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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박물관이 관람객 및 사회와 소통하기위해 소셜미디어 활용에 집중하면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

부분 도입 현황을 탐색하거나 특정 플랫폼 분석에 집중하고 있어 소셜미디어 기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
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박물관 영역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하고자, 소셜미디어 커
뮤니케이션 내용과 방법을 종합한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작하여 사례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내용 중첩을 
통한 전략적 홍보’, ‘플랫폼 간 콘텐츠 연계’, ‘전시의 다원화’의 커뮤니케이션 특성 현황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박물관이 
관람객 및 사회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을 논의하였다. 첫째,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전략적으
로 연계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박물관 및 전시 정보를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야 한다. 둘째, 소셜미디어 플랫폼별 특성과 타겟을 
고려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선택하고 게시물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합한 방식으로 가공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컨셉츄
얼 포스트와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Abstract]
As social media has increasingly become an important communication tool with visitors and societies recently in managing museums, 

a wide range of related research has been continuously conducted. However, most of them explore the introduction status or focus on 
analyzing specific platforms; thus, there is a need for a comprehensive discussion of social media-based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a framework that combines the contents and the methods of social media communication by conducting case studies 
and interviews of experts in the field to find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using social media in museum management. Henc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popularity through contents nesting," "cross-platform contents linkage," and "diversification 
of exhibitions" are derived, and strategies to effectively communicate with visitors and societies are discussed: 1) museums should 
upload strategically linked communication contents to get information spread through online 2) appropriate communication methods 
should be selected, images and texts of posts should be edited suitably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latform and target 
3) conceptual posts, online exhibitions, and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continuous communication in thei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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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이하 SM)는 사람들의 생각과 정보, 
경험 등을 타인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화된 온

라인 미디어 플랫폼으로, 개인 뿐 아니라 기업이나 기관 등에서

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1]. 박물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등과 같은 SM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

해 관람객 및 잠재적 관람객과 보다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

끌어내어 접근성을 높이고 전시로 유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로운 온라인 경험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SM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박물관과 관람객의 관계에 변화

를 가져왔다. 특히, 과거 물리적 공간에 한정되어 있던 박물관

은 SM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이용자 개개인의 다양

성과 다원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2]. 방문

객은 기존의 수동적 정보 수용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하

였으며, 일차적으로 관객이 SM을 통해 박물관 경험을 공유하

는 것을 넘어, 박물관 콘텐츠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데 주역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박물관은 SM을 통한 기본적 정보제

공 이외에도 라이브 스트리밍, 스토리 등 SM의 다양한 커뮤니

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와 친밀하게 커뮤니

케이션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라이브 스트리밍을 사

용한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이 늘어나면서 사용자

와 박물관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다[3]. 이러한 박물관의 SM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이전의 일

방적인 소통에서 방문객과의 관계의 재정립으로 이어지고, 나
아가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기회가 된다[1].

SM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박물관 관람객을 기존의 수동적 

정보 수용자에서 적극적 참여자로 변화하게 하였다[4]. 이에 기

관으로서 박물관이 대중 및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SM 활용 관

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연구는 박물관의 소셜미디어 도입 현황을 탐색하거나(e.g. 
[5]-[6]), 특정 박물관의 SM 활용 사례나 (e.g. [7]-[8])  특정 SM 
플랫폼에 집중하고 있어(e.g. [1], [4], [9]-[11]), SM 플랫폼의 커

뮤니케이션 특성의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SM을 통한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방법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작하고, 이를 기반

으로 사례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SM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박물관이 관람객 및 사회와 효과적

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SM 활용 전략을 체계화함으로써 

향후 SM 활용에 가이드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기

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박물관의 SM 활용과 커뮤니케이션 내용

SM은 박물관과 같은 공중기관(organization)이 대중 및 사회

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12]. SM의 발전으로 박물관에 대한 방문객의 접

근성이 높아지고 박물관 경험은 보다 다채로워지고 있다. 박물

관의 SM 도입은 박물관 커뮤니케이션을 일방향 정보전달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변화하게 했을 뿐 아니라 박물관 방문객의 경

험 자체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1]. SM의 쌍방향 소통의 방식과 

상호작용성, 그리고 네트워크적 특성은 정보의 확산 및 교환뿐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성 구축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13].
박물관의 SM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방문객

은 전시의 기획과 실행 등 여러 단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박물관은 더욱 방문객의 관점에서 전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

다[2]. 특히, 정보 공유 및 확산을 위해 SM이 적극적으로 활용되

고 있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14]은 인플루언서와 유명 스트

리밍 플랫폼을 이용하여 어린이날 기념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였

으며, 국립한글박물관은 퀴즈 풀이, 해시태그, 방문 인증샷 등의 

참여 유도를 통해 굿즈를 제공하는 등 박물관이 관람객의 SM을 

통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사용자 및 잠재적 관람객과의 관계성 

구축을 위해 S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있

다. 뮤지엄 김치간에서는 주기적으로 김치와 관련한 일기[15]
나 지역 김치 요리법[16]과 같은 일상 정보를 게시하고, 아모레

퍼시픽뮤지엄에서는 3년 전 개관 전시의 오프닝을 다시 회고하

는 사진과 함께 게시물[17]을 통해 그 당시 방문했던 방문객들

의 경험 공유를 유도하여 방문객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만들었다. 
또한 대림미술관은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고민 공유를 기반으로 환경 캠페인을 진행[18]하였는데, 관람

객들은 별도의 보상이 주어지는 이벤트가 아님에도 좋은 취지

에 응하며 박물관과 함께 환경 보존적 가치를 인증샷과 해시태

그를 통해 공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과 맥락에서 SM을 활용한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은 박물관-방문객 사이의 평등성 확보, 커뮤니티

의 다양성 수용, 박물관의 사회적 정의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주체이자 방문객 및 사회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

