동(movement)이 가능한곳,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
시켜야만 한다.이는 convex공간구조로부터 순회하는 관람자 입장에
서 공간을 더욱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가정된 공간구조를 의미한
다.관람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축(axial)안에서 ‘자연적인 이동’을 하
게 된다.

-Justifiedgraph:건물의 공간구조를 관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원형
으로 단위공간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선들은 접근의 관계를
표시하고 있다.이 그래프는 평면상 공간의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그 공건의 구조까지도 같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그와 같이 평
면상에서 차이점이나 공통점이 느껴지지 않는 구조적 측면을 부각시
켜 공간들의 연결 관계나 공간과 공간사이의 깊이에 의해 공간간의
구조와 상호의 긴밀성이 표현,파악하기에 용이한 그래프라고 할 수
있다.여기에서 공간구조상의 상대적 깊이 그리고 활동패턴에 대한 관
계를 표현할 수 있다.

-Isovist: 공간 구문론 가운데,시각적 분석을 위한 도고 중의 하나로
공간의 어느 한 지점,혹은 어느 한 공간(cell)으로부터의 가시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다.isovist의 분석과정에는 내부공간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서 각각의 convex에서 볼 수 있는 가시영역(convexisovist),
각 축선에서 볼 수 있는 가시영역(axialisovist),각 공간들의 중심에서
볼 수 있는 가시영역(isovistofacoreofspace)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서 도출된 분석 변수들간의 각각의 의미와 이들 변
수간의 상호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공간의 수치개념(spacial
measurement)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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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ntegration: 전체통합도라고 하며,분석대상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공간까지 포함한 모든 공간들에서의 각 공간의 통합도를
의미한다.일반적으로 전체통합도가 0.4～0.6인 경우는 공간이 상호
분리되어 있는 분리성이 강하고 반면에 1보다 크면 공간들이 서로
통합되어 있는 통합성이 크다.다시 말해 특정 공간의 전체 통합도가
크다는 것은 분석대상 건물 혹은 도시 내에서 다른 모든 공간으로서
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반대로 전체 통합도가 낮은 공간
은 다른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성이 낮음을 의미한다.

-LocalIntegration:국부적인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공간
으로부터 몇 개의 깊이(depth)까지만 고려하며 통합도를 계산한다.일
반적으로 해당공간을 중심으로 3개의 공간까지 만을 고려하나,건물이
나 도시의 특성 또는 연구대상 등에 따라 localintegration계산을 위
한 깊이를 조정한다.즉,해당 분석공간을 중심으로 몇 개의 공간만을
고려한 국부적인 공간 배치구조 특성을 보여준다.

-Integration:집중도라고 하며,한 공간의 integration은 시스템에서
모든 다른 공간에 도착하는데 통과되어야하는 공간의 평균깊이(RRA)
로서 사회적 조우(encounter)의 정도를 예측할 가능성이 있다.사람들
은 각각의 공간에서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 integratedspace혹은
line을 거치는 것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동선을
가지게 될 때 바로 그 공간이 integratedspace가 된다.integrated
value는 그 정도를 말한다.이는 전체적 시스템의 관계에 따르는 것을
설명하므로 광역적(global)변수이다.

-Segregation:(공간의)고립도라 하며,특정한 단위 축․단위 공간이
전체의공간 시스템에 대해 고립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여기서 공간
의 고립도가 높은 공간을 segregation한 공간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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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vity:연결도(연결계수)라고 하며,axial이나 convex공간의 투
과연결치수이다.수치가 높으면 다른 공간과의 연결이 쉬운 것을 의미
한다.이웃한 공간과의 설명이므로 지엽적인 변수이다.

-ControlValue:통제도,통제계수라고 하며,이웃한 공간의 수뿐만 아
니라 이웃한 공간의 접근 조절정도로 연결도 보다는 한 단계 확장된
개념의 변수이다.이는 이웃공간과의 관계이므로 지엽적 변수가 된다.

-Intelligibility:명료도 또는 인식계수라고 하며,connectivity와 integration
간의 상호관계를 말한다.지역적으로 잘 연결된 선들이 또한 intelligibility
를 가질 것이다.전체는 부분들로부터 읽혀질 수 있으나 만일 잘 연결
된 선들이 또한 integratedspace가 아니라면,그 상호관계는 약하게
될 것이다.이는 부분과 전체의 상관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공간조
직 전제의 광역적 변수가 된다.



제제제 장장장
사사사례례례 연연연구구구

제 절 국내사례
제 절 국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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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3333장 장 장 장 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

제제제제1111절절절절____전기공간 전기공간 전기공간 전기공간 구조분석의 구조분석의 구조분석의 구조분석의 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연구사례

국내연구는 박물관의 전시공간수행에 관한 사례연구를 국외연구는
제1,2회 SpaceSyntax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공간구조분석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3.1.1_3.1.1_3.1.1_3.1.1_국내 국내 국내 국내 사례사례사례사례

국내의 박물관,미술관의 연구는 전시공간특성에 관한 방향 제시,공간
구조의 의미론적 접근 및 공간구조에 대한 유형적 분류를 시도,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있다.공간구문론은 박물관과 갤러리에서의 방문객의
이동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왔다.이것은 컴
퓨터를 근거로 한 공간의 모델링,실제방문객이 이용하는 패턴에 대한
상세한 관찰,출입구의 수와 위치,방문객 적응의 용이함,휴게실과 안내
소의 위치,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수와 위치,갤러
리 레이아웃의 선택 등의 공간구문론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공간내의 물리적layout이 공간구조내의 전시 layout을 보완
하면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확인시켜 준다.1995년 김용승의 박물관의
공간고성에 대하여 실질적인 박물관 경험이 관람객이 움직이면서 전시되
어있는 전시품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중요
하며 이런 점에서 건축접근과 행위학적 연구 사이의 틈을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작업은 공간구성과 관람객 행위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한
다6)고 주장하고 있다.

6) 김용승, 박물관 전시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95.11,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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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건축학회 박물관 전시공간구성 관련연구 〉

제 목 저 자 개 요

박물관 전시공간의 

규모예상을 위한

밀도분석에 관한연구

이한기,

서상우

박물관 전시공의 규모가소장품의 해석으로부터 출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원단위 면적 설정 방법에 의한 

전시공간규모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연구한 논문

박물관 전시공관의

형태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김용승

박물관의 개념과 전시공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건

축적 발달의 두 가지 측면에서 박물관의 역사적 배경

을 조명해 봄으로써 관람객의 효과적인 방문을 위한 

전시공간의 제공하는데 목적을 둠.

박물관

전시공간구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김용승

박물관의 전시공간에서 관람객의 움직임 패턴이 박물

관의 목표실현에 가장 중요한 건축 계획적 인자라는 

전제 하에 문헌연구를 통하여 박물관건축의 전시공간

의 구성과 배치의 중요성을 연구함.

사회적 차원으로서

박물관의 공공서비스

지표에 관한 연구

정한수

현대박물관이 효율적으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조건」(환경)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

고 기존 박물관의 환경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P.S.I(Public Service Index)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

의 목적으로 한다.

박물관의

내·외부공간 변화를

통한 전이성에 

관한 연구

도기환,

이재현

본 연구는 전이성이 내· 외부공간에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건축가에 있어서 항상 주된 

창작대상의 하나로서 취급되는 공간성에 한정하여 연

구한 논문

박물관의 

무료공개영역에 

관한 연구
박석수,

서상우

박물관이 열려진 사회교육시설, 시민의 열려진 일상

적 커뮤니티시설로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방문객이 

입장권이 구입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인 

무료공개역역의 공간적 범위. 건축 및 기능 특성. 전

시특성 등의 분석을 통해 파악됨을 목적으로 함.

