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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시대 박물관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치

인사말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장 김종대입니다.

‘뉴노멀시대 박물관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치’ 국제학술대회(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을 환영합니다. 이 웨비나를 위해 발표를 하시는 국내외 발표자분들과 토론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차로 인해 불편함을 감소하고 발표를 하시는 국외 발표자분들께 감사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현실과 가상이 사람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시점이며,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

해 새로운 환경을 맞이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박물관은 박물관에 오지 못하는 관람객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

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국내외 발표자

들을 통해 박물관의 다양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공유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에서 최고디지털책임자를 역임하고 현재 스토니브룩대학교 디지털혁신과 교수인 

스리 스리니바산(Sree Sreenivasan) 교수를 비롯하여 8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박물관에서 활

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조명해 보고, 디지털 기술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과

적인지 지식과 정보를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은 접근성, 풍부한 경험 창출, 인터

랙션 디자인, 효율적인 운영과정의 촉매자일 것입니다. 이 기술은 박물관 이용자들이 박물관 내·외부를 자유

롭게 접근하는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학술대회가 

뉴노멀시대에 박물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도입과 활용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분

들에게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국립민속박물관장

Foreword

I am Kim Jong-dae, the director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Let me first welcome, all of you, who are engaged in museum work, to this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webinar), “The Role and Value of Digital Technology for Museums in New Normal.” I also 

would like t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presenters and panelists from home and abroad, 

especially to those overseas who will have to endure inconveniences due to time differences. 

Amid the anthrocentric convergence of reality and virtual reality, enabled by the innovation of digital 

technology, and social change brought about by the pandemic, museums should be able to make 

use of digital technology and offer various programs to reach out to those who cannot visit museums. 

From this view point, this webinar is designed to learn and share through the presenters theories and 

practices about how digital technologies can be applied and efficiently used in the various aspects of 

museum operation. 

Through presentations by eight specialists from home and abroad, including Professor Sree 

Sreenivasan, who served chief digital officer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currently teaches 

as professor of digital innovation at Stony Brook School of Journalism, I hope that the webinar 

will shed light on the roles and value of digital technology used in museums and provide much 

information and knowledge on how to effectively adopt digital technology. 

Digital technology can facilitate accessibility, create richer experiences, enable interactive designs, and 

streamline operations. It can be a highly effective tool for museum users to freely access every aspect 

of a museum and for museums to live up to their role as a cultural space. I hope those who have 

interest in digital technology, which will play a pivotal role in museums in the age of the new normal, 

will take advantage of this webinar to understand and build upon on the new trend.

Thank you.

Kim Jong-dae

Director Genera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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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1 / 발표 1 

Digital Lessons from @MetMuseum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디지털 학습

초록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최초의 최고디지털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 CDO)를 역임한 스리 스리니바산의 

강연이다. CDO로서 그는 박물관 전체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이끈 70명의 창의적 인재로 구성

된 부서를 이끌었다. 메트로폴리탄을 떠난 후에는 컨설턴트로서 루브르 아부다비, 미국 자연사박물관, 미국 홀

로코스트 기념관 등 유명 박물관 및 문화예술 기관과 협업했다. 이 강연에서 스리니바산은 문화 부문에서 일

하며 디지털과 소셜, 모바일의 영역에서 얻은 교훈을 전달한다. 그는 메트로폴리탄 근무 전에는 문화 부문 경

력이 없었지만, 저널리스트의 스토리텔링 능력과 디지털 전문가의 관객 참여 확대 능력으로 박물관에 공헌할 

수 있었다. 스리니바산의 목표는 메트로폴리탄의 백만 개가 넘는 소장품에 관한 백만 개가 넘는 이야기를 십

억 명의 사람에게 전하고,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을 직접 방문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뉴욕 피프스 에비뉴만큼

이나 접근 가능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필자와 그의 팀원들은 1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메트로폴리탄 박

물관을 스마트폰 시대에도 유의미한 존재로 탈바꿈시켜야 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전환, 다른 

산업에서 배운 교훈을 결합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상을 받고 전 세계 언론

의 취재 대상이 되었으며, 필자는 2015년에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 100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 강연은 그러한 교훈을 다른 박물관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Sree SREENIVASAN 
스리 스리니바산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디지털혁신과 교수,

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최고디지털책임자

Professor at Stony Brook University,

Previous chief digital officer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bstract

This is a talk by Sree Sreenivasan, the first Chief Digital Officer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in 

NYC. In his role, Sree headed a department of 70 creatives who worked on various digital initiatives 

across the museum. In the time since he left the Met, he has worked as a consultant to other great 

museums and cultural institutions, including Louvre Abu Dhabi,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US Holocaust Museum and others. In this talk, Sreenivasan will share digital, social and mobile lessons 

he has learned from his time in the cultural sector. Before he arrived at the Met, he had no experience 

in the sector, but brought with him a journalist's ability to do storytelling and a digital expert's ability 

to expand audience engagement. His goal was to tell a million-plus stories about the Met’s million-

plus objects to a billion people, making it as accessible to those who will never visit in person as it is 

to those who can make it to Fifth Avenue in New York. He and his team had to make the 145-year-old 

museum relevant in the smartphone age. They were able to do that by combining technology, digital 

transformation and learning from other industries. They won awards and coverage by media around 

the world and Sreenivasan was named one of the 100 Most Creative People in Business in 2015. He talk 

will be focused on how to apply those lessons to any museum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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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ays Be Charging. 

Always Be Connecting.

Always BeCollecting.

Always be learning.

Met Museum

press release,

June 2013

Digital Lessons from @MetMuseum

Sree SREENIVASAN 

See tweets about 

y magical #3Met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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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happens

#WhenIWasYoung I wanted to be a millionaire.

Didn’t expect it to be in unread @Gmail messages.

Founded in 1870

5,000 years of art and cultur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6,000+ objects from India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We want to put the Met on the bucket list of everyone in the world”

From this…

Ancient history

Distant

Elite

Learning

Facts

Expected

to this

Living, real

Connection

Welcoming

Insight

Curiosity

Unexpected

Goals:

Perforate the walls

Democratize distribution

Create distinctive experiences

Convert visitors to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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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 Navigation 

Entry Experience

Visitor Experience #Empty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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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illion record-high attendance

37% visitors 18-35 years old

31 million website visitors

2M Instagram/3.3M Twitter

 

Most visited NYC attraction 

TripAdvisor Travelers’ Choice: #1 Art Museum in the World

2016 visitor stats:190 countries 

Intl: 41%

NYC 29%

Tri-State: 18

Other US: 11%

Lesson: The future of all cultural institutions is storytelling.

ONE YEAR IN MET DIGITAL

70 staff in Web, mobile, exhibition videos, email, data, social, etc. 

•	 26	cycles	of	updates	on	metmuseum.org

•	 36,000	new	records	created	in	TMS

•	 20	new	essays	on	the	Timeline	of	Art	History

•	 500	new	blog	posts

•	 1,100	Facebook	posts,	3,800	Tweets,	400	Instagram	posts

•	 100+	Weibo	posts;	100+	WeChat	posts

•	 450	email	campaigns	to	19	million	email	addresses

•	 100	new	videos	for	permanent	collection,	special	exhibitions,	and	online

•	 70+	digital	media	installations	and	6	audio	tours	for		20+	special	exhibitions

Lesson: Understand the value of younger visitors.

Millennials and Media

While much of the journalism being produced by legacy news organizations is of value to younger 

readers, it does not entirely speak their language nor fully reflect their lives.

- @dkiesow's must-read essay 

Millennials and Media the Arts

While much of the journalism arts content being produced by legacy news organizations arts orgs is 

of value to younger readers visitors, it does not entirely speak their language nor fully reflect their lives.

Lesson: Elevate the value of online visitors.

Lesson: Management needs to learn digital and staff need to help make tha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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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 ca.1970

2015

Lesson: Everyone wants a peek behind the sc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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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bach painting blog posts by Keith Christiansen, head of European Paintings and Michael 

Gallagher, head of Painting Conservation

Lesson: You’ve got to build your own audiences. Plural.

Lesson: Activate your fans.

Don’t shoot the jellyfish! Monterey Bay Aquarium provides fab photos you can share. 

Lesson: Mobile-first. 

Sure. But what about mobile-only?

Lesson: Social media is tantalizingly easy to use, but frustratingly hard to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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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everyone will miss almost everything you do on social media. 

Until you make a mistake.

How’s your digital life different today 

from 2005? 2013?

These images were taken in the Vatican 

during the last two Papal transitions

@Pontifex provides unusual reason to 

follow him. 

Lesson: Not everything needs tech.

Lesson: We are all in this together.

Digital Lessons from @MetMuseum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Oct 27, 

2021

Sree Sreenivasan

•	 	Marshall Loeb Visiting Professor of 

Digital Innovation, Stony Brook School 

of Communication & Journalism

•	 	sree@sree.net | Twitter: @sreeInstagram: 

@sreenetFB: /sreenet | LinkedIn: /in/

sreenivasan 

•	 	FB Group: Sree’s Advanced Social→ 

Subscribe to Sree’s Sunday Note 

newsletter

항상 충전하라(Always Be Charging).

항상 연결하라(Always Be Connecting).

항상 수집하라(Always Be Collecting).

항상 배우라(Always be learning).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디지털 학습

스리 스리니바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도자료,

201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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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 같았던 메트로폴리탄에서의 3년에 대한 트윗들

#3MetYears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기 마련이죠.

#어린시절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Gmail의 읽지 않은 메일 백만 통이 될 줄은 몰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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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0년 설립

5천 년의 문화 예술

전 세계에서 모인 수집품

인도 수집품 6,000점 이상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버킷 리스트에 메트로폴리탄을 올리고자 합니다.”

목표:

벽에 구멍 뚫기

유통의 민주화

차별화된 경험 창조

방문객을 사용자로 전환

정보 & 탐색

입장 경험

방문객 경험

여기에서…

옛 역사

동떨어진

엘리트적인

학습

팩트

예측가능한

여기로.

살아있는, 현실의

연결(소통)

누구든지 환영하는

인사이트

호기심

의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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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tyMet 사람 없는 메트로폴리탄 사상최다 입장객 700만 명

방문객 37% = 18~35세

웹사이트 방문자 3,100만 명

인스타그램 200만/트위터 330만

가장 많이 방문한 뉴욕 시 관광 명소

트립어드바이저 여행객 선정 전 세계 1위 미술관 

2016년 방문객 통계:190개국

세계: 41%

뉴욕시: 29%

트라이스테이트*: 18%

기타 미국: 11%

[역자 주: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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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경영진은 디지털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직원은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870) 소장품 정보 카드 (1970) 컴퓨터용 OMR 카드

(2015) 컴퓨터 관리 시스템

메트로폴리탄 디지털의 1년 

웹, 모바일, 전시 영상, 이메일, 데이터, 소셜 등 담당 직원 70명

• 26주기(cycle) 업데이트

• TMS 신규 레코드 3만 6,000건 생성

• 예술사의 타임라인(Timeline of Art History) 신규 에세이 20편

• 신규 블로그 포스팅 500건

• 페이스북 포스팅 1,100건, 트위터 3,800건, 인스타그램 400건

• 웨이보 포스팅 100건 이상, 위챗 100건 이상

• 1,900만 개 주소에 이메일 캠페인 450건 진행

• 상설 전시, 특별전, 온라인 등 신규 영상 100건

• 특별전 20회 이상을 위한 디지털 미디어 설치 70건 이상 및 오디어 투어 6회

교훈:젊은 방문객의 가치를 이해하라.

밀레니얼 세대와 미디어

기성 언론사에서 생산하는 저널리즘의 상당 부분은 젊은 세대 독자에게 가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거나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 @dkiesow 의 필독 에세이

교훈:온라인 방문객의 가치를 끌어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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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무대 뒷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한다.

유럽회화 총괄 키스 크리스티안슨과 회화보존 총괄 마이클 갤러거가 작성한

야바흐 초상화 관련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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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기관에서 관객층을 직접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관객층을.

교훈:팬들이 움직이게 하라.

해파리를 사진 찍을 필요가 없다!

공유할 수 있는 근사한 사진을 몬터레이 베이 수족관에서 제공해준다.

교훈:모바일이 우선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모바일 전용은 어떨까?

교훈:소셜 미디어는 사용하기 쉬워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지만, 마스터하기는 진이 빠지게 어렵다.

거의 모든 사람은 당신이 소셜 미디어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을 모르고 지나간다.

당신이 실수를 저지를 때까지는.

오늘날 여러분의 디지털 생활은 2005년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2013년과 비교하면?

왼쪽 사진들은 두번의 교황 즉위식 때 바

티칸에서 찍은 것들입니다.

@Pontifex(교황 트위터)는 그를 팔로우할 

특이한 이유를 제시한다.

교훈:모든 것이 디지털 기술을 필요로 하

는 것은 아니다.

교훈:우리는 이 일을 모두 함께 해내야 한다.

@메트로폴리탄에서 배우는 

디지털 시대의 교훈

국립민속박물관 2021년 10월 27일

스리 스리니바산

•  스토니브룩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대학 마셜 로브 디지털 혁신 초빙교수

•  sree@sree.net | Twitter: @sree | 

Instagram: @sreenet | Facebook: /

sreenet | LinkedIn: /in/sreenivasan

•  Facebook 그룹: Sree’s Advanced 

Social → Sree’s Sunday Note 뉴스레터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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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nstructing the Museum Experience
- The Value and Challenges of Digital Media

박물관 경험의 재구성-디지털 미디어의 가치와 과제

초록

박물관은 본래 각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과 기술이 반영된 물질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런 까닭에 박물

관은 당대의 기술과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과거의 문화가 현재의 문명 안에서 관람객과 조우하는 현장이다. 

모바일 기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글보다 영상

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영상은 감상물이 아닌 소통의 중심에 선 언어가 되었다. 또한 소확

행, 워라밸 등과 같이 개인 삶에서의 행복과 균형을 중시하고 취향에 맞는 양질의 경험에 집중하는 문화소비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주목하게 되었다. 코로나 위기는 이러한 변화의 속

도와 전략적 대응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박물관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가능성

과 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이 글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롭게 도입한 디지털 미디어인 실감콘텐츠와 메타버스 콘텐츠 사례를 중심

으로 박물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시 고려해야 할 점과 박물관 경험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

어의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았다.  

실감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라 정의된

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과 소속 박물관의 실감콘텐츠 제작,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진정성’, ‘공간경

험’, ‘상호작용’, ‘맥락’, ‘감성’이라는 6개 키워드를 선정하고, 박물관에서 실감콘텐츠가 ‘기술 시연’이 아닌 ‘새로

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있게 사용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 보았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이 최

근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zepeto) 내에 출시한 월드맵 ‘힐링동산(feat.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

상)’이 보여주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상 박물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최근 인스타그램에 국립

중앙박물관 디지털실감영상관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글을 분석하여 실감콘텐츠 관람 만족도가 높은 이들에게

도 전시 유물 관람이 박물관 경험의 특화된 의미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가 제공하는 박물관 경험의 다변화 자체 뿐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총체적인 박물관 경험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특화와 연결’ 전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디지털 미디어가 갖는 몰입과 연결의 

가치는 박물관이 감성적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CHANG Eunjeong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Curator at National Museum of Korea 

Abstract

The museum is fundamentally a vessel containing material culture reflecting art and technology 

representing each era. For this reason, the museum is by no means irrelevant to the tech of the time, and 

is a place where the culture of the past meets visitors within the current civiliz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 is possible for anyone to easily produce and share 

videos. Video has quickly become a universal language as more generations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video rather than text. In addition, as cultural consumption trends which values happiness and balance in 

one’s life while focusing on quality experiences that suits their tastes increase. such as, a work-life balance, 

small but certain happiness, etc., various fields of society have taken a stronger interest in the use of digital 

technology. The Covid-19 crisis has played a role in speeding up the strategic responses to these changes. 

Thus, museums are currently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and value of new digital media.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ue and role of digital media in terms of expanding the museum experience by 

focusing on the cases of immersive content and metaverse content, which was newly introduc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ereafter NMK). 

Immersive content is generally defined as ‘converged content based on technology that stimulates the five 

human senses and improves immersi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producing and operating immersive 

content at the NMK and it’s museum branches, six key words were selected: 'storytelling,' 'authenticity,' 

'spatial experience,' 'interaction,' 'context,' and 'emotion'. These keywords were then further analyzed by the 

museum for consideration to use meaningfully in terms of 'new experience,' not 'technology demonstration.' 

In addition, the NMK recently unveiled its new virtual museum project called 'Peaceful Hill' on Asia’s largest 

metaverse platform, Zepeto. The model of the innovative virtual museum was presented featuring the 

representative Korean National Treasure gilt-bronze Pensive Bodhisattvas on the metaverse world map. 

Finally, by analyzing recent feeds posted on Instagram, particularly regarding photos of the NMK’s Immersive 

Digital Galleries, the outcome showed visitors who have a high satisfaction with the immersive gallery 

experience, even could hold a specialized meaning as a museum experience while observing collections. 

Therefore, a need for a 'specialization and connection' strategy was suggested which qualitatively transforms 

the overall museum experiences provided by new digital media. The value of immersion and connection in 

digital media can play a meaningful role in transforming museums into spaces for emotional heal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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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경험의 재구성-디지털 미디어의 가치와 과제

장은정

I. 머리말: 경험 공간으로서의 박물관

박물관은 소장품이 있어 존재하는 곳이며 이를 매개로 주요 기능이 부여된다. 오늘날 보존 관리, 전시, 교

육을 핵심 기능으로 갖는 박물관은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영역의 시설과 사람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오

늘날 박물관 운영을 가능케 하는 중요 요소는 관람객으로 대표되는 방문자이다. 바꿔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이라는 물리적 실체는 소장품과 관람객을 연결시킴으로써 존재가치를 얻는 곳이다. 그런 까닭에 박물

관의 활동 대부분은 관람객을 위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관람객에게 박물관은 어떤 의미를 갖는 장소일까?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 목적을 묻는 최근 조

사에서 꾸준히 ‘문화적 체험을 하기 위해(69.2%)’,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38.1%)’, ‘여가, 휴식을 

위해(37.5%)’ 등이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30.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1. 또한 국내 5개 박물

관이 포함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분석한 최근 연구는 박물관명, 전시/프로그램과 비교해 주변정보, 일상/

유희 등의 내용을 담은 해시태그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2. 이는 지식 습득 또는 유물 관

람이라는 단일 목적을 위한 방문지, 즉 인지적, 학습적 체험 뿐 아니라 감성적, 유희적3 체험이 공존하는 ‘복

합문화공간’4으로 박물관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불시에 찾아온 코로나 팬데믹이 초래한 비대면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와 효용을 발견하며 ‘뉴노

멀 시대’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가려는 노력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 이후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가 박물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는 여전히 지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일상’ 

에 적응해 나가려는 노력과 변화가 감지된다. 무엇보다 온라인 활동을 통한 디지털 소통의 중요성, 디지털 콘

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였다5. 이는 박물관 경험이 물리적 공간에서 실물을 대면하는 ‘방문자’만이 

1  ‘국립중앙박물관, 2020,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재의 비율은 응답자가 선택한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이며, 코로나 팬

데믹이 시작된 2020년 조사에서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여가, 휴식을 위해’ 보다 증가하였을 뿐 상위 3개 항목은 최근 몇 

년간 조사에서 같은 조합을 보이고 있다. 

2  양민영, 2021, 『뮤지엄 관람자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분석 연구』 동국대학교 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pp.37-41, p.72 국립중앙박

물관의 경우 주변정보의 비중이 41%를 차지하는데 이 중 36%가 뮤지엄샵, 문화상품 등에 관련된 것이다. 

3  아래 연구에서는 기업 복합문화공간의 체험 요소를 인지적 체험, 학습적 체험, 감성적 체험, 유희적 체험 요소로 유형화 하였는데, 박물관

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요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정민, 2021, 『공간 체험 요소의 인스타그램 공유 행동에 관한 연구:기업 복

합문화공간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학위논문.

4  국립중앙박물관은 2005년 용산 이전 개관시 국립박물관의 역할을 민족문화의 전당에서 나아간 ‘복합문화공간’으로 제시하였다. 국립중

앙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지』, p.7.

아닌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콘텐츠를 경험하는 ‘이용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에 따른 박

물관 경험의 다변화와 질적 전환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모바일 기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글

보다 영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영상은 감상물이 아닌 소통의 중심에 선 언어가 되었다. 

또한 소확행, 워라밸 등과 같이 개인 삶에서의 행복과 균형을 중시하고 취향에 맞는 양질의 경험에 집중하

는 문화소비 경향이 강화되면서 사회 각 분야가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 주목하게 되었다. 코로나 위기는 이러

한 변화의 속도와 전략적 대응을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박물관이 새로운 디지털 미디

어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주목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6. 따라서, 이 글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운영 중인 실감콘텐츠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구축한 메타버스 박물관 사례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

디어의 활용시 고려해야 할 점과 박물관 경험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가치와 역할을 살펴보

고자 한다.

II. 몰입의 즐거움, 디지털실감영상관(Immersive digital gallery)

박물관은 문화유산 원본 뿐 아니라 여기서 유래한 갖가지 지식 정보를 보유하고 새롭게 생산하며 전파하

는 곳이다. 그간 박물관은 매체와 방식, 대상 등을 차별화하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왔

다. 일찍이 디지털 미디어는 전시품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나 감성적 전시 연출 매체로서 보

조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반면 지난 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완결된 독립 콘텐츠로서 활용 가능한 ‘실감콘텐츠’

를 제작하고 디지털실감영상관을 조성해 이를 상시 운영하면서 박물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 방식의 새로

운 지평을 열었다.

실감콘텐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기반한 융합콘텐츠’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달리말해 실감콘텐츠는 몰입 경

험이 중시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적용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그간 실감콘텐츠에 대한 논

의 대부분은 적용 기술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박물관에서 실감콘텐츠를 고민하는 방식 역시 이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그러나, 박물관에 실감콘텐츠를 도입하는 목적이 ‘기술 시연’이 아닌 ‘새로운 경험’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

는 기술이 아닌 박물관 경험의 관점에서 실감콘텐츠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실감콘텐츠와 박물관의 공

존이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이야기’, ‘진정성’, ‘공간 경험’, ‘상호작용’, ‘맥락’, ‘감성’이라는 6개 키워드

5  ICOM은 2020년 봄과 가을, 2021년 봄 3차례 코로나 이후 세계 각국 박물관의 위기와 대응 진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면 활동 중단 혹은 축소로 온라인 활동을 통한 디지털 소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디지털 인프라와 재원에 대한 업그

레이드를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박물관 비율이 2020년 가을에서 2021년 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다. ICOM, 2021, 『박물관,박물관직 

종사자 및 COVID-19:세 번째 후속조사(ICOM한국위원회 국문 번역본)』. 

6  국립중앙박물관 계정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 콘텐츠가 2019년 142건에서 2020년 24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한해 동안 박

물관의 상당 기간이 휴관 상태였고, 전시, 행사 등의 운영 프로그램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영상 콘텐츠 제작에 

얼마나 많은 역량이 집중되었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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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실감콘텐츠 도입시 박물관이 고려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감콘텐츠 제작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어냐는 질문에 기술을 먼저 떠올릴지 모르나 단연코 우선 고려되

어야 할 것은 이야기, 스토리텔링이다. 콘텐츠에서 전달하려는 이야기의 구조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글

과 말이 아닌 시각적 연출로 풀어낼 수 있는 정서와 메시지를 구체화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정조의 화

성행차 기록을 바탕으로 한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 하다’는 정조의 화성행차 기록과 기록화를 바탕으로 새

벽 창덕궁 출발에서 화성의 불꽃놀이까지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자 했던 정조의 뜻을 따라가는 이야기다. 성

대하면서도 흥겨운 왕의 행차,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잔치, 군사훈련 등을 바탕으로 200여 년 전 그날을 축

제의 이미지와 재현하였다. 이를 위해,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정성 들여 가마를 만들고 자신은 가마 대신 말

을 탄 채 어머니 가마 뒤를 따른 정조의 효심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꽃길로 표현하였다. 혜경궁의 회갑연 

당시 공연된 다양한 궁중무용을 피어나는 꽃 속에서 펼쳐지는 우아하고 흥겨운 춤사위로 연출하였다. 또한 

화성 완공을 축하하는 낙성연은 모여든 백성의 구경을 막지 말라 했던 뜻을 담아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잔치로서 표현하였다. 또한 일사분란한 군사훈련과 매화포로 수놓은 화성의 밤을 백성과 

함께하고자 한 왕의 행차를 흥겨운 잔치, 축제의 분위기로 연출하였다(그림 1). 작은 기록화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설명이 아닌 시각적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낸 하나의 독립 작품으로 기획한 점이 박물관에서 그간 제작

해온 디지털 콘텐츠와 다른 점이다.

그림 1. 실감콘텐츠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 하다”와 활용 문화유산 “원행정리의궤”

실감콘텐츠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원행정리의궤, 조선 19세기, 62×47.0cm

한편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에 있는 높이 13.5m의 경천사십층석탑은 아래쪽 기단부터 탑신 10층까

지 각 면에 여러 종류의 조각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누구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높고 좁은 구조에 

표면 마모가 심해 가까이에서 세부를 들여다보기 어려웠다. 이에 각층마다 담긴 탑의 본래 의미를 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다양한 조각에 담긴 이야기를 외벽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불교의 수많은 상징, 극락정토, 서유기 

이야기, 석가모니불의 열반과 다른 부처들의 법회,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대승

불교의 진리가 탑 위에서 펼쳐진다(그림 2).

이처럼 박물관 실감콘텐츠가 갖는 대표적 특징은 원본 문화유산에 기반한다는 점이다. 콘텐츠의 진정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원본의 변화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역사적 고증과 창작의 자유

도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경계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일 것이다. 따라

서 이제는 기획 의도와 제작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업을 통

해 기준이 될 만한 사례들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 협업의 전제에는 문화유산 본래의 의미와 가치

를 이해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콘텐츠의 진정성은 단지 역사적 사실의 고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창작 과정 안에서도 확보되어야 한다. 경천사탑 외벽 영상 제작을 위해 실시한 석탑 전체에 대한 3차

원 정밀 스캔, 사진 측량, 고화질 촬영 등은 신뢰도와 완성도 높은 콘텐츠 구현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

였다. 또한 신라 성덕대왕신종의 맑고 웅장한 종소리, 맥놀이 현상의 신비와 경이로움을 전하겠다는 목표 하에 

제작된 국립경주박물관의 실감콘텐츠는 17년만에 타음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데이터를 2003년 측정치와 비교 

분석하고, 이때 얻은 새로운 음원을 약3개월간 노이즈 제거 작업을 거쳐 새로운 종소리를 구현해 반영하였다.   

이처럼 창작 과정 안에 담긴 진정성 있는 노력이 콘텐츠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감콘텐츠를 대표하는 가장 큰 특징은 몰입감 있는 공간 경험이다. 따라서 콘텐츠 기획시 

가장 선행되는 것 역시 경험이 이루어지는 공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

간 특성을 반영하고 그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그림 3). 현실과 가상 공

간 체험 모두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실감영상관 1관은 세 벽면을 곡면으로 연결해 

기단 2층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모험

2층

보배로운 탑 솟다

3층

나를 비추는 별 

4층

열반, 영원한 행복 

그림 2. 경천사십층석탑 외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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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60m, 높이 5m 규모의 ‘∩자형’ 벽면을 조성하였다. 나를 에워싼 세 벽면 위에 여러 대의 프로젝터로 투사

한 영상이 전통 회화 속 세상을 입체감 있게 되살려 마치 그림 속을 거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 입체적

으로 설계된 음악과 음향 역시 공간 몰입도를 높이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요소다. 디지털실감영상관 3관은 

큐브 형태 공간의 세 벽면과 천장면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투사하도록 설계한 곳이다. 여러 개 돌방과 내부 구

조물, 특유의 천장 구조, 벽과 천장의 벽화 등 무덤방 내부의 전후좌우면 뿐 아니라 천장면에까지 생생하게 

재현한 영상과 수평,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카메라워크로 구현한 공간감은 직접 무덤 안에 걸어 들어가 구

석구석을 이동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천장면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벽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

록 영상을 연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으나 고구려 벽화 무덤의 구조 특징을 잘 반영해 효과적으로 공

간감을 구현하였다. 

천장을 활용해 공간감을 살린 또다른 사례로 국립부여박물관의 중앙 홀에서 운영 중인 실감콘텐츠 ‘백제

대향로’를 들 수 있다.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중앙홀의 천창이 돌연 닫히고, 돔 형태의 다각 천장면과 로비 중

앙에 전시 중인 ‘부여 석조(보물 제194호)’에 영상이 투사되면서 전개되는 공간의 놀라운 변신은 평면적 영상 

연출만으로는 줄 수 없던 감흥을 선사한다. 여기에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과 연꽃향의 조향 장치가 주는 공감

각적 체험은 몰입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요소이다. VR 해드셋을 착용하고 대면하는 가상 현실 속 압도적 공간 

그림 3. 실감콘텐츠 경험 공간 예시

국립부여박물관 실감콘텐츠 백제금동대향로 디지털실감영상관 2관 VR 수장고 체험

디지털실감영상관 1관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하다 디지털실감영상관 3관 고구려 벽화 무덤

몰입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으나, 별도 장비 착용 없이 다수가 동시 체험하는 현실 세계 속 공간 변신 경험 역

시 잠시 내가 이 시간, 이 공간에 있다는 것을 잊게 하는 몰입감을 선사한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실감콘텐츠가 주는 몰입의 가치는 단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착시 효과 구현에 있지 

않으며 감성적 몰입 경험을 통해 교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에 있다. 교감과 공감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인

지는 궁극적으로 콘텐츠의 기획 의도에 달려 있다. 

새로운 경험 공간 안에 어떠한 스토리텔링과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설계해 체험자의 교감을 이끌어내느냐

는 실감콘텐츠의 성패를 좌우하는 또다른 핵심요소다. 콘텐츠의 상호작용이 자칫 무의미한 움직임이나 반응

형 기술 시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인터렉티브 스토리‘를 설계해 내용과 의도가 자연스럽게 전

달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디지털실감영상관 2관에서 상영 중인 ‘태평한 하루 속으로, 태평성시도’는 19세

기 이상적 도시의 모습을 담은 그림 ‘태평성시도’를 8K 해상도의 반응형 콘텐츠로 구현한 것이다. 2100명 이

상의 사람들이 등장해 펼쳐지는 천태만상의 도시 속 여러 장면에서 재치있는 체험 스토리를 구성해 이에 참

여한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그림을 이해하고 즐기도록 하였다. 또한 여러 칸으로 이루어진 책꽂이에 삶의 행

복을 기원하는 여러 상징물을 담은 그림 책가도를 소재로 한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는 관람객들이 태블릿 

PC에서 자신이 원하는 기물을 골라 책장을 꾸미고 이를 폭 15m 벽면의 대형 책가도로 전송해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콘텐츠다. 선택한 대상을 분석해 각자의 취향을 알려주고 박물관 안 관람 장소를 추천하기도 한다. 

자신의 작품을 QR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 비록 초보적 단계이기는 하나 나만의 콘텐츠로 자신을 드러내

고 개인화 가능한 상호작용 요소는 향후 확장 적용 가능한 경험 요소이다.