로 박물관의 역할과 위상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 이
를 통해 박물관은 사회적 기관으로 기능함과 동시에 잠재적 방

문객 확보와 같은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기관

으로서 박물관의 SM 활용 관련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Padilla-Meléndez & del Águila-Obra(2013)는 SM 도
입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효과와 가치를 ‘구독자 수'나 ‘방문 순

위'와 같은 정량적 효과, 즉 영향력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연구

하였으며[5], Fletcher & Lee(2012)는 노르웨이 박물관 연합에 

등록된 박물관 전문가 중 62.6%에 해당하는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SM 활용에 대한 태도와 관점을 탐색하였다

[6]. Manca(2021)는 SM을 활용하고 있는 3개 박물관을 사례로 

플랫폼 별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한 정성적 내용분석과 함께 콘

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및 참여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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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20]. 이 외에도, SM의 특정 플랫폼이나 기능에 집중하

거나[1], [4], [9]-[11], 특정 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목적, 특
성, 효과 및 전략을 논의한 연구[7], [8]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SM을 활용한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중과 호혜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중기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하고 그 

활동을 분류하고자 시도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Hutton(1999)은 공공 및 상업적 기관과 대중 사이의 공중관계성

(public relation) 구축을 위한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내용을 

총 6가지로 분류하였다[21]. 즉, 기관의 행위를 고객에게 이해시

키기 위한 설득(Persuasion), 고객의 기관에 대한 인상을 원하는 대

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평판 관리(Image/reputation management), 
교육 및 공공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보(Public information),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대의를 설득시키는 대의-관련

(Cause-related), (주로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반응이자 방어적 

조치인 옹호(Advocacy), 그리고 기관 및 공중의 상생적 관계와 상

호이익을 도모하는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로 분류

하였다. Payne & Frow(2005)는 상업적 기관의 고객 관계 관리에 

집중하면서, Hutton(1999)의 연구에서 언급된 ‘관계 관리’의 상업

적 측면에 주목하여 세부적으로 가치 창출 과정(Value-creation 
process), 다중채널 통합(Multi Channel integration), 정보관리

(Information management),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의 4
가지로 정리하였다[21]-[22]. Waters et al.(2009)와 박혜원, 안형

준(2013)의 연구는 SM을 활용한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내용

을 정보의 방향성에 중점을 두어 유형화하였다[2], [23]. Waters et 
al.(2009)의 경우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 유포(Information 
dissemination), 공개적이고 쌍방향적인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로 기관의 공개(Disclosure), 그리고 공중의 주체적 콘텐츠 생산 및 

공유에 대한 개념을 포함하는 참여(Involvement)로 분류하였으며, 
박혜원, 안형준(2013)은 Waters et al.(2009)의 연구와 유사한 개

념들로 홍보 및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참여하기의 용

어들을 제시하였다[2], [23].
위의 4가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살펴보았을 때, Hutton(1999)

이 제시한 6가지 활동 개념은 기관의 공공적 특성과 상업적 특성

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며, 다른 3가지 연구의 

경우 공중의 콘텐츠 생산 및 공유와 기관 활동 참여의 맥락을 포

함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aters et 
al.(2009)와 박혜원, 안형준(2013)의 연구를 중심으로 커뮤니케

이션 활동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Hutton(1999)의 관점을 참고

해 공공 정보/가치 제공으로 공공적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활동

을 구별하여, ‘홍보 및 프로모션’, ‘공공 정보/가치 제공’, ‘공지 

및 관계유지’, ‘참여 유도’의 4가지로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활

동 내용을 정리하였다. ‘홍보 및 프로모션’은 박물관에서 전시 

및 다양한 활동들의 홍보를 위해 기획된 게시물을 의미하며, ‘공
공 정보/가치 제공’은 국가적 의미나 역사적, 환경적 가치 등의 

정보 공유를 통해 공공의 가치를 일깨우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게시물로, 법정기념일/공휴일 기간에 해당 기념일의 취지

에 알맞은 내용의 게시물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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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커뮤니케이션 내용 정리

Table 1. Communication contents of museum’s SM usage

왼쪽 2열부터 [21]-[23], [2]

‘공지 및 관계유지’는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관람객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박물관 공지사항이나 관람객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게시물로, 박물관의 휴관 및 개관과 같은 운영 알림과 전

시과 높은 관련성이 없는 풍경 사진 등을 활용한 일상 대화 유

도 게시물 등을 포함한다. ‘참여 유도’는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직접적 프로그램 신청을 가능하

게 하는 게시물로, 특정 어린이 체험 교실이나 학술 세미나, 온
라인 교육 등의 등록 게시물이 이에 해당된다. 본 연구는 이 4가
지로 정리된 분류를 기반으로 박물관의 SM 콘텐츠 유형을 분

석하고자 한다.

2-2 소셜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SM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박물관은 SM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식의 커뮤니케

이션 활동을 하고 있다. 박물관은 사진,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SM 사용자들과 소통하고 있으

며, 더욱 많은 방문객들을 참여시키고 이를 통한 박물관의 새로

운 경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절한 매체 및 방법을 활

용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 수립은 박물관 커

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많은 박물관에서의 SM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박물관의 SM 활용 방법, 
이유, 주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4]. 
또한, SM이 다양한 영역에서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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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됨에 따라 SM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의 체계적 분석을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안대천, 김상훈 (2012)은 SM을 활용한 광고의 이용 형태 및 

수용 태도 분석을 위해, SM의 성격에 따라 플랫폼 유형에 집중

하여 표현형, 관계형, 공유형, 하이브리드형으로 분류하여 논의

하였으며[25], 윤해리, 정정호 (2018)는 사용자의 플랫폼 이용

목적에 따라 관계형, 커뮤니케이션형, 표현형, 및 콘텐츠 유형

으로 구조화하였다[26]. 또한, Mangold & Fauld (2009)는 SM을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및 창의적 작업