박물관 전시공간의

지식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최윤경,

김재연

국내 박물관을 대상으로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 지식

전달의 공간적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교육행태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의 공간구조에 나타나

는 지식전달의 행태학을 논의한 논문

박물관 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최윤경

공간구문론(space syntax theory)을 이용하여 박물

관 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움직임이 만들어 내는 두 가

지 패턴 즉 탐색(exploration)과 조우(encounter)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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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박물관 전시공간구성 관련 연구〉
제 목 저 자 개 요

전시공간의 이동체험을 

통한 움직임 표현에 

관한 연구

이정미,

임채진

실내공간 체험에 있어서 주체자의 움직임을 유발

시키는 동기와 그에 대한 반응의 특성을 분석하

여 실제의 계획에 적용되는 원리로서의 연구

박물관 순회형식과

관람동선에 관한 연구

신미경,

임채진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실을 대상으로 실제의 공

간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전시자료’의 배치와 전

시스토리의 전개가 소위 ‘관객’동선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가에 대한 ‘마이크로동선’의 적합성 여

부를 관찰 조사한 연구

전시동선의 이동특성에

관한 연구

임채진,

박종래

전시동선의 이동특성을 관람객의 형태와 요인들

이 내재하고 있는 전시동선의 이동특성을 관람객

의 형태와 전시실의 공간적 요인에 의한 3가지 

범주(category)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

이공계 박물관의

전시디자인에 관한 연구

김종훈,

임채진

이공계 박물관을 대상으로 전시물의 선정과 분석

을 통하여 수립되는 전시테마와 연출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방법론과 이를 공간계획에 적용하기까

지의 과정모델을 추출한 연구

박물관 건축의

공공서비스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이정우,

김용승,

박용환

전시공간을 제외한 관람객 편의영역 및 교육영역 

즉 박물관 홀 주변의 공간들에 대한 현황을 파

악,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둠.

박물관 관람공간 구성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조은실,

유재엽,

최윤경

전시 관람을 위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시

공간은 중심으로 이동에 소유되는 이동 공간, 중

심공간을 포함하는 ‘관람공간’ 측면에서 박물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로서의 논문

박물관 관람경험의

특성과 시대적 의미에 

관한 연구

김민아,

취윤경

관람경험을 형성하는 주요요소를 유형분류를 통

해 국내·외 박물관을 비 교, 분석 하여 박물관 

건축 시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목적으로 함.

박물관 공공서비스

공간에서의 관람객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

이지윤,

김용승,

박용환

관람객의 형태특성 특히 공공서비스 공간의 이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서비스 공간에 나타나

는 관람객의 이동특성 요인을 추출하여 그 원인 

분석을 통해 박물관 역할 변화에 따른 건축적 대

응의 변화와 공간의 구성변화에 대하여 연구

다변량해석에 의한

상설전시공간의 

속성파악에 관한 연구

임채진,

이규황

상설전시부문의 공간구조적 속성을 파악하기 위

한 지표의 개발과 분석방법을 제시하여 이를 바

탕으로 단위공간의 특성을 파악하여 유형화를 시

도, 각 유형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단위공간

의 특성분류를 통한 위계를 설정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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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박물관 전시공간 구성에 관한연구〉

            

                                

                                                                                                                                                                                

제 목 저 자 개 요

박물관 공간구조와

관람특성에 관한 연구

이성희,

최윤경

국내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 전시공간의 교육적 

기능이 공간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방법 즉 공간을 

매개로 공간 구조적 특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람패턴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 연구

전시공간내에서의

그룹관람형태에 관한 

분석

이성원,

임채진

그룹관람행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써 집단심리가 

갖는 특성과 연계하여 동선상에서 그룹관람객이 

보이는 집단 심리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연구

아일랜드 전시공간의

관람특성에 관한 연구

구영미,

임채진

박물관, 미술관의 전시공간과 전시물, 관람자에 

대한 계획학적 파악과 이들간의 공간적 성관성 및 

이를 통한 관람동선의 유형을 유추한 연구

박물관 공간구성과

동선패턴에 관한 연구

강민정,

정성욱,

임채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호암갤러리를 

대상으로 하여 관람자, 공간, 물리적자원이라는 3

개의 인자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다원적으로 해석

하고 분석한 연구

1980년대 이후 뮤지엄

전시공간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홍수미,

문종승,

임채진

공간구문론를 이용하여 전시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것이 관람패턴에 끼치는 영향력에 관

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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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_3.1.2._3.1.2._3.1.2._국외 국외 국외 국외 사례사례사례사례

최근의 Spacesyntax발전은 형태론적 분석에 있어 보편성을 제시하
고 있으며 정확한 의미에서 형태를 사용한다는 것은 지역적인 변화가 전
체적인 변화를 창조 할 수 있는 하나의 관계성을 갖는 복합체로서 정의
되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관계시스템과 인간이 요구하는 기능
적 형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적절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
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심포지엄에 발표된 논문의 범위는 유형에 있어서 보다 실증적으로 세

분화,구체화,이론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도시,주
택,범죄,방법론,이론,디자인,마스터플랜,박물관,등의 공간주조에 대
한 다양한 주제에 의해 구문론적인 분석을 실행하고 있다.논문의 연구
유형별로 분류하여 내용을 검토해 보면,다음과 같다.

-도시공간구조분석:발표된 논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그만큼 Spacesyntax가 도시공간구조 분석에 적절히 잘 사용되고 있
다는 의미이다.도시들은 사회적 접촉을 유발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된다.근대적으로 변화한 도시는 때때로 높은 빈도로 사람들을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인 것처럼 보인다.(Hiller
& Hanson,1984)공간의 과소 사용(under-use),미사용(non-use)과
남용,버려진 도시 등은 도시의 근대적 변화의 특징적인 산물이다.
도시는 사회학적 또는 문화적 결과로서 상호존재와 잠재적 만남의
장을 창조한다.또한 도시레이아웃에 의해 생성된 상호존재와 만남의
생성가능성이 있는 장은 명확하게 언급할 수 있는 구조,공간의 구성
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유도된다.이는 다양한 밀도에 의해 지역화
되거나 전체화 될 수도 있고,명료한 공간구조로부터 예측가능 하거
나 예측불가능 할 수 있으며,어느 정도 거주자와 이방인이 존재하기
도 한다.이러한 도시의 그리드 속에서 활동하는 그리드 자체의 형태
에 의해 생성 된 것이다.도시 그리드와 활동 간의 관계는 사실상 도
시 형태의 많은 다른 측면-토지사용의 분배,소매와 주거와 같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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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행위의 공간의 패턴,상이한 조밀도와 도시의 부분,전체적구조의
발전의 기초가 된다.

도시형태의 복잡성에 대한 공간적 속성,도시의 레이아웃이 주는
사회적 의미,도시 거리의 그리드 구성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증감,
철로계획,차량과 교통흐름 등의 정보시스템에서의 구조 분석,범죄
등등 연구의 범위가 전통적인 Spacesyntax분석보다 광범위하고 구
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또한 다층레벨 순환시스템의 개념으로 공
간형태론 보다 지역적 시각요소,주 생성요소,유인요소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인간이 선택하는 루트와 의사결정에 대한 구조분
석까지 어느 정도는 정성적인 분석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주거공간구조분석:LeCorvusier의 ‘주택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A
houseisamachineforlivingin)'라는 건축이론의 제안은 생활의
구성자로서의 인간 계획의 중심으로 본 예이다.이는 계획과 계획에
서 발생하는 생활들과의 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위한 주택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이다.주거 단지 내의 공간적 사회교류는 적극적
으로 억제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활성화되어야 할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상반된 전제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공간
조직이 가지는 이중적 특질 즉,지엽적 특질과 전반적인 특질의 조정
을 통해서 가능하다.따라서 주거단지 전체의 공간구조는 외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구성을 통해 전반적인 사회교류를 억제하고,주동출
입구 같은 부분의 공간구조는 연결빈도와 연속성의 부여를 통해 지
엽적인 가능성이 범죄라는 문제를 도출하게 된다.또한 주택내의 기
하학적인 특성분석,공간활용패턴 등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특이
한 것은 노인들을 위한 거주지 디자인과 구성을 강조한 연구로 치료
학적인 측면에 유효한 그들의 집단생활측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리
고 역으로 공공시설에의 수용의 느낌과 통제의 상실을 증진시키는
측면을 입증하고 있다.범죄와의 관계에서도 사회계층(노동자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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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층)에 따른 범죄의빈도수를 측정하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복합화된 건축공간 구조분석:복합 건물 내에서의 다양한 보행자 이
동 체계상의 이동반도에 관한 연구,사무실내의 작업공간의 구조와
작업자들 간의 접촉,공간의 이동에 관한 연구,연구소내의 구획과
의사전달과의 성관관계,박물관 레이아웃에 따른 탐구와 만남의 형태
분석,캠퍼스 내의 상호작용과 활력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었다.
또한 건축물에 있어 조직적인 구조상태에서 의사전달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공간구조가 건축물 조직 내에서 상호작용 패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되고 있다.복합적
인 건축공간내의 다층레벨 시스템내의 이동분포는 공간형태뿐만 아
니라 디자인 요소들에 의해 구속되는 어떤 원칙들을 따르며 이러한
성과를 결절하는 것은 그것들의 동적인 상호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행자들은 가장 짧은 축 상으로 단순한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서,루트 선택에서 보행자의 의사결정 형태는 그들
의 지역과의 친밀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다.