사실, 문화유산 원본을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에 실감콘텐츠를 도입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점은 경험의 

맥락, 전시 유물과의 공간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관람 동선과 이어

지되 전시 유물과는 공간적으로 분리되는 별도 영역에 지금의 디지털실감영상관을 배치하였다. 자칫 실감 콘

텐츠가 전시품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별도로 마련된 공간 안에서 좀더 독립적이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할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물 감상과 콘텐츠 체험을 공간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양자 

모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전시실이 유물과 적절한 거리를 둔 정적인 관람이 이루어

지는 곳이라면 디지털실감영상관은 실감콘텐츠로 감성을 자극하고 역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유리하

다. 그런 의미에서 실감콘텐츠가 별도 공간이 아닌 전시실 안에서 원본과 함께, 또는 전시의 맥락 속에서 활

용되는 경우 달라진 경험의 맥락이 적절한 또다른 기준과 방식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중앙박물

관 특별전 ‘호모 사피엔스’에 도입된 실감콘텐츠 ‘공생의 정원’은 시각 연출과 인터렉티브 요소가 전시품과 유

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다소 추상적인 주제를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전하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일본실 

내 다실과 전통 정원을 재현한 실감콘텐츠는 다실 바닥의 그림자에 사계절의 빛과 소리, 바람 등을 매우 표현

한 섬세한 연출이 시간과 계절의 정서를 잘 담아내고 있어 ‘감성정원’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실감

콘텐츠가 주는 이러한 감성 몰입 경험은 문화 정보만이 아닌 휴식과 감성 소통 공간으로 박물관이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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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창작과 소통의 가상 공간, 메타버스(metaverse) 박물관

언택트(Untact) 시대를 맞이해 물리적 공간 속 직접 대면이 아닌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만남, 온택트

(Ontact) 활동의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다. 박물관의 온택트 활동 역시 익숙한 방식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달라진 환경을 융합한 새로운 시도가 더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콘텐츠 기술을 적용해 몰입감을 높이

고, 상호작용과 실시간 소통을 늘려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며, 드러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감성적 연출로 풀어 

내 공감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실재하지 않는 가상 박물관 속 다양한 경험 설계로 이 시대 박물관이 실현

시켜야 할 새로운 가치와 역할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7.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부상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세계 속 소통에 주

목하였다.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생산활동과 사회생활 등 일상을 영위하는 3차원 가상세계, 일종의 ‘가상 

속 현실 세계’를 뜻한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은 디지털과 온라인에 기반한 새로운 경험과 소통에 익숙한 Z세

대와 한국의 문화를 접할 기회가 적은 외국인들을 주대상으로 삼아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힐링동산(feat. 국립중앙박물관 반가사유상)8’이라는 이름으로 월드맵을 출시하였다(그림 4).

제페토 ‘힐링동산’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브랜드 유물인 국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존재하는 

가상 박물관이다. 반가사유상의 미소와 사유의 철학이 전하는 치유와 힐링의 메시지를 글로벌 Z세대의 감성

에 맞추어 공간으로 형상화하고 경험을 설계하였다. 힐링을 콘셉으로 한 이 세계에서 반가사유상은 실내 박

물관 전시실이 아닌 자연의 빛이 가득한 평화로운 야외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한다. 뭉게구름이 피어난 하늘, 

풀과 사계절 꽃이 만발한 들판, 잔잔한 호수, 아름드리 나무 등과 함께 하는 반가사유상의 공간은 ‘힐링’이라

는 가치의 세계관에 기반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가상 박물관’이다. 이는 기존의 가상 박물관이 현

실을 복제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에 집중되었던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또한 참여자는 이 세계 안의 대상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다른 이들과 실시간 소통도 할 

수 있다. 방문자는 이곳에서 여러 가지 퀘스트(과제)를 완수함

으로써 반가사유상에 가까이 다가가 대면할 수 있다. 들판의 사

계절 꽃들 사이에서 자연을 상징하는 보석들을 찾아 반가사유

상을 빛나게 하고 신비로운 동굴 속에 들어가 반가사유상의 자

세를 따라하며 함께 셀피 촬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가사유상에 다가가는 여정은 주어진 퀘스트를 바

삐 해결해야 하는 도전 과정이 아니라 여유롭고 평온한 휴식과 

놀이의 과정이다. 나무 위에 올라가 트인 풍경을 감상하거나 바

위에 앉아 명상의 시간을 가져 보고 친구들과 함께 꽃이 가득

한 들판에 누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주어진 퀘스트 뿐 아

7  장은정, 2021, 「박물관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과 전망」, 『전쟁과 박물관』 1호, 전쟁기념관

8  영문 명칭은 peaceful hill임

니라 함께 어울려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 나누고 자신만의 사진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을 표현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이 세계를 찾는 이들에게 중요한 경험은 사용자 간 활발한 소셜

네트워크 활동으로 형성되는 사회성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콘텐츠 창작, 즉 ‘이용자 콘텐츠 창작

(UGC)’ 활동이다. 이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성취와 그에 따른 보상이 핵심적 참여 동기가 되는 온라인 게임

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자의 사회적 활동과 개인 창작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환경과 경험을 디자인하여, 참여자가 이 세계에 오래 머물고 반복 방문하여 반가사유상이 포함된 UGC 콘

텐츠가 활발히 제작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널리 구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온라인 구전 커뮤니

케이션(online word-of-mouth)9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잠재 고객을 확대하고 반가사유상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개 이후 4일간의 누적 방문자가 95만명 이상

이고 이 중 93%가 해외방문자로 집계되었다.

IV. ‘특화와 연결’, 박물관 경험의 재구성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의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강화되어야 하는 전시해설 지원 항목으로 ‘스마트폰 app’, 

‘첨단 디지털 영상자료(VR, AR)’가 지금껏 부동의 1위를 차지했던 ‘전시 안내 소책자’보다 앞선 결과를 보였

다. 이는 코로나 위기 이후 박물관 관람객들에게도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앞으로의 소통은 실체보다 가치에 더욱 집중하는 만남을 가져올 것

이다. 실감콘텐츠가 제공하는 몰입감과 직관적 대면, 역동적 상호작용은 관람객이 문화유산을 친근하고 편안

하게 경험하도록 해 주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세계는 실시간 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새

로운 사회적 관계와 창작 활동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그간 박물관에서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미디어로서 이들이 박물관 경험을 다채롭게 확장시키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관람객이 박물관에서 원하는 경험은 어떤 것일까? 관램객 혹은 이용자가 선호하는 박물관 경험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인스타그램에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실감영상관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198건에

서 박물관 내 방문 장소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332점의 전체 사진 중 실감콘텐츠 관람 사진이 

38.3%이고 상설전시 관람 사진이 40.2%로 드러났다10. 또한 게시물 건별 구성에서는 실감콘텐츠 –상설전시

와 함께 박물관 야외 공간을 포함한 조합이 의미있게 확인되었다. 정해진 박물관 평균 체류 시간 범위 안에서 

방문 장소가 선택되고 자신에게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선별되었다고 

본다면11, 실감콘텐츠로 대표되는 디지털 미디어 경험에 만족도가 높고 이 경험을 중시한 이들에게도 박물관 

경험은 ‘유물이 있는 장소’로서 크게 의미 부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전시실과 구분해 별도 공간

9  양민영, 2021,앞의 글, p.14.

10  디지털실감영상관이 포함된 게시물에 특별전(기획전)이 포함된 비율은 미미했다. 이는 방문자의 박물관 평균적 체류 시간을 고려해 방

문지가 선택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게시물이 드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림 4. 제페토 월드맵 힐링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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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마주하는 실감콘텐츠와 가상공간 속 메타버스 박

물관이 제공하는 새로운 경험이 궁극적으로 실제 유물

로 이용자의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물관 내 

경험을 다변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질적으로 향상된 ‘경험들’을 제공해야 할 필

요가 여기에 있다.

또한 ‘실감콘텐츠+유물+야외 공간’이라는 조합에

서도 드러나듯 디지털 경험 뿐 아니라 아날로그적 감

성 경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실감영상관 2관을 디지털

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경험으로 디자인하였다(그림 5).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창을 두고 창밖 테라스

에 미니 정원을 조성하고 한옥과 발을 모티브로 VR 체험 부스를 연출하였다. 휴게 공간의 탁자에는 탐스러운 

모란꽃, 작은 새가 남긴 발자국, 호랑이털 모양의 능선 등의 낙화 작품을 놓아 운치를 더하였다. 여기에는 이

곳이 단지 디지털 콘텐츠를 체험하는 공간이 아닌 휴식과 힐링의 공간이며, 어제와 오늘, 사람과 자연을 있는 

디지털, 따듯한 디지털이라는 지향을 담고 있다.

모든 개별 경험은 불완전하다. 그리고 하나의 경험에 모든 것을 담으려 한다면 그 결과는 불완전한 경험

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경험의 소비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한 보다 양질의 매력적 경험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이들을 조화롭게 연결시켜 의미있는 경험의 총합을 제공하는 ‘특화와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디지털

실감영상관을 새로운 경험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스탬프 투어(디지털 실감영상관으로 실감나는 여행을 떠나

자!)’, 실감콘텐츠 경험을 전시 유물과 연결시키기 위한 ‘실감나는 보물찾기’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실감콘텐츠 

운영과 별도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온–오프라인 경험과 디지털-소장품의 경험을 입체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실감콘텐츠를 위한 별도의 해설 영상과 주제별 웹페이지, QR 링크를 통한 소장품 정보 제공 

등 선택 가능한 여러 층위의 경험을 마련해 실감콘텐츠 관람의 깊이와 재미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물관 방

문 목적을 묻는 응답에서 ‘문화적 체험’, ‘가족, 지인 만남’, ‘여가, 휴식’ 외에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라

는 답변이 여전히 30.7%를 차지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초연결성은 과거와 현재의 시간, 직접 갈 수 없는 지역과 공간, 다른 연령과 배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이어주는 데에 유용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는 박물

관 경험을 재구성하고 질적으로 전환시켜 감성적 치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박물관이 나아가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Preface: The museum as an experience space 

The museum exists because of its collections, through which its main functions are given. Today, 

museums are operated by numerous people in a variety of facilities with conservation, exhibition, 

and education as their key functions. However, an important factor that enables the operation of 

museums today is its visitors. Put another way, in modern society, the museum is a place that finds 

value by connecting collections with visitors. Therefore,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most of 

the museum's activities are for visitors. 

Then, what does the museum mean to visitors? In a recent survey on the reason for viewing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for cultural experiences' (69.2%), 'for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38.1%), and 'for leisure and relaxation' (37.5%) were more commonly selected responses than 

'for knowledge or information' (30.7%)1. In addition, a recent study analyzing Instagram posts related 

to five museums in Korea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hashtags related to the museums’ surroundings 

and daily life/play are gradually increasing in comparison to the museums’ names and exhibitions/

programs. This shows that the perception of the museum is changing to a ‘complex cultural space’ 

where not2 only cognitive and learning experiences, which are for a single purpose of acquiring4 

information or viewing relics, but also emotional and playful3 experiences coexist. 

Reconstructing the Museum Experience

- The Value and Challenges of Digital Media

CHANG Eunjeong

1  National Museum of Korea, 2020, ‘Customer Satisfaction Investigation of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current ratio is the sum 

of the 1st and 2nd rankings chosen by the respondents, in the 2020 survey when the Covid-19 pandemic began, 'to spend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had increased compared to 'for leisure and relaxation,' but the top three responses have remained the same 

in recent years.

2  Yang Min-young, 2021, ‘ Analytical Study on Instagram Hashtags of Museum Visitors’, Dongguk University's Master's Degree in 

Arts Management, pp.37-41, p.72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ccounts for 41%, of which 36% are related to museum shops and 

cultural products.

3  In the study below, the experience elements of a culture complex were categorized into cognitive experience, learning 

experience, emotional experience, and playful experience elements, and the experience elements in a museum will not be much 

different. Seo Jung-min, 2021, ‘A study on instagram sharing behaviors of space experiences factor - focus on corporate complex 

culture spaces’, a master's thesis from the Department of Cultural Contents at Hanyang University.

4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resented the role of the National Museum as a ‘complex cultural space’ that moved from the 

National Culture Center when it opened before Yongsan in 2005.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2006,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7.

그림 5. 디지털 실감영상관 2관 

11  전문적 내용 게시가 중심이 되는 블로그, 개인의 프로필을 전제로 한 관계 속에 텍스트 중심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페이스북, 짧은 글로 

자신의 주장을 전하는 데 유용한 트위터와 구별해 인스타그램은 이미지로 개인의 취향을 드러내는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서비스 만족

도와 인스타그램 게시 의도 간의 관련성에 대해 “미술관 관람을 통해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인식한다면 관람객들은 그들이 경험한 

문화 활동 체험의 순간을 외부로 인증하기 원한다.”고 밝히 다음 연구가 있다. 권지윤, 2021, 『미술관 관람객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방문 

만족과 인스타그램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 : 대림미술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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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same time, efforts are being made to find alternatives suitable for the ‘New Normal’ era by 

discovering new purposes and values in the non-face-to-face environment caused by the unexpected 

COVID-19 pandemic. A survey of museum workers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after the spread of COVID-19 showed that, despite the ongoing crisis, the workers 

were making efforts to adapt to this ‘new daily life’. Above all,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mportance of digital communication through online5 activities and the need to develop digital 

content. This shows that the museum experience is expanding not only to ‘visitors’ whose experience 

is face-to-face in physical space, but also to ‘users’ who experience content online, suggesting the 

need to diversify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museum experience.

In truth, with the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has become 

possible for anyone to easily produce and share videos, and as new generations understand the 

world through video rather than text, videos have become more than simply a spectacle and are 

now the central medium of communication. In addition, as cultural consumption trends which values 

happiness and balance in one’s life and focus on quality experiences that suit their tastes have been 

enhanced,  various segments such as ‘worabel’ (work-life balance), and ‘sohwakhaeng’ (small but 

certain happiness), etc. have begun paying attention to the usefulness of digital technology. The 

COVID-19 crisis played a role in accelerating the spread of these changes. This is why museums are 

currently paying attention to the opportunities and benefits offered by new6 digital media.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value and role of digital media in the expansion of museum 

experiences, with the NMK operating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offline and the recently created 

Metaverse Museum online.

II. Joy of Immersion, Immersive Digital Gallery 

The museum holds, produces, and spreads not only cultural heritage but also the knowledge 

derived from it. Until now, museums have endeavored to diversify and improve the ways they share 

media, methods, and objects. Digital media has played a supplementary role in exhibits as a means of 

effectively delivering information or eliciting emotion. In contrast, last year,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produced ‘immersive digital content’ that can be used independently, and an immersive digital 

gallery, opening a new horizon for the museum’s use of digital media.

There are many opinions on how to define immersive digital content, but the phrase 'combined 

content based on technology that stimulates the five senses and improves immersion' is often 

used. In other words, immersive digital content is characterized by the application of technologies 

that emphasize the importance of immersive experiences. Because of this, most of the discussions 

surrounding immersive content have dealt with it in terms of applied technology. The way the 

museum considered immersive digital content was not much different. 

However, if the purpose of introducing immersive digital content to a museum is not to 

demonstrate technology, but to allow for new experiences, it is now necessary to look at immersive 

digital content through the lens of the museum experience, rather than technology. 

Therefore, six key concepts: 'storytelling,' 'authenticity,' 'spatial experience,' 'interaction,' 'context,' 

and 'emotion,' can be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for use of immersive digital content in museums.

If asked w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n producing immersive digital content, your first 

thought may be technology, but the most crucial aspect to consider is storytelling. It is important 

to clearly set the structure and direction of the story to be delivered by the content, and to specify 

emotions and messages that will be conveyed through visual direction, rather than text. For 

example, ‘Royal Procession with the People’, based on King Jeongjo's  Documentary Painting and 

5  ICOM conducted three surveys to diagnose the response of museums around the world after COVID-19 in spring and fall 2020, 

and spring 2021. According to their findings, the importance of digital communication through online activities increased due to 

the suspension or reduction of face-to-face activities, and the proportion of museums that started or planned to upgrade digital 

infrastructure and resources increased significantly between fall 2020 and spring 2021. ICOM, 2021, Museum, Museum Workers, and 

COVID-19: Third Follow-up Survey (Korean Translation of ICOM Korean Committee)

6  The amount of video content uploaded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YouTube account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142 

in 2019 to 241 in 2020. Considering that the museum had been closed for a substantial period of time in 2020, and that many of 

the operating programs such as exhibitions and events have been canceled or reduced, it can be seen how much effort has been 

concentrated on video content production.

Figure 1. Immersive digital content 'Royal Procession with the People' and Wonhaeng-jeongri-uigwedo(Illustrations of 
Royal Protocol) concerning King Jeongjo’s Visit to his Father’s Tomb in Hwaseong in 1795

Immersive digital content 'Royal Procession with the People'

Wonhaeng-jeongri-uigwedo (Illustrations of Royal Protocol)
concerning King Jeongjo’s Visit to his Father’s Tomb in Hwaseong in 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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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rd of his royal procession, is a story of King Jeongjo's wish to enjoy time with his people, 

from Changdeokgung Palace at dawn to the fireworks in Hwaseong, The joyful king’s procession, 

the feast with dancing and music, and the subjects' military training dating back 200 years  were all 

illustrated in festive images. For his mother, King Jeongjo built a palanquin and rather than ride in 

one himself, followed on horseback. The exhibit illustrated his filial piety and love for the people as a 

path of flowers. Various court performances during Hyegyeong-Gung Hong’s sixtieth birthday were 

expressed digitally through elegant and exciting dances surrounded by blooming flowers. In addition, 

Nakseongyeon, which celebrates the completion of Hwaseong Fortress, was described as a feast 

where everyone was able to enjoy together, without concern for status, for the purpose of everyone 

being able to enjoy the view. The subjects' military training, the king’s procession, and the beautiful 

night sky were digitally illustrated in a way to convey the festive atmosphere (Figure 1). Rather than 

explain facts through text descriptions of historical paintings, the digital content that the museum has 

created unravels the meanings of paintings through visual storytelling.

Meanwhile, the 13.5m high Ten-story Stone Pagoda, Gyeongcheonsa Pagoda in the Path to 

History exhibit at the NMK has various sculptures engraved on the sides from the lower level to the 

top. However, even close-up, it was difficult to observe the details due to severe wear on the surface 

of its tall and narrow structure. Therefore, with the intention of conveying the original meaning of 

the tower on each floor, stories were digitized and projected onto the outer walls. Numerous symbols 

of Buddhism, the story of the Land of Paradise, such as stories from Journey to the West, and the life 

of Shakyamuni and his entry to Nirvana, and other Buddhas’ Buddhist ceremonies illustrated the 

teachings of Mahayana Buddhism as projections on the Pagoda(Figure 2).  

As such, a defining feature of immersive digital content is that it is based on the original cultural 

heritage. This is why authenticity is required in the creation of the content. Therefore, it requires a 

constant discussion between the historical record and creative freedom and rather than fixed, the 

boundaries will be variable. It is now necessary to clarify intentions and goals and set an example 

through practical collaboration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s. The foundation of the collaboration 

should be supported by steady efforts to understand the original meaning and value of cultural 

heritage. The authenticity of the content is not limited to the recounting of historical facts, but 

must also be derived from the creative process’ precise three-dimensional scans, photogrammetry, 

and high-quality filming conducted to produce images of the outer walls of the Gyeongcheonsa 

Pagoda provided the necessary data for creating quality content. In addition, the Gyeongju National 

Museum's immersive digital content, which aims to convey the clear, magnificent sound of the Bell 

of King Seongdeok (as known as Emile Jong) and the mystery and wonder of the bell’s phenomenon, 

compared and analyzed the data obtained in 2003 and implemented a new bell sound after 

about three months of noise removal. In order to deliver the clear and grand sound of the Bell of 

King Seongdeok, while exposing the mysterious and legendary frequency of the bell. Immersive 

digital content from the Gyeongju National Museum presented a reproduction of the bell’s sound 

through analyzing past recordings from 17 years ago. As such,a sincere effort in the creative proces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content. 

In general, the biggest feature characteristic of immersive digital content is the captivating spatial 

experience. Therefore, the first step in content planning is to determine how to design the spatial 

structure in which the experience takes place. Content planning should be carried out to reflect these 

Figure 3. Examples of Immersive Content Experience Space

Buyeo National Museum Immersive Digital Content
‘Incense Burner of Baekje’

Immersive Digital Gallery 2 Museum Storage VR

Immersive Digital Gallery 1 'Royal Procession with the People' Immersive Digital Gallery 3 Goguryeo Tomb Mural

Second Platform:
Journey to the West 

Second Story: Rise of the 
Precious Pagoda

Second Story: Rise of the 
Precious Pagoda

Fourth Story: Nirvana, 
Eternal Bliss

Figure 2. Reflected Images on a Ten-story Stone Pagoda from Gyeongcheonsa Templ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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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characteristics and make good use of them (Figure 3). For exampl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mmersive Digital Gallery 1 created a '∩-shaped' wall with a width of 60m and a height of 5m 

by connecting the three walls with a curved surface.The video projected with several projectors on the 

three surrounding walls brings the world in traditional paintings to life in three dimensions, providing 

a sense of immersion as if walking in a picture. Three-dimensional music and sound are also factors 

that play a major role in enhancing spatial immersion.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3 is designed 

to project images onto the surfaces of three walls and the ceiling of the cube-shaped space. Several 

stone rooms, internal structures, unique ceiling structures, wall and ceiling murals, as well as images 

vividly reproduced on the ceiling surface and the sense of space embodied by camera movement, 

create the illusion of walking into a tomb. It was a very difficult task to create an image so that it was 

organically connected to the wall while fully utilizing the ceiling surface, but it effectively created a 

sense of space by reflec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oguryeo tomb mural.

Another example of utilizing the ceiling to realize a sense of space is the immersive digital content 

‘Incense Burner of Baekje,’ which is operated in the central hall of the Buyeo National Museum.The 

ceiling of the central hall where natural lighting enters is suddenly closed, and the video is projected 

onto Buyeo Stone (Treasure No. 194), which is on display in the center of the dome-shaped multi-

level ceilinged lobby, giving an impression that cannot be given only by two-dimensional image 

production.  Here,the sensory experiences created by the surround sound system and the lotus-

scent fragrance regulators are additional factors supporting immersion. It cannot be compared to the 

overwhelming space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but the experience of space transformation in the 

real world, where many experience it simultaneously without wearing separate equipment, also gives 

one a sense of immersion that makes them forget that they are in this space. However, the value of 

immersion given by immersive content in the museum is not just to implement optical illusion effects 

using cutting-edge technology, but to elicit sympathy and empathy through emotional immersion 

experiences. What to use for sympathy and empathy ultimately depends on the planned intention of 

the content.

What kind of storytelling and meaningful interaction should be designed within the new 

experiential space in order to encourage visitors’ empathy is another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or failure of immersive content. In order for the interaction of content to not stop at an early 

stage of meaningless movements or demonstrations of reactive technologies, it is necessary to design 

a ‘meaningful interactive story’. so the content and intention can be delivered naturally. For instance, 

Immersive Digital Gallery 2 features ‘Into the Day of Supreme Peace: The City of Supreme Peace’ that 

reflects the complete landscape of an ideal city in the 19th century in 8K high-resolution images with 

virtual reality content. More than 2,100 characters are carrying out their various daily tasks in the city 

as visual storytelling. By tactfully constructing the experiential story, it is designed for visitors able to 

intuitively understand and enjoy the visual arts. In addition, ‘Reflecting the Ideals of the Joseon Literati: 

Chaekgado, Scholar’s Accoutrements’ which is a visitor-participation content on the subject of folding 

screens of chaekgado, bookcases filled not only with books but other implementations beloved by 

scholars, which was a popular genre in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Dynasty. Using a tablet installed 

in a room with a 15m wall, visitors choose a bookcase and fill it with the objects of their liking.  

Submitted bookcases will be projected onto the wall and shared with other visitors. Also, analyzing 

selected targets to advise their tastes and to recommend places to visit in the museum. Saving 

and sharing work with QR codes are available. Although it is currently in a rudimentary stage, the 

interactive element that reflects users’ personalities by customizing and socializing is an experience 

element that can be expanded and applied in the future.

In fact, some things to first consider when introducing immersive content to a museum that 

houses  original cultural heritage items is the context of experience, and how to establish a spatial 

relationship with artifacts in an exhibition. Accordingly, the NMK has established their Digital 

Immersive Galleries in a separate area which is connected to the flow path to physical exhibition 

galleries, but is still spatially separated from where collections are displayed. The Digital Immersive 

Galleries were located in a separate space because new and more independent attempts would be 

possible even though there are some concerns regarding immersive content interfering with the 

appreciation of exhibits. Above all, by spatially separating the appreciation of collections and the 

content experience, it was noted both would be able to be more concentrated. If the exhibition hall 

is a space for static viewing with an appropriate distance from the collections,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is a space which is advantageous for stimulating emotions with immersive content and 

leading to dynamic interactions. In that sense, when immersive content is displayed with collections 

in the exhibition gallery or in the context of the exhibition, rather than in a separate space, the 

context of the altered experience requires additional efforts to find another appropriate standard and 

method. At the NMK special exhibition titled ‘Homo Sapiens: Evolution ∞ Relationship & Future? ’, one 

of the Immersive presentations titled ‘A Journey Together’ produces organic relations by displaying 

collections, which effectively delivers and highlights themes regarding the exhibit’s notional topics 

intuitively and emotionally to the viewers.

The Japan Gallery has an immersive content virtually illustrating a tearoom and Japanese 

traditional garden including lights, sounds, and wind through all four seasons of the year. Which is 

also known as the ‘emotional garden’ because it delicately expresses emotions.  Providing emotional 

immersive experiential content will help the museum move forward as a space for relaxation as well as  

emotional communication, not just providing cultural information. 

III. Metaverse Museum, a Virtual Space for Cre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era of a contactless world, the amount of virtual activities, non face-to face environments, 

and online cultur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ay by day.  In South Korea, there are two new terms 

coined to describe a contactless world. ‘untact’ (combination of ‘un’ and ‘contact’) describes technology 

to reduce person-to-person contact while ‘ontact’ (combination of ‘online’ and ‘contact’) refers to 

online encounters. The museum's ontact activities also began in a familiar way, but new ventures 

are gradually being added to reshape its virtual environment. Therefore, new content technologies 

are applied to increase visitor's immersion, increasing interaction and real-time communica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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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 active participation, and spread compassion by unraveling stories that have not been revealed 

through emotional production. Furthermore, questions are asked about the new values and roles 

museums of this era should encounter with the numerous experiences in virtual museums that do not 

exist in reality7.

Recentl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losely monitored communication in the virtual world 

using the metaverse platform, which has emerged rapidly since the COVID-19 pandemic. The 

metaverse, a compound term of the prefix ‘meta-’ meaning ‘change’ or ‘transcending’ and ‘verse’ from 

‘universe’, is a virtual reality environment in which users can create their own digital avatars and 

engage in work and social activities. In other words, daily lives such as production activities and social 

life in a three-dimensional virtual world, a kind of ‘virtual real world’. In response,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aunched a world map under the name of 'Peaceful Hill8' in Zepeto, Asia's largest metaverse 

platform in order to target Generation Z and foreigners who are familiar with digital and online-based 

experiences and communication. It features the Korean National Treasure gilt-bronze pensive Maitreya 

bodhisattvas (hereafter ‘Pensive Bodhisattvas’)(Figure 4).

Peaceful Hill in Zepeto is a virtual museum which showcases NMK’s representative collection, the 

Pensive Bodhisattvas. It is conceptually designed to be a transcendent space, an embodiment of the 

philosophical message of the smiling Pensive Bodhisattvas in which users can experience healing in 

a manner that appeals to generation Z.  Instead of existing exclusively inside of the exhibition hall, in 

this virtual world with the concept of healing, the statues elegantly present themselves in a beautifully 

digitized natural environment which illustrates the peaceful outdoors with natural lights. Under a 

blue sky with billowy clouds, a pensive bodhisattva sits in a grassy meadow surrounded by large 

trees, flowers which bloom throughout all four seasons, and a lake with water calmly shimmering. 

Based on the virtual worldview with a ‘healing’ concept, the peaceful hill for pensive bodhisattva is 

a new ‘virtual museum’ which does not exist in reality. 

Particularly, this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any other 

established virtual museums, which are mostly focused on 

replicating or reproducing reality. Participants, in this case, 

the virtual museum’s visitors, can regularly interact with 

implemented museum collections in the metaverse world 

and communicate with others in real time. Visitors can look 

at the Pensive Bodhisattvas up close by completing tasks, 

called ‘quests’. Finding gems symbolizing nature, which 

are hidden among the flowers in the fields, allows visitors 

to illuminate the statue in the field. Alternatively, when 

visitors enter a mysterious cave they are able to mimic the 

statue’s signature sitting posture for selfies. 

However, the journey to reach the pensive bodhisattva is not a course of challenges to be met 

nor is there a need to solve quests hurriedly. The focus is to be a joyful relaxing experience as well as 

a performance, which is conducted in a peaceful and leisurely manner. Users are able to spend their 

time by climbing trees to view the open landscape, sitting on rocks to take time for meditation, or 

laying down in the flower-filled meadow while chatting with friends. Visitors can freely spend their 

time doing their own objectives without following or completing the quests. For example, mingling 

with friends, or to express and introduce themselves through creative photos and videos and share 

them with other visitors. An important experience for those who visit this world is ‘user-generated 

content, UGC’ activities, formed by active social network activities between users and various 

voluntary content creation. These activities are clearly differentiated from online game play which 

motivates users by giving them tasks and rewarding the players once they have completed those 

tasks. Crafting the environment and experience of metaverse content, with the goal to provide greater 

independence in users’ social activities and personal creations, will deliver user outcomes such as, 

influencing the extension of world connection, to visit repeatedly, to create UGC with images of the 

pensive bodhisattva, and to actively produce and widely promote in a natural way. This is because I 

believe  this online word-of-mouth9 communication can expand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raise the global awareness of the pensive bodhisattva statue. Since its launch, 

more than 950,000 people have visited the Peaceful Hill exhibit for at least four days, and more than 

93% were international visitors.

IV. ‘Specialization and Connection’, Reconstruction of Museum Experience

As a result of a recent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martphone app' and 'High-tech Digital Image Materials (VR, AR)' was ahead of the 'Exhibition Guide 

Booklet,' which, until recently, has remained the undisputed No. 1 medium so far. This is an example 

of the growing demand for digital media for museum visitors after COVID-19. Future communication 

through digital media will lead to more focus on value than substance for meetings. The dynamic 

interaction provided by immersive content allowed visitors to experience cultural heritage in a 

friendly and comfortable manner. The online-based metaverse world presents new social relationships 

and creative activity experiences based on real-tim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As a new form of 

digital media which has not previously been introduced by museums, there will not be a disagreement 

that the metaverse is expanding the museum experience in diverse ways. But one question remains: 

what is the experience that visitors want from a museum? Indee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examine 

what museum experience is preferred by visitors or users.

For this reason, 198 feeds that were recently uploaded on Instagram with photos of the NMK’'s 

7  Chang Eunjeong. 2021, The Practical Use and Prospect of Museum Online Content, War and Museums vol.1, War Memorial of Korea

8  Peaceful Hill, is the title in English. 9  Yang Minyoung, 2021, The Article, p.14.

Figure 4. Zepeto World Map, Peaceful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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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ve Digital Gallery, which was analyzed by each type of destination they visited in the museum. 

Consequently, among 1,332 analized photos, 38.3% showed visitors’ viewing immersive content 

and 40.2% viewing the permanent exhibition10. Moreover, there was an insignificant finding from 

Instagram users' content composition, which was Instagram feeds including outdoor space with 

both  immersive gallery content and permanent exhibitions. If Instagram feeds have been selected 

and sites were chosen based on positive and meaningful experiences each visitor prefers during the 

average time spent at a museum, digital media experience, which represents immersive content, has a 

strong satisfaction rate. Even for those who value this experience, it could hold a significant meaning 

as ‘a museum is a place for physical collections’11. This has great implications that both immersive 

content in museum galleries and the new experience provided by the metaverse museum in a virtual 

space ultimately aims to guide the user's to the museum’s actual collections.The reasons where it 

is necessary to not only diversify the experiences in the museum, but to also provide qualitatively 

improved ‘experiences’ by organically connecting them.

Furthermore, as revealed in the combination of ‘immersive content+collections+outdoor space’, the 

demand for analog emotional experiences as well as digital experiences is increasing. Accordingly, the 

NMK's Immersive Digital Gallery 2 was designed as an experience where digital and analog coexist(Figure 

5). With a wide window filled with sunlight along with a mini garden on the window terrace was 

developed, and a VR experience booth was created with the motif of a hanok and a farming field. On 

the table in the rest area, fall paintings such as desirable peony flowers, footprints left by small birds, and 

tiger hair-shaped ridges were placed to enhance the picturesque atmosphere. This is not just a place to 

experience digital content, but a space of relaxation and healing, therefore, it pursues the intention of 

bridging the gap with people and nature, yesterday and today, and metaphorically warm digital. 

All individual experiences are incomplete, if one attempts to force everything into one experience, 

the result will likely be fragmented. It is time to clearly specify the target of the experience and create 

an attractive and higher quality adventure. Therefore, a need for a ‘specialization and connection’ 

strategy was suggested which qualitatively transforms the overall museum experience provided by 

new digital media.