물 공유 사이트로 분류하였으며[27], Cheng & Vreed (2017)는 

커뮤니케이션 대상에 따라 그룹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

이션,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하였다[28]. 그러나 SM 커뮤

니케이션 특성 및 유형은,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고, 
다양한 SM 플랫폼의 등장 및 개별 플랫폼의 지속적 진화 발전

으로 명확한 유형 체계 마련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존

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플랫폼에 집중하거나, 최근 하이브리드

화되어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표 2. 박물관의 SM 활용 커뮤니케이션 방법

Table 2. Communication method of museum’s SM usage
SM platforms

Classification
Factor Face

book
Twitter

Insta
gram

You
tube

Naver
TV

Con-
tent
type

Posting
Time
Period

Con-
tent
Length

Static

Perma-
nent
Posting

Un-
limited

Text
Post-
ing

Text
Tweet

Text 
Post-
ing

Com-
munity
(Text
Post-
ing)

Viewer

Limited
Photo
Post-
ing

Photo 
Tweet

Photo 
Post-
ing

Com-
munity
(Video
Post-
ing)

Dyna-
mic

Un-
limited

Watch
Video

Video
Post-
ing

Video
Up-
load

Naver
TV

IGTV

Limited

Tempo-
rary
Posting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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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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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Fl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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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Live
Strea-
ming

Liv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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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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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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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구의 틀

Table 3. Research Framework

Promotion
Public-
related

Relation
management

Engagement

Static

Dynamic

Live
Streaming

이에 본 연구는 박물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주요 SM 플랫폼

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여 박물

관의 SM 활용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박물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SM인 페이스

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를 주요 분석 플랫폼으

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각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게시되는 게

시물의 게시 형태, 게시 기간, 게시 제한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시 

형태는 텍스트, 사진, 동영상,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나타났는

데, 본 연구는 이를 텍스트와 이미지 같이 정적인 경우(static), 
동영상과 같이 동적인 경우(dynamic), 그리고 실시간 동영상인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으로 구분하였다. 게시 기간의 

경우, 크게 영구 게시(permanent posting), 단기 게시(temporary 
posting), 실시간(live)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플랫폼에 업로드 

할 수 있는 텍스트 길이, 사진 개수, 동영상 길이 등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페이스북의 스토리, 트위터의 플릿, 인
스타그램의 스토리, 하이라이트, 릴스, 유튜브의 숏츠가 그 예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게시물의 업로드 분량 제한 유무에 

따라 그 방법을 구분하였다 (표 2).
본 연구는 박물관의 SM 활용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2-1장에서 정리한  ‘홍보 및 프로모션’, ‘공공 정보/가치 

제공’, ‘공지 및 관계유지’, ‘참여 유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과 

2-2장에서 정리한 ‘정적 게시’, ‘동적 게시’, ‘라이브 스트리밍’
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주요 분석 축으로 하여 연구의 틀을 

(표 3)과 같이 도출하였다.

Ⅲ. 연구방법

박물관의 SM을 활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모색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박물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내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자 박물관

의 SM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1 국내 박물관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분석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기준

으로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29].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목록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 본 연

구에서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분석 대상으로 모두 포함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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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두 박물관으로 지칭하였다. 이는 박물관이 미술관, 과학관 

등 교육을 주요 커뮤니케이션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기관

을 지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근거[30]하였

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은 서울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며, 국·공·
사립 모두를 포함하여 총 140개의 박물관의 SM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이중 동일한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소셜미디어를 2
개 기관이 한 계정에서 운영하는 경우 통합해 취급하였으며, 전
시, 공연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SM을 운영하는 예술의전당(서
울서예박물관, 한가람디자인미술관, 한가람미술관), 세종문화

회관 미술관은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기관 내에서 운영 중

인 소셜미디어가 없는 45관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88관을 1
차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각 SM 플랫폼별 커뮤니케이션 내용 및 방법을 면밀하

게 분석하기 위해, SM 분석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ontents, Interactivity, Popularity[20] 3차원의 데이터를 상대도

수로 분석하였다. Manca (2021)의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Content
는 게시물 수, Interactivity는 like, views, comments의 수, 라이브 

스트리밍의 활용 빈도, Popularity는 팔로워 수로 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20]. 88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인스타

그램(2021년 5월 6일 기준)과 유튜브(2021년 5월 22일 기준)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 달간 게시물이 없는 경

우는 데이터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분석 결과, 높은 점수로 평가

된 12 기관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4).
2021년 2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 3달간 게시된 SM 활용 

현황을 2장에서 정리한 프레임워크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유의

미한 주제를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이때, 커뮤니케이션 방법 분

석 과정에서 ‘단기 게시물’은 플랫폼 내에서 24시간 동안 게시

되고 그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으

며, 그룹 채팅 및 일대일 채팅 또한 대화에 참여한 사용자 이외

의 사람들은 별도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석 범위

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Naver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의 박물관

에서 Naver TV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Viewer는 SM보

다는 블로그의 성격이 강하고 Shopping Live는 프로모션에 치

우쳐 있다는 점에서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사진과 동영상이 함께 업로드된 게시물은 사진이 표지와 같

은 역할을 하면 동적 자유 게시물로 보았으며 카드뉴스와 같이 

사진이 주를 이루고 영상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적 자유 

게시물로 분류하였다. 같은 콘텐츠가 여러 플랫폼에 공통적으

로 올라가 있는 경우 중복 카운트하였고, 하나의 콘텐츠가 커뮤

니케이션 내용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

다 주가 되는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공지가 

되어 있거나 녹화본이 업로드된 경우에만 데이터 분석이 가능

하여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분석하였으며, 라이브 스트

리밍 진행 일정을 공지하기 위해 텍스트, 이미지 기반의 게시물

만 업로드한 경우는 정적 자유 게시물로 1회, 라이브 스트리밍 

진행 후 녹화된 영상을 업로드한 경우에는 동적 자유 게시물과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각각 1회씩 카운트 하였다. 모든 과정은 5
명의 연구자가 교차 검증하여 분석하였다.