- 방법론:공간구조형태에 대한 3차원적 분석을 위한 새로운 도구
(pangea)의 출현,건축공간에서의 기하학적인 규칙들 내에 존재하는
방법,공간주고 속에 내재하는 질서이론에 대한 연구 등이 있다.즉,
공간은 이들을 통해 연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의 전체로서 구체화되므
로,이에 내재하는 기하학적 방법을 발견한다는 것이다.또한 선 배
열에 의해 유도된 면의 cell분해를 언급하기 위해 축 지도의 특성에
대한 방법론과 isovist에 대한 통합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고학:옛날 거주에 대한 공간형태의 변화,즉 공간 이용에 있어서
의 변화가 사회 조직에서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간구문론은 고고학적
접근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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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에서의 실험:가상세계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통적인
공간구문론을 연구하거나 가상공간의 3차원 시뮬레이션 실험과 실제
의 이동관찰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공간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도구를
제공하고 공간구문론 기술을 가상적인 네트워크와 같은 비 공간적
형태의 분석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공간구문론은 건축적,도시적 현상을 직접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수단
이며 이것을 통하여 그들의 특징적 형태를 구성하는 상관 조직을 정의하
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기술들의 20년간의 점진적인 발전을 건축물
내에 형태라고 부르는 특별한 관계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공간구문론 방법과 구문론적 지식의 기초와 이론은 디자인,
특히 중요한 프로젝트의 상당부분에서 점차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이는
공간구문론의 방법이 분석도구이며 실험하기 위한 도구로서 유효하기 때
문이다.건축은 가능성에 대한 실험이며 공간구문론적인 방법으로 분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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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2222절절절절_ _ _ _ 전시공간체계와 전시공간체계와 전시공간체계와 전시공간체계와 공간구조분석 공간구조분석 공간구조분석 공간구조분석 

사례대상박물관 12개관을 대상으로 공간구성과 관람동선체계를 형성하
는 전시공간체계를 분석하며,전시공간의 구성적 형태에 따라 유형과 전
시방식을 분류하여 그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였다.이와 함께 단위공간의
물리적 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공간구조와 전시내용의 전개특성을
관람객 동선추적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여 전반적인 양성과 상관성을 유형
학적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3.2.1_3.2.1_3.2.1_3.2.1_사례대상박물관의 사례대상박물관의 사례대상박물관의 사례대상박물관의 유형과 유형과 유형과 유형과 전시방식전시방식전시방식전시방식

조사대상박물관은 층별 평면을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15개관의 개요
는 아래 표와 같다.조사대상박물관의 전시공간체계는 공간구성과 관람
동선체계분석을 중심으로 관람객의 공간적 경험의 습득과정의 측면에서
기술하였다.

번호번호번호번호 명      명      명      명      칭칭칭칭 대상층대상층대상층대상층 건립연도건립연도건립연도건립연도 규모규모규모규모 국가국가국가국가/ / / / 지역지역지역지역

1 Museum het Valkhof 2 1999 대형 N/Nijmegen

2 Altes Museum 1 1830 대형 G/Berlin

3 Gemaldegalerie 1 1998 대형 G/Berlin

4 Jewish Museum 3 1999 대형 G/Berlin

5 New National gallery -1 1968 중형 G/Berlin

6 Kunst Museum Bonn 2 1992 대형 G/Bonn

7 Museum fur Moderne Kunst 1 1991 대형 G/Frankfurt

8 Postal Museum Frankfurt -1 1990 중형 G/Frankfurt

9 Pinakoth다 der Moderne  3 2002 특대형 g/Munich

10 Kunsthistorisches Museum 2 1891 특대형 A/Wien

11 동경국립박물관 1 1938 중형 J/Tokyo

12 국립역사민속박물관 -1/1 1983 특대형 J/Sakura

〈 조사대상박물관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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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뮤지엄 뮤지엄 뮤지엄 뮤지엄 헷 헷 헷 헷 발호프 발호프 발호프 발호프 (Museum (Museum (Museum (Museum het het het het Valkhof)Valkhof)Valkhof)Valkhof)

대 상 Museum het Valkhof 2층

지 역 Netherlands / Nijmegen

성 격 미 술 관

규 모 대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2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전시공간은 장방향과 유사한 형태로 중심공간이 구성되지 않은 룸투룸
(room toroom)의 전기방식에 따라 전시영역이 구분된다.전시실내의 형
태는 아일랜드 전시물의 구성과 배열이 주를 이룬다.특히,뮤지엄 헷 발
호프의 룸투룸 전시방식은 동일한 공간단위를 대위법적 질서에 의해 단
순한 구조로 만들어내는 복잡한 경험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평면도 상에 관람객의 임의적인 움직임을 선으로 겹쳐서 그린 다수의
도면들 그리고 건축의 평면도를 제거한 채 움직임을 나타내는 곡선만으
로 이루어진 패턴들을 서로 대등하게 보여줌으로써 임의적이며 복잡한
공간경험을 의도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7)
또한 복잡한 전시공간 내에서 전시실의 개구부를 관람객의 시각적 축

을 근거로 구성하여 전시공간을 이동함에 따른 경로선택과 진입부의 시
각적 인지를 쉽게 하고 있다.

 

7) 조사대상박물관의 규모적 범위는 상설전시 부문의 면적을 기준으로 특대

형, 대형, 중형, 소형으로 분류한다. 임채진 外.21세기 박물관 발전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화체육부. 1997. 12,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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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엄 헷 발호프/Museum het Valkhof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위 그림은 전시영역의 구성과 내용전개특성을 나타낸다.전시영역은
크게 4개로 구분되며,로마시대의 고대유물과 18∼19세기의 예술 그리고
현대예술의 전시물 등을 미학적 측면에서 전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관
람객은 진입홀에서 주제별로 구성된 전시영역을 선택해서 관람하게 된
다.또한 전시영역 간 출입이 자유로워 관람 중 언제든지 원하는 전시영
역의 관람이 가능하다.이러한 동선체계의 구성은 전시내용의 세부전게
특성과 비교하면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시공간의 진입부에서 공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동일 주제 내에서

시대순의 전시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지며,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평축
의 이동에 따라 주제별 관람이 가능한 공간구조적 특성과 전시내용의 전
개가 복합적인 공간구성이 부합하여 특징적인 관람동선순로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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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알태스 알태스 알태스 알태스 뮤지엄 뮤지엄 뮤지엄 뮤지엄 (Altes (Altes (Altes (Altes Museum)Museum)Museum)Museum)

        

대 상 Altes Museum 1층

지 역 Germany / Berlin

성 격 미 술 관

규 모 대  형

층 수 지상 1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알테스 뮤지엄의 건축공간은 중앙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로툰다를 중
심으로 1열의 개방된 전시실이 에웨 싸는 전시실과 로툰다 사이에 2곳의
중점을 형성한다.로툰다는 박물관의 상징적 중심공간으로써 관람객의
출입이 빈번하거나 동선분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또한 중정부분
은 관람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시각적으로도 닫혀있음으로 인해
관람객의 정위판단과 경로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
다.
좌우대칭의 전시공간의 구성에서 입출구가 분리됨에 따라 우측에서 좌
측으로 반시계 방향의 관람이 가능한 동성순로형식을 취하고 있다.전시
방식은 대부분 아일랜드 형태로 전시물의 대부분이 4면 관람이 가능한
조각과 입체공계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방향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알테스 뮤지엄의 전시영역의 구분은 전시공간구성상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는 열주와 바닥패턴을 이용하고 있다.이 열주는 관람객의
진행방향의 면에서 보면 열주의 상단에 표기되어 있는 전시영역의 상세
설명이 있어 원,근거리와 방향에 따라 관람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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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전시방식의 배치는 2개의 열주를 중심으로 양측면에 주로 배
열되어,전시실 중앙에서 선택 관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특히 조각전시
물의 경우 정면성과 작품 크기에 따른 줌식 감상,전시물의 성격에 따른
쇼케이스의 높이 등이 고려되어 작품사이의 간격과 전시 레이아웃에 있
어 적정밀도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 알테스 뮤지엄 / Altes Museum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전시영역은 31개로 구분되며,내용에 따라서는 27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시물은 그리스문화를 중심으로 고대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중심으로 전시