NMK’s programs, such as ‘Let's go on a trip to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is a stamp tour to 

brand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as a new experience, ‘Virtual Scavenger Hunt’ a quest program 

10  The percentage of Instagram feeds which included Immersive Digital Galleries along with special exhibitions (thematic 

exhibitions) seemed insignificant. One explanation could be that the destination is commonly selected in regard to the average 

time of visiting the museum. As such, there were not many Instagram feeds including the Children's Museum.

11  There are multiple platforms, some examples include Blog posting, for professional content, Facebook, where text-oriented 

communication takes place in relationships based on individual profiles, Twitter, which is useful for conveying one's opinion in 

short articles, and Instagram, a medium that reveals individual tastes with imag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satisfaction and Instagram posting intention, the following study revealed, ‘If visitors recognize a high level of quality service 

through art museum viewing, there seems to be a tendency of visitors wanting to certify the moment of cultural activity they 

experienced.’ Kwon Ji-yoon, 2021, ‘An evaluation of the effects of art gallery visitor’s perceived service quality on visit satisfaction 

and Instagram sharing intention’, Master of Arts in Culture and Arts Management a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to connect immersive content experiences with 

museum exhibits, etc. aims to connect online-

off l ine and digital-museum collections for 

enhancing visitor experience.In addition, by 

preparing multiple levels of experiences such 

as separate commentary videos and webpages 

with immersive content, providing collection 

information through QR links, etc., the intention 

was to secure the expansion of viewing immersive 

co nte nt .  A m o n g  re s p o n s e s  to  t h e  s u r ve y 

regarding the reason for visiting the NMK, some 

responses included, 'for cultural experiences', 'for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for leisure 

and relaxation', however, It should be noted 'for knowledge or information' still holds the majority of 

responses at 30.7%. 

The hyperconnectivity of digital technology is useful by bridging people of different ages and 

background knowledge, past and present, and from different regions and spaces that are reached 

indirectly. Along with digital media, which centers on the value of this connection, it may be useful for 

the museum to transition to a space for emotional healing and communication. Primarily by reshaping 

and qualitatively transforming the museum experience.

Figure 5. National Museum of Korea Immersive Digital 
Galler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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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Normal
- the hybrid challenge to develop a digital scenography 

뉴노멀 - 디지털 시노그라피1 개발을 위한 복합 과제

초록

우리는 불확실성이 팽배한 가운데 뉴노멀(New Normal), 디지털화(Digitalization), 변혁(Transformation), 기

후 변화(Climate Change) 등 유행어가 범람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박물관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을 다시 상상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즉,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정신적 개방을 해야 함은 물론 전통적인 방문자 여정도 새로운 시각에서 사유해

야 한다. 발표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7개의 논제를 다룰 것이다. 전통적인 박물관은 

수세기에 걸쳐 정통 시노그라피를 개발했다. 복합 시노그래피를 개발할 때 다음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우

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디지털 공간의 무한함을 위한 진정

한 디자인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한 마디로 압축하면, 복합 세계는 복합 시노그라피를 필요로 한다. 

1  1960년대의 연극계로부터 파생된 단어로서 무대 장치나 시작 연출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낸다.

Mattias HENKEL
마티아스 헹켈

ICOM-MPR 마케팅·홍보 국제위원회 회장

Chair of ICOM MPR, Germany

Abstract

We are living in uncertain times and we are dealing with buzzwords like: The New Normal, 

Digitalization, Transformation, Climate Change. We not only have to reimagine the museum definition 

– we have to reimagine our way of life. Therefore a new understanding sustainability is needed. That 

means: we need more than ever mental openness. And of course we have to rethink the traditional 

visitor journey. During my presentation, I will formulate 7 theses that will support us in meeting these 

requirements. Traditional museums have taken centuries to develop authentic scenography. We 

should also take this aspect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a hybrid scenography: we should really 

break new ground we should not be afraid to make mistakes we should develop an own authentic 

design language for the boundlessness of digital space. 

To put I all-in-one: THE HYBRID WORLD NEEDS A HYBRID SZEN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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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 디지털 시노그라피 개발을 위한 혼합 과제

마티아스 헹켈

불확실성의 시대 

구체제를 근본적으로 질문 및 재고하고, 상황, 기회, 위험을 진정한 총체적 관점에서 사유하기에 지금보

다 더 나은 때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위기를 고려하여 예술과 문화적 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뉴노멀

의 상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 우리는 전통적인 사회 및 제도적 구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스

트레스를 긍정적이고 활기찬 방식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답보 상태의 유의미한 혁신을 구현하기 위한 가속기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박물관 정의 2.0 (MUSEUM DEFINITION 2.0)

현재 ICOM 윤리 강령을 재편성하고 새로운 형식으로 박물관을 정의하려는 논의가 세계적인 핵심 담론이

라는 데 이견이 없다. 나는 이러한 파괴적인 상황이 박물관의 낡은 구조 및 구습을 어떻게 그다음 단계로 변

모시킬 수 있는지 근본적으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버즈워드 (BUZZWORDS)

내 직업적 관점에서 몇몇 버즈워드를 집약하면 다음과 같다:

• 뉴노멀(The New Normal)

•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이러한 단어의 출현이 코로나에 기인하지는 않지만, 단어 함축성이 포화 단계의 끝에 도달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오랫동안 세계화 시대에 살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서야 비로소 만물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통렬하게 깨닫는 지점에 도달했다. 이것은 기실 독일의 

자연과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가 이미 견지했던 

통찰이다. 우리는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이 범세계적인 맥락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최초로 자각하고 

있으며, 분업에 기반한 생활 방식이 초래하는 결과를 절감한다.

• 변혁(Transformation)

• 기후 변화(Climate Change)

새로운 지속 가능성 (NEW SUSTAINABILITY)

우리는 온전히 지속가능성에 토대를 둔 삶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주어

진 시간 안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분업의 부담과 혜택이 완전히 불평

등하게 분배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바로 현시점에서 박물관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속가능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박물관의 제도적 효용에 대한 확신과 완벽히 

병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박물관은 관련 논제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

성의 개념은 사회적·경제적·생태학적인 구성 요소의 조합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요소는 상

호중첩되어 공정하고, 생의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인 지속가능성의 다면을 구성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그릇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직면할 당면 과제를 극복하

기에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이 기존 시스템을 문화적(예술사적) 층위에 내장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지속가능

하면서 가치 있는 토대를 세울 수 있다. 이에 기반하여 박물관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독자적 기여를 할 수 있

게 된다. 박물관이 새로운 맥락에서 상호문화적·역사적·현대적 기술을 응용하여 담론에 참여할 의지와 능력을 

입증하면 국지적·초지역적 차원의 문화정치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생생하게 각인시킬 수 있다. 박물관은 또한 

이렇게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시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함의를 성취할 수 있다.

논지 1. 디지털 변혁 (THESIS No 1 – DIGITAL TRANSFORMATION)

“오로지 박물관학 규범이 통합적으로 총망라된 디지털 전략을 추구하는 박물관만이 방문자의 요구와 박

물관 자체의 과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Only those museums whose digital strategy encompasses the entire museological canon will be 

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eds of visitors and the tasks of the museums themselves.”)

그림 1.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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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은 전달 내용이 수집, 보존, 연구조사, 소통으로 이루어진 핵심 과업과 실제 연결

되었을 때에만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궁극적으로 고전적인 박물관학 규범을 재고

하는 것과 연관된다. 보다 명확히 부연하자면 어떻게 미래에 큐레이팅, 커뮤니케이션, 중재 등의 박물관 부서

를 상호 연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논지 2. 커뮤니케이션 (THESIS No 2 – COMMUNICATION)

“CTA (Call to Action) 없이는 박물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

(“Without CTA (Call to Action) there is no added value in communication for the museum.”)

가령 박물관이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를 게시할 때에도 흥미를 가진 웹사용자가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만 커뮤니케이션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이렇듯 박물

관의 소셜 미디어 활동을 우연히 접한 웹사용자가 실제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이것이 콘텐

츠 마케팅의 기본 원리다.

논지 3. 관련성 (THESIS No 3 – RELEVANCE)

“관객은 정서적 접근이 수반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

(“If there is no emotional approach – the audience is not interested.”)

콘텐츠는 우리를 정서적으로 끌어당길 때 강한 울림을 준다. 박물관 맥락에서 필자는 이를 곧 관련성의 

다리를 축조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겠다. 산타크루즈 미술관(Santa Cruz Museum of Art & History)의 전직 관

장인 니나 시몬(Nina Simone)은 <관련성의 기술(The Art of Relevance)>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여 해당 

주제를 면밀히 고찰한 바 있으며, 일독을 적극 권장한다. 관련성은 우리가 일부 친숙하면서 일부 새로운 사물

이나 사실에 직면할 때 발생한다. 궁극적으로 박물관이 방문자의 현재 삶에서 중요한 측면, 맥락 또는 일반적

인 의미의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물론 목표 콘텐츠를 어떻게 미디어 친화적인 방식으로 

기획해서 잠재 관객의 ‘언어’로 풀어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논지 4. 방문자 여정 (THESIS No 4 – VISITOR JOURNEY)

“박물관 방문은 이제 혼합 여정으로 변모했다. 박물관 방문의 큐레이션은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

하고 기획해서 착수해야 한다. 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개념적으로 상호결합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The visit becomes a hybrid journey. The curation of the museum visit has to be completely 

rethought, planned and initiated. It’s about conceptually interweaving the analog and the digital.”)

이러한 상호보완이 전제되었을 때 박물관의 관점(박물관 과업)과 방문자의 관점(방문자 요구)을 모두 부

합하는 진정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박물관 방문은 더 이상 현장 매표소가 아니라 방문자의 일상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디지털 방

문자 여정을 부가 기획해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각종 디지털 위험을 염두에 두고 방

문자의 실제 박물관 방문을 계획하고 동행하며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 

만족과 고객 충성도를 창출하기 위해 브랜드 약속을 수립하는 문제다. 목표 집단의 욕망이나 관심을 유발하

는 것이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관객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해야 한다.

논지 5. 끝없는 여정 (THESIS No 5 – AN ENDLESS JOURNEY)

“향후 관객 개발과 방문자 관계 경영은 4단계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In the future, audience development and visitor relation management will take place simultaneously 

on four levels.”)

궁극적으로 박물관과 잠재 방문자 사이의 다양한 층위와 접점을 식별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 현장 안(ON SITE) – 아날로그 박물관 내부

• 현장 밖(OFF SITE) – 아날로그 박물관 외부 – 예컨대 공공 도시 공간이나 박물관으로 가는 길을 지칭

•  웹사이트 상(ONSITE) – 박물관 웹사이트 방문 –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거나 제공 불가

능한 부가서비스를 기획하는 것과 관련 

• 온라인(ONLINE) – 일반적으로 웹 서핑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과 관련

이 4가지 다른 차원은 가능한 한 미디어 충돌 없이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이상적인 방문자 여정은 방문

객과 박물관 간의 정보 교류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설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박물관은 고객 충성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림 2. 새로운 방문자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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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 방문자 1.0의 종말 (THESIS No 6 – THE VISITOR 1.0 IS DEAD)

“미래에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문자 집단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In the future, a cleare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different groups of visitors in order 

to be able to make customized offers.”)

이는 곧 다음과 같이 관객을 범주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방문자(Visitors)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 존재하면 박물관과 직결된다. 아날로그 방문을 즐겨하고 고정된 방식으로 제

공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객 집단이다.

• 이용자(Users)

  현장 안에서 존재하며 개인 소유의 디지털 디바이스(Bring Your Own Device, BYOD)를 활용하여 박

물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상세 정보에 접근하는 관객 집단이다.

• 웹 사용자(Surfers)

  현장 밖 및 온라인에 존재한다. 박물관 외부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탐색하며, 박물관과 연관된 맥락에

서 사실을 이해하고 검색하는 집단이다.

• 추종자(Followers)

  현장 밖 및 소셜 미디어에 존재한다. 박물관 외부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박물관과 스스로를 연결한다.

• 기여자(Contributors)

  현장 내외 및 온 · 오프라인 모두에 존재한다. 박물관 프로젝트에 창의적으로 개입하며 지적 또는 운영

적 교류에 적극 참여하는 집단이다.

논지 7. 콘텐츠가 부재한 브랜드는 없다 (THESIS No 7 – NO BRAND WITHOUT CONTENT)

“박물관이 송신한 메시지가 긍정적인 브랜드 강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박물관과 방문자 사이에 지속적

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을 것이다.”

(“If the message sent by the museum does not pay off for its own brand, there will be no lasting 

bond between the museum and the visitor.”)

박물관은 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담론과 성찰의 공간이므로 영리 추구의 사업으로 기능해선 안되지만, 

인식력의 차원에서 박물관이 브랜드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도 방문자의 한정된 시간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경쟁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명확

한 개념, 사명, 비전 수립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렇게 구축된 토대에 근거하여 박물관 브랜딩 및 크로스미디어 

홍보가 구체화된다. 박물관 브랜드는 박물관이 갖춘 핵심 역량에 기반하므로 브랜드 주제는 단순히 마케팅이 

아닌 콘텐츠와 관련된 전략적 프로파일링과 주로 결부된다. 장기적 안목에서 전사 수준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실행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서로 연결한 박물관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이 방문자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방문자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한 까닭이다. 상호 작용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라”는 강령은 새로운 맥락은 물론, 새로운 목표 집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모한다. 일

견 박물관은 자체 메시지를 직접 송신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동시에 관객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할 태세

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곧 방문자·이용자·웹 사용자·추종자·기여자와 생산적인 대화가 생성되는 시발점이다. 

물론 상기 방식은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흔히 종래 전통적인 박물관 인력의 역량을 초월한다. 즉, 재정 자

원이 무제한으로 증가하지 않으므로 우선 순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신적 개방성 (MENTAL OPENNESS)

우리가 박물관 전략을 논의할 때 유기론적 박물관학 전략을 개발한다는 방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1. 박물관이 상기 과정을 시작하려면 기관 내부에서부터 정신적 개방이 우선 수반되어야 한다.

2.  박물관은 협업 방식을 통해 다양한 기술과 관점이 갖는 잠재력을 전시 및 프로그램 제작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그다음 단계에서 관객과의 인터페이스가 제도화될 수 있는데, 이는 눈높이 맞춤의 대화를 조성하는 것

과 관련이 있다. 

4.  개별 요구(방문자 요구)와 필수재(박물관 과업)를 이해하는 지식이 축적될수록 상호 이해가 더 증대되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표는 이렇게 다층적으로 중첩되는 역학에서 대화와 담론을 도출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지만, 바로 현 시점에서 문화

적으로 진정 지속가능하고 뉴노멀(#TheNewNormal)에 조응하는 박물관 프로필을 개발하기 위한 성찰이 필

요하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요셉 보이스(Joseph Beuys)가 역설했던 확장된 예술 개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박물관은 각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조각(Social Sculpture)’으로 일임할 

것이다.

혼힙 세계에는 혼합 시노그라피가 필요하다 – 고찰 및 시사점 (THE HYBRID WORLD NEEDS A 

HYBRID SZENOGRAPHY – AND MY TAKEAWAYS) 

이 모든 게 달성되면 결과적으로 요셉 보이스(Joseph Beuys)가 한때 ‘상설 컨퍼런스의 공간(Place of 

Permanent Conference)’으로 묘사했던 박물관 유형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

어갈 수 있으려면 높은 수준의 명확성과 인식 가능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고유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

는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제도적 요소로서 예술과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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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디지털화를 과학기술의 과정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통합 전략(즉, 이중영역

을 포괄하는 전략)이 수반되지 않은 디지털화 프로세스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지속가능한 변혁을 도

모하지 못하고 엄청난 에너지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다. 

a. 지적 자원의(of intellectual resources)

b. 인적 자원의(of human resources)

c. 정서적 자원의(of emotional resources)

d. 에너지 자원 자체의(of the energy resources themselves)

본 논문 머리말에서 밝혔듯이, 디지털 시노그라피를 계속해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논증에서 나타나듯 혼

합 시노그라피를 논의한다고 하는 편이 더 이치에 맞다. 결국 박물관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두 세계가 반

드시 유의미하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결합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일관된 개념이 도출됨으로써 진정성이 

담보된 혼합 공간을 큐레이션할 수 있다. 전통적인 박물관은 수세기에 걸쳐 정통 시노그라피를 개발했다. 우

리는 또한 혼합 시노그라피를 고안할 때 다음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진정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

•실수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무한한 디지털 공간을 염두에 둔 진정한 디자인 언어를 개발해야 한다.

마티아스 헹켈 박사 (Dr. Matthias Henkel)

문화대사관 (Embassy of Culture)

웹사이트: www.EMBASSY-of-CULTURE.com

TW @Henkel_Matthias 

그림 3. 관객과의 대화

UNCERTAIN TIMES

When, if not now, is there an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question and rethink what has been 

established, to consider the situation, the opportunities and the risks from a truly holistic perspective? 

Given these global challenges, we should think about which profile would be the most desirable for 

the #TheNewNormal from a point of view of art and culture? Because in reality we could actually use 

the stress that the CORONA virus triggers in our traditional soci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s, in a 

really positive and energetic ways. This does not mean using it to reject change, but rather using it as 

an accelerator for the implementation of meaningful and sensemaking innovations that are already 

pending.

MUSEUM DEFINITION 2.0

It is not without reason that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ulation of the ICOM Code of Ethics 

and the new format of the museum definition is currently a central worldwide discourse. I believe that 

this disruptive situation offers the opportunity to fundamentally rethink old structures and habits to 

transform the museums into the next level.

BUZZWORDS

Out of my professional perspective several buzzwords are in the air: 

• The New Normal

• Digitalization

• Transformation

• Climate Change

These words do not owe their emergence to the pandemic, but COVID19 has ensured that the 

discussion around them became more intense – because we have reached the end of a saturated 

phase of implicitness. We have been living in a globalizing world for a long time. But now we have 

reached a point where we realize that everything is really connected to everything else. This, by the 

The New Normal

- the hybrid challenge to develop a digital scenography 

Mattias HENK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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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	 is	a	perception	that	already	Alexander	von	Humboldt	(*	September	14,	1769;	†	May	6,	1859)	

had. Due to the pandemic, we are realizing for the first time in a global context how vulnerable our 

lifestyles	are;	we	fully	realize	the	consequences	of	a	lifestyle	based	on	the	division	of	labor.

NEW SUSTAINABILITY

We are beginning to notice how important it is to lead a life that is truly based on sustainability. 

The question, however, is whether we are still able to make the right decisions in the time available 

to us. Because: it is becoming clear that the burdens and benefits of the division of labor have so far 

been distributed completely unequally. I think that right now, museums should develop a completely 

new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This should definitely paired with a confidence in the institutional 

effectiveness of the museum. Therefore museums should treat relevant issues in a contemporary way.  

But until now sustainability has only been understood as a combination of three components: the 

social, the economic and the ecological, which overlap to create three intersections: fair, worth living 

and reasonable.

This is not wrong. But in my opinion it is not enough for the upcoming challenges we are going 

to face. Only when we embed this existing system in a cultural (artistic-historical) layer, a really 

sustainable and valuable foundation can emerge. At this new cutting edge, museums could make their 

own socially fruitful contribution. They could place their intercultural, historical and contemporary 

skills in new contexts and thus vividly signal their local, regional, supra-regional and cultural-political 

system relevance by demonstrating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engage in discourse. On the basis 

of such a new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the museum also takes on a completely new social 

significance.

Figure 1. NEW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THESIS No 1 – DIGITAL TRANSFORMATION

"Only those museums whose digital strategy encompasses the entire museological canon will be 

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needs of visitors and the tasks of the museums themselves." 

It turned out that successful crisis communication only succeeded authentically when the 

conveyed content was really linked to the core tasks of collecting, preserving, researching and 

communicating. Ultimately it is about rethinking the classical museological canon. To be more 

precise – it is a question of interconnecting the departments of the museum - especially curating, 

communicating and mediating - in the future. 

THESIS No 2 – COMMUNICATION

“Without CTA (Call to Action) there is no added value in communication for the museum.” 

When the museum posts a message on social media, added value in communication only arises if, 

for example, a link is embedded that leads interested web-surfers to more detailed information. In this 

way, a web-surfer who comes across the museum’s statement by chance, would become a real user. In 

principle, these are the simple basics of content marketing. 

THESIS No 3 – RELEVANCE

“If there is no emotional approach – the audience is not interested.” 

Content is highly relevant when it engages us emotionally. Applied to the museum context, 

I would describe this as building the bridge of relevance. Nina Simone has written a book on this 

topic called The Art of Relevance, which is definitely worth reading. Relevance arises when we are 

confronted with things or facts that which we partially recognise and which are partially new to us.  

Ultimately, it is about whether the museum can convey aspects, contexts or, in general, content that 

is in any way important for the current life of the visitors. Of course, it is also a matter of preparing this 

content in a media-friendly manner and speaking the language of the potential target audience.

THESIS No 4 – VISITOR JOURNEY

“The visit becomes a hybrid journey. The curation of the museum visit has to be completely 

rethought, planned and initiated. It’s about conceptually interweaving the analog and the digital.“ 

Only through this mutual complementation does a real added value arise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useum (museum task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isitor (visitor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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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seum	visit	no	longer	begins	at	the	ticket	desk,	but	rather	on	the	couch	at	home;	and	it	

is important to additionally enable a digital visitor journey. It should always be our goal to prepare, 

accompany or follow up on a real visit to the museum - with all the digital thunderstorms. From the 

marketing perspective, it is a matter of formulating a brand promise, to create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loyalty. It is important to incite longings or interest in the target groups. And in the end 

its necessary to fully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audience.

THESIS No 5 – AN ENDLESS JOURNEY

“In the future, audience development and visitor relation management will take place 

simultaneously on four levels.”

Ultimately, it’s about identifying the different levels and touch-points between the museum and 

its potential visitors. 

•	ON	SITE	–	in	the	analog	museum.

•	 	OFF	SITE	–	outside	the	analog	museum	–	for	example	in	a	public	urban	space	or	on	the	way	to	

the museum.

•	 	ONSITE	–	when	visiting	the	museum	website	–	this	is	about	making	additional	offers	or	providing	

information that does not have to be or cannot be available in the museum itself.

•	 	ONLINE	–	in	general,	by	surfing	the	web	or	using	social	media.

These four different levels, which of course overlap should be connected to one another, if possible 

without media disruptions. Ideally, the visitor journey is designed so that the thread of information 

between the guest and the museum never breaks. Therefore, museums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customer loyalty.

Figure 2. THE NEW VISITOR JOURNEY

THESIS No 6 – THE VISITOR 1.0 IS DEAD 

“In the future, a clearer distinc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different groups of visitors in 

order to be able to make customized offers.” 

For this we need to divide the audience into groups:

•	 Visitors	

  are online & offline and are directly in the museum. You enjoy an analogue visit and possibly use 

digital offers that are built-in in a stationary manner.

•	 Users	

  are on-site and are visitors who, e.g. via BYOD use additional digital offers on the museum’s 

website to access more detailed information.

•	 Surfers	

  are off-site & online and are people outside of the museum who independently navigate freely in 

the Internet and understand and look for facts that are in a context with the museum.

•	 Followers	

	 	are	located	off-site	and	on	social	media;	they	are	outside	the	museum	and	connected	themselves	

to the museum via social media.

•	 Contributors	

  are on-site or off site or online or offline. They are people who actively and creatively interfere in 

the work of the museum and engage in an intellectual or operational exchange.

THESIS No 7 – NO BRAND WITHOUT CONTENT

“If the message sent by the museum does not pay off for its own brand, there will be no lasting 

bond between the museum and the visitor”. 

Even if the museum should not function as a business enterprise, because it primarily serves as 

a socially important place of discourse and reflection, it would be desirable in terms of perceptibility 

if the museums would follow a significantly more brand-oriented communication strategy. Because 

there is competition in the cultural sector too – for visitor’s time and attention. Therefore, the 

formulation of a clear concept, a mission and a vision is essential. On this defined basis, the branding 

and cross-media appearance of the museum is then developed. The topic of brands primarily has 

to do with strategic and content-related profiling rather than simply with marketing – because the 

museum’s brand is based on its core competency of the museum. The long-term winners will be the 

museums that implement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strategy across all departments and that 

also link the analogue and the digital with one another. That is why it is also important for museums 

to take their visitors seriously and respond to them. We live in the age of interaction, so “get people 

involved!“ This creates new approaches to new contexts – and last but not least to new target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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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way, museums have to become the transmitters of their own messages – and at the same time to 

be ready to receive the messages from the audience: This is the beginning of a productive dialogue 

with visitors, users, web-surfers, followers and contributors. That can of course quickly become 

expensive and it is certainly often beyond the skills of the traditional museum staff. This means that 

new priorities have to be set, because financial resources will not grow without limits.

MENTAL OPENESS

When we talk about strategy in museums, we should always keep in mind that it is about 

developing a holistic, museological strategy.

1.  In order to be able to begin such a process, a mental openness within the museum as an 

institution is primarily required.

2.  Through a collaborative way of working, the potential of the different skills and perspectives 

could be used productively for exhibition and program work.

3.  In a next step, the interface to the audience can be institutionalized – it is about creating a 

dialogue at eye level.

4.  Increasing knowledge of the respective needs (visitor needs) and necessities (museum tasks) 

would result in a much greater mutual understanding.

The diagram clearly shows how dialogical-discursive power can be gained from this multilayered 

overlap. Despite all the urgency and consistency that overcoming the current pandemic demands of 

us, at this point we should allow ourselves to reflect in order to develop a truly cultural and sustainable 

profile of the museum that should be configured in #TheNewNormal. This would bring us very close 

to Joseph Beuys‘ concept of the expanded concept of art. The museum would become a form of social 

sculpture to which each of us would be able to contribute.

Figure 3. THE POINT OF COMMUNICATIVE RELEVANCE

THE HYBRID WORLD NEEDS A HYBRID SZENOGRAPHY – AND MY TALKEAWAYS

If consequently pursued, all the measures we would create a type of museum that Joseph Beuys 

once described as the “place of permanent conference”. In order to be able to conduct such a constant 

dialogue, a high degree of clarity, recognizability and ultimately uniqueness is required. Again: We 

really do live in challenging times. But we should seize the opportunity to promote art and culture 

as an institutional component of a new understanding of sustainability. Digitiz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technological process. Without an overall strategy (i.e., dual-domain strategy), 

the process of digitization will not lead to a transformation in the sense of holistically understood 

sustainability, but at most will lead to a considerable waste of energy:

a) of intellectual resources

a) of human resources

b) of emotional resources

c) of the energy resources themselves

In the headline to this article, I was still talking about digital scenography. As the argumentation 

shows, however, it makes more sense to talk about hybrid scenography. After all, both worlds - analog 

and digital - must be combined in a meaningful and sensual way in the museum. Only in this way 

does a coherent concept emerge. To curate the hybrid space authentically. Traditional museums have 

taken centuries to develop authentic scenography. We should also take this aspect into account when 

developing a hybrid scenography: 

•	we	should	really	break	new	ground	

•	we	should	not	be	afraid	to	make	mistakes

•	we	should	develop	an	own	authentic	design	language	for	the	boundlessness	of	digital	space.

Dr. Matthias Henkel

Embassy of Culture

www.EMBASSY-of-CULTURE.com

TW @Henkel_Matth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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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Museum’s Response and
its Role in Digital Technology Trends

디지털 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박물관의 대응과 역할 변화

초록

박물관은 컴퓨터 기반의 정보화에 이어 인터랙티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관람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고자 하

고 있으며, 효과에 대한 인지와 대중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가속되고 있다. 특히 급속

한 기술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 19가 가져온 비대면 문화는 박물관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더

욱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박물관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함께, 이로 인해 박물관과 큐레이터의 역할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생기게 되었다. 박물관

의 역사를 보면, 박물관은 ‘박물관 혁명’과 사회적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거치며 정보 중심의 기관으로 대중

에게 다가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방문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인터랙티브 기술

이 다양해짐에 따라 박물관의 기능과 큐레이터의 역할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다. 본 발표는 정보를 표현하

고 이를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인터랙티브 기술을 바라볼 때 박물관의 맥락 속

에서 기술의 선택과 인터랙션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할 요소들에 대해 논의한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인터랙

티브 콘텐츠 설계를 위해서는 단순히 콘텐츠의 스토리만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을 포

함한 관람객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박물관과 전시의 맥락을 이해

하는 바탕 위에서 설계가 되어야 하므로 콘텐츠 개발자를 이끌어야 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

게 되었다. 이를 위해 박물관의 맥락에서 HCI(Human-Computer Interaction)가 다루는 범위와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박물관의 정보와 인터랙션하는 HII(Human-Information Interaction) 연구가 의미

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해는 박물관이 다가오는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 대응하는 방향, 박물관

과 박물관 전문가의 역할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AHN Jaehong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Professor at KAIST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Korea

Abstract

Following computer-based informatization, the museum aims to improve visitors' experiences by 

utilizing interactive digital technology, and this movement is gradually accelerating as awareness of 

the effect and public demand increase. In particular,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and the non-face-to-face culture brought about by Covid-19 are further promoting digitalization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ncluding museums. In the meantime, along with how to incorporate rapidly 

changing digital technology into museums, this led to discussions on how the roles of museums and 

curators would change.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museum, the museum has been reshaped as an 

institution that approaches the public as an information-oriented institution through the 'Museum 

Revolution' and changes in the social and technical environment. As the platforms and interactive 

technologies that can provide information to visitors have diversified, the function of museums and the 

role of curators have become more complex. This presentation discusses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of technology and interaction design in the context of the museum when looking at 

interactive technology as a medium to express information and improve visitors' experiences. To design 

interactive content based on digital technolog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plan the storytelling but also 

to consider all factors that affect the experiences of visitors, including interfaces and interactions. And 

since this should be designed based on understanding the context of museums and exhibitions, the 

role of curators in leading content developers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cope and object covered by Human-Computer Interaction (HCI) in the context of 

the museum. Furthermore, human-information interaction (HII) research, which interacts with museum 

information, will be meaningful. This understanding will show the direction in which the museum 

responds to the upcoming trend of technology, and the role of museum and museum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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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의 트렌드에 대한 박물관의 대응과 역할 변화

안재홍

서론

정보화 시대가 열리면서 박물관은 전산화가 진행되었고 점차 많은 부분에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

다. 컴퓨터와 센서의 성능이 크게 발달한 지금은 인터랙티브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관람객의 경험을 향

상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인지와 대중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었

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문화는 박물관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 유

네스코는 2020년 발간한 리포트 <Museums Around the World in the Face of COVID-19>를 통해 세계 각

국의 박물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박물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결과를 수록하였다(UNESCO 2020). 

국경 폐쇄에 따른 관광 수익 급감, 박물관 폐쇄로 인한 입장객 감소, 기부자와 후원자의 수 급감 등으로 박물

관은 타격을 받았고, 박물관 전문가들의 실직, 소장품 보안에 대한 위험 증가도 위험 요인이 되었다. 이에 대

형박물관에 의한 가상박물관, 소셜네트워크 등 디지털환경을 통한 사용자 접촉 대체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ICOM도 보고서 <Museums, museum professionals and COVID-19>를 통해 107개국 박

물관으로부터 수집된 1600개 설문조사 응답을 분석하여, 전 세계 대부분의 박물관이 폐쇄되었으며, 폐쇄 기

간 동안 많은 박물관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한 디지털 활동을 강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ICOM 2020). 