3-2 전문가 심층 인터뷰

박물관의 SM 활용 현황 분석 데이터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

보고 그 이면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박물관에 종사하는 

SM 담당 실무자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심
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표 5). 반구조화 인

터뷰는 미리 구성된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를 통

해 다각도에서 주제를 탐색할 수 있고 다양한 경험을 수집하는 

데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31].
COVID-19로 인해 인터뷰는 2021년 5월 27일부터 6월 10일 

사이 인터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균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모든 내용

은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 후 글로 기록하였다.

표 4. 소셜미디어 운영이 활발한 12개 서울시 등록 박물관의 SM 

활용 현황

Table 4. The current status of SM usage in 12 
Seoul-registered museums with active social 
media operation

Museum 
Type

Museum Name

Social Media Operations

Insta
gram

Face
book

Twit-
ter

You
Tube

Naver 
TV

National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 ○ ○ 　

National Hangeul 
Museum

○ ○ 　 ○ 　

National Museum
of Korea
Contemporary
History

○ ○ ○ ○ ○

National Museum
of Korea

○ ○ ○ ○ ○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 ○ ○ ○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 ○ ○ 　

Public

Seoul Children’s
Museum

○ ○ 　 ○ 　

Seoul Museum of
Art

○ ○ ○ ○ ○

Private

Amorepacific
Museum of Art

○ 　 　 ○ 　

Daelim Museum &
D Museum 

○ ○ ○ ○

Ilmin Museum of
Art

○ ○ ○ ○ ○

Museum Kimchik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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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Table 5. List of interviewees
No. Museum Type Role Experience

1
National
Museum

Curator 11 years

2
Public
Museum of Art

Public Relations Coordinator
1 year and
5 months

3
Private
Museum of Art

Social Media Representative
2 years and
10 months

4
Private
Museum of Art

Marketing Curator
2 years and
10 months

5
Private
Museum

Curator 4 years

질적 연구를 위한 간소화된 코딩 모델[32]을 활용하여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으로 인터뷰에서 언급된 내용을 

분석했다. 기록한 인터뷰 내용에서 추출한 의미 단위를 카테고

리로 분류하고 연구 틀에 매핑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주제

와 논의를 도출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2개 박물관에서 SM에 업로드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커

뮤니케이션 내용의 측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분류

는 ‘홍보 및 프로모션(59.6%)’이었다 (그림 1). 홍보와 프로모션

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정적 게시’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으며 ‘동적 게시(7.6%)’, ‘라이브 스트리

밍(0.1%)’이 뒤를 이었다 (표 6).
‘홍보 및 프로모션’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은 1) 전시 중인 

작품과 유물 및 소장품을 소개하는 사진이나 2) 전시 공간을 소

개하는 영상을 통해 ‘방문 독려’를 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COVID-19로 인해 활성화된 온라인 전시 게시글도 다수 업로

드되었다. 가령,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어린이를 타겟으로 하

는 전시의 언택트 콘텐츠를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홍보 및 프로모션’의 뒤를 이어 ‘공공 정보/가치 제시

(20.3%)’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이 다수 업로드 되었는

데, 이 경우 ‘홍보 및 프로모션’과 다르게 ‘동적 게시’가 14.7%
로 가장 많이 활용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었다. 주로 국공립 박

물관의 지역문화, 예술, 역사에 대한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영상이었고, 문화공연 영상도 다수 업로드되었다. 국립한글박

물관은 한국의 위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였

으며, 다수의 국립 박물관에서는 공휴일/기념일 특별 공연 영상

을 무료로 공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 유네스코 인류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문화공연을 지속하고 관련 영상을 다

수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림 2의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공

립과 사립을 수치적으로 비교했을 때 국공립 8개 박물관 SM 게
시글 중 24.9%가 ‘공공 정보/가치 제시’였으며 사립은 8.3%에 

그쳤다.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측면에서도 국공립은 24.9% 중 

20.2%가 ‘동적 게시’였으며 ‘정적 게시(2.21.8%)’와 ‘라이브 스

트리밍(2.5%)’도 일부지만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면에 사립은 8.3% 전체가 ‘정적 게시’로만 업로드되었다.

그림 1. 12개 서울시 등록 박물관 SM 커뮤니케이션 내용

Fig. 1. Communication Contents of 12 Seoul-registered 
museums' SM usage

그림 2. 국공립 8개 및 사립 4개 박물관 SM 커뮤니케이션 내용

Fig. 2. Communication Contents of 8 National/Public, 4 
Private museums' SM usage

표 6. 12개 서울시 등록 박물관 SM 활용 분석결과

Table 6. Museum communication contents of twelve 
registered museums in Seoul

Promotion
Public-
related

Relation
management

Engagement

Dynamic 51.9% 3.8% 10.8% 4.8%

Static 7.6% 14.7% 3.0% 1.5%

Live
Streaming

0.1% 1.8% 0.0% 0.0%

‘공공 정보/가치 제시’ 다음으로 ‘관계 관리’와 ‘참여 유도’를 

위한 게시글이 뒤를 이었다. ‘참여 유도’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

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 신청 관련 게시글이 대부

분이었다. 대표적으로 국립고궁박물관은 정기적으로 진행 중

인 역사문화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인스

타그램 포스트 4개 당 1개 꼴로 업로드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SM 활용 현황 분석 결과와 전문가 심층 인터

뷰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특성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4-1 내용 중첩을 통한 전략적 홍보

SM 커뮤니케이션 내용의 가장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보 및 프로모션’에서 주목할 점은 ‘홍보 및 프로모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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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용이 전략적으로 ‘공공정보 및 가치제공’ 및 ‘공지 및 관계

유지’의 내용과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략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1) 한 게시물에 ‘공공 정보/가치 제시’와 ‘홍
보 및 프로모션’ 내용을 연계하는 ‘지식정보 전달을 통한 자연

스러운 홍보 및 프로모션’과 2) 공지 및 관계유지를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홍보를 유도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유지 

및 홍보’의 2가지 범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정적 게시’의 방법

을 통해 게시되었다.