내용이 전개되는 영역과 주제별로 전개되는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전시실 입구부터 출구까지 일련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즉 그리스
문화가 발생한 지역에서부터 초기왕국과 도시 그리고 그리스 문화가 전
파되어 로마예술에 연계되기까지의 스토리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결국 전시공간의 입출구가 분리되어 반시계방향의 순차적인 관람순서

로에 따라 형성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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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신회화갤러리 신회화갤러리 신회화갤러리 신회화갤러리 (Gemaldegalerie)(Gemaldegalerie)(Gemaldegalerie)(Gemaldegalerie)

대 상 Gemaldegalerie 1층

지 역 Germany / Berlin

성 격 미 술 관

규 모 대  형

층 수 지상 1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베를린 신회화갤러리의 평면구성은 중심공간을 2열의 단위전시실로 에
워싸는 형태로 대공간의 성격을 지닌 중심공간에서 동선분배화 휴게,관
람객의 조우(encounter)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다.박물관 건축의 유형적
측면에서 출입용 원형 홀을 기존의 중앙에 배치하던 것을 진입부로 구성
하였으며,중정의 형태를 내부공간으로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원 형홀에
서 순회하는 관람순로와 중심공간에서 전시영역을 선택 관람 할 수 있는
다중적 동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2열로 배열된 단위전시실의 크기를 살펴보면,중심공간에서 근접한 전

시실들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큼을 알 수 있다.이는 알테 피나코텍과 빈
예술사박물관에서도 나타나듯이 단위전시실의 크기가 큰 전시실을 위주
로 주요 관람동선이 형성되며 대중적인 작품의 비교적 큰 호(號)수의 회
화류가 전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중심공간은 전시공간의 진입부라
는 측면에서 박물관의 이미지를 제고 시키고 전시영역과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조각 전시품을 배치하였다.이는 전시 관람 전,후 관람객의 지속
적인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는 전시환경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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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회화갤러리 / Gemaldegalerie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신회화갤러리는 13∼18세기의 유럽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으며,1830년
에 건립된 후 지속적으로 증개축으로 완성되었다.전시내용구성은 7개로
구분되어 있으며,시대순의 순차적 관람과 전시영역별 주제선택형의 관
람이 가능하다.즉 관람객이 원형홀에 들어서면,3가지의 경로선택을 해
야 한다.우선 좌,우측으로 관람 시 국가와 연대기기별로 구성된 전시순
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바로 중심공간으로 진입하여
전시영역별 선택적인 관람이 가능한 구조이다.또한 전시실은 영역별로
룸칼라에 의해 구분되어 있으며,전시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나누어 주는
브러숴의 색상과 일치하여 정위판단(正位判斷)과 경로선택에 도움을 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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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4) 4)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 유태인박물관 유태인박물관 유태인박물관 유태인박물관 (Jewish (Jewish (Jewish (Jewish Museum)Museum)Museum)Museum)

대 상 Jewish Museum 3층

지 역 Germany / Berlin

성 격 박 물 관

규 모 대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4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전체공간구성은 1963년에 복원된 기존건물과 지그재그로 꺽인 증축건
물,대학살의 탑,그리고 망명과 이주의 정원으로 네가지 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전시관람은 기존 건물의 홀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새로 만들어진 지하연결통로로 내려가면 증축된 전시공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두 건물이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보여진다.지
하층은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으며 경사진 바닥,
둔각과 예각의 벽으로 구획된 미로형식의 공간구성으로 인해 동선이 복
잡하게 얽혀 있다.
상설전시는 3층까지 연결되는 좁고 긴 계단으로 오른 후 내려오면서

관람하는 동선순서로를 형성하고 있다.전시물의 구성이 대부분 아일랜
드 형태이나 전시실의 폭이 넓지 않아 경로선택이 비교적 적은 일방향적
인 순로가 구성되어 있다.이에 따라 되돌아가거나 원하는 전시영역만
선택해서 관람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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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의 범주에 있는 상설전시는 14개의 전시영역으로 나뉘어져 있
으며,전시내용은 유태교의 초기 가르침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약 2천
년 기간 동안의 재독일 유태인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고 있다.전시영역
의 구성은 선형의 왜곡된 형태의 매스에 직선으로 분활시켜 각 영역을
구성하였다.
내용적 전개의 흐름은 연대기를 바탕으로 주제별,인물별 전시테마의

구성으로 형성된다.이러한 공간구성적 특성과 연대기적 전시내용의 흐
름에 따라 관람객은 대부분 유사한 공간적 경험과 움직임의 패턴이 나타
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 유태인 박물관 / Jewish Museum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 36 -

5) 5) 5) 5) 신국립미술관 신국립미술관 신국립미술관 신국립미술관 (New (New (New (New National National National National gallery)gallery)gallery)gallery)

    

대 상 New National gallery 지하1층

지 역 Germany / Berlin

성 격 미 술 관

규 모 중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1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대지전체가 완만한 경사지로 테라스를 조성하여 그 중앙에 정방형의
유리상자를 배치하였다.구조적으로 십자형의 단면을 가진 8개의 기둥을
전시공간 외부에 배치하여 정방형의 평지붕을 지지함에 따라 내부전시공
간에는 기둥이 전혀 구성되지 않았다.
단순한 유리벽과 철구조에 의해 구축된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명쾌한

논리와 구조의 단순미를 추구해온 미스(Mies)의 모뉴멘트(monument)이
고,대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었다.지상공간은 특별전시를 위해 사용
되며,사방이 유리로 개방된 무주공간으로 형성되어 전시레이아웃의 가
변성이 극대화된 자유로운 전시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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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국립미술관 / New National gallery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저층부 상설전시실과 지원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대 전시실 외곽에
는 외부조각공원과 연계시켜 시각적 효과와 전시실내에 자연광을 유입시
키고 있다.평면구성은 지상층과 연결된 2개의 계단을 중심으로 자유로
운 전시벽면 구성에 의해 선택적인 공간이 형성되며,평면구성적 특성상
진입한 공간을 인지할 수 있는 영역이 비교적 많아,중심공간이 구성되
지 않았음에도 정위판단의 어려움에 따른 경로선택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음을 예상 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 내부의 시각적 개방도가 높아 관람객은 전시공간의 전체

규모와 관람할 전시물의 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즉 한정된 시간 내
에 관람갣의 선택적 접근과 전시공간의 인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공
간구성으로 볼 수 있다.
전시벽면은 하나의 공간을 연속된 다수의 벽면에 의해 구획하여 공간

의 연속적 성격을 만들어낸다.이는 바르셀로나 파빌리온과 유사한 형태
이다.전시내용은 14개로 구분되며,대부분이 주제별구성과 작가별로 구
성되어 전시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일정한 순서가 정해져 잇지 않다.즉
관람객 스스로가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 경험을 형성하는 동선구조로 자
유선택형 평면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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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6) 6) 본 본 본 본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 (Kunst (Kunst (Kunst (Kunst Museum Museum Museum Museum Bonn)Bonn)Bonn)Bonn)

    

대 상 Kunst Museum Bonn 2층

지 역 Germany / Bonn

성 격 미 술 관

규 모 대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2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본 미술관의 진입부는 오브제와 같은 조형성의 추구로 박물관을 방문
하는 관람객에게 첫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캐노피의
부분적 절삭,열주 상부에 톱라이트(top-light)에 의한 채광,리드미컬한
열주의 배열 등이 대규모의 미술관을 표면적으로 경량화된 느낌을 주고
있다.