유로피아나의 워크샵과 NEMO 조사보고서(NEMO 2020)는 디지털문화유산과 디지털 참여에 대한 노력이 필

요함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급속한 기술 환경의 변화는 박물관의 디지털 전

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을 

비롯한 많은 프로젝트들을 통해 박물관이 여러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전시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이제 박물관이 최신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가

운데, 빠르게 변하는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고 이로 인해 박물관과 큐레이터의 역할이 어떻

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발표에서는, 박물관이 정보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인터랙티브 기술을 바라볼 때 기술의 선택과 인터랙션 설계에 

있어 고려해야할 요소들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박물관의 맥락 속에서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설계, 더 나아가 

박물관 정보와의 인터랙션 설계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통해 박물관이 다가오는 기술의 트렌드에 대해 대응하

는 방향,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가의 역할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의 박물관의 역할

역사 속에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인식은 바뀌어왔다. 두 차례의 박물

관 혁명으로 불리는 변화의 시기를 지나면서 박물관은 오브제 중심의 권위적인 기관에서 대중을 향한 기관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정보화 시대가 열리고 박물관의 전산화가 진행되면서 박물관은 컬랙션을 비롯한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박물관은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미국 스미소니언 아카이브의 디렉터였던 Lytle은 1981년 “The Smithsonian is information”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Lytle 1981). 이러한 인식은 인터넷과 개인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인 1980년대 초

에도 박물관의 역할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컴퓨터를 기반으

로 하는 박물관의 디지털화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

의 장점으로 인해 박물관의 정보와 이의 디지털화는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기술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랙티브 기술의 발달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넘어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면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지

식으로 내재화된다. 개인이 체험을 중심으로 한 경험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중요한 

구성주의 학습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박물관은 이미 필수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이상적 환경이다

(Jeffery-Clay 1998). 관람객의 직접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했던 핸즈-온 전시 이후, 컴퓨터와 디지털 센서 기

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인터랙티브 전시물 개발이 용이해지게 되어 많은 박물관들이 전시 내용을 보완하고 관

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박물관이 보다 폭넓게 구성주의적 환

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비공식 학습 기관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물관은 데이터와 정보를 여러 기술로 가공하고 제시함으로써 관람객의 지식 구성을 도와주는 복합 플

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큐레이터와 같은 박물관 전문가들의 역할도 확대되고 복잡해 지고 있다. 

그들은 제시하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와 활용 목적에 최적인 기술을 선택하고 콘텐츠의 기획 방향을 수립해

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와 장단점, 한계, 동향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 개발자의 역할로 생각할 수 있으나, 관람객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시 기획자와 기술 개발자의 역

할이 만나는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인터랙티브 전시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전시물 

개발자들은 기술과 방향이 결정된 후에 투입이 되고, 박물관과 전시가 가진 고유한 맥락을 온전하게 이해하

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박물관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콘텐츠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이다.

관람객 참여와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터랙티브 기술 활용

이제 박물관은 인터랙티브 전시물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학습 및 참여 측면에서 이러한 인

터랙티브 전시물의 사용은 성공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Gammon 2003). 그러나 ‘상호작용성은 관람객의 

참여와 몰입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답은 사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관람

객의 참여와 몰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참여로부터 몰입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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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과정을 이해하고 박물관의 인터랙티브 전시물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몰입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실험을 수행하고 모델을 제안했다(Brown 

and Cairns 2004; Carù and Cova 2005; Mossberg, Hanefors, and Hansen 2014; Blumenthal and 

Jensen 2019). Blumenthal과 Jensen은 관람객의 경험 설계를 위한 몰입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에서 선행 연

구에 자신들의 실험 결과 분석을 더해 그림1과 같은 모델을 제안했다(Blumenthal and Jensen 2019). 이들

은 높은 몰입 수준에 이르는 과정에 “참여 촉발(involvement triggers)”, “참여 영역(involvement words)”, “몰

입 상태(state of immersion)”의 세 단계가 있으며, 경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건에 대해 각 관람

자의 리액션(individual responses)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하였다. 몰입 상태에 이르는 참여는 현재와 

개인적 내러티브 두 가지 경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박물관에서 디지털 인터랙티브 전시물이 관람객의 참여를 촉발하고 몰입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위와 같은 몰입 과정을 이해하고, 설계에 있어 각 단계를 촉진하기 위한 요소를 설계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좋다. 디지털 인터랙티브 전시물의 경우 사용되는 기술이 무엇인가도 중요하지만, 기술과 무관하게 정

보, 사용성, 효율성 등의 요소는 개인별 응답(individual response)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각 단계를 촉진하거

나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각 기술별로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HCI의 관점에

서 검토하여야 한다(그림1). 

박물관 맥락에서의 HCI와 HII

HCI의 주요한 목표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어 사용성, 효율성을 높여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정보에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매

개하는 역할로서의 기술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효과적으

그림 1. 몰입 과정의 범주, 단계, 진행자, 그리고 HCI 설계의 영향(Blumenthal and Jensen 2019의 이미지

에 HCI 설계 부분 추가)

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HCI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박물관의 인터랙티브 시스템의 경우 주요

한 목적이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 내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의 경험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박

물관이라는 맥락이 일반적인 HCI 기반의 개발의 경우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박물관

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이 개인적 맥락(Personal context), 물리적 맥락(Physical context),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가 만나는 지점에 있다고 볼 때(J.H. Falk and Dierking 1992; J. Falk and Dierking 2000), 박물관 

맥락에서의 HCI 연구는 관람객이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영역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큐레이터

의 정보의 선택, 정보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과 이해의 정도, 다양한 관람객의 방문 동기와 이에 따른 태도 차

이, 자유 선택 학습, 여러 전시물 속에서의 경쟁, 사회적 소통(타 관람객과의 관계, 그룹 내에서의 소통 등) 등 

박물관에 특화된 요인은 관람객의 경험 설계에 있어 일반적인 HCI와 다른 고려를 요구한다(Hornecker and 

Ciolfi 2019).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람객이 몰입에 이를 수 있도록 정보,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UI/UX를 

박물관과 전시의 맥락 속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기술에 익숙해지고 기술의 사용성이 충분히 높아지게 되면 기술은 투명해진다. 매개자로서의 

기술이 충분히 투명해지게 되면 박물관의 정보와 관람객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박

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람객들이 박물관의 정보를 사용하고 상호작

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HCI 연구 뿐만 아니라 HII 연구의 필요

성을 가능하게 한다. HCI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것이라면, HII는 기술에 무관하게 다양한 형

태와 목적을 가진 사람과 정보 사이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다룬다(Marchionini 2008; Kumar and Rodrigues 

2017). 앞서 박물관 맥락에서의 HCI의 특성을 서술한 바와 같이, 박물관 정보와 관람객 간의 상호작용 특성

을 이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은 각 분야에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요구한다. 

박물관에서도 향후 데이터 중심의 운영 방안을 기획해야 할 것이며, 박물관은 인간-정보 상호작용은 물론, 

인간-데이터 상호작용 연구의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최근의 환경적인 변화는 박물관과 큐레이터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박물관에 다양한 첨단 기

술들이 도입되고 디지털 인터랙티브 전시물이 어느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관람객의 경험과 콘텐츠

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터랙션, 관람객의 참여와 몰입에 대한 근본적

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어떤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정보, 콘텐츠,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등

을 설계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은 다학제적인 영역이기에 인터랙티브 전시물의 

기획과 개발에 참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가지는 것이 성공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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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With the opening of the information age, the computerization of museums has progressed, 

and digitization is gradually taking place in many areas. Now that the performance of computers 

and sensors has developed greatly, it is actively trying to improve the experience of visitors by 

utilizing interactive digital technology, and this movement is spreading as awareness of the effect 

and public demand increase. The non-face-to-face culture brought about by COVID-19 is further 

promoting digitalization in various fields of society, including museums. UNESCO surveyed the 

impact of COVID-19 on museums and included the results in a report “Museums around the world 

on the impact of COVID-19” published in 2020(UNESCO 2020). The museum was hit by a sharp drop 

in tourism revenue, less visitors due to the closure of the museum, and a drop in the number of 

donors and sponsors, and the unemployment of museum experts, and an increased risk of collection 

security were also risk factors. Accordingly, it was reported that alternative measures for user contact 

through digital environments such as virtual museums and social networks by large museums are 

being sought. In addition, ICOM analyzed 1,600 survey responses collected from museums in 107 

countries through its report “Museums, museum professionals, and COVID-19,” stating that most 

museums around the world were closed and that many museums strengthened digital activities 

including digital communication during the closure(ICOM 2020). Europeana's workshop and NEMO 

survey report(NEMO 2020) also recommended that efforts for digital cultural heritage and digital 

participation are needed. In addition, rapid changes in the technological environment, inclu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accelerat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museums. Recently, many 

projects in Korea, including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s 2021 Smart Museum and 

Art Museum Foundation Project, have been supporting museums to introduce various latest digital 

technologies for exhibitions and services.

Now is the time to think about ways to respond to rapidly changing technologies and discuss how roles 

of the museum and curators will be changed, with various attempts to use the latest digital technology. In this 

presentation, when a museum looks at interactive technology as a medium for expressing information and 

improving visitors' experiences through it, it discusses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echnology selection and 

interaction design. In particular, through discussions on the need for interactive content design in the context of 

the museum and further interaction design with museum information,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museum's response to the trend of upcoming technology and the role of the museum and museum experts.

Changes in Museum’s Response and

its Role in Digital Technology Trends

AHN Jae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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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a museum in the digital age

As the social environment changes in history, the perception of the nature and role of the museum 

has changed. After a period of change called the two museum revolutions, the museum changed from 

an object-centered authoritative institution to an institution toward the public. With the opening of 

the information age and the computerization of museums, museums were able to effectively provide 

a lot of information, including collections, and gradually museums recognized that information played 

an important role. 

Lytle, who was the director of the Smithsonian Institute Archives, declared that "The Smithsonian 

is information." in 1981(Lytle 1981). This perception shows that even in the early 1980s, before the 

Internet and personal computers were fully distribut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in the role of 

museums was understood. The digitization of computer-based museums is still ongoing, and due 

to the advantages of digital data that can be processed on the same platform regardless of format, 

museum information and its digitization have become more important. Technology plays a role in 

representing information as a media.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technology allows users to 

understand information better while experiencing it directly beyond unilateral information delivery. 

Information is internalized into each individual's own knowledge through individual experienc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nstructivist learning paradigm in which self-directed learning that constitutes 

knowledge through experience centered on individuals is important, the museum is already an 

ideal environment with essential elements(Jeffery-Clay 1998). After the hands-on exhibition, which 

enabled visitors to experience exhibits directly, the development of computers and the digital sensor 

technology made it easier to develop digital interactive installations, allowing many museums to 

supplement the exhibition and help visitors understand.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museum to build a broader constructivist environment, making it possible 

to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strengthening the museum's role as an informal learning 

institution. 

Museums are expanding into complex platforms that help visitors organize their knowledge by 

processing and representing data and information with various technologies. As a result, the role of 

museum experts such as curators is expanding and becoming more complex. They must select the 

proper technology for the type and purpose of use of the information they want to represent and 

establish the direction of the content development. To this end, they must be able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strengths, weaknesses, limitations, and trends of the technology. This can be thought 

of as the role of a technology developer, but creating the experience of visitors should start from the 

point where the roles of the exhibition planner and the technology developer intersect. However,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projects to develop interactive installations, exhibition developers are 

put in after technology and direction are determined, and often do not fully understand the unique 

context of museums and exhibitions. This is why curators should take the lead in establishing content 

development plans.

Using interactive technology to improve visitor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Museums now frequently use digital interactive installations, and the use of these interactive 

installations is generally considered successful in terms of learning and participation(Gammon 2003). 

However, the answer to 'Does interactivity guarantees the participation and immersion of visitors?' is 

inevitably different from case to case. If so, what should be considered to maximize the participation 

and immersion of visitors in the content development process? To answer thi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process from visitors’ involvement to immersion and to understand the elements 

necessary to design the museum's interactive installations.

As for the process leading to immersion, several researchers conducted experiments and 

proposed	models	through	research(Brown	and	Cairns	2004;	Carù	and	Cova	2005;	Mossberg,	Hanefors,	

and	Hansen	2014;	Blumenthal	and	Jensen	2019).	 In	a	study	of	the	immersion	process	for	designing	

visitors' experiences, Blumenthal and Jensen added analysis of their experimental results to previous 

studies and proposed the following model in Figure 1(Blumenthal and Jensen 2019). They analyzed 

that there are three stages in the process of reaching a high level of immersion: "involvement 

triggers," "involvement words," and "state of immersion," and that each viewer's reaction affects events 

encountered in the process of experience. Moving from involvement to a state of immersion can be 

achieved in two ways: with the present and through personal life narrative. 

To allow digital interactive installations to trigger visitors' involvement and reach immersion in the 

museum, it is recommended to understand the immersion process and consider elements to promote 

each step in the design process. In the case of digital interactive installations, what technology is used is 

also important, but regardless of technology, common factors such as information, usability, efficiency, 

etc. also act as factors that promote or hinder each step by affecting individual response. How these 

factors should be designed for each technology should b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HCI(Figure 1). 

Figure 1. The effect of HCI design to the categories, stages and moderators in the immersion 
process. (The HCI design part is added to the image from Blumenthal and Jense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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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I and HII in the context of the museum

HCI's main goal is to increase usability and efficiency in operating the system so that users can 

achieve the best performance. To allow users to access information created in digital form, technology 

as a role of mediating information is required. It can also be said that HCI's role is to ensure that users 

do not have difficulty using the technology and access information effectively. In the case of the 

museum's interac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how the context of a museum may differ 

from that of general HCI-based development in that its main purpose is not to successfully accomplish 

a given task but to maximize the experience of visitors. Given that the interaction experience in the 

museum is at the point where the personal context, physical context, and social context meet(J.H. 

Falk	and	Dierking	1992;	J.	Falk	and	Dierking	2000),	HCI	research	in	the	museum	context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area in which visitors interact with the system directly and physically. Museum-

specific factors such as curator's selection of information, the degree of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differences in motivation and attitudes of various visitors, free-choice learning, 

competition in various exhibits, social communication (relationship with other visitors, communication 

within the group, etc.) require different considerations from general HCI(Hornecker and Ciolfi 2019).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is context, information, interaction, interface, and UI/UX should be 

designed in the context of the museum and exhibition so that visitors can become immersed.

When the user becomes familiar with the technology and the usability of the technology is 

sufficiently high, the technology becomes transparent. When the technology as a mediator becomes 

sufficiently transparent, it should be possible to understand the direct relationship between museum 

information and visitors. As the amount and complexity of information that a museum can provide 

increase, it may become more important for visitors to understand how to use and interact with the 

museum's information. This prospect enables the need for HCI research as well as HII research. While 

HCI deals with human-computer interactions, HII deals with 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between 

people	and	information	of	various	forms	and	purposes,	regardless	of	technology(Marchionini	2008;	

Kumar and Rodrigues 2017). As previously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HCI in the context of the 

museu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characteristics between museum information 

and visitors. Furthermore,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quires data-oriented 

thinking in each field. Museums will also have to plan data-oriented operational plans in the future, 

and museums will be an important platform for research on human-data interactions as well as 

human-information interactions. 

Conclusion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are giving museums and curators a new role. Now that various 

high-tech technologie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museum and digital interactive exhibits are 

attracting more attention than ever,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each technology as well a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interaction, visitor participation. This allows you to present the 

right direction when designing information, content, interactions, interfaces, etc., no matter what 

technology is used. Since the museum is a multidisciplinary area, it will be the basis for successful 

content development that various stakeholders participating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interactive exhibits have common understanding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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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y and Future of Digital at Asian Civilisations Museum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의 디지털 전략과 미래

초록

박물관은 전문성, 콜렉션, 스토리텔링의 공간이다. 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박물관이 특히 지식 관리, 참여형 

방문자 경험 설계, 온라인상에서 존재감 구축을 강화하고자 상기 영역을 디지털화하는 데 자원을 투입해왔

다. 그동안 박물관의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부서가 기술 혁신을 경험해온 데 반해, 전체 박물관 차원에서 보았

을 때, 디지털화를 실현하는 유기적인 사고방식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를 설명할 만

한 타당한 이유는 있다. 

역사적으로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박물관 방문자 경험은 각종 조형물의 진귀한 디테일을 면밀히 감상하거나 

전시 디자인 및 조명의 시각적 효과와 구조, 인간 문명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미학과 공예를 경이롭게 감상

할 수 있는 투어 큐레이션 등 주로 물리적이고 현장 내 방문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박물관의 스토리텔링 접

근 방식은 현재 트렌드와 미래 지향적 프레임워크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현장과 온라인 방문자 경험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근거, 목적, 바람직한 영향력 도모 등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 아시아문명박물관(Asian Civilisations Museum, ACM)이 실행해온 디지털 전략 및 성취를 공유하고자 한

다. 문화 유산 부문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부류, 열성 팬, 가족단위 관객을 비롯하여 접근성

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수 장애를 가진 핵심 온라인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ACM의 디지털 프로그램 및 새로

운 계획의 예시를 살펴볼 것이다. 본 논문은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현재진행 중인 디지털 혁신 노력에서 도

출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ACM의 전문성, 콜렉션, 스토리텔링 등으로 구성된 미래형 온라인 박물관 및 방문

자 경험을 설계하기 위해 현재와 그 이후를 모색하는 새로운 디지털 포지셔닝을 논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

을 것이다.

Ian LIU
이안 리우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디지털 홍보교류과장

Assistant Director, Digital, Marketing and Corporate Communications 

at Asian Civilisations Museum, Singapore

Abstract

Museums are places of expertise, collections, and storytelling. In the past decade, many museums 

have committed resources to the digitisation of these areas – for reasons including knowledge 

management, creating engaging visitor experiences, as well as online presence, amongst others. While 

digital content creation departments in museums have seen new horizons, a whole-of-museum digital 

mindset, where digital cuts across all teams, remains nascent with room for development. But this has 

not been without sound reason. Historically and in recent times, the visitor’s experience of a museum 

is one that is primarily physical, or onsite – drawing close to exquisite details of larger-than-life to the 

tiniest of artefacts, visual effects and framing from exhibition design and lighting, and curated tours 

that provide wonderment at the aesthetic and craft of human civilisations past and present. However, 

the approach to a museum telling its stories can and must adapt to the present landscape and to also 

future-proof itself – to one that is balanced between the onsite and online visitor experiences of the 

museum, with efforts from all departments. This paper aims to share the digital strategy and journey of 

the Asian Civilisations Museum towards achieving this end – including reasons, purpose, and desired 

impact. Examples of ACM’s digital programmes and initiatives catered for its core online audiences – 

the curious, enthusiasts, families, access and special needs, as well as communities of the cultural and 

heritage sector – will be shared. Through the review of learning points from past and on-going digital 

efforts, the paper will conclude with a new digital positioning for the Asian Civilisations Museum 

now and beyond, where the museum aims to build an online version and visitor experience of itself – 

including its expertise, collection and 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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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의 디지털 전략과 미래

이안 리우

도입

1997년에 개관한 아시아문명박물관(ACM)은 아시아 고대 유물과 장식 예술을 전시하는 명실공히 싱가포

르 최고의 기관이다. ACM은 아시아와 그 너머의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아시아 항구 도시인 싱가

포르의 렌즈를 통해 아시아 역사와 예술사를 선보인다. ACM을 구성하는 4개 갤러리는 광범위하고 다문화적

인 범아시아 주제를 통해 아시아의 상상력, 공예, 미학을 구현한다.

첫 번째 갤러리는 아시아 수출 예술 콜렉션으로 복원된 해상 무역(Maritime Trade)이다. 이 전시는 번화

한 인도양 무역과 해상 실크 루트, 그리고 이 용어가 고안되기 훨씬 이전의 세계화를 이야기한다. 두 번째는 

믿음과 신념(Faith and Belief) 갤러리로서 아시아의 믿음 체계가 육해를 거쳐 대륙 전역으로 전파해서 현지

화되었는지 그 기원의 역사를 면면을 소개한다. 세 번째 갤러리는 패션, 직물, 도자기 및 보석에 중점을 둔 재

료 및 디자인(Materials and Design)이다. 네 번째 갤러리는 동남아시아 혼혈 공동체의 물질 문화를 보여주는 

페라나칸이다. 실로 방대한 콜렉션을 소장하고 있어 자체 박물관인 ACM 페라나칸박물관(ACM’s Peranakan 

Museum)에 전시되어 있다.

ACM은 방문자로 하여금 오늘날의 유산, 전통 및 정체성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촉구하는 한편, 물리적 한

계를 넘어 다채로운 콜렉션을 선보이기 위해 획기적인 수단을 모색해왔다. 박물관 철학의 최근 동향은 ACM

이 기관, 기술 공급업체 및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새롭고 영감을 주는 방식으로 수집품을 전시하는 공동 제작 

모델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혁신 기조에 의거하여 ACM은 디지털 공간에서 다양한 목표 관객

의 요구와 행동을 충족하기 위한 여정에 착수했다.

디지털로 전환

ACM은 디지털 혁신 실현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서 단초를 얻었다.

•  왜 우리는 온라인을 원하는가? 정량화할 수 있거나 유의미한 결과를 추구하기 위해 이니셔티브 방향

을 정립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  박물관은 어디에서 온라인 존재감을 구축하기 시작해야 하며, 어떤 채널에 존재하고 참여를 유지해야 하는가?

•  우리가 온라인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예컨대 박물관은 업계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접

근 방식과 이니셔티브를 채택(또는 조정)하고 물리적 공간을 반영하거나 온라인 자체에서 새로운 경험

을 만들 계획인가?

•  어떻게 성공을 위한 명확한 책임과 검토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작업 범위를 단일 팀의 소관으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박물관 전체를 아우르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온라인 경험을 창조할 것인가?

ACM이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4가지 상호보완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브랜드’이다. 디지

털 공간은 ACM이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해서 싱가포르 외부로 확장하도록 해준다. 두 번째는 디지털이 관객

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참여 범위를 극대화하도록 비교적 달성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식과 창의성’이다. ACM이 보유한 풍부한 플랫폼 및 서비스를 바탕으로 정보 계층을 형성하고 

다양한 관객의 니즈를 수용하거나 온라인에서만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곧 네 번째 ‘혁

신’으로 이어진다. 어떤 박물관 경험이든 커뮤니티와 사회를 위한 예술, 문화, 유산의 공간으로서 접근 가능하

고 유의미한 사회적 상호 작용을 창출하는 것은 완전성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필수 조건이다. 

현재와 근미래에 걸쳐 ACM이 가시적이고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증강 현실, 가상 현실, 

확장 현실의 터치포인트 및 공간 혁신에 조응하는 맞춤 콘텐츠를 생산해야 한다. 온라인 관객 세그먼트를 설

정하는 것은 AC이 어떤 플랫폼을 취사선하고 브랜딩에 부합하는 최적의 콘텐츠 유형을 만들어야 하는가 하

는 질문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주기적으로 수정 ·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 생성되었다.

• 어린이, 부모, 학생, 교사 및 교육 부문을 포함하는 가족 및 학교

•  도락과 호기심을 갖고 문화를 향유하며 문화호기심이 많은 부류로서 주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감성

의 ‘인스타그램 세대’

•  후원자, 학계 커뮤니티, 도슨트,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보다 진지하고 학문적, 직업적인 이유로 문화

를 찾는 문화 애호가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 및 가정 지원 제공, 위험에 처한 청소년지도, 활동적인 노화 장려 등 

보살핌을 제공하는 파트너

•  문화 및 문화 유산 부문에 속한 집단으로서 예술가와 장인, 문화유산 전문가를 포함하여 박물관에 더 

가깝고 보다 광범위한 창조성 및 생활양식 부문까지 확장하는 부류

‘ACM Adventures’는 ACM이 가족 및 학교 온라인 세그먼트를 위해 주력하는 핵심 디지털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서 어린이와 부모가 어디서나 예술, 공예 및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월간 온라인 및 현장 활동이다. 분기

별 기획 프로그램인 ‘Crossing Cultures’는 공연 예술, 장인 정신, 음식 전통, 건강 실천법 등을 비롯해서 과거

와 현재를 관통하는 무형 문화유산의 또다른 측면을 통해 ACM의 콜렉션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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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으로 호기심 많은 세그먼트 그룹을 겨냥한 디지털 노력은 창의성 부문의 예술가 및 전문가와의 협

업을 통해 보다 가볍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핵심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어린이와 부모가 스

토리텔링, 공예 및 박물관 팩토이드를 체험할 수 있는 

‘ACM Adventures’의 핵심 장면

그림 2. 3월, 7월, 9월, 12월 첫째 주 주말에 분기별

로 제공되는 ‘Crossing Cultures’의 핵심 장면.

온라인 관객은 문화 공연, 무형 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ACM 콜렉션의 엄선된 오브제를 감상할 

수 있음.

그림 3. ACM의 인스타그램 스티커 

팩 콜렉션

그림 4. AC의 증강 현실 오브제 그림 5. ACM의 가상 박물관 

호스트 앨리(Allie).

2021년 6월에 출시된 이 디지털 경험은 호주, 영국 및 미국의 관객 가운데 40,000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했다. ACM은 보통 3~4개월에 동안 특별 전시용으로 기획되는 디지털 경험도 선보이고 있다. 이러한 디

지털 경험을 활용한 특별전은 전시 기간을 넘어 제2의 생명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잠재 관람객이 장소와 시

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그림 6. ACM 주얼리 갤러리에 전시된 가상 인형의 집은 챗봇이 내장되어 있어 현장 

방문이 어려운 방문객을 대상으로 5분 분량의 테마 투어를 제공함

그림 7. ACM의 특별전 ‘에도의 삶 | 교토의 러셀 웡 (Life 

in Edo | Russel Wong in Kyoto)’이 선보이는 디지털 웹 

경험은 전시 갤러리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스

토리텔링으로서 도카이도(Tokaido) 53개 역을 결과물로 

끝낼 것 여정을 삽입하여 전시 두 섹션의 정수를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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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M은 가상 인형의 집 특별 전시와 더불어 이 디지털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며, 디지털 상으로 추가 3개

월 간 전시를 연장할 계획이다.

비디오, 라이브스트리밍 및 오디오설명레코드 등과 같은 롱폼 콘텐츠에 대한 전략, 형식 및 응용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문화 애호가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커뮤니티를 위한 필수 접점이 되었다. 

2021년, 그리고 그 너머 

2021년 9월 기준, ACM만의 독창적인 디지털 콘텐츠는 2,3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년 대비 170% 증가한 수치다. 다양한 관객 세그먼트를 토대로 예술, 문화, 문화유산 콘텐츠의 소비를 보여주

는 통계에 입각하여, ACM은 아시아의 미학, 공예, 혁신을 부각하는 디지털 경험을 창출하고 아시아의 창조

적 영감의 원천으로 발돋움하는 온라인 포지셔닝을 구축하고자 더 큰 한 걸음을 나아갈 것이며 전통적 영감

이 오늘날의 공예 발전으로 관류하도록 힘쓸 것이다. 이 노력에는 ACM의 전 직원이 함께할 것이다. 디지털 

박물관을 구축하기 위해선 실제 물리적인 박물관과 동일한 수준의 콘텐츠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8. ACM이 제공하는 강연, 웨비나 및 심포

지엄의 예. 업계 리더, 학계 및 학생들이 더 폭

넓은 주제에 관해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

공함.

그림 9. 시각 장애를 가진 방문객을 위한 오디오 설명 투어가 

ACM의 Spotify 채널에서 곧 출시될 예정임

그림 10. 페라나칸 커뮤니티와 공동 제작한 비디오 시리즈로 

요리법 같이 사소한 일상이나 페라나칸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

인 이야기를 공유함.

Introduction

Opened in 1997, the Asian Civilisations Museum (ACM) is Singapore’s premier institution 

showcasing Asian antiquities and decorative art. ACM presents the history and art history of Asia 

through the lens of Singapore as a cosmopolitan Asian port city – connecting people and cultures in 

Asia and beyond. ACM celebrates Asian imagination, craft, and aesthetics through four broad, cross-

cultural, and pan-Asian themes. 

The first is Maritime Trade, told through our collection of Asian export art. Our displays tell the 

story of bustling Indian Ocean trade and maritime silk routes, and of globalisation long before the 

term was coined. The second is Faith and Belief, exploring the origins of faith and belief systems in 

Asia, their spread across the continent by land and by sea, and their localisation every step of the way. 

The third is Materials and Design, with an emphasis on fashion, textiles, ceramics, and jewellery. The 

fourth is Peranakan, which presents the material culture of mixed-race communities in Southeast Asia 

– the collection is so vast that it is presented in a museum of its own – ACM’s Peranakan Museum.

While ACM continues to engage visitors to rethink what heritage, tradition, and identity mean in 

the present day, it has also sought novel means of presenting its rich collection beyond its physical 

walls. A recent shift in its philosophy sees ACM moving towards a model of co-creation by partnering 

institutions, tech-vendors, and communities to showcase collection objects in new and inspiring ways. 

In this spirit of innovation, ACM has embarked on a journey to meet the needs and behaviours of 

various target audiences in the digital space.

Going Digital

ACM’s early steps into digital transformation were inspired by fundamental questions:

•	 	Why	do	we	want	to	be	online	–	are	there	core	reasons	to	anchor	initiatives	towards	a	quantifiable	

or meaningful outcome?

•	 	Where	should	the	museum	begin	to	establish	its	online	presence,	which	channels	should	it	exist	

on and maintain engagement with? 

Strategy and Future of Digital at Asian Civilisations Museum

Ian L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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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o	we	want	to	do	online	–	for	example,	does	the	museum	intend	to	adopt	 (or	adapt)	

approaches and initiatives based on best practices in the industry, mirror its physical spaces, or 

create a new experience of itself online?

•	 	How	can	the	work	be	done	with	clear	responsibilities	and	reviews	in	place	for	success	–	will	the	

scope of work be the remit of a single team, or will it draw from expertise across the museum to 

create experiences online? 

There are four complementary reasons for going digital at ACM. The first is brand – the digital 

space allows us to extend ACM beyond our walls and outside Singapore. The second is that digital 

presents a relatively achievable and effective way to amplify audience reach and engagement. The 

third is knowledge and creativity – the wealth of available platforms and services allows ACM to create 

layers of information to cater across different audiences, or to be presented in ways that may only 

work online. This leads to the fourth, which is innovation – as a space of art, culture, and heritage for 

communities and society, creating accessible and meaningful social interactions is mandatory for 

any museum experience to be complete. In the current landscape and foreseeable future, ACM must 

be able to adapt its content to innovations in touchpoints and spaces of augmented, virtual, and 

extended reality to remain visible and accessible.

Establishing online audience segments helped to answer the question of which platform(s) ACM 

should have a presence on and what types of content should be created, aligned to branding. The 

following segmentations (not mutually exclusive and meant to be reviewed periodically) were created:

•	 	Families	and	Schools,	which	includes	children,	parents,	students,	teachers,	and	the	education	

sector

•	 	Culturally	curious,	those	who	look	towards	culture	for	enjoyment	and	curiosity,	primarily	the	

young at heart “Instagram generation”, who are comfortable with technology

•	 	Cultural	enthusiasts,	who	 look	towards	culture	 for	more	serious,	academic,	or	professional	

reasons, including patrons, the academic community, docents, and volunteers

•	 	Special	needs	communities,	and	partners	who	care	for	them,	providing	family	support,	guiding	

youths-at-risk, and encouraging active ageing

•	 	Cultural	and	heritage	sectors,	those	closer	to	the	museum,	including	artists	and	artisans,	heritage	

professionals, and extending to the broader creative and lifestyle sector

 

Highlights of digital content for ACM’s family and schools online segment include ACM 

Adventures, a monthly online and onsite activity for children and parents to participate in art, craft, 

and movement anywhere. A quarterly programme, Crossing Cultures, was also created to explore 

ACM’s collection through the performing arts, craftsmanship, food traditions, wellness practices, and 

other aspec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past and present. 

Digital efforts for the culturally curious segment saw more light-hearted, innovative, and co-

created content with artists and professionals in the creative sector. Highlights include:

Figure 1. A key visual of ACM Adventures, 
from which children and parents can expect 
storytelling, craft, and museum factoids on the 
last Sunday of each month. 

Figure 2. A key visual of an edition of Crossing 
Cultures, which occurs quarterly, on the first 
weekend of  March,  July,  September,  and 
December. Online audiences can expect cultural 
performances, online activities that shar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connections 
with a selection of objects from ACM’s collection.

Figure 3. ACM’s Instagram sticker 
pack of objects from our collection

Figure 4. ACM’s objects in augmented reality Figure 5. ACM’s virtual 
museum host, A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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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its launch in June 2021, this digitalised experience has received over 40,000 users from 

audiences in Australia,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M has also been creating digital experiences for its special exhibitions, which typically last 

for three to four months. These digital experiences not only allow the special exhibition to have a 

second life beyond their exhibition period, but also allow potential visitors to visit whenever and from 

wherever they are.

Figure 6. A virtual dollhouse of ACM’s Jewellery Gallery, with an integrated 
chatbot that can guide visitors on five-minute thematic tours – targeted at 
those who are not able to physically visit.

