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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1세기는 창조의 세기로써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황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나
만의 문화가 확산되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실현되는 과학기
술의 발전과 모든 학문에서의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면, 한국은 세계의
리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대중적 관심+문화 확산+과학, 문화인 양
성+국가경쟁력 향상이 서로 상호교류가 이뤄 질 때 기술과 문화를 통한 세계 인류국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의 중심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문화기관이 우리 선조의 과학슬기
와 좋은 문화를 대중화 하여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 박물관인들
의 원활한 소통을 희망합니다.

주제어 : 박물관, 집합점, 의사소통, Hanhee 4S 마케팅, 계룡산자연사박물관

Ⅰ. 서론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와 ‘건국60주년을 맞은 국민적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었
던 국립박물관 입장료 무료화 정책은 전국 31개 국립 중앙ㆍ지방박물관과 국립 민속박물
관, 국립현대미술관에 적용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와 관람객 개발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250여 개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위축되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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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재 개화 단계에 들어선 국내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위상과 역할이 추락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박물관, 미술관은 생존경영 전략을 위해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가산업 가운데 박물관의 경쟁력을 위해 융합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즉 문화를 향유하며 휴식을 취하고 교육적 효과를 담당하면서도 건전한 오
락기능을 갖추고, 수요자가 원하는 만족의 극대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바로‘One-Stop
Culture Cent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박물관들은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소
통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남으로써 이를 즐기는 시민들과 국내․외인들은 박물관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체험의 장이
이룩되는 것이다.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학문에서의 문화를 융합함으로써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면, 한국은 세계의 리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 + 대중적
관심 + 과학과 문화의 확산 + 과학과 문화인 양성 + 국가경쟁력 향상이 서로 상호교류가
이뤄 질 때, 기술과 문화를 통한 세계 인류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21세기는 창조의
세기로써 스스로 자신의 상황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창조문화가 확산되
면 국가 경쟁력은 향상된다.

Ⅱ. 복합단지로서의 외국박물관의 현황
21세기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입체복합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용도ㆍ기능ㆍ공간ㆍ주체의 복합화를 통하여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복합단지형 외국박물관 현황 비교
국가명

도시

특징 및 입지
내셔널 몰(National Mall)

워싱턴 D.C
정치중심 → 문화중심도시

박물관, 미술관 등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미국
센트럴파크(Central Park)
뉴욕
자연과 문화의 조화
영국

런던

하이드파크(Hyde Park)
자연과 문화의 조화

자연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자연사박물관,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자연공원, 박물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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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 Project(그랑프로제)10
프랑스

파리
노후화된 예술도시 활성화
포츠담광장
베를린
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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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프로젝트를 통한 파리의 문화적
개조(루브르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극장, 공원 등)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극장,
공공기관 등

독일
마인강변
박물관, 미술관 등

프랑크푸르트
문화도시 이미지 형성
마리아－테레사 광장
오스트리아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비엔나
문화도시 정비
上野(우에노)공원

일본

자연공원, 박물관, 미술관 등

도쿄
자연과 문화의 조화

• 박물관 복합단지 주요 해외 사례

예를 들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는 19개의 역사, 예술, 우주, 전통 및 현대 미술,
자연사, 공예 박물관 및 9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으로 너무나 유명
하다. 문화의 세기가 짧았던 미국이 이러한 문화 조성을 함으로써 문화강국의 이미지 각인
에 성공했다.

<그림 1> 스미소니언 Smithsonian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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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리버풀에 7개 박물관이 모여 있는데, 자연사, 고고학, 예술, 해양, 역사(노예사),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리버풀 국립박물관 컴플렉스’는 연간 620명의 고용창출과
1,600명의 관련 직종 종사자를 안고 있다. 게다가 리버풀이 철강산업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문화 도시로의 이미지 이행에 성공했다.

<그림 2> 리버풀 콤플렉스 National Museums Liverpool

프랑스 파리의 외곽 북동쪽 지역의 라빌레트공원은 미테랑 대통령의 대규모 건축사업인
‘그랑 트라보(Grand Travaux)’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으로 연간 800만 명이 넘는 방문객과
낙후된 도시 개발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랜드마크 형성에 성공했다.

