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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문화와 예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영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라

는 논의가 확대되면서 문화예술기관의 사회적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술관 역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문화예술기관이자 사회교육기관

으로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국내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부터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프로그램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2013년에 발표된 Museum Wellbeing 

Measure Toolkit을 사용하여 시니어 프로그램의 복지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서비스 품질 연구 모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소와 복지효과, 만족도, 

재참여의사 상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프로그

램 구성요소의 세부항목들과 복지효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프로

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했다.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

은 미술관의 공익과 사회적 역할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는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 프로그램의 평가와 개선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노인,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 미술관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관 복지 

측정 방법, 서비스 품질연구, 노인 문화예술 교육, 사회적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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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9년 유엔(UN)은 ‘세계인구 고령화 보고서’를 통해 백세 이상의 장수가 

보편화 되는 호모 헌드레드 시대(Homo Hundred)를 언급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인구의 약 14%를 넘어섰으며, 2045년이 

되면 약 48%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1 고령화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

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 국가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

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이미 고령사회가 되었

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7년 65세 이상 인구

가 전체 인구의 14%에 도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2 

이처럼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창의적 나이 듦(Creative Aging)은 공연, 시각, 

문학 등 예술적 장르를 넘어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며, 문화정책 뿐만 아니

라 보건과 복지, 교육 정책과 맞물려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른 

문화예술기관들처럼 미술관들은 노령화사회에서 야기되는 사회적인 문제

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과 사회와 소통하고 기여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시니어 프로그램들을 확장하고 있다.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미술관의 사회적 기

능과 역할, 그리고 프로그램의 당위성애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수

년간 이루어진 논의들은 미술관이 공공성을 가지는 사회기관으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성은 공적 기금의 투입이나 

운영 주체만을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

미술관이 가지는 공공성의 개념은 잠차 적극적인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영국에서는 사회통합적정책의 맥락 안에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역할을 논의하면서 이 기관들이 실업, 건강, 주거, 교육 등의 사회

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

회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존재3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었

1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2017, 15-18쪽.
2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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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6년에 이르면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장관인 데이비드 래미

(David Lammy)는 문화는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예술기관들은 한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 구축과 소통, 개인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했다.4 이 논의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

이 미술관이 수행해야 하는 부차적이고 선택적인 기능인 아니라 필수적인 

기능 중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술관과 박물관은 현대 사회에서 스스

로가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을 인지하고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말해

준다. 미술관은 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적 행위자의 역할

을 수행하게 된다. 미술관은 단순히 사회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특정 기능

을 수행하는 기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역동적인 부분과 전복, 그리고 

재구조화를 초래하는 문화적 실전의 주체가 된다.5

이처럼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해 학자들마다 정의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미술관이 시장의 논리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에 개입하며 개인이 달성하

기 어려운 목표들을 달성하고,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소통의 

계기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는 합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노령인구의 급증이라는 현안과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의 확장이

라는 맥락 안에서,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은 점차 확대될 것이며 시니어

의 문화향유와 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다. 

유사한 맥락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교육의 경우 연령 및 발달단계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가능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 교육의 경우 교육수

준,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의 차이, 미술관에 대한 친밀도의 차이 등에 

따라 기획과 운영이 다른 방향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하지만 미술관의 제한

된 인력과 예산은 시니어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획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의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미술관에서 운영되는 시니어 프

3 남정은, �박물관 교육�,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8.
4 Linda J. Thomson & Helen J. Chatterjee, ｢Measuring the impact of museum activities on 

well-being : developing the museum well being measure toolkit｣,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015, pp.44-62.
5 김동일, ｢사회적 행위자로서 미술관에 대한 사회학적 시론｣, �미학 예술학 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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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들은 대부분 성인 대상교육 프로그램 혹은 문화접근성 향상 프로그

램의 일환으로 미술관 교육부서에서 기획되며 시니어 교육 혹은 평생교육

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6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기획과 운영, 평가에 있어 한계를 가지

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측정과 유효한 요인분

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정량적인 효과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와 적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적절한 방법을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착안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객개발과 수익창출을 위한 정보

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미술관의 사회적인 기여도를 측정하는 지표

로 활용되어 미술관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금의 투입을 위한 설득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2.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해외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현황

1970년대와 8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던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이 