     〈 본 미술관 / Kunst Museum Bonn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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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의 평면은 8.5×12,7m로 이루어진단위 유니트(unit)의 조합에 따
라 많게는 4개,적게는 1개로 구성하여 전시실의 규모가 결정된다.또한
전시실간 연결을 다중화,복합화하여 전시실내 가장 긴 직선거리를 35∼
40m 이내로 설정함에 따라 관람객이 자유로운 감상과 관람을 의도하고
있다.전시실의 배치는 유니트의 그리드에 따라 배치되며 그릳의 각 결
절점을 통로로 활용하여 전시벽면을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또한 이 지
점이 바로 관람객이 경로선택을 해야 하는 지점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
다.
단위전시실과 전시실 사이는 준비실,도구창고,설비덕트 등으로 활용

되고 있으며,건물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한 원형계단은 관람객의 시지각
적 구심적 역할과 동선분배의 기능을 한다.즉 원형계단은 시지각적 인
지를 중심으로 다방향성의 개실공간구성은 관람객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
하며,어디를 관람해야 하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즉 전시공간의
방향성과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선택적인 공간구조라 할 수 있다.
대상층인 2층 전시실은 1945년 이후 독일예술이라는 지칭아래 장르와

작가별로 자유롭게 전시가 구성되어 있다.또한 단위전시실별 전시영역
에 대한 내용도 관람객이 전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브러셔 및 안내도
등에 나타나 있지 않았다.이는 미술품의 미적감상의 차원과 공간적 경
험의 측면에서 자유로운 경험 습득을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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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7) 7)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Museum (Museum (Museum (Museum fur fur fur fur Moderne Moderne Moderne Moderne Kunst)Kunst)Kunst)Kunst)

대 상 Museum fur Moderne Kunst 1층

지 역 Germany / Frankfurt

성 격 미술관

규 모 대형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프랑프루트 현대미술관은 케익(cake)의 일부처럼 삼각형 혀태로 되어
있으며,이는 대지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로 받아들
여진다.
세면의 입면이 사이하게 구성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 잘 표현된

미술관으로 전체공간구성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비대칭적 공간을 형성한
다.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중앙홀의 조금 열려진 한쪽코너에서 계단을 따

라 들어가면,높은 천정에서 들어오는 자연채광 2,3층으로 오픈된 공간
과 이를 연결하는 다수의 계단 등은 관람객의 새로운 경험을 주기 위한
공간구성적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모양의 전시실들 중앙의 천정이 높은 홀을 중심으로 3개층

에 걸쳐 나누어져 있다.이에 따라 연관된 작품들은 한군데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실들과 다양한 형태의 설치미술에 적합한 전시홀이 구성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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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크푸르트 현대미술관 / Museum fur Moderne Kunst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

대상전시실인 1층은 전시홀을 중심으로 해당전시실의 직접적인 출입과
부분적으로 전시실간 이동이 가능한 형태이다.즉 중심공간의 성격을 지
닌 전시홀에서 전시공간의 선택에 따라 개별적인 관람 경험을 형성하게
되며,이는 본 미술관과 유사한 경험적 공간구조를 의미한다.
전시내용 역시 1960년대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활약하는 주요

예술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981년에 구입한 67점의 Karl
Stőher의 컬렉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전시정보 제공의 측면에서도 본
미술관과 같이 브러숴나 안내정보를 통해 전시공간별 전시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이는 미술관의 심미적 목적에 따른 개별적인 경험의 과정을
위한 방법으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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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8) 독일 독일 독일 독일 우편박물관 우편박물관 우편박물관 우편박물관 (Postal (Postal (Postal (Postal Museum Museum Museum Museum Frankfurt)Frankfurt)Frankfurt)Frankfurt)

            

대 상 Postal Museum Frankfurt 신관 지하1층

지 역 Germany / Frankfurt

성 격 박 물 관

규 모 중 형

층 수 지하2층, 지상3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독일우편박물관은 기존 빌라건물을 존치시키고,공원화된 대지의 형태
와 특히 오래된 프라타나스들을 유지시키는 것이 계획의 중요한 사안이
었다.증축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중
정의 지하를 모두 전시실로 이용하여,구관의 지하층과 연결시켰다.
신관의 지상건물은 전면을 기존 건물보다 좁게 하여 기존 건물의 입지

를 살리면서,대지 깊숙이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ㄱ'자의 형상을 이루었
다.따라서 상설전시실로 이용되는 지상층의 상부를 옥상 정원으로 본래
의 공원과 같은 형태로 유지하였다.그 결과 신광의 전시공간과 카페테
리아등에서 조망이 가능한 후정을 얻게 되었다.이러한 공간구성적 접근
즉 각 건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공존시킨 건축적 방법은 인접한 수공
예박물관,베를린 유태인 박물관과 유사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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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우편박물관 / Postal Museum Frankfurt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지하 상설전시공간은 1층에서 내려오는 계단을 중심으로 방사형의 전
시영역이 구성되며,영역별 전시내용에 따라 선택적인 관람을 가능하게
한다.이러한 배치는 중심공간에서 관람객으로 하여금 전시영역의 공간
적 인지를 쉽게 할 수 있는 시각적 방향이 퍼져 나가는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시영역의 진입부에는 해당 전시영역을 설명하는 이미지와 제목이 표

기되어 있으며,그 뒤에는 대표적인 전시내용을 안내하는 부스가 설치되
어 있다.
전시내용은 주요 통신수단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시물을 7개영역으

로 주제별로 구성하여 선택적인 감상과 시대순의 감상을 동시에 가능하
게 한다.
그러나 각 전시영역의 선택을 중신공간에서 시작해야하는 공간구성의

특성상 관람객의 이용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날 수 있다.각 전시영역
은 영역간 구분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아일랜드 전시방식의 형태로 공
간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비교적 선택적인 관람의 양상이 나타나게 된
다.또한 시각적으로 오픈된 자유선택형 공간구조로 전시물의 분류가 모
호한 부분이 발생하며 이러한 특성 역시 관람객의 선택적인 양상과 경험
습득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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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9) 9) 모데르네 모데르네 모데르네 모데르네 피나코텍 피나코텍 피나코텍 피나코텍 (Pinakothek (Pinakothek (Pinakothek (Pinakothek der der der der Moderne)Moderne)Moderne)Moderne)

대 상 Pinakothek der Moderne 3층

지 역 Germany / Munich

성 격 미 술 관

규 모 특 대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모네르네 피나코텍은 알테 피나코텍(Altepinakothek),노이에 피나코
텍(NeuePinakothek)과 함께 뮌헨 내에 위치한 주요 박물관의 하나로
고전적 디자인과 현대 디자인의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공간구성적 특
성을 보여준다.
회화와 현대미술품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최상층(3층)의 경우 중심공

간을 구심점으로 하여 룸투룸의 단위전시실이 다양한 조합의 형태로 구
성되어 있으며,자연채광을 유입하여 백색의 중성적인 공간을 만들어내
고 있다.
이 중심고간은 건물전체의 기하학적 중심으로 다층높이의 개방된 형태

를 형성한다.
그 형태는 과거의 원형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기능적인 측면에

서 동선분배와 휴식,전시영역의 선택을 위한 정보습득 등의 관람객이
조우(encounter)하는 공간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또한 중심공간
주위의 수직동선들은 관람객의 동적 움직임을 형성하여 도심지 광장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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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데르네 피나코텍 / Pinakothek der Moderne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단위전시실의 조합방식은 고전적인 형태의 방식과는 달리 10×10m의
고정된 폭을 기준으로 개구부의 위치를 변화시킴에 따라 공간의 다양한
형태와 경로선택의 다양성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전시내용은 기획전시와 학파별,사조별,작가별 구성으로 비교적 자유

로운 미적감상위주의 전시영역이 구성됨에 따라 모데르네 피나코텍의 전
시공간에서는 특정의 동선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단지 예술작품과 공
간,이 두가지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형성하는 것이 이 미술관의 주요
의도임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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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10) 10) 빈 빈 빈 빈 예술사미술관 예술사미술관 예술사미술관 예술사미술관 (Kunsthistorisches (Kunsthistorisches (Kunsthistorisches (Kunsthistorisches Museum)Museum)Museum)Museum)

대 상 Kunsthistorisches Museum 2층

지 역 Austria - Wien

성 격 미 술 관

규 모 특 대 형

층 수  지상 3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빈 예술사미술관은 고전적 형태의 전형적인 룸투룸(room toroom)형
식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중앙홀을 중심에서 2열로 배열된 전시영역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진입구와 연결되는 크기가 큰 단위전시실은 앞서 언
급한 신회화갤러리(Gemaldegalerie)와 같이 대중적이며 호수가 큰 회화
류가 전시된다.