Figure 7. A digital web experience of ACM's special 
exhibition Life in Edo | Russel Wong in Kyoto – this 
is a storytelling experience using highlights from 
the two sections of the exhibition, accompanied by 
a journey through the 53 Stations of the Tokaido – 
which is only available in this experience, not in the 
exhibition gallery. 

ACM will release this digital experience with a virtual dollhouse of the special exhibition – 

extending the show digitally for three additional months.

Reviewing our strategy, format, and applications of longer-form content, such as videos, live-

streaming, and audio-descriptive records, has also become an integral touchpoint for cultural 

enthusiasts and the special needs community. 

Into 2021 and beyond

In September 2021, ACM saw over 23 million unique digital content views, a 170% increase from 

the past year. With healthy statistics showing consumption of art, culture, and heritage content across 

various audience segments, ACM looks to take a bigger step, to create an online positioning as the 

home of Asian creative inspiration – by creating digital experiences that illustrate Asian aesthetics, 

craft, and innovation, highlighting traditional inspirations that continue into present-day craft. This 

effort will involve all staff at ACM – as building a digital museum requires the same content expertise 

as the physical.

Figure 8. Examples of ACM’s talks, webinars, 
and symposia – platforms for industry 
leaders, academia, and students to engage 
each other on wider topics.

Figure 9. An audio-descriptive tour for visitors with vision 
impairment, available soon on ACM’s Spotify channel.

Figure 10. A co-created video series with the Peranakan 
community to share recipes and personal stories of their 
Peranakan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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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an Experiential Exhibition in Digital Age

디지털 시대의 체험형 전시설계

초록

지난 몇 년 동안 몰입형 공연, 가상 현실(VR), 기타 신기술을 활용한 조명· 색상·그림자를 선보이는 다양한 

전시가 열리면서 전시를 상상하는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방문자가 온라인이나 비접촉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느

끼게 되면서 박물관이 디지털 기술을 전시에 적용하는 계기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박물관이 ‘뉴노멀 

시대’에서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보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대만 국립고궁박물원(National Palace Museum, NPM)은 최근 전시 기획에서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방문자 몰입도, 방문자 경험, 온라인 자원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NPM이 어떻게 데이터 디코딩과 콘텐츠 번역을 활용하여 GIS 데이터베이스, 프로젝션 매핑, 온

라인 웹사이트로 구성된 전시를 기획했는지 상술하기 위해 ‘풍경의 유적: 자이에서 조명된 역사적 지도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ical Map of CHIAYI)’를 예시로 제시한다. 방문 몰입도

를 제고하고 박물관 경험을 확장하여 양방향 참여가 가능한 대화형 모드 설계 지형도 함께 살펴본다. 

한편, 설치는 인터랙티브 전시 및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므로 콘텐츠가 최신 연구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다. 이로써 전시는 팬데믹 동안에도 발전을 거듭하면서 관객 참여로 이

루어진 상호 결과를 축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트랜스미디어 내러티브’를 창작할 때 NPM가 제공하는 다양

한 경험을 살펴보고 이것이 방문자에게 어떤 가치를 창출했는지 요약한다. 그 밖에 뉴노멀 시대에 디지털 기

술을 적용할 때 박물관이 직면할 수 있는 도전 과제도 논의한다.

Yu-Chun KAO, Shao-Chun WU
유춘 카오, 샤오춘 우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및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학예연구원

Research Assistant of National Museum of History and

Associate Researcher of National Palace Museum, Taiwan 

Abstract

For the past few years, various exhibitions with light, colours and shadow, such as immersive 

performances, VR and other new technologies have greatly changed everyone’s imagination of 

exhibitions.

Moreover, with the impact of the Covid-19 epidemic, audiences need to learn and feel through online 

or in contactless ways, which poses transfer to museums in applying digital technology to exhibitions. 

While it is also a great opportunity for museums to demonstrate the value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new normal time”.

Hence, National Palace Museum (NPM) is particularly focused on using digital technology to enhance 

immersion, visitor experience, and online resources in the recent exhibition planning.

This article takes the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ical Map of CHIAYI" as an 

example to explain how NPM used data decoding and content translation to plan out the exhibit 

composed of GIS database, projection mapping and online website. And to enhance the visit 

immersion, extend the museum experience, and even create an interactive mode of two-way 

participation.

The installation also uses the database as the basis of interactive exhibits and websites, so that the 

content can be continuously updated with the latest research, and the exhibits can continue to 

develop during the epidemic period and accumulate the interactive results of audience participation.

In the end, the article summarizes the various experiences of NPM when combining digital technology 

to create a "transmedia narrative" and what value it created for the audiences. It also explains the 

challenges that museums may encounter when applying digital technology in new norm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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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체험형 전시설계

유춘 카오, 샤오춘 우

도입

가상현실, 몰입형 프로젝션, 전시 테크닉 등의 끊임없는 기술 진화와 더불어 최근 몇 년 동안 상업용 디

지털 예술 전시가 더 많은 인기를 구가함에 따라 전시에 대한 관객의 기대와 상상력의 수준도 점점 더 높아

지고 있다. 한편, 박물관은 지난 2년 동안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객에게 더 풍성한 

전시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COVID-19에 대처해야 했다. 이러한 모든 제반 요인은 박물관이 전시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데 큰 도전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박물관으로 하여금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고궁박물원(National Palace Museum, NPM)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도 전시 관람객

이 경험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배가하고 전시와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해왔다. 예술 및 역사 박물관으로서 NPM 디지털 팀은 최근 몇 년간 ‘대중의 역사’의 자

장 안에서 박물관의 공공성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NPM이 소장한 역사적 자료의 디지

털화 작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자료가 다양한 사회 집단에 전달됨으로써 관련 연구, 해석 및 텍

스트가 공공 공간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시하도록 해준다. 이로써 관객은 박물관을 중심으로 현실접점의 문

제를 성찰하고 대중은 일상에서 '역사를 실천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궁극적으로 "모두가 자신의 역사를 쓰

는"(Wang, 2010) 소기의 목적을 점차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NPM 디지털 팀은 지난해 ‘풍경이 남긴 유적: 자이의 찬란한 역사(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전시를 위해 비대면 형식의 웅장한 규모의 프로

젝션 매핑을 설계했다. 역사적 자료는 GIS 데이터베이스로 조직화되었고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도모하고자 웹

사이트 상에서 시각적으로 전시되었다. 역사적 자료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시하였고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본 논문은 ‘풍경이 남긴 유적: 자이의 찬란한 역사(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가 프로젝션 매핑, 애니메이션 및 센서 기술을 활용하여 풍부한 결의 디지털 전시 경험을 창

출해낸 과정과 GIS 데이터베이스와 관객 참여 메커니즘을 통해 역사적 자료가 디지털화되는 법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NPM 정보기술팀이 이러한 인터랙티브 설치를 완성하기 위해 어

떻게 예술과 역사 분야의 인재, 박물관 직원 및 IT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아 학제 간 태스크포스를 구축했는

지 상술한다. 세 번째 부분은 Vermeeren과 Calvi가 개발한 박물관 경험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어

떻게 ‘풍경이 남긴 유적: 자이의 찬란한 역사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가 뉴노멀 환경에서 하이퍼 개인화 및 경험 마케팅을 달성 및 향상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여 팬데믹 

동안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고 축적된 궤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경관의 유적: 자이의 조명된 역사 지도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의 설계 및 제작에 있어 NPM의 경험과 

사후 고찰을 종합해서 요약한다. 향후 박물관이 디지털 기술을 전시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

이 상정되었다.

풍경이 남긴 유적: 자이의 찬란한 역사(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경관의 유적: 자이의 조명된 역사 지도’는 NPM 남부 지사에 소재한 자이를 조망하는 인터랙티브 설치물

이다. 지리 정보 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을 활용해서 자이 지역의 지형과 역사적 사건

을 다룬 애니메이션을 대형 자이 지형 모델에 프로젝션했다. 이 프로젝션 매핑은 관객이 다양한 시간대의 역

사적 사건을 선별해서 투영할 수 있도록 해주며 다양한 자연 경관, 신구 거주자를 비롯하여 지역 문화의 다양

성을 구현한다.

자이는 산, 바다, 평야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다채로운 자연 경관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정착민의 

터전이었다. 다양한 문화의 융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자이 사람들을 형성했다. 전시 콘텐츠는 영국, 미

국, 대만의 유수 박물관 및 기관의 관련 콜렉션에서 선별한 명판 비문, 사진 및 그래프, 지역 관보, 황실 기념

관을 토대로 기획되었다. 자이와 관련된 이러한 문화 및 역사적 데이터는 지난 100년 동안 자이의 문화 변화

를 비롯해서 인류와 환경 간의 상호 작용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시공간의 맥락에서 배치되고, 공간적

으로 통합·조직되었다. 이 설치에 응용된 주요 디지털 기술은 주로 GIS 시스템, 3D 프린팅, 4K 프로젝션, 증

강 현실, 애니메이션 및 정보 시각화 등이다. 이러한 모든 기술은 상호 작용을 위한 대형 프로젝션 매핑 테이

블에 통합되어 몰입형 효과를 창출하고 관객에게 자이의 역사 및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그림 1. 풍경이 남긴 유적: 자이의 찬란한 역사(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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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시는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연

구와 대중 피드백에 기반해서 관련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맞춤 조정한다. 이 설치는 자이 지형의 고저를 표

현하기 위해 3D 프린팅을 통합한다. 4K 프로젝션 매핑, 적외선 터치 제어 및 증강 현실을 활용하여 관객이 

작동할 수 있는 세 가지 인터랙티브 모델을 개발했다. 이 세 가지 인터랙티브 모델은 1) 자이의 공간 안에서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람과 사물 및 사건을 나타내는 스토리라인형 모델, 2) 참여자가 전통적인 역사 담론을 

벗어나 자이의 역사적 흔적을 발견하도록 도모하는 탐색형 모델, 3) 대중이 자이와 자이의 랜드마크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고 동시대 ‘자이 기억’의 태피스트리를 직조하도록 고무하는 공동 제작형 모델이 포함된다. 한

편, 이 프로젝트는 시스템 기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대중의 역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는 

홍보 캠페인도 실시했다. 

2. NPM의 교차학제 디지털 팀

‘경관의 유적 (Remains of the Landscape)’의 디지털 인터랙티브 설치물을 제작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전

문가로 구성된 팀워크가 필요하다. Stoller-Patterson과 Robson(2021)이 언급했듯이, 학제 간 팀을 구성하는 

것은 박물관이 디지털화에 적응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NPM은 역사가, 박물관 학자, 기술 엔지

니어로 구성된 교차학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다양한 출신 배경의 팀 구성원이 프로젝트의 관점을 보다 다

각도에서 조명하고자 했다. 

실제로 NPM은 지난 20년 동안 디지털화 과정에서 학제 간 협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해 왔다. NPM은 다

른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법에 비교적 익숙하다. 사내 기술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유물 연구자 집단과 협력해왔기 때문에 연구자의 생각, 맥락, 요구사항에 공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물 

연구원은 기술자의 능력과 잠재적 한계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 프로세스에서 기술자

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둘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통 프로세스가 더 원활해질 수 있다. 한편, 

박물관 직원은 대중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박물관 직원은 최전선에서 오랜 관찰을 거듭해온 결과 관객의 행

동을 이해하고 관객의 흥미를 끄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화합과 신뢰를 토대

로 NPM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프

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

영화 산업이 문화 조직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하이브리드 내러티브 생성에 대한 비유라면, 유물 및 

예술 작품은 캐릭터에 대응된다. 감상에서 생겨난 감정은 대부분 이러한 유물 간의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섬광 같은 반응에서 비롯된다. 유물 연구자는 극작가의 역할을 담당하여 드라마에 역할을 창조하고 캐릭터

로 빚은 이야기를 단어와 이미지로 조화롭게 구현하고자 노력을 기울인다. 기술자는 한층 더 강화된 전문성

을 바탕으로 촬영, 조명, 프로덕션 디자인을 담당한다. NPM에서 촬영팀은 일반적으로 감독의 개념과 시나리

오를 이미지로 변환하고 설치의 분위기와 시각적 스타일을 완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제작자는 시

장의 생리를 이해하고 촬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박물관 직원의 

지원을 받는다. 박물관 직원은 대개 프로젝트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지만 그들의 결정과 제안은 

관객 행동에서 행정 관리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품질 및 개발과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감

독은 누구인가? 각 프로젝트마다 주안점을 두는 바가 다르므로 프로젝트 목표에 따라 설치의 외관과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감독을 맡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NPM 팀은 오랫동안 함께 일해 왔으며 어떤 구

성원도 고정된 역할에 얽매이지 않는다. NPM 팀은 서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

한다.

태스크포스는 ‘풍경이 남긴 유적: 자이의 찬란한 역사(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제작에 앞서 대중의 역사 육성을 프로젝트 목표를 수립한 뒤 곧바로 브레인스토밍에 

착수했다. 본 프로젝트는 디지털 예술과 문화 부문에서의 오랜 헌신과 실험, 미래 발전을 위한 목표 및 문화 

및 역사 연구의 기반으로서 지도가 갖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GIS 지도를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입했

다. NPM 팀은 지리 및 역사 플랫폼을 구축하는 최우선 과제는 관객 각자가 속한 시공간에서 자신의 좌표를 

명확하게 연관시키도록 하는 바임을 믿는다. 지리와 공간 좌표는 관객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에 

표식을 부여해서 관객으로 하여금 기억을 반추하게 해준다. 이것은 또한 관객이 거시적 차원의 시간대에 대

한 지역적 관점에서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적 현상을 발견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이해를 바

탕으로 관객이 상황 속으로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NPM이 제공하는 전

시 기능을 활용하여 관객이 경험과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감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교육 기능은 관객

이 참여할 수 있는 자료와 방법을 제공하고 운영 경로를 안내하는 데 활용된다. 이것은 ‘한계에 도달하는’ 시

간을 단축하고 ‘누구나 쓰는 역사’의 방향성을 가속화한다.

3. 국립고궁박물원이 도입한 디지털 체험형 디자인 모델

NPM은 이 디지털 인터랙티브 설치물 제작을 위해 게임을 사용하여 Vermeeren과 Calvi(2019)가 제안한 

개념을 채택했다. 디지털 인터랙티브 설치물이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의미 창조, 놀이, 수용 가능한 노

그림 2. 현장 설치의 3가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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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만들기’라는 핵심 아이디어를 결합한다. 의미를 생성하고 지역성을 학습해서 관련 지식을 직조하는 경험

의 재미를 통해 관객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진입장벽을 낮춘다. 따라서 이 디지털 인터랙티브 설치물의 개발

은 Vermeeren과 Calvi가 제안한 4단계인 ‘유발(trigger),’ ‘개입(engage), ‘강화(consolidate)’, "공감(relate)’의 

구성을 따른다. 

유발 (Trigger)

성공적인 디지털 전시의 전제 조건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다. 디지털 전사물은 조형물이나 예술

품이 아니라 기획 단계에서부터 관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관객에게 풍부한 콘

텐츠와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물을 응시하는 흥미를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

지털 설치물이 박물관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 이러한 효과를 내는 것은 별로 어려운 과제가 아니었다. 

고요한 조형물로 가득 찬 방과 달리, 놀라운 광경과 소리는 항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

술 개입이 심화됨에 따라 기술 장치와 조형물을 병치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아 전시 작품을 바라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의 추이에 따라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NPM은 디지털 설치물의 미학과 일상적이지 않은 기이한 경험

이 청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력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경관의 유산 (Remains of the Landscape)’이 프로젝션 매핑된 3미터 높이의 지리 모델로 시선

을 사로잡는 이유다. 내무부가 공개한 수치 표고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 데이터는 3D 프린팅으

로 복원되어 자이 간척지의 가장 낮은 지점부터 대만의 3,985m 높이의 제이드 마운틴 (Mt. Jade) 봉우리까

지의 고저를 보여준다. 4K 프로젝션 매핑은 위성 이미지, 항공 사진, 등고선, 토지 이용 조건을 대만의 지형

도에 투영하여 3D 풀 컬러 애니메이션 지도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전시는 중앙기상청 API와 연동해 3D 지

도에 비·구름 등 기상 현상을 표시함으로써 관객에게 전지적 관점과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개입 (Engage) 

이 단계에는 Vermeeren과 Calvi(2019)는 관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de Valk 등이 개발한 개방형 게

임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3단계를 구축했다. 이 3단계는 초대(invitation), 탐색(exploration), 몰입(immersion)

으로 구성된다. 이 NPM 설치물은 좋은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몰입형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를 사용

하여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직접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일단 관객의 관심을 유빌하는 데 성공했다면 관객이 시간을 두고 설치물을 감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

장 중요하다. 좋은 UI 디자인의 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초·중·고등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UI 계층을 

단순화했다. 시선을 사로잡는 문구와 디자인을 배치하여 관객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

과, 관객은 디지털 기기의 작동 방법을 알아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오히려 금세 작동 방법에 

익숙해지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전시의 깜짝 요소는 프로젝션 매핑된 데스크다. 이미지 전체를 즉각

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이 전시에서 사용된 미디어 기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인풋: 데스크 전방 플랫폼 위에 관객이 작동할 수 있는 터치 콘트롤을 설치 

(2) 3개의 아웃풋 

• 전체 자이 지역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메인 데스크

• 오래된 자이 마을을 확대 프로젝션하는 작은 데스크

• (텍스트 및 이미지와 같은 조형물의 추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면 벽 프로젝션

특정 미디어 기능은 관객이 전시를 감상하고 즐기는 방법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설치물의 백미는 몰입형 스토리 경험이다. 지도 데스크 상에 제시된 역사적으로 유명한 분쟁은 해당 

분쟁이 미친 영향을 비롯해서 관객과의 공간적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한다. NPM은 관

객이 유물과 역사 유적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및 분쟁 경로와 함께 명판 비문, 그림 

및 그래프, 지역 관보, 제국 기념관 등의 문화 및 역사적 데이터를 사용했다. 관객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 초등학생 5·6학년 수준에 알맞은 대본과 텍스트를 삽입했다. 연령이나 출신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관객이 이 작품으로 표현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콘텐츠를 적절

히 가다듬었다. 오늘날의 지명은 프로젝션 지도 상에서 옅은 색상의 텍스트로 표기했다. 분쟁 당시의 옛 지명

을 그대로 표기해서 관객이 유년 시절에 전해 들었던 민담을 즉각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객과의 연

결성과 몰입감을 향상한다.

우리는 관객이 핵심 사건을 다룬 한두 편의 애니메이션을 시청한 후 인터랙티브 작업의 다른 기능인 ‘탐

색 모델’을 시도하고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탐색 모델은 GIS 지도 오버레이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관객이 새로운 질문을 품거나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시대와 항목의 좌표를 실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목표는 단순히 관객이 자이의 이야기를 보는 것 이상을 지향했다. 관객이 적극적으로 전시 운영에 참여하고 

자이의 지역성에 대한 역사와 문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NPM은 장기간 상설 

전시를 열거나 심층 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스토리라인 모델을 사용하여 탐

그림 3. 몰입형 스토리 경험은 관객의 배경 애니메이션과 분쟁 경

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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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모델에 대한 관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탐색 모델의 사전 경험은 GIS 지도 오버레이가 작동

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므로 관객이 감상을 마치고 일상 생활로 복귀한 후에도 전시 또는 현장에서 

탐색을 지속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생성한다. 사교의 형태로 여러 사람이 현장에서 GIS 지도 오버레이를 보

고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이점은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이 활용 방법을 논의하고 이

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객은 논의를 거쳐 명확하지만 아직 답변되지 않은 몇몇 질문을 식별할 수 있

었다. 예를 들어, 왜 각각의 전쟁 경로는 당시 바다 항구였지만 오늘날엔 내륙으로 이루어졌는가?

강화 (Consolidate)

Vermeeren과 Calvi(20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방문자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박물관의 다양한 활동과 관

련성을 발견한 후에, 특정 박물관, 일반 테마 또는 콜렉션과 자신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단계에서 관객과의 연결성을 구축한 다음, 대중의 참여 범위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이 강화 단계에선 관객과 

더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했다. 본 전시는 콘텐츠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타 웹 사이트

와 연결망을 구축하였고, 그 결과 관객이 전시 현장을 떠난 후에도 GIS 포인트 데이터, 기간 데이터 및 기타 관련

된 직접적 역사 자료, 이미지, 탐사 모델의 유적 등을 계속 사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관객 경험을 연장했다. 전문가

의 검수를 거친 역사적 지식은 문화역사에 대한 추가 해석과 연구에 길라잡이가 된다. 한편, 콘텐츠 관리 시스템

과 데이터베이스는 문화·역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쌓일 수록 자이를 조명하는 역사 지도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현장에서 표시가 불가능한 소규모 정착지는 확대축소 설정을 조정하여 웹사이트 

상에서 무결성으로 나타낼 수 있다. NPM은 또한 지역 내 역사 교사들과 협력하여 학생이 설치물의 문화, 역사 및 

지리 정보를 사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로써 교사, 학생, 대중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일상 속 주변의 역

사를 재구성하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리소스를 활용하여 웹사이트를 계속 최적화

하고 있다. 사용자 발전 및 개인에게 공개된 데이터베이스 개발이 향후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바, 해당 연구 결과

를 선보이고 NPM과 NPM의 소장 콜렉션을 중심으로 대중 역사를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림 4. 관객은 ‘탐색형 모델’을 통해 GIS 지도 오버레이를 사용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음

공감 (Relate)

우리가 초기에 설정한 기대효과에 따라, NPM 남부 지사는 자이를 조명하는 역사 지도에 힘입어 현지인

이 현지 추억을 수집하는 박물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지도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관점에서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NPM은 관객이 개인적 관점에서 이 공간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남기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관객은 전시를 통해 지도에 자유롭게 지명을 작성하고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감정 반응이 가장 높게 집계된 상위 10개 항목은 지속적으로 현장에 표시되었다. 투표 실시는 박물관 내부에

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는 관객이 이전에는 눈치채지 못한 많은 지점을 서로 명확히 짚어내는 흥미로운 과정

으로 변모했다. 우리는 이 지역성을 두고 관객이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경이를 금치 못했다. 이것은 박물관, 

사람들, 지역 정치인으로 하여금 과잉 관광 등과 같이 지금 당장 시급한 환경 문제로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문제를 깨닫고 해결하도록 촉구했다. 현대 자이를 함께 지도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NPM을 주변 지역과 연결

하고 관객을 NPM 전시의 주요 창작자로 적극 개입시켰다. 박물관의 역할은 지도에 대한 크라우드소싱 상으

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NPM남부 지사는 투표에서 10위를 차지함). 분명 관객은 NPM이 제공하고 기록

하는 플랫폼에서 지역성과 밀접한 연결고리를 구축했다. 사소해보이지만 치밀한 기획구성을 통해 NPM은 핵

심 및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림 5. 참여 관객은 관련 웹 사이트를 사용하여 GIS 지도 오버레이를 작동할 수 있음.

그림 6. ‘공동 창작 모델’을 통해 관객은 지도를 함께 그릴 수 있으며 투표 결과는 NPM에 게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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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디지털 기술, 역사 및 박물관학 분야에 걸친 NPM 교차학제 팀의 협력 아래 공간 정보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전시 역량을 토대로 자이의 문화와 역사를 다룬 인터랙티브 지도가 개발되었다. 지도는 GPS 데이터

베이스를 사용하여 현재 사이트 및 온라인 웹사이트의 디지털 프레젠테이션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NPM이 지역 사회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NPM을 지역성을 도모하는 공공 역사의 허브로 도약하길 희

망한다. 

현재까지 관객 피드백은 이 인터랙티브 설치물의 스토리라인 모델이 자이 지역의 주요 역사적 사건의 상

당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전시에 수반된 여정과 장소는 관객의 공간적 기억을 

일깨웠다. 관객 대다수는 자이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로 및 장소 간에 구축된 연결성이 NPM을 방문한 이후에

도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상당수의 관객이 탐색 모델에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

했던 역사적 현상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박물관 현장을 일단 벗어나면 특별한 목적이 있

지 않는 한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역사 및 지리 색인 기능을 사용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전시

와 관련된 학교 과제나 뜻밖의 요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플랫폼을 떠올리고 사용할 것이다. 다른 곳에서 

온 현지 방문자와 여행객은 역사적 사건을 공간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를 대중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을 얻는 

방법인 크라우드소싱으로 구축된 GIS 지도와 결합하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다.

관객의 박물관 경험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하려면 박물관이 웹 사이트와 플랫폼을 옹호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물리적 전시 경험의 확장, 뉴노멀 시대의 관객을 위한 하이

퍼 개인화, 경험 마케팅 및 소셜 미디어를 위한 필수 요건 충족은 소셜 미디어를 연결하고, 소셜 통화의 매력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관객이 공명하는 일상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 이것은 구축 단계에 있는 연

구 플랫폼이 하이퍼 개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대중은 개인화된 지도를 창작해서 자

신의 방식으로 역사를 쓸 수 있는 창구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대중 역사 개념에 조응할 뿐만 아니라 개인 

브랜드를 보여줌으로써 박물관과 사람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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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constant evolution of technology such as virtual reality and immersive projection and 

the exhibition techniques, and the growing popularity of commercial digital art exhibitions over 

recent years are setting a higher bar for the audience’s expectation and imagination about museum 

exhibitions. On the other hand, museums have had to deal with COVID-19 during the past two years 

by conveying messages online and contactless methods whilst continuing to enrich exhibition 

experiences for the audience. All these factors pose a great challenge to museums in applying digital 

technology to exhibitions and present a brilliant opportunity for museums to showcase the value of 

digital technology in the New Normal. 

Over the past two years, the National Palace Museum (NPM) has been exploring how to utilize 

digital technology to enhance the fun and pleasure experienced by exhibition visitors during the 

pandemic and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of interacting with exhibitions. As an art and history 

museum, the NPM’s digital team has started to think of ways to exercise the museum’s publicness 

under the influence of “public history” in recent years. The digitalization of the NPM’s historical 

materials with digital technology allows such materials to reach different social groups so that the 

research, interpretation, and texts of the NPM’s historical materials can be presented digitally at public 

venues. This helps the audience to think over the real life issues and guides the public into “practicing 

history” in day-to-day life by centering on the museum. This will gradually achieve the purpose of 

“everybody writing their own history” (Wang, 2010). 

With this objective in mind, the NPM’s digital team designed contactless and spectacular 

projection mapping for the exhibition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last year. Historical materials were organized into a GIS database and visually presented on the 

website for interacting with the audience. Historical materials were displayed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and there were opportunities for the audience to participate.

This paper starts by introducing how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utilized projection mapping, animation, and sensor technology to create a rich digital 

exhibition experience and how historical materials were digitalized into a GIS database and 

an audience participation mechanism.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describes how the NPM’s 

information technology team has built a cross-disciplinary taskforce by pulling together talents in art 

and history, museum personnel, and IT expert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nteractive installati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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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part uses the museum experience design framework developed by Vermeeren and Calvi and 

analyzes how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achieves and enhances 

hyper personalization and experience marketing in the New Normal environment and continues to 

advocate and accumulate people’s history during the pandemic. Finally, this paper synthesizes the 

NPM’s experience and an afterthought in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Some suggestions are made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digital 

technology by museums for exhibitions going forward.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ical Map of Chiayi” is an interactive installation 

about Chiayi, where the NPM’s Southern Branch is located. Based on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it projects the animation of the landform and historical events of the Chiayi area onto a large 

Chiayi terrain model. This projection mapping allows the audience to select the projection of historical 

events during different time periods and presents the variety of natural landscapes, new and old 

residents, and the diversity of the local culture. 

Chiayi has a topology of mountains, seas, and plains. This richness of the natural landscapes was 

home to settlers during different time periods. The convergence of a diversity of cultures became 

the Chiayi we are familiar with today. The contents were designed by tablet inscriptions, pictures and 

graphs, local gazettes, and imperial memorials from the relevant collections of dozens of museums 

and organizations in the UK, the USA, and Taiwan. These cultural and historical data in relation to 

Chiayi were spatially integrated and organized, placed in the context of time and space, in order to 

visually present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ity and the environment and the change of cultures 

in Chiayi over the past hundred years. The digital technologies deployed for this installation primarily 

include the GIS system, 3D printing, 4K projection, augmented reality, animation, and information 

visualization. All these technologies come together onto a large projection mapped table for 

Figure 1.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interactivity, by creating immersive effects, providing the audience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history of Chiayi and a digital exhibit which they can participate in and interact with. 

This exhibit can be installed and updated constantly. The content management system for 

new contents updates and adjusts relevant contents based on research and the public’s feedback. 

This installation integrates 3D printing for the presentation of the ups and downs of the terrains in 

Chiayi. By working with 4K projection mapping, infrared touch control, and augmented reality, three 

interactive models were developed for the audience’s operation. This includes a storyline model that 

represents	the	changing	diversity	of	people,	things,	and	events	on	this	land;	an	exploration	model	that	

welcomes participants to discover the historical trails in this space outside the traditional discourse 

of	history;	and	a	co-creation	model	that	invites	the	public	to	express	their	emotions	for	Chiayi	and	

its landmarks and to weave a tapestry of the contemporary “Chiayi memory”. Meanwhile, this project 

established a system-based website and implemented relevant promotional campaigns to advocate 

public history during the pandemic.

2. NPM’s cross-disciplinary digital team 

 The production of the digital interactive installation for “Remains of the Landscape” requires the 

teamwork of professionals from different domains. As mentioned by Stoller-Patterson and Robson 

(2021), the establishment of a cross-disciplinary team can effectively help museums to adapt to 

digitalization. On this occasion, the NPM also built a multi-disciplinary task force composed of 

historians, museum scholars, and technical engineers and hoped that different backgrounds of team 

members could enrich the perspectives of this project. 

In fact, the NPM has been accomplishing tasks with cross-disciplinary collaboration during the 

course of digitalization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NPM is relatively familiar with how to facilitat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rom professionals in different domains. The in-house technicians have 

worked with researchers in artifacts for a long time so that they can relate to the thinking, contexts, and 

requirements of these researchers. By the same token, artifact researchers know well the capabilities 

and potential limitations of technicians. This enables researchers to highlight the issues that may 

interest technicians in the research process so that the process of translation becomes smoother. In the 

meantime, museum personnel are responsible for communicating with the public. Through the long-

standing observation on the frontline, they understand the audience’s behavior and the contents that 

interest the audience. With the chemistry and trust built over a long period of time, all the members are 

able to originate and supervise this project by utilizing their expertise for a shared goal. 

If the movie industry serves as an analogy of the creation of this new type of hybrid narratives 

in cultural organizations, artifacts/artworks can be compared to characters. The feelings stirred and 

inspired from the viewing process mostly come from the sparkle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artifacts. Artifact researchers are the playwrights, who know or create the roles in drama and attempt 

to orchestrate, with words and images, the presentation of a complete story by characters. Based on 

further specialization, technicians are responsible for filming, lighting, and production design.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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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M, the filming team typically plays the pivotal role of converting the director’s concept and the 

screenplay into images and creating the atmosphere and visual style of installations. The producer 

is served by museum staffers, who know the market and understand the wrinkles, big and small, to 

smooth the filming process. Whilst museum staffers may not be those with the highest authority in 

projects, their decisions and suggestion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quality and development 

of projects, from audience behavior to administrative management. Who is the director then? Given 

the different focus of each project, different people will take charge of the look and feel of each 

installation. As previously mentioned, the NPM team has worked together for a long time and no 

member is pigeonholed. Rather, they throw ideas around and take each other’s inputs onboard.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Remains of the Landscape: An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the 

task force began brainstorming once the goal was set for public history. Based on the group’s long-

standing commitment and experiment in digital art and culture, the goal for future diffusion and the 

importance of maps as the foundation of cultural and historical research, this project quickly decided 

to anchor on GIS maps. The team believes that the top priority of constructing a geography and history 

platform is to allow the audience to clearly relate to where they are with time and space. The labeling of 

major and trivial events around them with geographic and spatial coordinates helps the audience comb 

through memories. This also helps the audience uncover the historical phenomena previously never 

thought about with local perspectives over the macro timeframe. What should be done to allow the 

audience to quickly submerge into the situation through the outcome of this understanding? We hope 

to leverage the museum’s display function so that the audience can appreciate the results they produce 

via experience and observation. The education function is utilized to provide the materials and methods 

for the audience’s participation and guide through the paths of operation. This reduces the time spent 

on “hitting the wall” and accelerates “the writing of history by everyone”.

Figure 2. 3 models of the on-site installation.