1) 지식정보 전달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 및 프로모션

박물관들은 하나의 정적 게시에서 홍보 및 프로모션을 위해 

공공 정보/가치 제시를 연계하는 방식을 패턴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표적으로 뮤지엄김치간은 김치의 레시피 같은 일상 

지식정보를 공유하면서 관련 전시나 그림 3과 같이 박물관 굿즈

를 홍보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채택하였다. 게시글의 끝에는 

퀴즈를 내거나 SM 이용자들의 생각을 묻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댓글 참여를 유도를 하고 인스타그램 계정과 박물관

을 자연스럽게 홍보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어로 우리나라의 김치 

문화를 알리는 사회공헌 성격의 게시글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

며 잠재적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뮤지엄김치간을 자연스럽게 노

출시켰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알리는 패

턴으로 유물 달력을 정기적으로 업로드하였다 (그림 4). 이 역시 

역사적 유물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사회적 성격의 커뮤니케이션

임과 동시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 목록을 지속적으로 노출

시킬 수 있는 전략적 홍보 패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2)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유지 및 홍보 효과

분석 결과, 상당수의 '정적 게시'에서 '공지 및 관계유지', 특
히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SM 상의 관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장

기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러운 박물관 방문을 유도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크게 3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박물관들은 박물관 주변 ‘풍경 사진’을 업로드해 

SM 사용자들과의 관계를 지속시키고 방문을 유도하였다. 국립

민속박물관은 계절을 소재로 한 게시글을 주기적으로 업로드

했으며,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은 박물관 주변 

환경 및 풍경 사진을 업로드하며 방문을 유도했다. 인터뷰 대상

자 1에 따르면, 박물관 주변 경관이나 동물 사진은 SM 상에서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당길 수 있다. 즉, SM 
사용자의 관심을 끌어 온라인 상에서 관계를 확대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풍경 사진은 박물관의 즉흥적 방문을 직접

적으로 유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아래 인터뷰 대상자 5의 답변

에서 잘 드러난다.
“팔로워 소통과 홍보 목적으로 박물관 풍경을 주 1~2회 업로

드하고 있어요. 박물관이 야외에 위치해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날씨가 좋으면 즉흥적으로 주변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즉흥적으로 올리는 풍경 사진은 SM 사용자와의 소통뿐 아니

라 직접적인 박물관 홍보 및 방문 유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뮤지엄김치간 ‘네모김치김밥’(인스타그램)

Fig. 3. Museum Kimchikan ‘Square Kimchi 
Kimbap’(instar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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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달력’(인스타그램)

Fig. 4. Natioinal Museum of Korea 'Artifact 
Calendar'(instargram)

그림 5. 뮤지엄김치간 ‘새학기이벤트’(인스타그램)

Fig. 5. Museum Kimchikan 'New semester event'(instar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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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박물관들은 ‘댓글 참여 유도’를 통해 SM 사용자

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하였다. 뮤지엄김치간은 ‘새학기이

벤트’로 ‘새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깜짝 응원의 

메시지’를 다는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여 일상적인 대화, 즉 쌍

방향 소통을 촉진하였다. 이때, ‘연필과 공책’을 언급하며 이미

지로 박물관의 자체제작 굿즈 사진을 업로드하였는데, 이는 댓

글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굿즈를 인지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다 (그림 5). 이외에도 다수의 박물관들이 SM 사
용자들의 댓글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로 진행 중인 전시나 자

체 제작 굿즈를 자연스럽게 홍보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풍경 사

진 업로드와 같이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에서 나

아가, SM 사용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관계를 긴

밀하게 하고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박물관들은 일상과 관련된 ‘주제 제시’를 통해 

깊이 있는 대화와 관계 구축을 하였다. 예를 들어, 대림미술관

(디뮤지엄)은 매달 일상과 관련된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관련 

인물, 문장, 작품 등을 소개한다 (그림 6).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콘텐츠와 연관된, 환경보호 등과 주제로 일상에서의 캠페

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운영 중인 전시 콘텐츠에 대한 

홍보 수단임과 동시에 방문객들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유도

하는 수단이다.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은 굳이 전시관을 오지 않

더라도 SM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의 다양한 측면을 경

험하게 하여 박물관이 SM 상에서 대중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여진다. 전시의 일상화를 

위한 시도들은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관람객에게 참여유도를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작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콘텐츠를 만들기 보다는 작

가가 그림을 그리는 소리로 ASMR 콘텐츠를 만들거나 작품에 

숨겨진 그림을 찾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

텐츠를 만드는 방식이죠.”
‘ASMR 콘텐츠’를 통해 작품을 생활 속 경험과 연결시키거

나 ‘작품에 숨겨진 그림을 찾는 것’과 같은 일상에서의 행동과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는 방식으로 박물관의 일상화를 추

구하고 있었다. 주제 제시를 통한 일상적 대화를 포함한 이러한 

방식들은 기관의 색채와 정체성을 일상 속에서 효과적으로 알

릴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4-2 플랫폼 간 콘텐츠 연계

박물관들은 대부분 2개 이상의 SM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었

으며, 각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완전히 분리되기 보다는 

연계되어 있거나 동일했고 플랫폼별 특성에 맞춰 가공 및 게시

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도  다수의 플랫폼에서 프로필 및 채널

을 운영하고 있으며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운영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플랫폼의 주된 사용자들에게 게시

글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함으로 보였다. 세부 전략은 1) ‘플랫폼 대표 방법 활용’과 2) 
‘전략적 이미지 가공 및 게시’이다.