〈 빈 예술사미술관 / Kunsthistorisches Museum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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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알테스 뮤지엄과 같이 관람객이 전시공
간 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2개의 중정이 존재하나 중앙홀의 기능적 측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
즉 중앙홀은 현대적 의미의 중심공간으로서 관람동선의 분배와 휴게,

뮤지엄샵,레스토랑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며,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편,빈 예술사 미술관의 맞은 편
에 위치한 자연사박물관(NaturalHistory Museum,Wien)과 비교하여
볼 때,건축공간의 형태는 매우 유사하나 전시 내용 및 구성의 차이에
따라 관람동선체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시물 감상위주의 심미적 내용구조와 정해진 스토리라인(story

line)의 특성에 따라 구성된 공간구조적 특성이 관람객 경로선택의 다양
성과 움직임 패턴의 양상을 상이(相異)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인 2층 전시공간의 전시내용을 살펴보면,우선 중앙홀을 중심

으로 좌측의 전시영역은 네덜란드와 폴랑드르,독일 회화가 작가별로 전
시되어 있으며,우측 역시 이탈리아,스페인,프랑스 회화로 구성되어 국
가별,작가별 분류특성을 보여준다.
또한 좌우측 전시영역의 사이에는 기획전시영역이 구성되어,전체적으로
중앙홀에서 선택적인 관람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관람객은 관람목적에 따라 해당 국가와 작가를 선택하여 감

상할 수 있는 선택적인 동선순로(route)를 설정하여 다양한 감상의 패턴
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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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11) 11) 동경국립박물관 동경국립박물관 동경국립박물관 동경국립박물관 본관 본관 본관 본관 ((((東東東東京京京京國國國國立立立立博博博博物物物物館館館館    本本本本館館館館))))

대 상 東京國立博物館 本館

지 역 Japan - Tokyo

성 격 박 물 관

규 모  중 형

층 수  지상2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동경국립박물관 본관은 진입홀에서 중정을 중심으로 순화하는 링
(ring)형 구조이며,진입부 전면은 2열,나머지 부분은 1열로 구성되어
있다.공간구성적 특성은 글립토텍과 알테스 뮤지엄의 순회형 특성과 유
사하나 동경국립박물관 본관은 전시실의 입출구가 구분되지 않는 비교적
선택적인 성격을 나타낸다.한편,전시실간 연결부분에 휴게영역(전이공
간)이나 다음 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수직동선)이 있어,순회형의 벽부형
쇼케이스 위주의 전시방식에서 오는 지루함을 일정부분 해소시킬 수 있
는 공간적 배려로 볼 수 있다.전시내용은 도자,공예,염직,도검,조각
등 유물의 종류별로 분류되어 일정한 순서보다 관람목적과 선호도에 따
라 선택적인 관람을 해도 무방한 내용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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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국립박물관 본관 / 東京國立博物館 本館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즉 공간의 형식은 경로선택이 비교적 적은 유도적인 동선형식으로 보
이나 전시내용의 분류와 체계가 관람의 순서와는 별도로 유물의 종류에
따라 구성되어 다소 선택적인 성격을 보여준다.이는 중앙계단의 홀 부
분에서 1,2층의 관람순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전시실의 입출구
가 구분되지 않음으로 인해 관람객의 경로선택의 측면에서는 어느 방향
으로든 접근이 가능한 공간구성적 특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 50 -

12121212))))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國國國國立立立立歷歷歷歷史史史史民民民民俗俗俗俗博博博博物物物物館館館館))))

대 상 國立歷史民俗博物館

지 역 Japan - Sakura

성 격 박 물 관

규 모 특 대 형

층 수  지하1층, 상하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국립역사민속박물관은 중정을 중심으로 순회하는 형식으로 관람 중 전
시영역 간 연결통로에 공용공간을 배치하여 전이공간으로 이용되고 있
다.이는 규모적 특성 즉 대규모의 공간적 특성이 관람객의 박물관 피로
(museum fatigue)등을 유발할 수 있음에 따른 공간적 장치로 볼 수 있
다.또한 중정에서 각 전시영역을 선택적으로 방문할 수 있어 다중적 동
선체계의 측면도 파악된다.그러나 전체적인 공간구성상 입구의 위치와
입출구의 구분,외부중정에서 선택적인 감상형태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
면 대규모 순회형의 동선순로구성에 있어 선택적인 관람동선은 부가적
기능의 의미에서 파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5개의 상설전시공간은 각 공간마다 주제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시대별

로 다시 구획하고 있다.전시실의 입구에는 멀티스크린이 설치되어 상징
전시를 연출하고 전시내용의 개괄적인 홍보와 오리엔테이션 기능을 부여
하고 있다.
전시매체의 경우 실물자료와 복제자료,레프리카 대형 모조품 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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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와 모듈로 규격화된 패널을 이용한 해설 장치,비디오 영상 등의 보
조수단을 사용하여 각 주제를 가능하 한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
으로 구성하고 있다.또한 지역별 유물을 한 장소에 전시함으로써 지역
비교에 의한 전시의 이해를 용이하게 해주며,일본의 역사와 문화의 흐
름을 시대별로 25개의 주제로 구분전시하고 있다.

  

〈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國立歷史民俗博物館 상층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 국립역사민속박물관 / 國立歷史民俗博物館 하층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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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_3.2.2_3.2.2_3.2.2_조사대상박물관의 조사대상박물관의 조사대상박물관의 조사대상박물관의 개요개요개요개요

    

1) 1) 1) 1)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서울서울서울歷歷歷歷史史史史博博博博物物物物館館館館))))

대 상 서울歷史博物館 3층

지 역 Korea - Seoul

성 격 박 물 관

규 모  대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서울역사박물관은 유적지가 발굴된 터를 중심으로 양분화된 전시공간
을 구성하고 있다.전시공간은 공간적 리듬감과 전시벽면의 투시현상을
역이용하여 사선형 전시 벽면의 레이아웃(layout)을 구성하고 있으며,아
일랜드형 전시방식에 따라 단위공간의 분화가 심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복잡한 양상의 공간조직을 구성하게 되어,관람객의 경로선택
과 감상할 전시물을 선택함에 있어 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전시매체의 구성에 있어서도 유물중심의 쇼케이트를 중심으로 영상물

과 다지털 정보,모형이나 복제물,그래픽 패널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 있어,다중매체를 활용한 전시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또한 체험위주
의 전시영역을 이동통로와 전시공간 종반부에 위치한 유물중심의 감상영
역과 분리 구성하여 관람객이 혼재된 상황의 발생을 방지함에 따라 다양
한 체험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상관성에 관한 관한 관한 관한 연구연구연구연구

- 53 -

전시 내용은 ‘조선의 수도 서울’,‘서울사람의 생활’,‘서울의 문화’,‘도
시서울의 발달’의 네 가지 전시주제로 구성되며,전시주제의 성격에 따라
중주제와 소주제로 재분류하여 스토리라인(storyline)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내용의 주제별 구성은 기존 역사계 박물관의 연대기별 전시
방식에서 탈피한 구성으로 보여지나 스토리 라인의 연계성은 여전히 강
한 편이며,주제별 전시영역의 선택이 가능한 공간구성적 특성도 보여지
지 않는다.즉,건축공간의 순회형식과 선택적 전시방식의 공간구성이 전
시내용의 흐름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결국 관람객을 유도하는 방식에 따른 성과가 관람객의 경험적 측

면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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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國國國國立立立立中中中中央央央央博博博博物物物物館館館館))))

대 상 國立中央博物館 지하1층, 1층

지 역 Korea - Seoul

성 격 박 물 관

규 모  대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2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의 진입부를 통하여 1층,지하1층의 순서로 관람
객을 유도하며,1층 중앙홀의 모형전시물을 기준으로 상부공간이 오픈
(void)되어 있다.지하 1층은 중앙부분이 기획전시실로 닫혀 있는 형태로
각 층별 공간구성적 특성이 상이(相異)함을 알 수 있다.
진입층인 2층의 경우 중앙의 오픈된 보이드 공간에서 좌측으로 관람이