3. Digital experience design model adopted by National Palace Museum

The NPM adopted the concept proposed by Vermeeren and Calvi (2019) by using games for the 

production of this digital and interactive installation. It combines the key idea of “meaning creation, 

playing and making acceptable efforts” for digital interactive installations to capture the audience. 

With a fun experience to create meanings and to get to learn about the locality and even to create the 

knowledge about the locality, this enhances the audience’s interest in participation and lowers the 

audience’s entry barrier. Hence, the development of this digital and interactive installation follows the 

four stages proposed by Vermeeren and Calvi: “trigger”, “engage”, “consolidate”, and “relate”. 

Trigger

The prerequisite of a successful digital exhibit is to catch eyeballs. Digital exhibits are not artifacts 

or artworks and are created from the outset to serve the audience. It is necessary to attract attention 

and inspire interest to stop and look, in order to convey the rich contents and experience to the 

audience. This was rarely an issue when digital installations were first introduced to museums. In 

contrast to a full room of quiet artifacts, surprising sights and sounds always inspired curiosity. 

However, as the technological involvement intensifies, the surprising effect of juxtaposing tech 

gadgets and artifacts begins to wear off. At this junctur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what elements 

can attract the audience to stop, look and understand the displayed work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built over time, the NPM believes that aesthetics and the non-daily 

experience of digital installations are the doors to the audience’s attention. This was why “Remains of 

the Landscape” sought to catch eyeballs with a projection mapped geographic model of three meters 

in length. The DEM (digital elevation model) data opened by the Ministry of Interior was 3D printed 

to present the ups and downs from the lowest point of reclaimed land in Chiayi to the tallest peak 

of Mt. Jade at 3,985 meters in Taiwan. The 4K projection mapping creates a 3D full-color animated 

map with satellite images, aerial photos, contour lines, land utilization conditions projected onto the 

topographic map of Taiwan. The exhibit also displays weather phenomena such as rains and clouds 

on this 3D map by connecting to the Central Weather Bureau’s API, in order to provide God-like 

perspectives and fun experiences to the audience. 

Engage 

In this stage, Vermeeren and Calvi (2019) set up three steps by using the open-ended game 

framework developed by de Valk et al. to engage the audience. These three steps are invitation, 

exploration, and immersion. In this NPM’s installation, a good UI (user interface) design and the 

immersive storytelling narrative were used to engage the audience so that they can create contents. 

Once the audience has stopped their steps, the most important task is to extend the time they 

spend with the installation. A good UI design works wonders here. After discussion with elemen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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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tudents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UI hierarchy was simplified. Eye-catching words 

and designs were put in place to attract the audience to use the device. The audience did not need 

to spend a long time on figuring out how to operate it. Rather, they could quickly get a hang of it and 

receive feedback. The somewhat surprising element with this exhibit is its showcase on the projection 

mapped desk. To provide an instant full picture, the media function of this exhibit was specific: (1) one 

input	on	the	front	platform	of	the	desk	for	the	audience	to	operate	with	infrared	touch	control;	and	(2)	

three outputs, i.e., the main desk for the presentation of the whole Chiayi area, the small desk with the 

enlarged projection of the old Chiayi town, and the front wall projection (to provide supplementary 

information such as texts and images of artifacts). The specific media functions allowed the audience 

to quickly know how to watch and enjoy. 

The immersive story experience is the highlight of this installation. The presentation of familiar 

conflicts on the map desk gives a clear picture of the impact of such conflicts and the spatial relevance 

to the audience. The museum used cultural and historical data such as tablet inscriptions, pictures 

and graphs, local gazettes, and imperial memorials in conjunction with animation and conflict routes 

to deepen the audience’s understanding of artifacts and historical relics. After multiple pre-tests with 

the audience, the exhibit adopted the scripts and texts at a level appropriate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The contents in the Chinese language and English language 

were adjusted so that all the visitors of different age groups and from different places can understand 

the space signified by this work. The place names today were marked with less obvious colors on the 

projection map. Along the conflict routes were the old place names at the times of the events so that 

the audience can instantaneously relate to the folklore stories heard in their childhood. This enhances 

the sense of connectivity and immersion to the audience.

We anticipated the audience to try and activate the “exploration model”, the other function of 

the interactive task after the viewing of one or two animations about key events. This model is based 

on the GIS map overlays to allow the audience to experiment the coordinates of different eras and 

items by coming up with new questions or seeking to find answers. The purpose was more than just 

Figure 3. The immersive story experience show audiences’ 
background animation and conflict routes.

inviting the audience to look at the stories of Chiayi. It was intended for the audience to operate 

the exhibit and conduct a research 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is locality. The museum does not 

think exhibitions are suitable for long stays or in-depth research. The design concept was to use the 

storyline model to ignite the audience’s interest in the exploration model. The preliminary experience 

of the exploration model established an understanding of how GIS map overlays work so that this 

becomes a hook for the audience to continue exploration with the exhibit or on the field after 

returning home or back to the community. Another significant benefit with socializing and multiple 

people viewing and using the GIS map overlays onsite is to help the audience unfamiliar with the tool 

to discuss and understand the utilization method. The discussion allowed the audience to identify 

some obvious but not yet answered questions. For example, why did each war path through the then 

Saltwater Harbors then and today inland?

Consolidate

As pointed out by Vermeeren and Calvi (2019), “after repeatedly and consistently discovering 

relevance in the various activities of a museum, visitors may start to realize that the particular 

museum, its general theme or its collection are relevant for them.” After the connection was created 

with the audience in the engagement stage, the museum hoped to establish closer partnerships with 

the audience in the consolidation stage, in order to further promote the scope of public engagement. 

Based on the content management system and database, the exhibit linked with other exhibits and 

websites, seeking to lengthen the audience’s experience in the museum, so that they continued 

to use GIS point data, period data, and other relevant first-hand historical materials, images, and 

relics in the exploration model after leaving the museum. This historical knowledge processed by 

experts helps with further interpretation and research in culture and history. In the meantime, the 

content management system and database also allowed the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to be 

continuously updated and accumulated through the growing research findings in culture and history. 

Figure 4. Through the “exploration model”, audiences can use the GIS 
map overlays and come out questions by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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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aller settlements not markable onsite can be shown in integrity on the website by adjusting the 

zoom setting. The museum also plans to work with history teachers in the local area to guide students 

into using the cultural, historical, and geographic information of the installation and the website. 

Teachers, students, and the public are encouraged to use digital tools to assist in the weaving of histories 

around them. We also continue to optimize the website by using the abovementioned resources. The 

database open to users’ deployment and individuals is scheduled for the next stage, to showcase the 

research results and gradually realize public history focusing on the museum and its collection. 

Relate

In line with our earliest expectation, the illuminated history map of Chiayi announced the NPM’s 

Southern Branch as the museum for the locals by collecting local memories. This map reflects the 

plotter’s social contexts and time period backgrounds. The museum hopes the audience to leave 

behind their own memory about this space from personal angles. Therefore, the exhibit allowed 

the audience to freely create place names on the map and express emotions such as thumbs up, 

crying, sadness, and happiness. The top ten items with the highest emotional responses were shown 

constantly onsite. The voting was not limited to inside the museum. This became an interesting 

process, with the audience pinpointing for each other many spots previously unnoticed. We were 

surprised to find the diversity of emotions about this locality. This prompted the museum, the 

people, or even local politicians to realize and resolve less obviou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over-

tourism. The action of co-plotting the map for contemporary Chiayi connected the museum with the 

surrounding areas and brought the audience to become the main creator of the museum’s exhibition.  

The role of museums does not look particularly important in crowdsourcing for maps (with the NPM’s 

Southern Branch ranking the 10th in the votes). Apparently, the audience became closely connected 

with the locality, all on the platform provided and record by the NPM. In an unassuming arrangement, 

the NPM accomplished the core and original purpose.

Figure 5. Participators can also use the website to operate the GIS map overlays.

4. Conclusions

Under the cooperation of the NPM’s cross-disciplinary team in digital technology, history, and 

museology, an interactive map on the culture and history of Chiayi was developed with spatial 

information and on the foundation of exhibitions with digital technology. The map displayed the 

digital presentation of current sites and online websites by using the GPS database. Hopefully, this 

brings the NPM closer to community residents and makes the NPM the hub of the public history for 

the locality.

The audience’s feedback to date indicates that the storyline model of this interactive installation 

established an effective understanding of the key events in the Chiayi area for most of them. The 

accompanying routes and spots awoke their spatial memories. The majority of the audience believes 

that the connection of stories of the Chiayi people with routes and spots can effectively remind them 

of relevant contents after they left the NPM. Many of them indicated that they uncovered the historical 

phenomena previously never thought about from the exploration model. That said, most of them 

did not think they would want to use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 indexing function on the website 

once they were out of the museum, unless there were special purposes. In case of relevant school 

assignments or ad-hoc needs, they would think of this platform and use it. Local visitors and tourists 

from other places thought it was interesting and inspiring to examine historical events with a spatial 

perspective and combine it with the crowdsourced plotting of GIS maps. 

Nonetheless, more supporting measures are needed for the museum to advocate its website and 

platform, in order to better extend the audience’s museum experience. For example, the extension of 

the successful experience in physical exhibitions, hyper personalization for the audience in the New 

Normal, experience marketing, and social media requirements can link social media, enhance the 

attraction mechanism of the social currency and create the experience for the audience to do things 

and show off. This opens up more possibilities of hyper personalization for the research platform 

under construction and leads to the liberty of creating personal maps so that people can write 

histories in their own way. It not only responds to the concept of public history but also enhances the 

link between the museum and people through showing their personal brands.

Figure 6. Through the “co-create model”, audiences can draw the map together and the voting results will show at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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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 실감형전시 유형과 특징

초록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된 이래, 실감콘텐츠는 5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소비자가 가장 쉽고, 재미있

게 즐길 수 있는 핵심서비스이자 대규모 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다. 그간 국립민속

박물관(이하 민박)에서는 상설1관(2018년 개편)과 특별전 전시공간에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실감콘텐츠를 전시에 응용하기도 하였지만, 실감콘텐츠 전용 체험전시관

은 정부 차원의 실감콘텐츠 육성 전략(「콘텐츠산업 3대혁신전략」, ‘19. 9. 17.)에 의해 2020년 상설2관 한옥 

공간과 기획전시실2에 처음으로 조성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민박 실감형 전시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박물관에서 실감형 콘텐츠 전시의 고민과 의미를 되돌아보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JUNG Yonhak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Curator a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bstract

Since the commercialization of 5G network technology, immersive content has become all the rage as 

a core service that consumers can benefit from in the easiest and most enjoyable way possible within 

a 5G environment and as a promising industry with the potential to foster a large new market. At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hereinafter “NFMK”), Permanent Exhibition Hall 1 (reopened in 2018) 

and special exhibition halls were previously used to display immersive content (e.g., interactive media) 

to enhance the immersion experienced by visitors through the stimulation of the five senses. Then, in 

2020, following the Korean government’s immersive content promotion strategy (as stated in Three 

Innovation Strategies for the Content Industry issued on Sept. 17, 2019), NFMK created the hanok 

(traditional Korean housing) section of Permanent Exhibition Hall 2, as well as Special Exhibition Hall 2, 

as its first dedicated immersive experience exhibition halls. This presentation aims to examine the types 

and features of NFMK’s immersive exhibitions while exploring issues and the meanings surrounding 

immersive museum exhib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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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상설전시관 실감형전시 유형과 특징

정연학

1. 박물관에서 실감형 콘텐츠 전시란 무엇일까?

실감형 콘텐츠 개념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생소한 용어이나,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의 「TTA정보통신용어사전」에는 “현실 세계를 가장 비슷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콘텐츠. 시

각, 청각, 촉각 같은 인간의 오감과 개인의 경험이나 사전 지식, 나아가 느낌(feeling)이나 감성(sensibility)까

지 자극하여 사용자에게 실감(reality)을 전달할 수 있는 다차원 콘텐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두산백과」에

서는 ‘인간의 오감을 극대화하여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콘텐츠로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

으로 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오감 미디어 등이 대표적인 실감형 콘텐츠의 예로 보고 있다. 또한 실

감형 콘텐츠가 게임과 영화를 넘어 교육·의료·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여겼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과의 「2020 국립문화시설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 및 공공향유

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서는 실감콘텐츠를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기반한 

융합 콘텐츠’로 정의하고, 그 예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고해상도영상, 홀로그램, 외벽

영상(미디어파사드) 등을 들었다. 

위와 같은 개념을 박물관 전시에 적용하면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감형 콘텐츠를 전시로 구현하

여 관람객에게 몰입감과 현장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에도 불

구하고 민박 전시에서 합당한 실감형 콘텐츠란 무엇이고, 그 주제는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현 방식과 

스토리텔링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등 현재도 고민이 진행 중이다. 중앙박물관(이하 중박)처럼 화려한 

유물 중심의 실감형 콘텐츠 전시를 민박에서 답습하거나 진행하는 것은 민박 정체성에도 부합되지 않고, 가

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 실감형 콘텐츠 기술도 그간 별도의 전시공간과 인력 확보의 어

려움, 실효성 등을 들어 민박 전시에 주저한 것이 사실이다. 

가령, AR 콘텐츠 개발은 시간·비용대비 전시 효과, 관람객 호응도 낮다. 개인 모바일 기반 기술이며, 관람

객이 애플리케이션(App)을 내려 받도록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유물이 전시된 공간에서 AR 기술 활

용은 전시 집중에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AR 실감 콘텐츠는 독립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VR 콘

텐츠는 관람객 만족도 높지만, 관리운영에 별도 인력과 장비 비치 등 관련 공간 시설이 필요하다. 또한 한정

된 관람객과 체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민박이 고고학, 역사학 중심의 박물관과 달리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민속, 무형유산 관련 수많은 아카이브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하나의 주제라고 하더라도 아카이브자료와 유물을 결합한 다양한 소재

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민박에서 실감형 콘텐츠 전시를 하는 목적으로 몇 가지를 든다. 첫째, 민박의 특화된 민속 문화 콘텐츠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관람객에게 몰입감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둘째, 실감형 전시기법 도입으로 민속 현

장감 증진 및 시간·공간 맥락 전달과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넷째, 관람객 참여 및 소통하는 전시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다. 결국, 실감형 콘텐츠 전시의 중요 키워드로 몰입감, 현장감, 소통 등을 들 수 있다. 

2. 민박 실감형 콘텐츠 유형과 특징

민박은 2020년 문체부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앞선 수 년 전부터 각종 전시에 첨단 미디어 기

법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작한 바 있으며, 2018년 개편한 상설1전시관 ‘한국인의 하루’에

서도 프로젝션 맵핑 영상, 반응형 체험 전시 등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문체부의 실감콘텐츠 체험관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중박처럼 ‘디지털실감영상관’1을 별도로 조성하지 못하고, 기존 전시공간인 상설2관 한옥 

공간과 기획전시실2 공간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민박의 전시공간이 협소하여 실감콘텐츠를 위한 전문적인 

체험관을 조성할 수 없었으며, 또한 오래된 기존 전시공간의 낮은 높이와 많은 기둥은 실감형 콘텐츠 전시관 

조성에 저해요소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둥과 기둥사이에 가벽을 세

우는 등 여러 보강을 하였지만, 체험관 조성에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

민박의 실감형 콘텐츠 유형은 주로 인터랙티브 미디어와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하고 있으며, 부분적이나 

가상현실(VR)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

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수의 관람객만 혜택을 보고 가상현실(VR)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박의 가상현실 실감형 콘텐츠가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있고, 만족도도 

다른 실감콘텐츠 보다도 높다는 중박 담당자의 평가에 근거해볼 때 민박에서도 시도해볼만한 콘텐츠라고 생

각이 든다.

1) ‘한옥의 풍경과 삶’(상설2관) 

상설2관 마지막 부분의 한옥 공간은 실제 양동마을의 한옥을 이용하여 조성한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공

간 등 한옥 공간적 특징과 생활상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옥의 풍경과 삶’은 관람객이 실제 한옥에 들

1  보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실감영상관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전 세계 유수의 박물관이 디지털 박물관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박물관 상설전시공간에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을 본격적으로 조성한 국내 첫 번째 사례로서 박물관 전시·관람의 새로운 지평

을 여는 첫발을 내디뎠다”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중박 디지털 실감 영상관은 총 3개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관은 ‘왕의 행차, 백성과 함께 

하다’, ‘금강산에 오르다’, ‘영혼의 여정, 아득한 윤회의 길을 걷다’, ‘신선들의 잔치’, ‘꿈을 담은 서재, 책가도’ 등 5종이 시간대별로 선보이고 

있다. 2관은 ‘태평한 하루 속으로’, ‘풍속도 속으로’, ‘보존과학실’, ‘감은사 동서삼층석탑 사리장엄구’, ‘청자에 담긴 세상’ 등 6종이, 3관은 고

구려 벽화를 재현한 ‘돌벽 위에서 만난 고구려’ 실감형 전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중박 실감 영상관의 특징은 콘텐츠의 성격과 공간 특

성을 고려하여 프로젝션 맵핑,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미디어 아트, 고해상도 기술 등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이태희, 『실감콘텐츠 체

험관 안내』, 국립중앙박물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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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온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소장품 전시와 실감형 영상 콘텐츠를 융합하여 보여주고 있다.

‘한옥의 풍경과 삶’ 실감형 콘텐츠 전시는 크게 사계절에 따른 양동마을의 변화상과 한옥 내부의 생활모

습을 프로젝션 맵핑, 3D 그래픽, 홀로그램, 지향성 스피커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한옥을 매개로 한국적 이미

지와 사계가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하였다. 특히, 관람객에게 시각과 청각에 집중하는 몰입형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사랑채 툇마루와 안채의 마루에 앉아 양동마을의 사계절 변화 모습 관람은 관람객에게 현장감

은 물론 평안함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정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옥 내부는 사랑채에서 봄에 입춘첩

을 짓고 겨울에 책을 읽는 선비의 모습을, 안채에서는 겨울철 다듬이질을 하는 부녀자의 모습을 홀로그램으

로 표현하였다. 그밖에 마당을 쓸고, 고추를 말리고 장독을 관리하는 식솔들의 생활모습과 연못의 물고기, 사

계절에 따른 담장 밖 식물의 변화 모습을 구현하여 한옥에 살았던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

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콘텐츠 개발

2020

실감형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신비한 마법의 방’(찾아가는 어린이박물관)
•‘시장과 유랑예인’ 실감형 영상(기획2)

AR,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한국인의 사계
실감형 전시관 조성

•‘한옥의 풍경과 삶’(상설2관)
•‘세시와 절기(경직도)’
•‘한국의 사계’(상설2관) 

프로젝션 맵핑, AR

인터렉티브 미디어월 제작
• 박물관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인터렉티브 미디어(파주관)
인터랙티브 미디어

상설1관 영상콘텐츠 개발
•‘부엌’ 계절식 만들기(상설1관)
•‘야행 골목’(상설1관)

인터랙티브 미디어

2021

‘부산’특별전 콘텐츠제작 •동래야류, 수영야류 탈춤(기획전시실1) AR

상설3관 실감콘텐츠 제작 •‘한국인의 일생’ 주제 관련(상설3관)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기획전 ‘역병’
인터랙티브 체험

•‘역병과 일상 속 우리’(기획전시실1)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실감형 전시 콘텐츠 제작 •‘호랑이’(기획전시실2)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션 맵핑

표 1. 실감형 콘텐츠 전시현황(2020~2021) 

2) ‘시장과 유랑예인’(기획전시실2) 

중박의 ‘디지털 실감 영상관’ 등이 연이어 개관함에 따라 민박의 정체성에 맞는 전시 방향을 새롭게 설정

할 필요가 있었다. 기본 방향은 ①유물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지양, ②‘사람’과 ‘행위’를 볼 수 있는 실감형 영

상 제작, ③민속 현장(집, 마을, 시장)과 맥락(공간, 사회적 맥락) 복원으로 유물 전시 한계 극복 및 생활상 재

현, ④일회성 영상 제작, 활용이 아닌 자료 축적 및 One Source Multi Use 지향 등으로 삼았다. 

‘시장과 유랑예인’은 위의 사항과 상설전시관에 미전시 분야인 ‘민속연희’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가

운데 20세기 초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남사당패와 솟대쟁이패 등 유랑예인의 연희를 소개하였다. 풍물

놀이, 솟대타기, 버나접시돌리기, 어름줄타기, 덧뵈기탈놀음, 꼭두각시놀음인형극 등의 연희가 실사 촬영, 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연출기법의 영상으로 재현하여 20세기 초 시장에서 펼쳐지는 놀이판으로 관람객이 당

시의 시장에 온 것과 같은 현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따라서 전시공간을 4면 벽과 중

앙 벽(앞뒷면), 총 6면에 프로젝션 맵핑 영상을 투영하였다. 특히 중앙 벽면은 앞에서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연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뒷면에서는 현장에서 보기 어려운 무대 뒷모습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여, 평소 볼 

수 없는 장면까지 실감 나게 볼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이 영상에는 연희 모습은 물론 연희패의 재치가 

넘치는 재담까지 화면에 담고 있어, 유랑예인의 연희를 마치 실제처럼 체험하게 하였다. 더불어 전시관 내에 

별도로 마련된 ‘꼭두각시놀음 인형’ 유물도 함께 관람하며, 민속연희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그림 1. ‘한옥의 풍경과 삶’ 실감형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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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영상 주제 영상 내용 장면 연출 연출기법

1 시장 전경
장이 들어서고, 상인들은 봇짐을 나
르고 좌판과 마을 사람들이 정신없이 
전시실 사방을 메우며 펼쳐진다.

사진자료
프로젝션 맵핑

2
풍물놀이
(오무동)

풍물놀이패가 시장 속으로 걸어 들어
오며 놀이의 시작을 알린다. 시장터가 
놀이마당으로 변하고 무동들이 춤추
고 중앙 벽에서는 오무동이 펼쳐진다. 
오무동이 펼쳐지는 중앙 벽 앞면에서
는 오무동의 앞모습을, 뒷 벽면에서는 
오무동의 뒷모습을 볼 수 있다.

크로마키
프로젝션 맵핑

3
풍물놀이
(12발 채상)

벅구잡이와 무동들이 사라지고 다시 
마을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뀐다. 중앙 
벽면에서 12발 길이의 상모를 쓴 연
희자가 상모를 돌리며 화려한 재주를 
보이면, 사방 벽면의 마을 사람들 사
이로 기다란 상모가 휩쓸고 지나간다.

크로마키
프로젝션 맵핑

4 버나

여러 명의 버나 연희자가 등장하여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버나 돌리기 
재주를 보인다. 각 벽면의 연희자들
은 다른 벽면의 연희자들과 버나를 
주고받는 재주를 펼친다.

크로마키
프로젝션 맵핑

5
살판,
솟대타기,
죽방울놀이

살판쇠가 화려하게 등장하여 위험한 
재주를 선보이고 솟대쟁이패가 함께 
연희를 벌인다.
솟대가 높이 세워지고 솟대 위 기예
를 펼치는 솟대쟁이의 모습과 죽방울
을 던지며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끄
는 죽방울놀이 공연이 펼쳐진다.

사진자료
2D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프로젝션 맵핑

6
어름
(줄타기)

어름산이의 화려한 줄타기 묘기가 중
앙 벽면에 펼쳐지고, 줄을 타는 어름산
이의 시선에 따라 사방 벽면의 관객들 
모습이 위아래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

사진자료
2D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프로젝션 맵핑

7 꼭두각시

커다란 천이 나타나 공간을 뒤덮으며 
밤으로 화면이 전환된다. 사방이 분
간 안 될 정도로 어두운 가운데 꼭두
각시놀음 ‘상여거리’가 시작된다.
대잡이와 산받이의 재담이 벽면 곳곳
에 자막으로 보이고, 중앙 벽 앞면에
는 인형극의 무대가, 뒷면에는 무대 
뒤에서 인형을 움직이는 연희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실사촬영
크로마키
프로젝션 맵핑

8 덧뵈기

12개 덧뵈기 탈이 커다랗게 차례로 
벽면에 채워진다. 장단이 시작되면 
탈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며 공간을 
부유하고 양반탈과 말뚝이 탈이 중앙 
벽 화면 앞으로 튀어나오듯 확대된
다. 탈은 말뚝이와 양반탈의 연희자
로 바뀌어 재담을 주고받고, 대사가 
큼직큼직하게 벽면에 나타난다.

3D 애니메이션
모션캡처 
프로젝션 맵핑

기획전시실2에 조성한 실감형전시는 박물관 내 독립공간을 활용한 전시관이다. 그러나 전시실 내 기둥과 

낮은 천장은 실감형 전시관으로는 부적합하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벽면을 설치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전

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영화관 영상에 익숙한 관람객은 고정된 자리에서 영상을 관람하고, 영상실 

가운데 벽면을 주로 관람하여 애초의 기획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상이 마치면 꼭두각시 인형 유물

을 관람하도록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것은 민박만의 차별화된 전략이었으나, 영상을 마치기 전에 나간 관람

객은 유물 전시 실체도 알지 못하였다.

시장과 유랑예인은 실제 연희 영상과 3D 인물을 맵핑을 통해 실감형 전시를 꾸몄고, 실감형 전시가 끝나

면 여러 연희 장면을 터치를 통한 인터렉티브 영상이 구현되도록 하였다. 보는 것 이외에 체험 요소를 가마한 

것인데, 어린 관람객들에게는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3D의 부자연스러움이 전체 영상과 부조화를 이

룬 점은 아쉽다. 

순
서

영상 주제 영상 내용 장면 연출 연출기법

9
난장
(뒷풀이)

암전되어 있던 벽면으로 모든 등장인
물이 춤을 추며 걸어 나온다. 광대들
은 저마다 가장 자신 있는 기예를 뽐
내고 마을 사람들도 함께 덩실덩실 
다 함께 춤을 춘다.

사진자료
2D, 3D
애니메이션
모션그래픽
크로마키
프로젝션 맵핑

10 대기 영상

꼭두각시놀음 인형 유물이 전시된 공
간으로 유도하는 안내 문구와 함께 
유도선이 나타난다. 이때 다음 영상
이 다시 재생되기까지의 대기시간이 
원형으로 표시된다.

프로젝션 맵핑

표 2. ‘시장과 유랑예인’ 영상 시나리오 

그림 2. 전시 포켓 공간 그림 3. 외부 출입구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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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박 정체성에 부합되는 실감형 전시 구현 

2021년 현재, 상설3관 ‘한국인의 일생’ 과 기획전시실2에서 ‘우리 호랑이’ 실감형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실감형 콘텐츠 전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몰입감과 현장감, 환상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박의 실감형 

콘텐츠의 방향과 활용에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실감형 콘텐츠의 방향은 첫째, 민박 특성에 맞는 실감 

그림 4. ‘시장과 유랑예인’ 실감형 전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민박의 소장 영상 등 아카이브자료를 실감 콘텐츠로 적극 활용하고, 시각화된 

영상 기술을 통해 관람객이 적극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시장 유물과 연계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과도한 실감 콘텐츠는 오히려 유물의 

관심을 낮추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물에 대한 환기 및 인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충실한 해석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감과 환상이다. 실감 콘텐츠를 통해 가볼 수 없는 공간,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가깝게 체험할수

록 관람객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 몰입형 실감형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상적인 체험에 있다

고 본다. 조금 부정확한 정보이더라도 관람객은 즐겁게 체험할 수도 있다.

넷째, 관람객 참여의 개인화된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감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즉, 관람객 참여, 공유, 

소통으로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람객(내 것)이 콘텐츠(스토

리)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이다. 상설3관 ‘한국인의 일생’은 관람객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주제이기에 

시도해볼만 하다.

실감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간을 조성하여 실감 콘텐츠를 단독으로 구현하여야만 

한다. 전시 보조물이 아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독립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것은 향후 다른 전

시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고, 민박 확대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람객

은 기존과 다른 색다른 전시 경험이 가능하고, 전시 관람만이 목적이 아닌 휴게 공간으로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실재로 공간을 분리해 실감 콘텐츠를 구현했을 때 관람객의 관심과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실감형 콘텐츠 전시도 목적과 주제와 내용,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연출방법도 고려해야 한

다. 또한 스토리 구조의 완성도가 실감형 콘텐츠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콘텐

츠의 자율성, 변형과 창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명확히 정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실감 회사들

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제안 내용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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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Is an Immersive Exhibition in a Museum Context? 

Immersive content is largely an unfamiliar concept in Korea, a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the 

term is not listed in th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publish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Against this backdrop, the TTA IT Dictionary created by the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of Korea (TTA) defines it as “content that seeks to emulate the real world in 

the closest possible way, that is, multidimensional content that delivers a sense of reality to the user 

by stimulating the five senses of the human body (including sight, hearing, and touch), memories 

of personal experience, prior knowledge, and/or even feelings and sensibility. Similarly, Doosan 

Encyclopedia deems ICT-based next-generation content (e.g., virtual reality (VR), augmented reality 

(AR), holograms, and multi-sensory media) that provides realistic experiences by maximizing the use 

of the five senses as representative immersive content. The dictionary also predicts that immersive 

content will transcend the realms of video games and movies and be applied and developed in 

diverse area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and the automobile industry. Finally, the ”2020 Initiative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Immersive Experience Halls at National Cultural Facilities and the 

Production of Publicly Enjoyable Content,“ a public support project implemented by the Cultural 

Industry Policy Division a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ereinafter ”MCST“), defines 

immersive content as convergence content based on technologies that enhance immersion through 

the stimulation of the five senses, while citing VR, AR, mixed reality (MR), high resolution videos, 

holograms, and media façades as key examples.

If we apply the aforementioned definitions to an immersive museum exhibition, it can be defined 

as an “exhibition of ICT-based immersive content aimed at providing visitors with a sense of immersion 

and presence.” However, despite this broad definition, the jury is still out on diverse issues, including 

what immersive content is appropriate for NFMK, what themes should be chosen for inclusion, how 

immersive content should be implemented, and how storytelling should be structured. In this regard, 

immersive content that focuses on elaborate artifacts, as is the case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ereinafter “NMK”), does not suit the museum identity of NFMK. Similarly, in the past, NFMK had been 

hesitant to employ immersive technologies (e.g., VR, AR, and MR) due to a lack of dedicated exhibition 

spaces, manpower, and effectiveness. 

For instance, developing AR content takes considerable time and investment, yet provides 

relatively few benefits to the exhibition and elicits little enthusiasm from visitors. Since such 

technology is based on the use of personal mobile devices, the museum must confront the challenge 

Types and Features of Immersive Exhibitions a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s Permanent Exhibition Gallery

JUNG Yonhak

of inducing visitors to download the relevant AR app. Moreover, the utilization of AR technologies 

in an exhibition space filled with artifacts may impede visitor concentration. As such, AR-based 

immersive content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space within an exhibition. As for VR 

content, although popular among visitors, it still requires dedicated personnel, equipment, space, and 

facility designation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Moreover, due to these constraints, only a limited 

number of visitors can enjoy the VR experience. 

What differentiates NFMK from archaeological and historical museums is that it has accumulated 

a vast collection of archived materials related to folk customs and intangible heritage. Another of its 

strengths is that, for any given theme, the museum is able to produce diverse immersive content that 

combines archived materials and physical artifacts, a fact that will no doubt be duly noted for the future.

There are three purposes behind NFMK’s immersive exhibitions. First, NFMK seeks to enhance 

the immersion of visitors by combining folk culture content with digital technology. Second, it 

aims to amplify a sense of presence, provide time and spatial context, and promote understanding 

by introducing immersive exhibitions. Third, it seeks to provide visitors with new opportunities 

for cultural enjoyment based on the utilization of digital technology. Fourth, it aims to create an 

exhibition experience based on visitor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In the final analysis, the three 

keywords associated with immersive content are immersion, a sense of presence, and communication.  

2. Types and Features of Immersive Exhibitions at the NFMK

Years before MCST launched a support initiative to promote immersive content in 2020, NFMK 

had proactively utilized in its exhibitions immersive content that featured the latest media techniques. 