시기 성인교육의 일환으로 미술관에서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

로그램들이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베이비부머들이 노인층에 편입되는 1990

년과 2000년 사이에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개설되었

다.7 미술관의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의 교육적인 부분에만 국한

되는 것은 아니다. 미술관의 관람객 유치 및 운영, 사회공헌, 다양성 추구, 

문화향수권의 평등한 배분 등 다양한 영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몇몇 미술

관들은 시니어를 위한 정책과 목표를 별도로 수립하기도 한다. 일례로 반고

흐 미술관은 2018년 전략기획(Van Gogh Museum Strategic Plan 2018)에서 

6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9.
7 박민진, ｢고령화사회의 박물관 미술관 교육 연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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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를 별도 항목으로 배치하고 이들의 미술관 접근성을 제고하고 프로

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2018년 주력과제로 설정했다.8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프로그램들은 개별 프로그램의 특징과 효과를 논의하기 보다는 미

술관이 시니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1) Van Gogh Museum(네덜란드) – Meeting Van Gogh

반고흐 미술관9은 2014년 ‘반고흐를 만나다’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반고

흐 미술관의 노인 대상 프로그램 추진 배경에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의 고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2012년 270

만 명이던 고령인구가 2041년에는 470만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이 중 150만 명 이상은 80세 

이상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술관은 연령대가 높아지는 관객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미술관의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다.10

2018년 반고흐 미술관은 노인의 미술관 방문을 독려하고 고령화 사회에 

미술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노인 

친화적인 미술관 네트워크(Age Fruendly Museum Network)를 설립했다. 노

인 친화적인 미술관 네트워크와 관련 프로그램을 발족하기 전, 반고흐 미술

관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Lang Leve Kunst의 후원으로 “노인 

반고흐를 만나다(Elderly meet Van Gogh, Art Makes Man)” 프로젝트를 실

행했다. 

노인 반고흐를 만나다 프로그램은 70이상 노인들의 반 고흐 미술관 및 

작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반고흐 미술

관이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되어, 지역미술관 Drents Museum(Assen), 

8 Van Gogh Museum, Van Gogh Aspire Strategic Plan, 2018, pp45.
9 https://www.vangoghmuseum.nl/en/organisation/age-friendly-van-gogh-museum/
10 Van Gogh Museum, Van Gogh Aspire Strategic Plan, 2018,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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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drechts Museum(Doedrecht), Kröller-Müller Museum(Arnhem)을 거쳐, 

반 고흐와 강한 연관성을 가지는 장소들 반고흐 생가(Van Gogh Huis, 

Zundert), 감자먹는 사람들을 그린 장소(Vincentre, Nuenen)에서 실행되었

다. 세부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11

| 표 1 | 노인 반고흐를 만나다 프로그램

에포트 움직임 특징

∙ 반고흐 미술관 및 작픔에 대한 접근성 제고

∙ 노인들의 문화 및 예술에 대한 참여 격려

∙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노인간의 

상호활동 증진

∙ 독립성 제고

∙ 장기적인 참여를 위한 계기 제공

∙ 작품에 대한 지식공유

∙ 촉각적인 경험 제공

∙ 본인에 대해 쓰고 작품 만들기

∙ 경험공유-서로의 작품에 대한 피드백 및 

후속 조치 제안

프로그램은 시니어들을 위한 도슨트 투어, 창작 워크숍, 아웃리치 프로그

램의 형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역에 있는 참가자의 미술관 방문을 독려하

기 위해 지역문화회관에서 미술관으로 방문을 신청할 경우 버스를 보내주

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반고흐 미술관의 프로그램은 건강한 50대부

터 초기 치매환자까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반고흐라는 세계

적인 작가가 가진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며, 다수의 아웃

리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객과 소통한다.12 

11 권은용, ｢미술관 복지 측정 방법을 적용한 미술관의 노인대상 프로그램 영향분석 사례연구｣, 

�한국질적탐구학회�, 2018, 305-312쪽.
12 2017-Onderzoekspublicatie-Ouderen-en-Van-Go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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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itworth Art Gallery(영국) – Cultural Engagement with Older Men13

맨체스터 시에서 5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으로 맨체

스터는 도시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부터 ‘노인 친화적 맨체

스터’ 켐페인을 운영한다. 맨체스터를 노인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미술관, 박물관. 오케스트라, 극장 및 문화예술 기관들을 포함하는 도시 전