시작되어 순회형의 관람동선이 형성된다.1층은 중앙홀에서 선택적인 전
시영역의 감상과 순서에 따른 감상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다중적 동선체
계이나 실제 유도사인에 의해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지하1층의 공
간구성은 중앙홀이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관람객이 시지각적 인지와 정
위판단(定位判斷)이 용이하지 못하여,유도사인에 의해 관람객의 움직임
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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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박물관 (國立中央博物館)의 지하1층, 지상1층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전시내용을 살펴보면,1,2층은 시대순의 연대적 전시내용전개로 이루어
지며,지하1층은 유물의 종류별 전시영역으로 나누어진다.사인의 동선유
도와 공간구성적 측면에서 형성된 관람동선체계는 3개층 모두가 전시실
의 이동과 전시물의 선택에 있어 다소 강제적인 성격을 보여준다.특히,
지하1층은 선택적인 관람을 해도 무방한 전시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
적인 성격으로 관람객을 유도하고 있다.
유물의 분류체계 역시 벽부형 전시방식과 포켓형(pockettype)전시공

간구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람객의 경험은 다양성의 측면보
다는 획일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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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國國國國立立立立金金金金海海海海博博博博物物物物館館館館))))

대 상 國立金海博物館

지 역 Korea - Kimhae

성 격 박 물 관

규 모  중 형

층 수  지하1층, 지상3층

        

      〈 전경 사진 〉                        〈 내부 사진 〉

국립김해박물관의 진입부는 3층의 제1전시실로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
해 대지의 경사를 야외전시공간으로 이용하였다.진입부의 구성상 박물
관으로 유도되는 동선이 최대한 연장된 것을 알 수 있으며,이는 유물이
발굴된 과거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 현실적 공간과의 완충 공간(buffer
zone)을 제공함에 따라,시간적 변이를 공간적으로 완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국립김해박물관 (國立金海博物館)의 평면도와 전시영역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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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공간의 동선체계는 진입층(3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관람
하며,외부공간과 연계된 유도형의 동선순로를 형성한다.중심공간을 순
회하면서 연속된 벽부형의 배열을 일방향적인 관람양상을 만들어내는 구
조라 할 수 있다.
전시내용은 연대기적 내용전개를 중심으로 제1전시실에는 신석기시대

부터 가야성립기까지 전기가야시대 중심지였던 금관가야(김해)의 문화발
전을 보여주는 칠기,토기 유물 등이 전시되며,제2전시실(1층)에서는 독
창적인 문화를 형성한 대가야(고령),공성지역에 터를 이룬 소가야 등
‘가야’로 총칭되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즉,전시내
용의 성격에 따라 층별로 공간을 구분시킨 사례로 볼 수 있다.



제제제 장장장
전전전시시시공공공간간간구구구조조조와와와 관관관람람람빈빈빈도도도의의의 상상상관관관성성성 분분분석석석

제 절 공간분석 및 분석지표
제 절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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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4444장 장 장 장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상관성분석상관성분석상관성분석상관성분석

제제제제1111절절절절____공간분석 공간분석 공간분석 공간분석 및 및 및 및 분석지표분석지표분석지표분석지표

4.1.1_4.1.1_4.1.1_4.1.1_조사대상박물관 조사대상박물관 조사대상박물관 조사대상박물관 분석지표설정분석지표설정분석지표설정분석지표설정

조사대상박물관들의 전시공간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시
물,전시벽면 등에 의해 분화된 평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지표를 4가지로 설정한 이유는,전시공간의 위상학적 분석지표 중
광역적 변수인 집중도와 지엽적 변수인 통제도,그리고 관람객의 경로선
택에 관한 동선자율도,단위볼록공간의 분화(Convexbreak-up)시에 오
차를 줄이기 위해 면적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분석지표의 정의는 아래 표와 같다.

 

용   용   용   용   어어어어 정   정   정   정   의의의의

집중도

(integration)

특정 공간으로부터 전체공간구조에 포함된 다른 모든 

공간으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전이단계(step)의 역을 

기본으로 계산되며,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공간의 구

조상 위상학적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도

(control value)

이웃한 공간의 수뿐만 아니라 접근조절정도를 포함한 

개념으로 연결도 보다는 확장된 개념의 변수이다.

동선자율도

(볼록공간수/단위깊이)

공간조직도(justified graph) 작성시 도출되는 지표 중 

단위깊이(depth)에 해당하는 볼록 공간의 (convex)수로, 

동선자율도가 높으면 관람객이 선택 가능한 전시순로가 

다양함을 의미하며, 낮으면 전시순로의 형식이 비교적 

강제적인 유도형의 동선순로가 구성됨을 의미한다.

단위볼록공간의 면적

(전시면적/볼록공간수)

볼록공간(convex space)으로 분화된 전시공간의 면적을 

볼록공간수로 나눈값으로, 단위볼록공간의 면적을 의미

한다. 단위볼록공간의 크기가 작으면 전시공간구조를 구

성하는 볼록 공간이 세분화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전시공간 분석지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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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_4.1.2_4.1.2_4.1.2_조사대상박물관의 조사대상박물관의 조사대상박물관의 조사대상박물관의 전시공간구조분석전시공간구조분석전시공간구조분석전시공간구조분석

앞서 언급한,4가지 분석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대상박물관의 층별
공간구조를 아래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 분석대상박물관의 공간적 특징의 분석결과치〉  

박 박 박 박 물 물 물 물 관관관관 층 층 층 층 별별별별
통제도통제도통제도통제도
((((평균평균평균평균))))

집중도집중도집중도집중도 동선자율도동선자율도동선자율도동선자율도
단위볼록공간의단위볼록공간의단위볼록공간의단위볼록공간의

면적면적면적면적

국립중앙박물관

2F 0.984 0.539 2.167 34.892

1F 1.020 0.595 2.115 45.200

B1 0.990 0.605 2.850 36.054

국립김해박물관
3F 1.000 0.520 1.670 49.596

1F 1.000 0.694 1.556 63.723

서울역사박물관 3F 1.000 0.777 3.531 16.399

집중도는 위상의 중심(integrationcore)에 모여있는 볼록공간의 분포정
도가 높으며 이에 함께 단위깊이가 낮은 개방형(openplan)의 공간구조
형태임을 의미한다.또한,아일랜드 전시방식에 따라 볼록공간의 구성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도의 경우,볼록공간별 접근조절도에 의해 평균값이 0.99로 나타났다.
동선자율도를 살펴보면,서울역사박물관이 크게 나타났다.이는 아일랜
드 쇼케이스(showcase)의 구성과 오픈플랜(openplan)을 기본으로 한 자
유선택형 동선순로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하나의 단위깊이(depth)에 연결
된 볼록공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단위볼록공간의 면적은 국립김해박물관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났다.
4가지 분석지표에 의해 조사대상박물관들의 층별 공간구조를 살펴본
결과,우선 동일 박물관 내에서도 층별로 공간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
으며,이러한 특성을 일률적인 전시방식 등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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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층별 공간구조의 유형별 분석을 토대로 분석기준에 따라
관람행동 분석지표를 설정하여,층별⋅전시방식별 전시영역(zone)과 관람
빈도의 상관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4.2.1_4.2.1_4.2.1_4.2.1_관람행동 관람행동 관람행동 관람행동 분석지표의 분석지표의 분석지표의 분석지표의 설정설정설정설정

전시실 내에서 이동패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대상박
물관의 동선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관람동선을 오버랩(overlap)한 후 각
볼록공간 별로 관람빈도를 추출하였다.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전시공
간내에서 관람동선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인자와의 상관관계를 고
찰하고자 한다.
먼저 convexmap을 작성하여 전시공간내의 볼록공간(convex)별 관람

빈도를 조사하여 공간구문론(SpaceSyntax)에 의한 분석인자로 집중도
(integrationvalue),통제도(controlvalue)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앞서 조사한 전시실 전체에서 관람빈도 공간분석인자와의 상관
관계를 기초하여 전시실을 6개의 영역(zone)으로 나누어 공간변수(통제
도,집중도)와 각 영역별 관람빈도의 평균,표준편차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관관관람람람빈빈빈도도도 :공간구문론(spacesyntax)을 나누는 기준인 볼록공간별
사람이 얼마나 자주 지나가는 횟수로 관람빈도는 조사대상박물관별
로 30명으로 한정하여도 30명이상의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관람밀
도는 이와는 다르게 한번만 기록되기 때문에 30명 이상이 나올 수가
없다.