When Permanent Exhibition Hall 1 was reopened in 2018 for the new exhibition “Korean Traditional 

Daily Life,” projection mapping video, interactive exhibitions, and other types of immersive content were 

attempted. However, even after the launch of the aforementioned MCST initiative in 2020, as opposed to 

NMK’s Immersive Digital Gallery1, NFMK decided against establishing a new dedicated immersive gallery 

1  ‘Tae-hui Lee, Guide to Immersive Digital Galleries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2021). One media article highly praised 

NMK’s Immersive Digital Gallery as follows: “Amid the ongoing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was 

established as part of the trend of transitioning to digital exhibition spaces among major global museums. The first example 

in Korea of an immersive experience space created in earnest within the permanent exhibition space of a museum, the Gallery 

is the first step toward a new horizon in museum exhibition and appreciation.”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consists of three 

sub-galleries, each showing different programs depending on the time of day. Gallery 1 presents five programs, namely “Royal 

Procession with the People,” “Climbing Mt. Geumgang,” “Journey of the Soul: Walking Through the Eternal Cycle of Birth, Death, 

and Rebirth,” “Banquet of Taoist Immortals,” and “Reflecting the Ideals of the Joseon Literati: Chaekgado, Scholar’s Accoutrement.” 

Gallery 2 presents three programs, which are “Into the Day of Supreme Peace: The City of Supreme Peace,” “Into Genre Paintings,” 

“Conservation Center VR,” “Reliquaries from Gameunsa Temple VR,” and “World Contained in Celadon VR.” Gallery 3 offers 

“Encountering Goguryeo through Images on Stone Walls,” an immersive exhibition that displays the reproduction of Goguryeo 

murals. One important aspect of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is that diverse technologies (e.g., projection mapping, VR, AR, media 

art, and high resolution video) were used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tent and exhibi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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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stead chose to utilize existing exhibition spaces (i.e., the hanok section of Permanent Exhibition 

Hall 2 and Special Exhibition Hall 2) for the same purpose. Creating a brand new exhibition hall for 

immersive content was impossible because of NFMK’s spatial constraints, so the museum had to make 

do with the existing exhibition spaces. However, the low ceilings and numerous columns within these 

aged spaces became an obstacle to creating immersive exhibition halls. Even though several measures 

(e.g., the building of temporary walls) were taken to make up for the aforementioned shortcomings, we 

have to admit that these stopgap measures have produced limited effects. 

To implement immersive content at NFMK, interactive media and projection mapping were 

used as a mainstay, whereas VR was only partially utilized. The museum has never created its own VR 

Year Project Title Overview Content Type

2020

The Production and 
Installation of Immersive 
Exhibition Content

•		“The	Room	of	Mysterious	Magic”
   (Children’s Museum on the Go)
•			“Market	and	Traveling	Entertainers”
   immersive video (Special Exhibition Hall 2)

AR, interactive media, 
projection mapping

The Establishment of 
“Four Seasons of Korea“ 
immersive exhibition hall

•		“Seasonal	Landscape	and	Life	in	Hanok”
   (Permanent Exhibition Hall 2)
•		“Seasons	and	Solar	Terms	(Paintings	of
   Agriculture and Sericulture Activities)”
•		“Four	Seasons	of	Korea”	
   (Permanent Exhibition Hall 2)   

Projection mapping,
AR

The Production of 
Interactive Media Walls

•		Interactive	media	based	on	NFMK’s
   collection database (NFMK, Paju) Interactive media

The Development of Video 
Content for Permanent 
Exhibition Hall 1

•		“Kitchen”	(Seasonal	Cooking)
   (Permanent Exhibition Hall 1)
•		“Night	Alley”	(Permanent	Exhibition	Hall	1)

Interactive media

2021

The Production of Content 
for the Special Exhibition 
“Busan, Gateway to the 
World”

•			Dongnae	Yaryu	(Mask	Dance	Drama	of
   Dongnae), Suyeong Yaryu (Mask Dance
   Drama of Suyeon) (Special Exhibition Hall 1)

AR

The Development of 
Immersive Content for 
Permanent Exhibition Hall 3

•		“Korean	Life	Passages”
   (Permanent Exhibition Hall 3)

Interactive media, 
projection mapping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Experience 
Content for the Special 
Exhibition “Epidemics”

•		“Epidemics	and	Our	Daily	Lives”	
   (Special Exhibition Hall 1) 

Interactive media, 
projection mapping

The Production of 
Immersive Exhibition 
Content

•		“The	Tiger”	
   (Special Exhibition Hall 2) 

Interactive media, 
projection mapping

Table 1.  The Current Status of NFMK’s Immersive Exhibitions (2020–2021)

content mainly because only a few visitors can benefit from such content and because operating a VR 

exhibition hall requires dedicated space and manpower. According to an NMK employee in charge of 

VR content, VR-based immersive content is popular among visitors to NMK, and its satisfaction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other types of immersive content. Considering such assessment, it may be 

advisable for NFMK to try its hand at offering up its own VR content. 

1) “Seasonal Landscape and Life in Hanok” (Permanent Exhibition Hall 2)

The hanok space in the final section of Permanent Exhibition Hall 2 is modeled after traditional houses 

in Yangdong Village, Gyeongju. The venue showcases, in multifaceted way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hanok (e.g., the separation of men’s and women’s quarters) as well as vignettes of life in hanok. In 

this respect, “Seasonal Landscape and Life in Hanok” combines the exhibition of museum artifacts with 

immersive video content, thereby allowing visitors to feel as if they have entered an actual hanok.

The immersive exhibition “Seasonal Landscape and Life in Hanok” unfolds in a space where hanok 

is juxtaposed against images of traditional Korea and its four seasons. More specifically, it presents 

the seasonal transformations resplendent in Yangdong Village and vignettes of hanok living through 

the use of projection mapping, 3D graphics, holograms, directional speakers, and other technologies. 

In particular, the exhibition provides visitors with immersive video content replete with visual and 

auditory sensations. Visitors can appreciate the seasonal changes of Yangdong Village while sitting 

on the narrow wooden porch of sarangchae (men’s quarters) or on the open wooden floor of anchae 

Figure 1. The immersive exhibition “Seasonal Landscape and Life in Han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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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s quarters). This is a popular experience among visitors as it brings them a sense of presence 

as well as inner peace and nostalgia. On the other hand, the interior spaces of the hanok feature 

holograms of a Confucian scholar in sarangchae creating calligraphic representations of spring 

wishes to suit the season and reading a book in winter as well as of a woman in anchae beating cloth 

with wooden sticks to smooth it in winter. The exhibition also presents people sweeping the yard, 

drying peppers in the sun, and taking care of crocks of condiments, along with fish in a pond and the 

seasonal changes of plants growing outside a fence, thereby allowing visitors to feel as if they were 

directly observing hanok residents from previous eras. 

2) “Market and Traveling Entertainers” (Special Exhibition Hall 2)

The opening of NMK’s Immersive Digital Gallery and other similar moves raised the need for 

NFMK to set new directions for its exhibitions in a way that better reflects its identity. As a result, 

four basic directions were established, which are a) to pursue media art that utilizes artifacts, b) to 

produce immersive videos that show people and their behaviors, c) to overcome limitations of artifact 

exhibitions and recreat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ast by restoring folk sites (e.g., houses, villages, 

and markets) and their spatial and social contexts, and d) to accumulate materials and follow a “one-

source, multi-use” approach rather than producing/utilizing one-time-only videos and other materials. 

The immersive exhibition “Market and Traveling Entertainers” reflected the aforementioned 

directions under the theme of folk entertainment, in particular, the performances of a vagabond 

troupe called namsadangpae and an acrobatic troupe known as sotdaejaengipae. The exhibition 

reproduced folk music and dance, pole climbing, dish spinning, tightrope walking, mask dance 

drama, a puppet show, and other types of entertainment using live-action shooting, 3D animation, 

and other diverse directing techniques, with the aim of providing visitors with a sense of presence 

and immersion as if they were witnessing performances unfolding in front of their very eyes at an 

early 20th-century Korean market. To achieve such effect, the exhibition team created a total of six 

projection mappings on the front and rear face of the central wall and on the four surrounding walls. 

In particular, the front face of the central wall showed the front view of a performance and the rear 

face, the rear view of it, thereby allowing visitors to enjoy the performance from an unfamiliar angle. 

At the same time, the performance videos contained witticisms exchanged between entertainers, 

which made the performances come alive. Moreover, a dedicated space for traditional puppetry 

artifacts was established within the exhibition hall to help visitors better appreciate the value and 

precious nature of folk entertainment. 

The immersive exhibition held at Special Exhibition Hall 2 utilized an independent space within 

NFMK. Nevertheless, columns and low ceilings made the space unsuitable for the immersive 

exhibition. The exhibition team installed a wall between two central columns and hoped visitors 

would experience the exhibition while moving. However, most visitors, who were familiar with movie 

theaters, viewed video content while standing still in one place, mostly the videos on the central 

wall, defying the stated intention of the exhibition planners. Furthermore, as part of NFMK’s exclusive 

Order Theme Description Sample Scene Technique

1 Market

A traditional market opens, vendors 
carry their bundles of goods, and 
stalls and villagers frantically fill 
every corner of the exhibition hall. 

Photo 
material,
projection 
mapping

2

Folk music 
and dance 
(human 
tower of five 
performers)

The market turns into a performance 
venue, where entertainers begin to 
dance and the central wall displays 
five performers forming a human 
tower. The front face of the wall 
shows	their	front	view;	the	rear	face,	
their rear view. 

Chroma key, 
projection 
mapping

3

Folk music 
and dance 
(spinning
of a 12-
arm-span 
ribbon) 

The beokgujabi (small hand drum 
player) and dancers disappear and 
the villagers then reappear. On the 
central wall, a performer wearing 
a spinning hat with a 12-arm-span 
ribbon shows off his fancy spinning, 
with the long ribbon sweeping past 
villagers on the four surrounding 
walls. 

Chroma key, 
projection 
mapping

4 Dish 
spinning

Several dish spinners appear and 
perform their feats using diverse 
tools. The spinners on different walls 
toss their dishes back and forth.

Chroma key, 
projection 
mapping

5

Acrobatics, 
sotdae 
climbing, 
and diabolo 
juggling

The head acrobat makes a splendid 
appearance and performs dangerous 
stunts, along with other acrobats. 
A sotdae (guardian pole) is erected, 
and an acrobat performs on top of 
it. A diabolo performance draws the 
attention of villagers.

Photo 
material, 2D 
animation, 
motion 
graphics, 
projection 
mapping

6 Tightrope 
walking

A tightrope walker performs amazing 
stunts on the central wall. The 
spectators on the four surrounding 
walls dynamically move up and 
down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the tightrope walker’s gaze. 

Photo 
material, 2D 
animation, 
motion 
graphics, 
projection 
mapping

7 Puppet 
show

A large cloth appears and covers the 
space, which darkens the screen. 
Against the backdrop of this pitch 
darkness, the puppet show “sangyeo 
geori” (The Bier Scene) begins.
The captions projected at various 
spots on the wall contain witty 
exchanges between the head 
puppeteer and the musician. The 
front face of the wall displays the 
puppet show stage and the rear face, 
puppeteers who work behind the 
stage.

Live-action 
shooting,
chroma key,
projection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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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mplementing Immersive Exhibitions That Reflect NFMK’s Identity 

As of 2021, new immersive content (“Our Tiger”) is being prepared in Permanent Exhibition Hall 3 

(“Korean Life Passages”) and Special Exhibition Hall 2. What matters the most in immersive content is 

providing a sense of immersion, presence, and fantasy. To this end, we need to adhere to the principles 

associated with the direction and application of immersive content. Regarding this direction, first, 

strategy, the exhibition team established a separate exhibition space for traditional puppet artifacts 

so that visitors could appreciate them after the videos ended, but unfortunately those who left before 

the end of the videos were not even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artifact exhibition.

“Market and Traveling Entertainers” implemented immersive content by mapping actual 

performance footage with 3D figures. Once the immersive content is completed, visitors can enjoy, 

through touch gestures, interactive videos showing several performance scenes. The idea was to add 

nonvisual experience elements to this visually oriented exhibition. However, it is unfortunate that the 

awkwardness of the 3D graphics negatively impacted the harmony of the overall video content.

Figure 2. Pocket space for an exhibition Figure 3. The graphic on the outer entrance wall

8 Mask dance 
drama

Twelve large masks fill the wall one by 
one. Once the beat starts, the masks 
shake and dance, floating within 
the space. A Yangban (nobleman) 
mask and a Malttugi (servant) mask 
become enlarged on the central wall. 
They turn into two performers, each 
wearing their respective masks. The 
performers exchange witty banter, 
with the wall displaying their enlarged 
dialogue script.

3D animation, 
motion 
capture, 
projection 
mapping 

9 Post-show 
party

From the blacked out wall, the 
entire cast of performers appear, 
walking and dancing. They show off 
their best skills, and villagers begin 
to dance all together.

Photo 
material, 
2D/3D 
animation, 
motion 
graphics, 
chroma key, 
projection 
mapping

10 Pre-show 
video

An arrowed line that points toward 
the exhibition space for puppet 
ar t i fac ts  appears  a long with 
instructions. At the same time, a live 
pie chart shows the remaining time 
before the start of the next video. 

Projection 
mapping

Table 2.  Pocket space for an exhibition

Figure 4. The immersive exhibition “Market and Traveling Enterta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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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ve content must reflect NFMK’s unique strengths and needs. By actively utilizing NFMK’s 

archived materials (e.g., videos) and visualization technologies in immersive content, the museum 

must seek to develop content that induc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visitors and interactive 

communication.

Second, related content must be developed in conjunction with museum artifacts. Since excessive 

immersive content may have the negative effect of lowering interest in artifacts, such content must be 

implemented in a way that revitalizes awareness of the artifacts on display.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museum artifacts must be carried out as well. 

Third, an immersive exhibition must provide a sense of presence and fantasy. The better an 

immersive exhibition is able to transport visitors to previously unreachable and imaginary spaces, the 

higher their satisfaction will be. What matters the most in immersive content is to provide a terrific 

experience that conveys a sense of fantasy. Indeed, fantasy will ensure the content is more enjoyable 

for visitors even if the information it presents is slightly inaccurate.

Fourth, immersive content must enable individualized interactions based on visitor participation. 

That is, content must be developed in a way that creates data through visitor participation, sharing, 

and communication. In other words, a visitor’s unique input should be able to interact with and 

blend in with the content/story. Permanent Exhibition Hall 3 (“Korean Life Passages”), in particular, 

contains many thematic elements that visitors can relate to, so the venue is especially relevant for this 

approach.

To properly utilize immersive content, it must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as independent 

content, instead of as supplementary content, and be displayed in a dedicated space. This allows 

immersive content to be reused in other exhibitions. As such, independent immersive content needs 

to be developed and operated as a pilot project in association with NFMK’s planned relocation and 

expansion. Moreover, independent immersive content provides a unique exhibition experience to 

visitors and can also serve as a space for rest and repose. Studies indicate that displaying immersive 

content in a separate space increases interest and satisfaction among visitors. 

Finally, just as in other exhibitions, the purpose, theme, content, and direction of an immersive 

exhibition must be clearly defined and its method of execution carefully selected. In addition, since a 

solid plot, or lack thereof, can determine the success or failure of immersive content, the story must 

be carefully designed. At the same time, there must be clear standards regarding the level of artistic 

autonomy, as well as the right to make modifications and add original elements, made available to 

immersive content-creation vendors because most of them end up unable to freely propose their 

ideas when it comes to museum-relate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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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connected Museums: the Interpretation and in Practice

하이퍼커넥티드 뮤지엄: 해설과 실제

초록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팽배하고 코로나 같은 위기가 도래하는 21세기는 회복탄력성을 시험하기에 극히 어려

운 때이지만 한편으로 박물관을 재창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박물관의 회복탄력성은 최소한 세가지 양상과 관련된다. 첫째, 조직적 가치의 진보적 시각과 둘째, 어려움에

서 회복하는 능력, 그리고 셋째, 역경에 맞서는 실행이다. 재창조와 관련해서 Anderson (2012)의 관점은 제

도적 가치, 거버넌스, 경영 전략 관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박물관 경영과 박물관 재창조의 패러다임 및 

시스템 전환으로 해석된다. 회복탄력성과 재창조 모두 세계와 박물관이 디지털 기술의 자장 안에 있을 때 다

른 차원으로 추동된다. 국제박물관의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는 2018년 국제박물

관의 날(International Museum Day)을 맞아 ‘하이퍼커넥티드 뮤지움: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대중’이라는 

주제를 채택했다. 지금까지 전 세계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초연결이 가속화면서, 글로벌 네트워크 연결은 

더욱 복잡다양하게 통합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발표는 대만에서의 서비스 제공, 상호작용, 전시, 학습 등 여러 유형을 고찰하여 박물관 디

지털화를 개괄한 뒤 국립역사박물관 (National Museum of History, NMH)을 사례 연구로 살펴볼 예정이다. 

타이페이에 소재한 NMH는 1955년 대만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공공박물관으로서 2018년 이래 보수 공사로 

휴관 중이다. NMH은 임시 휴관 기간 동안 아웃리치 전시 및 이동 박물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객과의 접

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 및 온라인 학습 자원을 확대하고 있다. 발

표자는 NMH가 실무에서 재창조된 접근 방식으로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여 하이퍼커넥티드 박물관을 구축해

온 행보에 초점을 둘 것이다. 특히, 본 발표에선 주제별 웹사이트인 ‘펀 쳉난(Fun Cheng-Nan)’을 예로 들어 

온라인과 현장을 포괄하는 혼합 경험을 해석하고 진정성과 참여의 논제를 고찰할 것이다. 

Chih-Ning HSIN
치-닝 신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교육과장

Chief of Education and Extens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History, Taiwan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with increasing complexity and uncertainty and of crisis like COVID, it is extremely 

a hard time to test resilience but also a great opportunity to make reinvention for museums. 

Regarding to resilience, there are related to at least three facets of museums: an advancing vision of 

the organizational value, the capabilities of recovery from difficulties, and the execution to confront 

adversities. Concerning reinvention, Anderson’s (2012) perspective is a paradigm and systemic shift 

of museum management and reinventing the museum in terms of institutional values, governance, 

management strategies, and communications. Both resilience and reinvention are led to different 

levels when the world and museums are influenced by digital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chose the theme “Hyperconnected museums: New approaches, new publics” for the 

International Museum Day 2018. Up to now, the world becomes more digitalized and hyperconnected, 

and the global network of connections becomes more complex, diverse, and integrated. 

Based on above, this presentation will have a briefly profile of museum digitalization in a typology of 

servicing, interaction, exhibition, and learning in Taiwan, then take the National Museum of History 

(NMH) as a case study. The NMH located in Taipei is the first public museum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n 1955, and it has been closed for renovation since 2018. The museum maintains its 

relevance	through	outreach	exhibitions	and	mobile	museums	during	its	closure;	and	enhances	online	

exhibitions and learning resources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COVID-19. The speaker will focus 

on what NMH has been doing with technology to make a hyperconnected museum in a reinvented 

approach in practice. Particularly, the presentation will take a thematic website Fun Cheng-Nan as 

the case to further demonstrate the interpretation of online-onsite hybrid experience and issues of 

authenticity and eng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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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커넥티드 뮤지엄: 해설과 실제

치-닝 신

주제 및 개요 (Topics & Outline)

• 초연결(Hyperconnection)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핵심 개념

• 대만의 실제 사례 및 간략한 개요

• NMH의 펀 청난(Fun Cheng-Nan) 사례 연구

• 재창조, 실행 및 가치, 방향성

본 발표의 제목인 ‘하이퍼커넥티드 뮤지엄(Hyperconnected Museums)’은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치’

라는 본 웨비나 주제에 대한 발표자의 관점을 그대로 반영한다. 회복탄력성은 위기의 시기에 박물관이 뉴노

멀로 변혁하기 위한 실용주의적 시도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세계와 박물관을 비롯하여 각종 사회적 문

제를 다양한 차원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토대로 먼저 초연결(Hyperconnection)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이루는 핵심 개념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다음 팬데믹 기간 동안 대만에서 디지털 기술이 박물관 적용된 사례를 유형별로 

개괄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NMH 펀 청난(Fun Cheng-Nan) 프로젝트를 사례 연구로 삼아 ‘하이퍼커넥트 

뮤지엄’에 대한 해석과 사례를 공유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실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한다. 사례 연구는 최상의 모범 사례가 

아닐 순 있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이퍼커넥티드 뮤지엄 (Hyperconnected Museums) 

• 하이퍼커넥티드 뮤지엄과 IMD 2018

• 박물관 안팎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방식

• 지식, 시공간, 사람, 연결성을 구축하는 전략

• + 디지털 기술

글로벌 박물관 커뮤니티인 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은 박물관과 사람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77년부터 매년 5월 18일 IMD(International Museum Day)를 개최한다. IMD는 해마

다 하나의 테마를 지정하여 박물관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조명한다.

IMD이 선정한 그 해의 테마는 현재를 대표하는 이니셔티브이자 미래 방향성을 천명하는 선언문의 역할을 한다.

2018년 IMD의 테마는 ‘하이퍼커넥티드 뮤지엄 새로운 접근 방식, 새로운 대중(Hyperconnected 

museums: New approaches, new publics)’이었고 박물관이 한층 복잡다양하고 통합된 세계를 연결하기 위

해 디지털화와 초연결성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는 또한 박물관을 비롯해서 관내 전문가가 고도화된 연결

성을 구축하기 위해 박물관 내부와 외부를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 방식을 배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결성을 실행하는 해석과 전략은 박물관 콜렉션과 지식, 시간과 맥락, 장소와 공간, 자신과 타인과의 연

결이라는 관점에서 유기적 접근 방식이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디지털 기

술을 전면 활용한다. 

회복탄력성과 박물관 (Resilience and Museums)

• 재구성, 재정렬, 재창조의 과정

• 회복탄력성의 6가지 특성 및 5가지 목표

• 진보하는 비전(Why and Value), 선제적 전략, 철저한 사전 대비를 바탕으로 역경에 대처하는 실행력

지난해부터 박물관은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재창조와 회복탄력성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의 시기를 맞아 박물관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역경의 시기에서만 회복탄력성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회복탄력성은 조직을 재구성하고 재정

렬해서 재창조하는 과정이다.

그림 1. A Resilience Model of Museums

(Sources: https://www.aam-us.org/2021/05/01/inside-out-outside-in-a-

resilience-model-for-museums-offers-strategies-to-address-challenging-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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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지금부터 박물관 회복탄력성의 개념적 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 박물관 회복탄력성이란 

(목적성 및 가치와 관련된) 진보하는 비전, (관련성 및 향후 트렌드 예측과 관련된) 선제적 전략, 그리고 (철저

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역경에 대처하는 실행력이다.

박물관은 어떻게 회복탄력성을 구축하고 유지하는가?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질문이지만 오랜 시간과 노

력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앞서 설명한 개념적 틀에 부연해서 지식 시대에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Falk 

and Sheppard(2006)가 제시한 박물관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에 동의한다. 박물관의 핵심 역량과 기능을 바탕

으로 자원을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대중의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핵

심이다. 이 모델을 토대로 지원을 자산으로 가속화하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과제다. 그다음 다양한 차원의 이해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변혁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

다. Falk와 Sheppard는 지식이 강조되는 시대에 인적 자원, 지적 재산 및 브랜드가 박물관의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모델을 기반으로 박물관 교육 및 학습을 수행하고 있다.

대만의 디지털 기술 박물관 응용 프로그램, 간략한 개요

• 서비스 제공

• 상호 작용

• 전시

• 학습

• 이미징

사례 연구를 공유하기에 앞서 대만에서 실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박물관의 최신 사례

와 개요를 살펴보겠다. 

대만 중국공대 조교수 레온 시(Leon Shih 2021)는 서비스 제공, 상호 작용, 전시, 학습 및 이미징 장치 

측면에서 대만 박물관의 디지털 기술 응용 프로그램을 장치별로 관찰하고 분류했다. 

멀티미디어 서비스 서버로서의 서비스 제공 장치

예: 갤러리 투어 및 소셜 미디어 기반의 라이브 스트리밍 강의 

그림 2. Special record “Lonely Museums”, CAB, 

Chiayi Art Museum

(Sources: 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E7%A7

%BB%E5%8B%95%E7%9A%84%E5%BB%A3%E6%B3%A2/

id1512699023)

팬데믹 시대에 팟캐스트는 박물관 규모에 상관없이 트렌디

한 옵션이 되었다.

자이미술관(Chiayi Art Museum)이 기획제공한 CAB(Chiayi、

Art、Broadcast)의 특별편 ‘고독한 박물관(Lonely Museums)’ 릴레

이 에피소드에서는 5인의 감독을 초대하여 팬데믹 기간 동안 제

공한 내용을 공유했다.

저는 Tai이고 대만 국립역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박물관 직원이 팟캐스트 진행을 맡아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한다.

디지털 인터랙티브 서버로서의 인터랙션 디바이스

가상현실 뉴미디어 서버로서의 전시 장치

이것은 박물관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그림 6. 현장과 온라인이 통합되었거나 온라

인에서만 가능한 전시 등 다양한 형식의 온

라인 전시, 360도 가상 투어, 3D 파노라마 

뷰 또는 VR 미디어 등과 NHM

(Sources: https://www.nmh.gov.tw/informationimgs_69.

html)

그림 7. 디지털 도자기 박물관, 신베이시잉

거도자기 박물관(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Sources: https://digital.ceramics.ntpc.gov.tw/index.

htm#page1)

그림 8. 감독전 Talk over은 100,000 

조회수 달성, 타이페이 미술관(Taipei 

Fine Arts Museum)

(S ources :  https : / /w w w.youtube.com/

watch?v=dv-nQR4iSpQ&t=117s)

그림 4-5. 게더타운(Gather Town), 공룡 갤러리(Dinosaur Gallery), 온라인 오피스 타임(Online Office Time), 국립자연사

박물관(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 Science)

(Sources: https://gather.town/app/6nCXU09RC517dbqv/nmns_dinosaur_hall)

그림 3. This is Tai, glad to be at your 

service,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Sources: https://podcasts.apple.com/tw/podcast/

%E6%95%9D%E5%A7%93%E8%87%BA-%E5%BE

%88%E9%AB%98%E8%88%88%E7%82%BA%E6%

82%A8%E6%9C%8D%E5%8B%99/id157517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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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학습 서버로서의 학습 장치

디지털 수집 이미지 서버로서의 이미징 장치

이것은 박물관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용도다.

국립고궁박물원은 대만의 벤치마킹 박물관으로서 큐레이터의 통찰(Curator's Insights), 한눈에 보는 전시

(Exhibitions at a Glance), 콜렉션 이모저모(Collections in Detail), 가상 투어(Virtual Tours), 판타지 및 인터

랙티브(Fantasy/Interactive), 심층 학습(In-depth Learning), 어린이 및 오락(Kids & Fun), NPM과 함께하는 

그림 9. 온라인 페인팅 스토리(Painting Stories online), 오픈 더 도어(Open the Door), 가오슝 

미술관(Kaohsiung Museum of Fine Arts)

(Sources: https://www.kmfa.gov.tw/onlinegallery/onlinestory/story.htm)

그림 10. 학교, 어린이 및 가족을 위한 창의적인 학습 자료와 NMH

(Sources: resources https://www.nmh.gov.tw/studylist_88.html)

그림 11. 국립고궁박물원(National Palace Museum) 온라인

(Sources: https://theme.npm.edu.tw/npmonline/en/page-1.html)

모험(Adventures with NPM), 오픈 데이터(Open Data)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여

러 멀티미디어 상품이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다.

NMH와 펀 청난 (Fun Cheng-Nan)

• 존재감과 관련성 유지

• 온라인과 현장이 혼합된 박물관 체험

• 연결성, 진정성, 참여

국립역사박물관(National Museum of History, NMH)은 1955년 대만 정부가 설립한 최초의 공공박물관이

다. NHN은 수십 년 동안 대만 사람들의 문화적 창구, 역사와 예술을 비추는 거울, 집단 기억을 수집하는 공

간으로 기능해왔다. NMH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보수 공사로 인해 잠정 폐쇄

되었다. NHM은 "닫혀 있지만 닫히지 않은" 철학에 의거하여 폐쇄 기간 동안 홍보 전시 및 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였고, 특히 COVID-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전시회 및 학습 자원을 강화하여 존재감과 관련

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이퍼커넥티드 접근 방식은 일상 실무에 적용되며 온라인과 현장이 혼합된 박물관 체험에 방점을 둔다. 

예를 들어, NHM은 휴관 기간 동안 대만 전역에서 열리는 19개 전시 가운데 14개 기관에 콜렉션을 대여했다. 

NMH는 온라인 전시를 제공하면서도 14개 박물관과 협업 전시를 실행했다. 또한 하이퍼커넥티드 박물관은 

박물관 교육과 학습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부서가 기조로 삼고 있는 핵심 개념이다. 오늘의 발표

는 펀 청난(Fun Cheng-Nan) 프로젝트를 사례 연구로 추가하여 경험, 진정성, 참여와 관련된 논제를 살펴봄

으로써 온라인과 현장이 혼합된 박물관 체험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NMH가 소재한 타이페이 시 남쪽의 청난(Cheng-Nan) 지구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의 촉수를 자극

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NMH는 대만문화기억은행(Taiwan Cultural Memories Bank)에 소속되어 청난 지역을 

비롯하여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될 수 있도록 3년 디지털 프로젝트(2018-2020) 펀 청난(Fun 

Cheng-Nan)을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의 연결성은 콜렉션이 내포하는 지식의 지적 연결, 문화 유산의 지역

적 연결, 창의적 학습 증진을 위해 웹 사이트 자산·온라인 상호 작용·현장 참여를 통한 사람과 기억의 정서적 

연결을 포함한다. 박물관과 소장 콜렉션은 방문자가 자신, 타인, 환경을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사회적 도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젝트 내용을 상세히 다루는 대신 프로젝트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전략적 사고, 관련 구현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2018년 'Hello Master', 2019년 'Feast YOUR Senses', 2020년 'Ke Kui Ke Kuai'를 시작

으로 3년 간의 서브 테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박물관 콜렉션은 미디어로 간주되고 재창조된 관점으로 해

석된다. 이 세 가지 하위 주제에서 펀 청난(Fun Cheng-Nan)이 함의하는 공간적 영향력은 NHM과 식물원에

서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인근 지역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 청난의 지역사회까지 가닿는다. 현장의 유산은 

박물관이 소장한 콜렉션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진정성이다.



150 151The Role and Value of Digital Technology 
for Museums in New Normal Time

뉴노멀시대 박물관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치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과 목표는 연결성, 진정성, 참여의 전략을 운용해서 NMH가 제공하는 창의적 학습

을 브랜드화하는 것이다. 단계별 프로젝트 결과에는 온라인 자원, 온라인 인터랙티브, 현장 프로그램을 비롯

해서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의 후속 성과가 포함된다.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은 온라인 자원과 온라인 인터랙티브를 활용해서 주제별 웹사이트를 구축한 다음, 

내년도 브랜드 활동 및 관련 계획과 연결되는 현장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프로그램을 모듈로 최적화하고 연결

망을 활성화해서 프로젝트의 가치와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박물관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주력해

서 진행 중인 브랜딩 프로세스다.

이용자가 펀 청난(Fun Cheng-Nan) 홈페이지(https://funchengnan.nmh.gov.tw/)에 접속하면 식물원 주

변의 실시간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간략한 소개 및 주요 이슈를 다음과 같이 개조식으로 

요약했다.