<그림 3> 라빌레트공원 Parc de la vill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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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베를린 슈프리섬 북단에 ‘베를린 박물관 섬’을 조성하여 5개 박물관과 미술관 시
설을 집중하였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통계로 300만
명이 방문하여 독일인이 하나가 되는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4> 베를린 박물관 섬 Museumsinsel

Ⅲ. 융합시대에 따른 국가경쟁력과 박물관의 역할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립, 공립, 사립대학의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과학관들이 모두 힘
을 합쳐서 이를 하나로 꿰는 소통의 계기로 삼아 보배를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 도래
하였다. 20세기 박물관이 국가 정통성의 상징 공간이었다면 , 21세기의 박물관은 문화의
세기에 문화원형 콘텐츠의 기반을 제공하는 보고(寶庫)가 되어 국가 브랜드의 상징공간으로
발전할 것이다.
즉 박물관은 시대를 간직하는 공간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함유하고 있는 공간
이다. 무엇보다도 국가 브랜드를 제고시키고, 새로운 인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장
이 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위해 융합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박물관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바로 즉 문화를 향유하며 휴식을 취하고 교육적 효과를 담당하면서도 건전한 오락기능을
갖추고, 수요자가 원하는 만족의 극대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바로 ‘One-Stop Cultur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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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박물관들은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소통의 문화공간으
로 거듭남으로써 이를 즐기는 시민들과 국내․외인들은 박물관의 모습을 통하여 한국의 현
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체험의 장이 이룩되는 것이다.

<그림 5> 박물관의 나아가야할 방향

융합의 시대를 위해 우리는,
첫째,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둘째, 과학기술 중심의 많은 학제적 융합연구에 기대를 건다.
셋째,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한다.
우리는 이제 융합 연구의 시대에 진입했다. 이 연구를 잘 하려면, 학제 간 연구 특성에 맞게,
글로벌․개방 연구 체제 속에서, 창조적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어, 윤리적 사회적 수용성에 적합
하게, 급진적 또는 기반적인 연구 개발에 도전해야겠다.

융합은 상호발전(Cross-Fertilization),팀 협동(Team Collaboration), 신분야 창조(Field
Creation), 문제 해결 지향(Problem-Orientation) 등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융합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특징은 소통과 르네상스인, 리더, 합류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인적
자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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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박물관 감성마케팅 전략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을 위해 융합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박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One-Stop Culture Cent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물
관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에 따른 문화원형 콘텐츠의 기반을 제공하는 보고(寶庫)가 되어야
하며, 매력적인 마케팅전략이 필수적으로 제반되어야 한다.

목표

고객분석

목표
고객선정

마케팅믹스
전략적용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

<그림 6> 매력적인 마케팅전략을 위한 Process

1. 목표
박물관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에 의한 경영
* The art of museum management에 적용
Funding Personnel /Volunteers Physical /Facilities /Public Rclations (PR)/Programming
Exhibits /Collections

2. 고객분석
다양한 고객을 다양한 고객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리적 변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심리적
변수, 마케팅 변수 행동분석적 변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고객의 특성을 분석한다. 또한 외부
환경분석을 통한 고객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① 현재고객 : 박물관을 방문하고 있는 현재의 고객 → 더 많은 매력을 느끼도록 강화전략
② 잠재고객 : 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 → 방문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 분석
③ 부정고객 : 박물관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고객 → 부정적 생각을 가지게 된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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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고객선정
박물관의 규모와, 인력, 재정, 역사 등의 내부환경과 외부환경변화에 맞추어 효율적인 전
략을 계획한다.

－ 거시환경과 내부환경( 강점, 약점,기회, 위협적 요소) 분석
－ 박물관의 사명에 적합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 설정
－ 마케팅전략에 적합한 목표 고객 설정(확실한 포지셔닝전략)

4. 마케팅믹스전략
Hanhee 4S Marketing : 복합 문화 공간으로써의 서비스 전략
박물관이라는 문화공간에서 모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야 한
다. 예를 들어, 극장, 슈퍼마켓, 건강을 위한 헬스 공간 등 *시대적 변화에 한치 앞선 새롭
고 다양한 전략
Symbol (Product) : 꿈, 선, 희망, 기쁨, 사랑, 봉사
Sence (Price) : 가치 의 양
Space (Place) : 시간효용, 장소효용 ,소유효용
Stimulation (Promotion) : 기대, 놀라움, 새로움