그림 6. 대림미술관 & 디뮤지엄 ‘관계’(인스타그램)

Fig. 6. Daelim Museum & D Museum 'Relation'(Instargram)

1) 플랫폼 대표 방법 활용

국공립 박물관들은 플랫폼 유형별 대표 커뮤니케이션 방법

을 활용해 플랫폼 간 콘텐츠를 연계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채

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공 정보/가치 제시’를 위한 콘텐

츠의 대부분을 ‘동적 게시’의 방법으로 유튜브, 네이버 TV와 

같은 영상 중심 플랫폼에 업로드한 뒤,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미

지 중심 플랫폼에 연계하여 ‘정적 게시’의 방법으로 ‘홍보 및 프

로모션’하는 방식이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문화예술계 전문

가와 진행한 토크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뒤, 영상의 공개 

게시 일정은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 형태로 공지하였다. 대한

민국역사박물관은 어린이날 기념공연의 생중계 안내를 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관람유도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였다.
이미지 중심 플랫폼 중에서도 개별 플랫폼들의 특성에 따라 

영상 중심 플랫폼과의 연계 방식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인스

타그램의 경우 해당 영상 관련된 카드뉴스와 함께 영상 일부를 

짧게 편집하여 함께 올리는 방식이었고, 페이스북 및 트위터의 

경우 게시글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연결성을 강화한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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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영상 중심 플랫폼에서 12개 박물관의 커뮤니케이션 형식

Fig. 7. Communicational Format of 12 Seoul-registered 
museums' Video-centered SM usage

이는 인스타그램은 이미지와 영상을 한 게시글에 함께 올릴 수 

있다는 점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링크를 직접적으로 첨부할 

수 있다는 플랫폼의 대표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경우 타 플랫폼의 

콘텐츠 링크를 업로드하여 게시글들을 연계 및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대상

자 1은 페이스북은 텍스트가 먼저 보이고 하단에 사진이 노출

되는 특성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반면에 인스타그램에서 외부 

링크를 아카이빙 한 사례는 서울시립미술관 하나였다. 인스타

그램은 포스트에 직접적으로 하이퍼링크를 텍스트로 입력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라는 특정 기능을 통해 링

크를 아카이빙해야 하는데, 이 기능은 일정 팔로워 이상을 보유

하고 있을 때 활용 가능하여 때문에 SM 실무자 입장에서 활용 

접근성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물관들은 특히, 영상 플랫폼 내에 존재하는 다른 커뮤니케

이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유튜브에도 ‘커뮤니티’와 같은 ‘정적 게시’ 방법을 통해 

영상 홍보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활용하는 대신 인스타

그램을 통해 영상을 홍보하였다. 영상 중심 플랫폼(유튜브, 네
이버TV)에 업로드된 게시글 중 무려 95.9%가 ‘동적 게시’라는 

것에서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 활용 특성이 나타났다(그림 7). 이
러한 경향은 ‘공공 정보/가치 제시’와 ‘홍보 및 프로모션’에 적합

한 플랫폼 및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각각 다르다고 여기는 것에

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대상자 3은 “유튜브의 경우 온

라인 전시회나 교육영상 업로드로 한정 짓는 편”이며 “최근 3,40
대 어머니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맘카페 같은 개념의 인

스타그램 계정 생기면서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미지를 통한 홍보게시를 주로 업로드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몇몇의 박물관은 영상 중심 플랫폼 내 다른 커뮤니케

이션 방법을 활용해 SM 사용자들의 시선을 끌거나 구독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있었다. 가령,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은 유튜브 내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하여 정적 자유 게시로 영

상 게시 기간 안내나 업로드 예정일 등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

나 ‘커뮤니티’ 기능은 일정 수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박물관의 SM 운영 실무자 입장에

서는 플랫폼의 대표 방법을 활용한 플랫폼 간 연계가 현실적이

고 접근성이 높은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M을 통한 공중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플랫폼 내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플랫폼 내

에서 콘텐츠를 연계하는 것 역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전략적 이미지/텍스트 가공 및 게시

그림 8. 국립중앙박물관 ‘뭐든지 1등’(인스타그램)

Fig. 8. National Museum of Korea 'Anything 
1st'(Inastar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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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국립중앙박물관 ‘뭐든지 1등’(트위터)

Fig. 9. National Museum of Korea 'Anything 1st'(Tweeter)

박물관들은 이미지 중심 플랫폼에 ‘정적 게시’를 할 때, 서로 

연계된 콘텐츠이거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콘텐츠일지라도 

업로드하고자 하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미지와 텍스트

의 가공 및 게시 전략을 달리하였다. 가령, (그림 8)과 (그림 9)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유지 및 홍보효과 

사례 중 하나로, 각각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업로드된 것이며 

두 게시물 모두 정적 자유 게시 형식을 취하고 있고 동일한 이미

지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의 경우 스토리텔링을 위

한 텍스트를 사진과 함께 게시한 반면 트위터는 자세한 이야기

를 볼 수 있는 블로그로의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짧게 

구성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별 차별 전략은 인스타그램에 비해 

게시글에 바로 링크가 가능하며 텍스트 수 제한이 있다는 트위

터의 기능적,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물관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눈에 띄는 

게시글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미지 가공 및 구성 전략을 적극적

으로 도입하고 있었다. 이는 인스타그램이 텍스트 보다는 이미

지 중심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

다. 박물관의 SM 실무자 역시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

니케이션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인터뷰 대상자 1은 “인스

타그램의 경우 더보기 란을 누르지 않으면 글이 잘 안 보이고 

사진이 크게 보여서 이미지가 눈에 띄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미

지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하였고, 인터뷰 대상자 2는 인스

타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관심을 이끌만한 이미지 위주로 신

경을 쓰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현황 분석과 인터뷰에서 구

체적으로 확인된 시각적 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박물관들은 ‘전시 포스터의 재구성’을 통해 시각적 주