Hello Master 嗨！大師

• 목표 관객: 예술 애호가

• 키워드: 문화와 자연, 전통과 미래

• 디자인: 4계절 웹페이지 진입을 위한 360도 파노라마

• 내용: 연지와 연꽃 모티프로 한 콜렉션, 예술 대가, 중국 연꽃 문화를 연결

• 온라인 인터랙티브: 디지털 갤러리에서 자신만의 예술 그림 그리기

• 현장 프로그램: IMD 2019를 주제로 한 보물찾기

•  부가 가치: 박물관 교육자와 학교 교사가 공동 협력하여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만든 학제간 학습 

모듈

그림 12. 펀 청난(Fun Cheng-Nan) 웹사이트 주소

(Sources: https://funchengnan.nmh.gov.tw/)

Feast YOUR Senses 哪一味？

•  목표 관객: 다양한 배경의 관객

•  키워드: 다양성과 포용

•  디자인: 청난의 가장 독특한 세 가지 특성이 깃든 식료품점과 + YOURS

•  내용: 콜렉션을 문화 경관, 전통 시장, 우표 상점 지구, 중고 서점, 이민자 및 집단 기억을 소환하는 장

소와 연결

•  온라인 인터랙티브: 사진 갤러리에서 청난과 관련된 개인적인 기억을 공유 

•  현장 프로그램: IMD 2020의 '나의 오감을 간질이고 타인을 이해하기(Feast YOUR Sensing and 

Understanding OTHERS)'를 주제로 다양한 목표 관객을 창출하기 위한 4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  부가 가치: 청난의 집단 해석을 공동 창작하기 위해 설계된 학습 상자 

Ke Kui Ke Kuai 假鬼假怪

•  목표 관객: 젊은 세대

•  키워드: 잘 살기

•  디자인: 인생 테스트 통과를 주제로 한 2시간 분량의 현실탈출게임(REG)

그림 13. 헬로마스터 홈페이지 그림 14.  IMD 

2019 현장 활동

그림 15. 초등학교와 협업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그림 16. 당신이 느끼는 청난의 감각을 찾아서(In 

search of YOUR senses of Cheng Nan)

그림 17. IMD 2020 현장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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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박물관 목판화 콜렉션을 하늘·땅·사람과 연결. 생애 단계의 여러 도전이 있는 기타 6개의 콜렉션

을 현실탈출게임 단서와 연결

•  현장 프로그램: IMD 2019를 주제로 한 보물찾기

•  온라인 인터랙티브: 젊은 세대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연결하는 24개의 목판화 콜렉션으로 '용감하게 

삶의 장벽을 허물다(Bravely break through the barriers of life)' 확장 웹페이지

•  부가 가치: 국립대만대학(National Taiwan University) 인류학 및 인터랙티브 기술 교수진과의 협력을 

통한 디자인 사고 및 디지털 내러티브 육성 

결론

• 자산을 브랜드화하는 학습 자원

• 디지털화는 기술을 초월하는 사고 방식의 혁신 

• 혼합 박물관 체험을 통한 진정성과 참여, 그리고 우리의 뉴노멀

펀 청난(Fun Cheng Nan)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러한 창의적인 학습 자원이 궁극적으로 NMH와 청난의 

그림 18. Ke Kui Ke Kuai Players 홈페이지

그림 20. NTU와의 협업으로 강의 제공 그림 21. 여드름이 있습니까?(Have pimples?) 목판화 콜

렉션(Collection of wood prints 傳香花姐)’ 수두와 홍역

에 걸린 어린이에게 축복을(bless children with smallpox 

and measles)

(Sources: https://funchengnan.nmh.gov.tw/humanstage/)

그림 19. 현실탈출게임 키트를 들고 있는 그룹 참가자

프로그램 발전을 도모하는 브랜드 자산으로 전환되어 매년 계절별 다양한 목표 관객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는 곧 지속적인 브랜딩 과정이다. 박물관 디지털화는 기술 그 이상이다.

즉, 박물관 디지털화란 박물관이 유기론적 관점에서 부단한 자아 성찰을 거듭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

는 사고 방식의 총화다. 박물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경험은 때때로 불연속적이고 단편적이며 분산되므로 내러

티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경험은 박물관으로 가는 통로로서 다양한 관객이 박물관에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과 현장을 아울러에 진정성과 참여가 깃든 혼합 박물관 체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과

제이자 뉴노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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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 Outline

•	 Hyperconnection	&	resilience,	the	core	concepts

•	 Practices	in	Taiwan,	a	brief	overview

•	 Fun	Cheng-Nan	of	NMH,	a	case	study

•	 Reinvention,	practice	&	value,	orientation

The title of this presentation “Hyperconnected Museums” truly reflects my interpretation of the 

webinar theme “The Role and Value of Digital Technology”. Resilience is a pragmatic trial for museums 

to transform into new normal in the crisis time. And, digital technology makes the world, museums, 

and the issues into different levels.

Based on this, my presentation will start with the core concepts of hyperconnection and resilience. 

Then, I will give examples of a brief overview by typology on museum ap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y in Taiwan during the pandemic time. Furthermore, I will take the NMH Fun Cheng-Nan 

project as a case study to share the interpretation and practices on “Hyperconnected Museums”.

The project is undertaking reinvented, practice & value oriented and approaches. The case study 

might not be the best practice, but an alternative one.

Hyperconnected Museums

•	 Hyperconnected	museums,	IMD	2018

•	 Inside	out	to	outside	in,	the	mindset

•	 Knowledge,	time,	space,	and	people,	strategy	to	execute	connectivity

•	 +	digital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COM), a global museum community, has organized on 

May 18th International Museum Day (IMD) each year since 1977 for develop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among museums and peoples. Also, there is a theme of IMD each year to enlighten 

the crucial issue and trend for museums. The theme of IMD each year acts like an initiative at present 

and a manifesto in the future.

Hyperconnected Museums: The interpretation and in practice

Chih-ning HSIN

The theme for IMD 2018 was “Hyperconnected museums: New approaches, new publics”, and 

encouraged museums to become more digitalized and hyperconnected for connecting a more 

complex, diverse and integrated world. It also means that the mindset of museums and their 

professionals should think not only inside out but also outside in for connectivity.

The interpretation and the strategy to execute connectivity is a holistic approach in terms of 

connection to collections and the knowledge, to different time and context, to place and space, and 

to oneself and others. Moreover, using digital technology in new approaches to new publics.

Resilience and museums

•	 A	process	of	reframing,	realigning,	and	reinventing

•	 6	resilience	characteristics	and	5	resilience	goals

•	 	A	system	of	advancing	vision	(why	and	value),	proactive	strategy,	and	execution	for	adversity	

based on well-prepared

It is extremely a hard time for museums since last year. However, it is also an opportunity to make 

reinvention and resilience for us. Many discussions have been undertaking on museum resilience 

in time of crisis. Basically, resilience is not just working out for adversity. It is a process of reframing, 

realigning, and reinventing for an organization.

Ackerson, Anderson and Bailey (2020) proposed a Resilience Model with a holistic approach 

highlights five resilience goals and six resilient characteristics forming a system of tightly interrelated 

operational components that are the lifeblood of agile, responsive organizations.

Figure 1.  A Resilience Model of Museums

(Sources: https://www.aam-us.org/2021/05/01/inside-out-outside-in-a-

resilience-model-for-museums-offers-strategies-to-address-challenging-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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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not going further to it, but interpret a conceptual framework of museum resilience. It is a 

system of advancing vision (relating to purposefulness and value), proactive strategy (relating to 

relevance and forecast the trends, and execution for adversity based on well-prepared in advance.

How do museums build and maintain their resilience? It’s an urgent question but a long-term 

process. Responding to the above conceptual framework, I agree Falk and Sheppard’s (2006) business 

models for museums when thriving in the Knowledge Age. The key point is to turn resources into 

assets and make best use of assets internally and externally to meet public needs and desires through 

museums’ core competence and functions. Based on this model, the capability of accelerating 

resources to assets and making assets accretion is one important task. Then, transforming assets to 

meet diverse stakeholders is another. Falk and Sheppard also indicated human resources, intelligent 

property, and brand are the most valuable assets for museums in the knowledge age. We have been 

undertaking our museum education and learning based on this model in recent years.

Museum ap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y in Taiwan, brief overview

•	 Servicing

•	 Interaction

•	 Exhibition

•	 Learning

•	 Imaging

Before sharing my case study, I would give updated examples and an overview of what museums 

in Taiwan are using digital technology in practice.

Leon Shih (2021), assistant professor of China University of Technology in Taiwan, has observed 

and classified the applications of digital technology in Taiwan’s museums by devices in terms of 

servicing, interaction, exhibition, learning, and imaging devices. 
Servicing device as multi-media service servers 

E.g., gallery tours and lectures with live streaming on social media. In the pandemic time, podcasts 

become a trendy option no matter what scale of museums. 

Figure 2.  Special record “Lonely Museums”, CAB, 
Chiayi Art Museum

(Sources: 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E7%A7

%BB%E5%8B%95%E7%9A%84%E5%BB%A3%E6%B3%A2/

id1512699023)

Special record “Lonely Museums”, CAB (Chiayi、Art、
Broadcast), Chiayi Art Museum. The relay episodes invited 

5 directors to share what they offered during the pandemic 

time.

This is Tai, glad to be at your service,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The museum staff as the anchor share 

behind the scene stories.

Figure 4-5.  Gather.Town,	Dinosaur	Gallery;	Online	Office	Time,	National	Museum	of	Natural	History	&	Science

(Sources: https://gather.town/app/6nCXU09RC517dbqv/nmns_dinosaur_hall)

Figure 3.  This is Tai, glad to be at your service, National Museum of Taiwan History

(Sources: https://podcasts.apple.com/tw/podcast/%E6%95%9D%E5%A7%93%E8%87%BA-%E5%BE%88%E9%AB%98%E8%88%88%E7%82%BA%E

6%82%A8%E6%9C%8D%E5%8B%99/id1575173494)

Interaction device as digital interactive server

Exhibition device as virtual & reality new media server

This is the most usual ways museums use.

Figure 6.  Different forms of online 
exhibitions including both onsite & 
online;	online	only;	using	360	degree	
virtual tour, 3D panorama view, or VR 
media etc., NMH

( S o u r c e s :  h t t p s : / / w w w . n m h . g o v . t w /

informationimgs_69.html)

Figure 7.  Digital Ceramics Museum, New 
Taipei City Yingge Ceramics Museum

(Sources: https://digital.ceramics.ntpc.gov.tw/index.

htm#page1)

Figure 8.  Director’s exhibition Talk 
over 100,000 clicks, Taipei Fine Arts 
Museum

(S ources :  https : / /w w w.youtube.com/

watch?v=dv-nQR4iSpQ&t=11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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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device as ubiquitous learning server

Imaging device as digital collection image server

This is the most popular use for museums.

National Palace Museum, the benchmarking museum in Taiwan, its NPM online provides a wide 

variety of online services such as Curator's Insights, Exhibitions at a Glance, Collections in Detail, Virtual 

Tours, Fantasy / Interactive, In-depth Learning, Kids & Fun, Adventures with NPM, and Open Data etc. 

Several multimedia products have won international awards recent years.

Figure 9.  Painting Stories online, Open the Door, Kaohsiung Museum of Fine Arts

(Sources: https://www.kmfa.gov.tw/onlinegallery/onlinestory/story.htm)

Figure 10.  Creative learning materials for schools, kids & family, and adults, NMH

(Sources: resources https://www.nmh.gov.tw/studylist_88.html)

Figure 11.  National Palace Museum online 

(Sources: https://theme.npm.edu.tw/npmonline/en/page-1.html)

NMH and Fun Cheng-Nan

•	Maintain	presence	and	relevance

•	Online-onsite	hybrid	museum	experience

•	 Connectivity,	authenticity	and	engagement

The National Museum of History (NMH) is the first public museum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in Taiwan in 1955. The museum has been acting as a cultural window, a history & art mirror, and a 

collective memories box of people in Taiwan over decades. In executing an upgrading project, the 

NMH has been closed in July 2018 for renovations. The museum with the “shuttered, but not closed” 

philosophy maintains its presence and relevance through outreach exhibitions and programs during 

its closure, and online exhibitions and learning resources, in particular,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COVID-19.

The hyperconnected approach is undertaken in daily operations and focused on online-onsite 

hybrid museum experience. For example, the museum loaned our collection to 14 organizations in 19 

exhibitions all over Taiwan during its closure. In spite of online exhibitions, NMH made collaborated 

exhibitions with 14 museums. 

Moreover, a hyperconnected museum is a key concept for my division to fulfill the core value of 

museum education and learning. My presentation today further takes Fun Cheng-Nan Project as a 

case study to demonstrate how we interpret and put into practice via online-onsite hybrid experience 

and issues of authenticity and engagement. 

Cheng-Nan district at the south of Taipei city in which NMH locates, is a unique area triggering 

many people’s emotions and memories. As being part of Taiwan Cultural Memories Bank, we proposed 

a 3-year digital project (2018-2020) Fun Cheng-Nan to make NMH encounter and connections to 

Cheng-Nan area and people with diversity. The connectivity of this project includes intellectual 

connection of collection knowledge, local connection of cultural heritage, and emotional connection 

of people and their memories through website resources, online interactions, and onsite engagement 

for the aim of creative learning. The museum and its collection play a role of medium and social tool 

for people connecting to oneself, others and the environment.

I won’t explain too further details about the project itself, but focus on the conceptual framework, 

strategic thinking, and relevant implements. The 3-year-project with sub-themes started from 

‘Hello Master’ in 2018, ‘Feast YOUR Senses’ in 2019, and ‘Ke Kui Ke Kuai’ in 2020. Museum collections 

are regarded as media and interpreted in reinvented perspectives. The spatial field of Fun Cheng-

Nan in these three sub-themes acts as concentric circles from the NMH and the botanical garden, 

expanding to nearby area then further to neighborhood of Cheng-Nan. The heritage of the field is the 

authenticity in this project, instead of museum collections.

The core concept and aim of the project is to brand NMH’s creative learning with strategies of 

connectivity, authenticity, and engagement. The outputs of the project in phases includes online 

resources, online interactives, onsite programs, and most importantly follow-up value-added 



160 161The Role and Value of Digital Technology 
for Museums in New Normal Time

뉴노멀시대 박물관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치

outcomes.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project includes building the thematic website with online 

resources and online interactives, then organizing onsite programs connecting to brand activities 

and relevant plans next year, and optimizing the programs as modules and making connection 

to whatever projects in adding value and outcomes. It is entirely an ongoing branding process for 

substantial development of the museum.

As users access the Fun Cheng-Nan homepage (https://funchengnan.nmh.gov.tw/), the website 

connects to real-time weather information around the botanical garden. A brief introduction and key 

issues of the project are summarized in bullet points as below.

Hello Master 嗨！大師
•	 TA:	art	lovers

•	 Keywords:	culture	&	nature,	traditions	&	future

•	Design:	360-degree	panorama	for	entering	the	webpage	for	4	seasons

•	 	Contents:	connecting	the	lotus	pond	with	lotus	motif	collections,	master	artists,	and	Chinese	

lotus culture

•	Online	interactive:	creating	your	master	painting	on	Digital	Gallery

•	Onsite	programs:	scavenger	hunts	with	the	theme	of	IMD2019

•	 	Value	add:	An	interdisciplinary	learning	module	for	fifth	grade	elementary	students	co-created	

by the museum educator and school teacher

Feast YOUR Senses 哪一味？
•	 TA:	audiences	with	diversity

•	 Keywords:	diversity	&	inclusion,	

•	Design:	A	grocery	store	with	3	most	uniqueness	of	Cheng	Nan,	+	YOURS

Figure 12.  Fun Cheng-Nan homepage 

(Sources: https://funchengnan.nmh.gov.tw/)

•	 	Contents:	 connecting	collections	with	cultural	 landscapes,	 traditional	markets,	 cluster	of	

philatelic shops, second handed bookstores, immigrants & collective memories 

•	Online	interactive:	Share	YOUR	memory	of	Cheng	Nan	on	Photo	Gallery

•	 	Onsite	programs:	4	types	of	programs	for	diverse	TAs	with	the	theme	‘Feast	YOUR	senses	and	

understand OTHERS’ of IMD2020

•	 Value	add:	A	learning	box	designed	for	co-creating	the	collective	interpretation	of	Cheng	Nan

Ke Kui Ke Kuai 假鬼假怪
•	 TA:	young	generation

•	 Keywords:	Live	well

•	Design:	a	2-hour	Reality	Escape	Game	(REG)	on	the	theme	of	passed	through	life	tests

•	 	Contents:	connecting	museum	wood	prints	collection	to	heaven,	earth	and	people;	connecting	

other 6 pieces of collections with different challenges of life phases to onsite clues for REG

•	Onsite	programs:	scavenger	hunts	with	the	theme	of	IMD2019

•	 	Online	 interactive:	an	expanding	webpage	‘Bravely	break	through	the	barriers	of	 life’	with	24	

wood prints collection to connect most issues for youngers

•	 	Value	add:	collaborating	courses	at	NTU	with	anthropology	and	interactive	technology	professors	

for design thinking and digital narratives

Figure 13.  Homepage of Hello Master Figure 14.  Onsite 
a c t i v i t i e s  f o r 
IMD2019 

Figure 15.  Collaborated project 
with elementary school

Figure 16.  In search of YOUR senses of Cheng Nan Figure 17.  Onsite activities for IMD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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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	 Learning	resources	to	brand	assets

•	Digitalization	is	more	than	technology,	a	way	of	thinking

•	Authenticity	and	engagement	by	hybrid	museum	experiences,	our	new	normal

The goal of Fun Cheng Nan project is with the purpose of these creative learning resources eventually 

turning into brand assets in series programs at NMH and Cheng Nan for diverse TAs in seasons yearly. 

Therefore, it is an ongoing branding process. Museum digitalization is more than technology. It is a way 

of thinking for museums to review themselves with holistic perspectives and to express in multiple forms.  

The digital experience offered by museums is sometime discontinuous, fragmented, and dispersed, and 

need to assemble for narratives. When we interpret online experience is a path to the museum and make 

museums more accessible to diverse audience. Hybrid museum experiences both online and onsite with 

authenticity and engagement will be a crucial task and a new normal for us.

Figure 18.  Homepage of Ke Kui Ke Kuai

Figure 20.  Collaborated courses with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Figure 21.  Have pimples? Collection of wood prints ’
傳香花姐’ bless children with smallpox and measles 

(Sources: https://funchengnan.nmh.gov.tw/humanstage/)

Figure 19.  Players with a REG kit in group for pu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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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address challenging realities. https://www.aam-us.org/2021/05/01/inside-out-outside-in-a-resilience-model-for-

museums-offers-strategies-to-address-challenging-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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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최고디지털책임자

Professor at Stony Brook University,

Previous chief digital officer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HANG Eunjeong /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학예연구관

Curator at National Museum of Korea 

Mattias HENKEL / 마티아스 헹켈

ICOM-MPR 마케팅·홍보 국제위원회 회장, 독일

Chair of ICOM MPR, Germany

AHN Jaehong /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Professor at KAIST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Korea 

Ian LIU / 이안 리우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디지털 홍보교류과장

Assistant Director, Digital, Marketing and

Corporate Communications at Asian Civilisations Museum, Singapore

Yu-Chun KAO, Shao-Chun WU / 유춘 카오, 샤오춘 우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및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학예연구원

Research Assistant of National Museum of History and Associate Researcher of National Palace Museum, Taiwan 

JUNG Yonhak / 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관

Curator at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Chih-Ning HSIN / 치-닝 신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교육과장

Chief of Education and Extens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History,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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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스리니바산(Sree Sreenivasan)은 스토니브룩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학부의 디지털 혁신과 초

대 마샬 롭(Marshall Loeb) 객원 교수다. 디지털·소셜·가상 및 하이브리드 이벤트 컨설팅 회사인 디지멘토스

(Digimentors)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로서 전 세계 유수 기업, 비영리 단체,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있다. 뉴

욕시를 비롯하여 메트로폴리탄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MET) 및 컬럼비아대학교에서 최고 디

지털 책임자(Chief Digital Officer) 직을 거쳤고 20년 이상 저널리즘 전공 전임 교수로 재직했다. 특히 MET

에서의 작업 성과는 스마트폰 시대에 박물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과의 관련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했다

는 호평을 받았고 그 결과 소속 팀은 디지털 문화 어워드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다. 2015년 미국 패스트컴퍼니(Fast Compay)가 선정한 가장 창의적인 사업가 100인 중 1인으로 선

정되었으며, 2010년에는 포인터 인스티튜트(Poynter institute)로부터 소셜 미디어 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5인 중 1인으로 지목되었다. 2014년에는 CDO Club(Chief Digital Officer Club)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

는 CDO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 

Sree Sreenivasan is the inaugural Marshall Loeb visiting Professor of Digital Innovation at Stony Brook 

School of Communication and Journalism. He is CEO and cofounder of Digimentors, a digital, social 

and virtual & hybrid events consulting company working with corporations, nonprofits and startups 

around the world. He has served as Chief Digital Officer of New York Cit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nd Columbia University (where he was a full-time professor of journalism for 20+ years). His work 

at the Met won acclaim for making the museum more accessible and relevant in the smartphone age 

and his team won multiple prizes at digital-culture awards programs. In 2015, Fast Company named 

him one of the 100 most creative people in business and in 2010, he was named one of the 35 most 

influential people in social media by the Poynter Institute. In 2014, he was named most influential 

CDO by CDO Club.

Sree SREENIVASAN
스리 스리니바산

미국 스토니브룩대학교 디지털혁신과 교수,

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최고디지털책임자

Professor at Stony Brook University,
Previous chief digital officer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장은정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의 학예연구관이다. 2002년부터 국립춘천박물관, 국립경주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무하였으며 고구려 문화와 몽골 흉노 문화 등 유라시아 고대 유목 사회에 대한 

전시와 연구를 계속해 왔다. 2019년부터는 ICT 기술을 활용한 국립중앙박물관 스마트박물관 구축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과 실감콘텐츠 제작, 인공지능 전시안내 로봇, 메타버스 콘

텐츠 제작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박물관과 문화유산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연구와 서비

스 도입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고고학전공으로 박사과정

을 수료하였다.

Eunjeong CHANG is a curator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She is in charge of conducting 

research on the convergence of cultural heritage and cutting-edge technology, for example, AI, and 

introducing related museum services for visitors. CHANG began her career in 2002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cluding two regional branches, Chunchon National Museum and Gyeongju 

National Museum. CHANG has proven her academic strengths in continued research and exhibitions 

on Korean ancient culture and Eurasian nomadic societies, specifically, Mongolian Xiongnu culture. 

In 2012, She completed her doctoral degree in arche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19, 

she has dedicated her time to leading ambitious projects establishing “the Smart National Museum 

of Korea (SNMK)” with ICT technology. She was successful in creating the Immersive Digital Gallery, 

producing immersive video art, obtaining and adapting an AI robot for curating, and planning 

metaverse content projects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CHANG Eunjeong
장은정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학예연구관

Curator at National Museum of Korea



168 169The Role and Value of Digital Technology 
for Museums in New Normal Time

뉴노멀시대 박물관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가치

현직 문화 대사관(Agency EMBASSY of CULTURE) 창립자 및 소유주, 국제마케팅홍보협회(International 

Committee for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ICOM-MPR) ) 마케팅�홍보 회장, 오스트리아 다누비아 대

학교(Danubian University Krems) 객원 교수, 중국 중앙미술학원(Central Academy of Fine Arts) 객원 교

수, 독일 전문기자협회(German Association of Specialist Journalists) 자문 위원회 위원; www.DFJV.de으

로 활동 중이다. 전 베를린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 예술미디어관리소 산하 관객 개발 센터 이사

회 위원, 슈바빙 아트트루브(Schwabing Art Trouve) 태스크포스의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 뉘른베르크 시립

박물관(Nuermberg Municipal Museums) 관장, 베를린 국립박물관(National Museums of Berlin) 홍보실 부

서장을 역임하였다. 

Dr. Matthias Henkel M.A. (Germany, *15. March 1962) He holds a PhD and a Masters Degree in 

European Ethnology and Archaeology from the University of Goettingen/Germany. Currently he 

is performing as the Founder and Owner of the Agency EMBASSY of CULTUR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ICOM-MPR, Guest professor at Danubian University Krems/Austria, Guest 

professor at Central Academy of Fine Arts, Beijing/China, Advisory Board Culture of the German 

Association	of	Specialist	Journalists;	www.DFJV.de.	He	previously	worked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t the Center for Audience Development at the Institute for Arts and Media Administration, 

Freie Universität Berlin, Press and Communication at the Task Force “Schwabing Art Trouve”, and 

Director General of the Nuermberg Municipal Museum.

Mattias HENKEL
마티아스 헹켈

ICOM-MPR 마케팅·홍보 국제위원회 회장. 독일

Chair of ICOM MPR, Germany

안재홍 박사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초빙교수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디지털 문화유산(Digital Heritage)

이다. 안 박사의 관심 연구주제는 3D 디지털화 기반의 문화유산 기록화, 디지털 문화유산 데이터의 보존 

및 분석, 디지털 박물관 등에 근거한다. 특히 3D 스캐닝, 사진측량,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과 문화유산 보

존 기술을 접목하여 문화유산 및 박물관 전문가에게 유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매진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3D 스캐닝 표준화, 디지털 박물관 

전시 기획 등의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또한 안 박사는 저술· 강연· 자문· 상담 등의 여러 활동을 통해 디지털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와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문화유

산 부문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고자 문화재위원회(Cultural Heritage Committee)와 국제 기념물 유적 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전문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Dr. Jaehong Ahn is a visiting professor at KAIST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whose research 

field is Digital Heritage, He is interested in topics such as 3D digitization-based documentation of 

cultural heritage, the use of digital cultural heritage data for preservation and analysis, and digital 

museums. In particular, he is working to develop and disseminate new technologies that can be useful 

to cultural heritage and museum experts by combining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3D scanning, 

photogrammetr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preservation technologies of cultural heritage. He has 

been leading various research projects related to those topics and has also carried out projects such 

as standardization of 3D scanning of cultural heritage, and exhibition planning for digital museums. In 

addition, Dr. Ahn has been continuing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experts and the public about 

digital cultural heritage and to increase its usefulness by writing, lectures, advice, and consultation. 

To increase its direct contribution to the cultural heritage field, he is also working as a specialized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and ICOMOS.

AHN Jaehong
안재홍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Professor at KAIST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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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 리우(Ian Liu)는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서 검토하는 법을 이해하는 데 열

정이 있다. 예술, 문화 및 유산 부문에서 일하기 전에는 문화, 카피라이팅 및 디자인 교육을 받았다. 콘텐

츠 제작, 전략적 계획 및 디지털 응용 혁신에서의 경험을 동력 삼아 관객이 박물관 콜렉션에 더 가까이 다

가갈 수 있도록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ACM) 및 페라나칸 박물관 (Peranakan Museum)이 디지털 전

략을 개발하고 검토하는 데 힘써왔다. 그 밖에 브랜딩, 마케팅,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

서 ACM과 페라나칸 박물관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디어어워드(Singapore 

Media Awards)에서 그랑프리 베스트오브쇼(Grand Prix Best of Show) 수상의 영예를 비롯하여 많은 호평

을 받았다.

Ian has a passion for understanding how digital strategies are created, executed, and reviewed 

across industries. Prior to his work experiences in the art, culture and heritage sector, he was trained 

in photography, copywriting and design. Foundations in content creation, strategic planning and 

applied digital innovations have enabled him to develop and review the digital strategy for the Asian 

Civilisations Museum(ACM) and Peranakan Museum – with the objective of bringing audiences closer 

to the collection of the museums. Ian also leads projects for both institutions in fields including 

branding, marketing and corporate communications, which have received accolades including the 

Grand Prix Best of Show at the Singapore Media Awards.

Ian Liu 
이안 리우

싱가포르 아시아문명박물관 디지털 홍보교류과장

Assistant Director, Digital, Marketing and Corporate Communications at 
Asian Civilisations Museum, Singapore

유춘 카오(Yu-Chun KAO)는 현재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학예원구원으로 국립고궁박물원에서 근무하였다. 

영국 레스터대학교(University of Leicester)에서 역사 및 박물관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물관

과 디지털 통역 분야에서 큐레이터 및 교육자로 활동했으며, 대만, 영국, 홍콩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주요 연구 관심분야는 박물관 및 관객 연구에서의 디지털 개입이다. 샤오춘 우(Shao-Chun WU)은 

NPM디지털서비스과 학예연구원이다. 대만 국립대학교(National Taiwan University) 문헌정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NPM에서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획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Yu-Chun, Kao is a research assistant of National Museum of History, Taiwan and used to work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NPM), Taiwan. Having background in history and museum studies (MA in 

University of Leicester, UK). She has worked in the field of museums and digital interpretation as a 

curator and educator, and gained a wide variety of experience internationally: in Taiwan and UK. Her 

main research interest is digital intervention in museum and audience research. And Shao-Chun Wu is 

Associate Researcher of NPM. Having background in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Ph.D. 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He is mainly responsible for planning ICT’s application in NPM. 

Yu-Chun KAO, Shao-Chun WU
유춘 카오, 샤오춘 우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및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학예연구원

Research Assistant of National Museum of History and
Associate Researcher of National Palace Museum,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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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학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학예연구관은 농기구, 무형문화재를 주요 연구 분야로 대한민국 민속문

화의 저변을 넓히는 데 힘써왔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의 실감형 전시 개발을 혁신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인

하대,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등 대학에서 민속학 강사로 민속학 후학 양성을 노력해왔다. 한국민속학회 부

회장, 서울민속학회장,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와 논문으로는 『니

하오, 인천차이나타운』(2018), 『한중 두나라의 대문과 상징』(2009), 『인천 도서지역의 어업문화』(2008), 『한

중(韓中)농기구 비교연구』(2003), 한국 추석과 중국 중추절 풍속 비교 고찰(2021.8/韓國史學報 제84호), 동

해의 명태잡이에 대한 한일 갈등과 명태문화의 확산(2021.6/민속학연구 48호), 민속현장에 나타난 피의 신

성성과 부정성(2019.11/민속학연구 45호), 한국 달집태우기와 일본 돈도야키(どんど焼き) 상호 관련성 연구

(2019.6/민속학연구 44호), 한일 어구 유사성에 대한 현장론적 이해 제고(2018.6/무형유산 4호)가 있다. 

Jeong Yeon-hak, curator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NFMK)’s Exhibition Division, has strived 

to expand the base of Korean folk culture through his extensive research into agricultural implements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e leads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experiential exhibits at the 

NFMK and has trained future folklorists as instructors at Inha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Chung-

Ang University, Dongguk University, and elsewhere. He currently serves as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Folklore Society, president of the Seoul Folklore Society , and expert member of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His	major	writings	and	theses	include	Ni	Hao,	Incheon	China	Town	(2018);	Front	Gates	and	Symbols	

of	Korea	and	China	(2009);	Fishery	Culture	 in	the	Islands	off	 Incheon	(2008);	Comparative	Study	of	

Agricultural	Tools	of	Korea	and	China	(2003);	“Comparative	Study	of	the	Customs	of	Korean	Chuseok	

and the Chinese Mid-Autumn Festival”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Issue 84, August, 

2021);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Fishing	of	Alaska	Pollock	 in	the	East	Sea	and	

Spread	of	the	Alaska	Pollock	Culture”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Issue	48,	June,	2021);	“Sacre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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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닝 신(Chih-Ning HSIN) 박사는 현재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섭외교육과장이다. 다년간 공보 담당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추고 있으며, 대만 국립역사박물관의 창의성과 마케팅 부서를 신설하고 ICOM MPR의 부

회장(2013-2019)을 역임했다. 대만 ICOM MPR 및 중국 박물관협회(Chinese Association of Museums, 

CAM) 이사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고 박물관 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Museum Studies)에 출강한

다. 대만과 영국에서 각각 중국 미술사 및 박물관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대만 위안지대학교(Yuan 

Ze University)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2015년 중국 박물관 협회 (Chinese Association of 

Museums)가 발행한 <박물관 브랜딩: 21세기 박물관 재정의하기, ICOM MPR 2014 컨퍼런스 논문 선집> 

(Museum Branding: Redefining Museums for the 21st Century, selected papers from the ICOM MPR 

2014 Conference, ISBN 978-986-91506-1-3)의 수석 편집자이자 공동 저자다. 치-닝 신 박사의 실무 

경험과 학문적 관심은 박물관 경영,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박물관 교육에 근거한다.

Dr. Chih-ning HSIN is currently the Chief of Education and Extension Divis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History in Taiwan. Prior to that, she worked as a Public Affairs Officer for many years and built up the 

Creativity and Marketing Division at the museum, and served as the Vice Chair of ICOM MPR (2013-

2019). She is an ICOM MPR and Chinese Association of Museums (CAM) in Taiwan board member, 

and teaches at the graduate institutes of Museum Studies. She received MAs in Chinese Art History 

and Museum Studies respectively from Taiwan and the UK and a PhD in Management from Yuan 

Ze University in Taiwan. She is the chief editor and a co-author of Museum Branding: Redefining 

Museums for the 21st Century, selected papers from the ICOM MPR 2014 Conference (ISBN 978-986-

91506-1-3) published by the Chinese Association of Museums in 2015. Her practical experiences 

and academic interests have involved museum management, communications and marketing, and 

museum education.

Chih-Ning HSIN
치-닝 신

대만 국립역사박물관 교육과장

Chief of Education and Extension Division National Museum of History,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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