역의 기관과 단체, 개인들이 참여하는데 휘트워스 갤러리 역시 파트너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휘트워트 갤러리는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Handmade at Whitworth’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공예품 만들기, 수채화 

그리기, 판화제작 등 미술실기교육 및 창작 워크숍 형태로 구성된다. 연중 

30회 정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맨

체스터 시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휘

트워스 갤러리는 미술관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노인 친화

적 맨체스터’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관들과 함께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장소

에서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갤러리는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geing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진행하는 MICRA 연구소와 협력하여, “노인의 고립 

: 어려움을 이해하고 노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하기”를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를 운영했으며. 2015년에는 A Handbook for Cultural Engagement 

with Older Men을 발간했다.14

(3)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미국) – Senior Studio Art Program15

휘트니 미술관은 1994년부터 커뮤니티 파트너를 대상으로 시니어 프로

그램을 제공해왔다. 휘트니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은 노인들이 미술관

의 전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술관의 경험을 삶의 경험에 연계하는 

13 http://www.whitworth.manchester.ac.uk/.
14 http://documents.manchester.ac.uk/display.aspx?DocID=24251.
15 https://whitney.org/Education/Community/SeniorPrograms/Art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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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기반의 기관/단체들과의 파트너쉽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파트너쉽을 맺은 기관에 방문하여 슬라이드 기반으

로 소장품, 전시를 소개하는 형태의 미술사 강의와, 미술창작 워크숍을 제

공한다. 현재 총 6개의 기관(그리니치 하우스 시니어 센터, 해밀턴 맨션 

하우스, 헨리 스트리트 시니어 센터, 허드슨 길드 풀톤 센터, 펜 사우스 프

로그램 퍼 시니어, 세이지 센터)들과 파트너쉽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4 곳은 1996년부터 파트너쉽을 지속하고 있다.16 노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니어 스튜디오 아트 프로그램(Senior Studio Art Program)17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창작 워크숍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90분 1회 교육, 4주

간 운영되는 미니 프로그램, 그리고 미국 미술사 교육, 창작 워크숍, 미술관 

방을 모두 제공하는 부터 3개월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미술관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오픈 억

세스 데이(Open Access Day)를 운영, 미술관 휴관일에 협력을 맺은 커뮤니

티 센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도슨트 투어와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연중 2회 운영) 집에서 나올 수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텔레 컨퍼런

스 코스(Teleconference Courses)18를 운영하는데, 우편이나 배송을 통해 교

육 자료를 자택으로 발송하고, 관련된 강의를 원격회의를 통해 제공하기도 

한다.

해외 사례를 통해 미술관들이 시니어들이 처해져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

라 다른 전략과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해외에서 운영되는 미술관들 시니어 프로그램을 목적과 내용에 따

라 구분해보면 대략 다음처럼 나누어 질 수 있다.

16 https://whitney.org/Education/Community/Programs/Partnerships.
17 http://www.programsforelderly.com/social-whitney-studio-art.php.
18 https://whitney.org/Education/Community/SeniorPrograms/ForYourHomebound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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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 시니어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과 내용에 따른 유형 구분

목적 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술관

물리적 접근성 향상
버스 및 휠체어 제공, 

아웃리치

휘트니 미술관, 반고흐 미술관

덜위치 갤러리

심리적 접근성 향상 시니어 도슨트 제공
모마, 휘트니 미술관

반고흐 미술관, 휘츠위트 갤러리

문화향유 및 여가
창작 워크숍, 미술사 

강의, 토크 프로그램 등
모마, 반고흐 미술관, 휘츠위트 갤러리

미술치료 치매노인 대상 교육
모마, 덜위치 갤러리, 반고흐 미술관, 

휘츠위트 갤러리

해외에서 운영되는 시니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미술관에 대한 물리

적, 심리적 거리를 줄여, 미술관을 방문하고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과 전시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접근성을 줄이는 것, 그리고 창작 및 콘텐츠 

제공을 통한 관람객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미술치료를 제공

하는 것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들은 전문성 있는 내용을 다루

기보다는 친근하고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커뮤니티와의 

협력 및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국내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내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은 대부분 국공립 미술관에 집중되어 있

다. 사립미술관으로는 환기미술관의 노크 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19

19 뮤지엄과 지역사회의 동행-환기미술관과 치매노인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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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 국내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