목을 끌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동

일한 주제에 대한 '홍보 및 프로모션' 게시글을 업로드하며 다

른 성격의 이미지를 활용하였는데, 페이스북에는 정보위주 이

미지(포스터 자체)를 업로드했지만 인스타그램에서는 이를 일

러스트로 재구성하여 업로드하였다 (그림 10, 그림 11).
또한, 전체 게시물에 ‘시각적 통일성’을 주고 박물관의 아이

덴티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관된 일러스

트레이션과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인
터뷰 대상자 2는 이와 같은 ‘통일된 이미지’를 도입함으로써 대

중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점이 홍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는 데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단일 게시글 뿐 아니라 ‘피드 레이아웃 구성’에도 조화

와 시각적 주목성을 위한 시각화 전략을 사용하였다. 몇몇의 박

물관은 (그림 13)과 같이 게시글 1개의 범위에서 나아가 피드 자

체의 레이아웃 구성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보

통 새로운 주제의 전시를 '홍보 및 프로모션'할 때 활용하였다.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며 동일한 내용 및 형식을 

플랫폼별로 가공 및 게시 전략을 달리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번

거로운 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박물관은 여러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는 플랫폼별 사용자층이 상이하

며, 각 사용자층을 타겟팅하여 박물관이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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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다르다고 인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터뷰 대상

자 1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그림 10. 국립고궁박물관 ‘봄날 잔치가 열렸네!’(페이스북)

Fig. 10. National Palace Museum 'There's a feast on a 
spring day!'(Facebook)

“관련 학자 분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보세요. 정보, 소장품, 
강연, 전문성 있는 내용을 올려야 호응이 좋아요. 인스타그램은 

다양한 연령대가 들어와서 무겁지 않지만 대중들에게 잘 알려

져 있지 않았던 사실을 영상이나 사진들을 통해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페북에는 고연령층이 대부분이라 사진을 올리면 당황

하는 반응이에요. 학회 소식, 학계 소식, 관련된 전문 지식 소식

을 좋아하시죠.”
위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텍스트를 앞에 내세우는 

페이스북과 달리 이미지를 앞에 내세우는 인스타그램의 플랫

폼 특성상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층과 그들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박물관 역시 이를 인지 및 활용할 필요가 있

다는 것이다.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고 사회에 전달하는 박물관

의 공공의 역할을 고려했을 때[33], 박물관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층과 소통하며 기관의 다층적 역할을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아래 인터뷰 내

용에서도 드러난다.

그림 11. 국립고궁박물관 ‘봄날 잔치가 열렸네!’(인스타그램)

Fig. 11. Natioanl Palace Museum 'There's a feast on a 
spring day!'(Instar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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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피드

Fig. 12. Natioanl Palace Museum Instargram Feed

그림 13. 국립한글박물관 인스타그램 피드

Fig. 13. National Hanguel Museum Instargram Feed

“너무 가벼워도 안되고 너무 학술적이어도 안돼요. 그런 이

유 때문에 가볍지 않고 대중 친화적인, 그러면서도 너무 학술

적이지 않은 중간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4-3 전시의 다원화

박물관들은 SM을 박물관과 전시회를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여기는 것 뿐 아니라, 박물관이 온라인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전시를 다원

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전략은 1) 컨셉츄얼 포스

트와 2) 온라인 전시/교육 해설이다.

1) 컨셉츄얼 포스트

박물관들은 정적 게시 방법을 이용해 박물관 소장품이나 전

시회를 소개하고 관련 지식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커뮤니케

이션 내용을 하나의 주제와 캐치프라이즈로 큐레이팅 및 컨셉

화한 컨셉츄얼 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로드하였다. 예를 들어, 
국립민속박물관은 ‘이달의 꾸러미를 소개합니다’라는 정기 콘

텐츠로 매월 다른 국가와 그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여 문화의 다

양성 및 관련 소장자료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업로드하였다 

(그림 14). SM에는 소장품 사진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퀴즈가 함께 실렸는데, 
가령 ‘무엇을 담는 물건일까요?’와 같이 문제만 제시하고 자세

한 답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국립중앙박물

관은 ‘아침행복이 똑똑’이라는 컨셉으로 매주 주제에 맞춰 소장

품 사진과 함께 작가, 관람객, 박물관 강좌 수강생 등이 소장품

에 관해 쓴 글의 링크를 공유하였다. 두 사례 모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이 게시글에 하이퍼링크가 가능한 플랫폼에서 온라

인 전시회나 블로그 글로 연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외

에도 국립한글박물관의 ‘한박 소장품 이야기’와 ‘한박 전시 둘

러보기’ 등 다양한 컨셉츄얼 포스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 국립민속박물관 ‘이달의 꾸러미를 소개합니다’(페이스북)

Fig. 14.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troducing this 
month's package'(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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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셉츄얼 포스트는 박물관 SM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유물이나 미술작품을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한다. 이
와 관련하여 인터뷰 대상자 1은 "보통은 현장으로 직접 관람하

러 오기 힘들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하는 전시들의 한 포인트씩

을 소개"하고 있는데, 박물관 소장품 중에서 "대중들에게 잘 알

려지지 않았던 특이한 자료 등을 소개"할 때 반응이 좋기 때문

에 그런 소장품들을 발굴하여 여러 방법을 통해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많은 대중들에게  애국과 같은 공공의 의미를 

가진 소장품들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관련 지식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컨셉츄얼 포스트는 박물관이 대중들에게 공공 정보/
가치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미래의 

잠재적 방문객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맺음하며 홍보 및 프로모

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될 수 있다.