⦁관관관람람람빈빈빈도도도 표표표준준준편편편차차차 :관람빈도의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각 공간의
관람빈도가 서로 다른 정도가 크다는 것으로,따라서 관람객들이 각
단위공간을 방문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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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_4.2.2_4.2.2_4.2.2_층별 층별 층별 층별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상관성 상관성 상관성 상관성 분석분석분석분석

1) 1) 1) 1) 층별 층별 층별 층별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관람빈도의 상관성상관성상관성상관성

우선 층별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도(integration)와 통제도(controlvalue),2가지 변수와 관람빈도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예로 서울역사박물관 3층의 경우를 살펴보면,통제도와 관람빈도의
상관계수는 아래와 같이 0.572의 수치를 보이며,집중도와 관람빈도의 상
관계수는 아래와 같이 0.217의 수치를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나머지 박물관의 층에도 모두 적용하여 분석
하였다.

〈 서울역사박물관의 통제도와 관람빈도 상관관계 그래프(상관계수-0.572)〉

〈 서울역사박물관의 집중도와 관람빈도 상관관계 그래프(상관계수-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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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층별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도와 통제도,2가지 변수와 관람빈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층 별 공간변수와 관람빈도의 상관관계분포 〉

층 별 공간변수와 관람빈도의 상관관계분포를 살펴보면,국립중앙박물
관 1층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국립김해박물관,1⋅3층,서울역사박물
관 3층은 통제도는 대부분이 평균 0.5이상에 머무르며 상관관계를 보이
나,집중도와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따라서 각 볼록공간별 관람빈도가 집중도가 통제도에 의해 더 많은 영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통제도와 상관계수 0.5의 축을 중심
으로 분포된 것을 보면 확인 할 수 있다.
그 결과,6개의 평면 중 3개가 순회형 -단위실중심에 속하며,나머지

국립중앙박물관이 홀형 -위상중심에 분류되었다.
첫 번째 분포는 순회형 -단위실중심의 대다수가 집중도와 상관관계

가 낮게 나타나는 영역(A-zone)이며,두 번째는 통제도와 집중도가 비교
적 강한 상관관게를 나타내는 홀형 -위상중심의 영역(B-zo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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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의 평면이 모두 통제도와 관람빈도가 상관계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집중도와 관람빈도의 상관계수에 따라 크게 2분류로
나눌 수 있다.여기서 관람빈도와 통제도의 상관관계가 모두 높게 나타
난 것은 유형별 공간구조(global)와 상관없이 지엽적(local)인 공간구조적
특성이 관람객의 행태의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2) 2) 2) 층별 층별 층별 층별 공간구조의 공간구조의 공간구조의 공간구조의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유형별 분석분석분석분석

층별 면적의 표준편차와 관람빈도와 면적의 상관계수를 비교⋅분석하
면 다음과 같다. 

유형유형유형유형 명칭명칭명칭명칭 층층층층
볼록공간 볼록공간 볼록공간 볼록공간 면적의 면적의 면적의 면적의 

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표준편차
관람빈도 관람빈도 관람빈도 관람빈도 면적의 면적의 면적의 면적의 

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상관계수

홀형 국립중앙박물관

2F 45.819 0.558

1F 28.461 0.565

B1 33.464 0.384

순회형

서울역사박물관 3F 20.720 0.518

국립김해박물관
1F 24.457 0.770

3F 47.418 0.857

〈 층별 면적의 표준편차와 관람빈도의 면적의 상관계수 분석결과치 〉 

층별 볼록공간(convex)면적의 표준편차와 관람빈도와 볼록공간 면적의
상관계수 수치이며,두 변수들 간의 결과 차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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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_4.2.3_4.2.3_4.2.3_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분석의 종합종합종합종합

본 연구는 박물관 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예측을 위해 총 3개관의
상설전시실을 대상으로 층별(global),전시영역별(local)로 나누어 상관관
계를 분석하였으며,이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층별 전시공간구조에서 관람빈도 예측시 통제도는 전시환경을
구성하는 수많은 물리적 지표 중 단일변수만으로도 약 50∼60%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진다.집중도와 상관관계는 중심공간(majorspace)과 위상
중심(integrationcore)의 일치여부와 중심공간과 단위전시실의 연결관계
에 따라 유형별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그리고 순회형 -단위전실
중심의 경우 전시의 시작과 위상중심의 위치,동선자율도에 따라 상관관
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둘째,전시방식별 단위전시공간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관계에서도 통
제도는 관람빈도 예측을 위한 주요한 분석지표임이 확인되었다.전시방
식의 측면에서 단위볼록공간의 면적이 작은 아일랜드형 전시방식이 분석
지표(집중도,통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음을 알 수 있다.이는 전시방식
의 특성상 단위볼록공간의 세분화되어 관람객의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는 공간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관람객의 빈도 예측시 분석대상의 범위 및 특성(층별,전시방식

별 전시영역)에 따라 예측 가능한 분석지표와 접근방법이 상이(相異)함
을 알 수 있다.



제제제 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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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의 존재의의는 전시물과 관람객의 커뮤니케이션에 있다.관람객
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매개체인 전시는 박물관에 있어 필수적인 것
이다.성공적인 전시공간구성이란 관람자로 하여금 여러 차원의 커뮤니
케이션과 학습을 발생하게 하는 환경구성이다.그러므로 전시는 관람객
에게 새로운 지식에 대한 발견의 기쁨과 통찰력을 주고,관람객에게 가
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진행은 조사대상박물관을 현재 상설전시가 행해지고

있는 중규모 이상의 국․공립 역사계박물관을 대상으로,관람객의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상설전시실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전시공간의 공간 구
조적 특성을 정량화하여 관람빈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접
근하였다.

박물관 전시공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관람빈도는 지엽적 변수인 통제도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이러한 특성은 주변공간과의 연결이 많이
되어있어 경로선택이 많이 발생되고,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선택하여 관
람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관람빈도와 집중도의 상관성의 경우 건물의 형태적 중심공간

(majorspace)과 위상학적인 중심공간(integrationcore)의 일치여부에 따
라 차이가 발생하였다.그에 따른 유형분류의 예로 홀형 위상중심의 국
립중앙박물관 위상의 중심과는 일치함을 할 수 있었으며,순회형-단위실
중심인 국립김해박물관의 경우 중심 홀과 위상의 중심은 일치하지 않고
위상의 중심이 전시실 내부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관람객의 빈도 예측시 분석대상의 층별,전시방식별 전시영역에

따라 예측 가능한 분석지표와 접근방법이 상이(相異)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공간구조분석을 통해 일률적이며 단편적인 분석지표의 설

정으로 관람객의 형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하며,분
석대상의 전시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분석범위의 설정과 분석지표의
적용,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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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은 관람객과의 공간적인 교류가 건축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간
이다.박물관에서 전시공간만을 따로 놓고 생각해보면,관람객과 전시물
간의 정보전달을 위한 교류와 관람객들 서로간의 사회적 교류라는 두 가
지 형태의 교류가 발생하며,이에 대한 이해가 전시공간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박물관의 공간은 다른 건축물과는 달리 관람객들이 전
시공간을 통하여 이동하는 동안 고정된 전시물과 공간들을 통해 시각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다.전시공간에서 경험의 과정은 반응의 결과로 관
람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며,공간구성이나 특정적인 관람동선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의 전시공간구조와 관람객의 상호작
용을 중심으로 전시공간의구조적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관람빈도를 예측
하는데 있어서 분석지표의 설정과 그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국내3개관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먼저 조사대상 박물관

의 개요와 각 단위별 전시실에 대한 공간구성에 대해 조사하고 전시공간
구조와 관람빈도의 상관성검증을 위해 정량화된 분석지표를 이용하였다.
전시공간구조 분석 시 공간구분론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을 볼록공간으로
나눈 후 분석지표를 대상으로 하였다.
박물관 전시공간의 구조적 측면에서 관람빈도는 지엽적 변수인 통제도

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이러한 특성은 주변공간과의 연결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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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어 경로선택이 많이 발생되고,관람객들이 전시물을 선택하여 관
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공간구조분석을 통해 일률적이며 단편적인 분석지표의 설정으

로 관람객의 형태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을 시사하며,분석대
상의 전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분석범위의 설정과 분석지표의 적용,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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