미술관 사업명 목적 대상 내용

국립현대

미술관

낭만수요일 접근성 향상 60세 이상 도슨트 투어

시니어 예술라운지 문화향유 50세 이상 미술사교육

시니어 생생활활
미술치료 치매환자 및 가족 체험 워크숍

시니어 조각공원 소풍

서울시립

미술관

시니어 도슨트 접근성 향상 60세 이상 도슨트 투어

청춘극장 문화향유 60세 이상 문화향유

전시연계 교육
전시연계, 

미술치료
60세 이상 문화향유

백남준 

아트센터
#메타뮤지엄프로젝트 전시연계 60세 이상 문화향유

환기미술관 노크 프로젝트
전시연계, 

미술치료
치매환자 및 가족 체험 워크숍

(1) 국립현대미술관

국내 미술관 중 가장 꾸준하고 활발하게 다양한 영역에서 시니어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교육 문화과에서 관장하며, 시니어 프로그

램을 위한 별도 인력을 배정하지 않고, 문화접근성 향상 교육, 도슨트, 미술

관 교육 담당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한다. 

① 낭만수요일 : 매주 수요일 국립현대미술관의 분관인 덕수궁 미술관에

서 운영된다. 60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15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덕수궁 미술관의 경우 근대 작품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현대미술 컨텐츠 중 관람객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다.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② 시니어 예술라운지 : 예술과 삶을 키워드로 전시 콘텐츠 및 근현대 

미술에 대해 ‘미술순례’의 의미를 담은 주제 강의를 진행한다. 서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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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관, 덕수궁관에서 진행한다. 50세 이상의 시니어 20명 대상, 미술

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한다. 시니어 프로그램은 성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이도와 전문성이 높지 않은 대중강연

을 진행하는 편인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 강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복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이라는 점 역시 다른 강좌들과의 차이점이다.

③ 시니어 조각공원 소풍/시니어 생생활활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예

술체험 프로그램으로, 치매 환자들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한치매학

회20와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2015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으며, 서울

과 경기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초청된 치매환자와 보호자 200

여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총 8회 동

안 운영된다.21 참가자들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조각공원에 설치

된 현대미술작품과 미술관 전시를 관람한 후 작품을 주제로 기억능력

과 손 근육을 활용하는 향수 창작 워크숍 ‘나의 동그라미 기억정원’을 

통해 직접 자신만의 조형물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다.

(2) 환기미술관

환기미술관22은 2007년부터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13년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알츠하이머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을 계기로 ‘노크 프로젝트(Knock Project) -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를 시작했

20 대한치매학회는 1996년 치매 관련 질환을 연구해온 의료진을 중심으로 연구회로 출발, 의사뿐

만 아니라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직역의 신경심리학자, 간호사, 사회사업가들이 참여하는 모

임으로 점차 확대돼 2002년 정식 학회로 발족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치매환자들과 그 가족

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헤아리고 보살피기 위해 치매 분야의 연구학술 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

회적인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 2017년 현재 회원수 1,000명이 넘는 

치매에 관한 한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531.
22 http://www.whankimuseum.org/new_html/04_edu/preview.php?no=105&page=&check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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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심화되는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소

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시 관람과 

실기교육으로 구성된다. 초기에는 환기미술관이 소속된 종로구의 청운실버

센터의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운영했지만 용산노인종합복지관, 종로구치매

지원센터, 서울복지노인센터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술관 내부에 시

니어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환기미술관은 프로그

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유입시키기 위해 공모를 통해 

기획안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획안은 미술관 교육팀과의 워크숍을 통해 심

화 발전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협력을 맺은 기관에서 진행된다. 

다른 국내 사례들이 국공립 미술관인데 반해 사립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지속해 오고 있다.

(3)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

북서울 미술관은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하는 4개의 분관 중 하나이다. 