가. SAMPLE)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적용사례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은 앞서 살펴 본 마케팅 믹스전략을 적용하여 박물관의 다양한 자료
들을 수집, 분석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1) 에코－사이언스CEO체험캠프
재미있게 저절로 배우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자연과학 가상기업설립 프로그램을 통
해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 창의교육, 인성교육, 비전교육, 지성교육
으로 노벨과학자로써의 꿈을 키워주는 동기 부여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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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Outcome of 2012~2013 Eco-Science CEO Camps

2) 학교 밖 창의 체험활동
주5일 근무시대에 발 맞추어 학교 밖의 다양한 창의체험활동 활성화 및 과학마인드 제고
를 위해 호기심과 탐구심, 리더쉽 및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자연,우주,전
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수행학습으로 1기수당 10회 수업/ 1인 20시간
이상의 창의체험 과정 이수

<그림 8> 호기심 톡톡, 탐구심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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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기명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 조상들의 과학슬기문화 이해와 자긍심 고취
4) 자연환경공모전
자연에 대한 관심과 관찰력으로 자연에 대한 소중함과 과학에 대한 중요성 인식 / 2005년
~2013년 개최－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자연파괴로 잊혀져 가는 자연의 소리와 아름다운
동, 식물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 전달 / 환경부 장관상을 비롯 교육감상, 국가출연연구기관장
상 약 50여 개 마련

<사진 1> 자연환경공모전

5) 계룡산동학동철화분청사기 축제
공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철화분청사기를 통해 선조들의 과학성과 예술성 이해 및
문화재 부가가치 창출 유도 , 계룡산의 기운을 지닌 철화분청사기의 예술적 가치와 과학성
을 연구 분석하여 그 큰 가치를 알리는 마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
* 대중적인 내용과 전시, 지역민의 참여로 인해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인원이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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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계룡산동학동철화분청사기 축제

6) 청운국제심포지엄
학자들의 발표와 정보교환을 통해 일반인 및 청소년, 이공학 전공자들에게 자연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 고취
* 자연과학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학술발표이다 보니, 참여인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표 2> 청운국제포럼 주제 및 개최년월
회

이미지

주제 및 개최년월

1회

The 1st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과학과 예술의 만남 When Science Meets Arts
2005. 10.18~20 | October 18th~20th, 2005

2회

The 2nd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생물의 진화 Evolution of Life
2006. 08.15~17 | August 15th~17th, 2006

3회

The 3th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생물의 멸종, 그 이후 Extinction of Life, and beyond...
2007.10.18~19 | October 18th~19t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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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The 4th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지구 과학
Earth Science Safer, Healthier, Wealthier Life
2008.09.20~22 | September 20th~22th, 2008

5회

The 5th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자연과 지구 온난화 Nature and Global Warming
2009.09.20~22 | September 20th~22th, 2009

6회

The 6th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2010.09.26~28 | September 26th~28th, 2010

7회

The 7th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녹색지구, 화학과 함께 Green Earth with Chemistry
2011.09.01~03 |September 1st~3rd, 2011

8회

The 8th Cheongwoon International Symposium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청색지구 Sustainable Energy and blue Earth
2012.09.21 |September 21th, 2012

7) 계룡산자연사박물관의 위상과 포지셔닝
－미국 캔사스대학교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세계 유관기관 10여곳과의 MOU(MPA) 협
정체결 및 국내 42개 기관의 MOU협정체결

－what is your color?
: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를 통한 “상상과 창의전당” 계룡산자연사박물관
: 맑은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힐링센터”로의 계룡산자연사박물관

5.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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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고객들의 수준과 만족 역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
하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시방식과 교육 현실에서는 불가능하
므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고객 분석을 통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
램에 대한 지속적 설문조사. 관찰법, 인터뷰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과 다양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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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ture Direction and Challenges in Museum Marketing
Cho Han-hee*
1)

We can contribute to the growth of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each of us tries to
st

find solutions based on our own analysis in the 21 century the age of creativity. As long
as we develop a national competence for the future with convergence of advanced
technologies based on creative thinking and multidisciplimary culture, Korea can forward
to become a leading nation in the world. Furthermore, when we achieve effective
communications among various sectors in our society inclu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public interest, cultural growth, fostering human power i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area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mprovement, korea culture will be able to stand among the
foremost nations of the world. For this purpose, cultural institution - including museums,
art galleries and science centers -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our
ancestors scientific wisdom and excellent traditions. We also hope for good communication
among the government, the people and the officials in those institutions.
Keywords : museum, convergence, communication, Hanhee 4S Marketing, Gyeryongsan
Natural History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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