2) 온라인 전시/교육 해설

현황 분석 및 인터뷰 결과, 박물관들은 COVID-19로 박물관 

현장을 직접 찾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대중과 지속적으로 커뮤

니케이션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박물관들은 별도의 온라인 전시 사이트를 구

축하여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를 통해 아카이빙 하여 소개하

거나(그림 15, ‘See More’를 누르면 온라인 전시 사이트로 이

동), 유튜브와 같은 영상 중심 플랫폼의 동적 게시로 전시 및 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온라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SM 운영을 하고 있는 박물관 홍보 담당자/부서와 전시 기획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간 협력이 강화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령, 인터뷰 대상자 2는 ‘해외 박물관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를 많이 참고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발견하면 학예 연구사들에게 종종 추천한

다’라고 언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3의 경우 ‘전시 기획, 홍보, 
교육 관리 담당이 모두 한 팀’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홍보 담

당이라 SNS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급하게 온라

인 전시회를 만들었다’고 언급하였다. 즉, 온라인 상의 콘텐츠에 

익숙한 SM 실무자가 전시 기획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박물관들은 단순히 온라인으로 소장품/전시회를 소개하는 

데서 나아가 정적 게시, 동적 게시,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까

지 여러 방법을 활용해 다양한 관점의 해설 및 감상 방법을 공

유하며 대중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었다. 학예사, 
큐레이터, 작가가 직접 전시회를 해설해주는 영상과 미술관의 

경우 작가를 인터뷰하는 영상이 다수 업로드되었다. 서울시립

미술관은 작가들 간 대화를 담거나 미술 비평가/큐레이터가 진

행하는 작가와의 토크 프로그램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다

수 업로드하였고, 작품과 어울리는 시를 낭송해주는 영상으로 

새로운 감상법을 소개하였다 (그림 16). 국립중앙박물관은 전

시 기획자, 전시 디자이너,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의 해설을 통

해 전시 관람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

며, 시민이나 박물관 직원 등 비전문가들의 생각을 통해 대중과

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특별전과 연

계된 학술대회 라이브 스트리밍을 송출하기도 하였다.
SM을 활용한 박물관의 온라인 전시/교육 해설은 COVID-19 

이후 박물관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고 전시에 새로운 깊이를 더

해주었다. 이는 아래 인터뷰 대상자 4의 말에 잘 드러난다.
“COVID-19로 전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온라인 상으로 

전시를 어떻게 보여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들의 가장 큰 

화두였어요. 관람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뭘까 조사하고 작가

들의 인사이트를 담은 영상을 전시팀, 교육팀, 디자인팀과 함께 

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저희는 프로세스 

중간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현황 분석 결과에서 대부분의 게시글들은 홍보 및 프로모션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인터뷰 대상자들 역시 각자 본인이 속한 

박물관에서 홍보 담당자였다. 이는 SM이 박물관-대중 커뮤니

케이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기존에는 홍보 및 프로모션에 치

우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박물관이 SM 플랫폼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는 보여줄 수 없었던 소장품/
전시회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면, 박물관-대중 

간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 전시의 다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5. 국립고궁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인스타그램)

Fig. 15.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Curator's 
Recommended Royal Relics'(Instar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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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서울시립미술관 ‘시낭송’(인스타그램)

Fig. 16. Seoul Museum of Art ‘poetry recitation’(Instargram)

그림 17. 박물관-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략

Fig. 17. Strategic communication between museum and 
the public

Ⅴ. 결  론

본 연구는 박물관의 SM을 활용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모색하고자 커뮤니케이션의 내용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12개 서울시 

등록 박물관의 SM 활용 현황 분석 및 박물관 SM 실무자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내용 중첩을 통한 전략적 홍보, 플랫폼 

간 콘텐츠 연계, 전시의 다원화라는 세 가지 특성이 도출되었다.
SM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홍보 및 프로모션’을 

위한 내용이 전략적으로 ‘공공정보/가치제공’ 및 ‘공지 및 관계

유지’와 연계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박물관마다 ‘지식정보 전

달을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 및 프로모션’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한 관계유지 및 홍보효과’를 의식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12개 박물관은 대부분 2개 이상의 SM 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의 콘텐츠인 경우에도 각 SM 플
랫폼별 주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방법이나 세부 내용

을 전략적으로 달리해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박물관에서 플랫

폼 유형 별로 주된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공공 정보/가치 제공’ 
혹은 ‘홍보 및 프로모션’에 적합한 플랫폼별 특징이 있다고 여

기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박물관들은 SM을 박물관과 

전시회를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여기는 것 뿐만 아니

라 온라인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깊이 있는 관계

를 구축하고 전시를 다원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었다. 컨셉츄얼 

포스트와 온라인 전시/교육 해설을 통해 SM 플랫폼을 전략적

으로 사용하고 특히 COVID-19의 상황에서 더욱 유동적인 전

시 커뮤니케이션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관람객 및 사회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서는 현재 박물관의 SM 게시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홍
보 및 프로모션’ 이외에도 ‘공공 정보/가치 제공’, ‘공지 및 관계

유지’, ‘참여 유도’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전략적으로 연

계한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박물관 및 전시에 대한 정보를 자연

스럽게 노출시킴으로서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운영하는 SM 플랫폼별 특성과 각각의 타겟을 고려해 ‘정적 

게시’, ‘동적 게시’,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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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선택하고 이에 따라 게시물의 이미지와 텍스트를 적합한 

방식으로 가공한 후 업로드 하는 등 주목성을 높일 수 있는 커뮤

니케이션 방법의 모색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컨셉츄얼 포스

트 등을 통해 박물관이나 전시에 대한 다양하고 독자적인 정보

를 방문객이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장 방문이 어려

운 방문객을 위한 온라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접

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박물관이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SM을 커뮤니케

이션 매체로 적극 활용함에 따라 관람객 및 사회와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한 SM 활용 전략을 모색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SM을 활용한 전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연구의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소수의 

사례 및 단기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 되었다는 것에 그 한

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 및 다양한 국·공·
사립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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