서울시민의 문화 향수권 제고 및 평등한 문화소비를 위해 서울에서 상대적

으로 문화 고립지역인 노원구에 설립되었으며, 커뮤니티 친화적인 공공미

술 콤플렉스를 지향한다. 북서울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 중 가장 잘 알

려진 것은 <청춘극장>이다. 이 프로그램은 노원구와의 협력으로 2015년부

터 시작되었으며, 노원구가 2012년부터 운영하던 노원 청춘극장을 미술관 

안으로 들여온 것으로 지역의 시니어들에게 무료 영화 상영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지하 1층의 다목적홀

에서 운영되며 평균 180여명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청춘극장이 미술연계성이 낮은 시니어 프로그램이라면 북서울 미술관 

실버 프로그램은 전시와 연계한 미술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성인 15명 내외이며, 모객은 노원구 치매지원센터, 복지관등

을 통해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전시관람, 실기수업, 작품발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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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 멋진 신세계 전시연계 교육 구성 

목차 내용 세부내용

도입(15분)
인사말 및 

수업소개
강사소개, 참가자 소개, 수업소개

전시관람(30분) 전시관람 전시관람

실기수업(50분) 창작실기수업

더 생각하기(전시관련 의견 나누기)

작품 제작 도구 사용안내

작품 제작

발표(25분) 발표 및 마무리 액자만들기, 작품 소개하기

| 표 5 | 휘어진 공간 속으로 전시 연계 교육 구성
 

목차 내용 세부내용

1푀자
자신의 몸 

이해하기

자신의 몸, 움직임 관찰하기, 움직임과 함께 

호흡하기

2회차
 공간의 에너지 

느끼기
공간, 사물을 천천히 관찰하고 몸과의 대화 찾기

3회차
 몸의 언어로 

해석하기

이미지나 미술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몸으로 

표현해 보기

이처럼 국내 미술관들도 지역의 시니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시니어 프로그램은 대부분 구청 혹은 지역 복지관, 문예회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지역의 소규모 미술관에까지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관의 시니

어 프로그램 역시 확대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지점은 시니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라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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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방법

1) 미술관 복지측정 방법

미술관에서 운영되는 시니어 프로그램의 성과측정과 관련해서 최근 활

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평가 및 성과 측정을 통한 프로그램

의 양적 개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미술관이 공공성을 가지는 사회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입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미술관의 사회적 기

능을 측정함에 있어서 커크우드(T. Kirkwood)는 미술관이 가지는 교육적인 

성격을 주목했다. 앞의 논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술관은 공익을 위한 교육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시관람, 프로그램 참여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효과가 참가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배움의 기회를 지속

적으로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존감의 고양,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기여하며, 

보다 활동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직무참

여 기회가 많을수록, 교육적인 활동기회가 많을수록 노인들의 우울감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23

연구자들은 미술관의 프로그램들이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인 

자료로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명확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웠으며 지표의 개발과 적용, 그리고 해석에 있어 현장의 활용도가 

낮았다. 이는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복지효과 사이의 명확한 관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를 불러일으켰고 연구자들은 성인, 노인, 

치매환대를 대상을 하는 정신과 심리학을 강조한 포괄적 복지(Generic 

Well being)의 측정 방법을 개발하고자 했다.24 

심리적 복지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은 심리학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지표로서, 복지를 자신과 타인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으로 

23 Linda J. Thomson & Helen J. Chatterjee, ｢Assessing wellbeing outcome for arts and heritage 

activities｣.
24 Linda J. Thomson & Helen J. Chatterjee, ｢Measuring the impact of museum activities on 

well-being : developing the museum well being measure toolkit｣, �Museum Management 

and Curatorship�, 2015, pp.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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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생각과 감정은 정신적 복지를 위한 핵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감정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개념

이 아니라 흡연, 비만, 신체활동과 같은 공중보건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된다. 복지와 감정을 가시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측정한 것은 심리

학, 정신의학에서 활용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

었지만 문화예술이 발생시키는 효과를 복지의 측면에서 계량화하는 시도는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25

2008년 영국의 런던대학(UCL)은 ‘Heritage in Hospitals’을 통해 미술관 및 

박물관 중심의 치료 활동이 건강, 삶의 질, 및 주관적인 복지(쾌락과 행복)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런던대학 연구

팀은 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정의 방법에 

있어서는 Visual Analogue Scale(VAS)를 활용하였다. 이 두 가지의 모델에 

근거, 어떠한 항목들이 복지 측정을 위한 긍정과 부정의 감정이 될 수 있는

지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응답자와 관계자 설문을 통해 추출했으며 그 결과

를 적용해 미술관 복지 측정방법(museum well being measure toolkit)을 

개발했다. 영국의 80개 미술관이 참여해서 관람객이 전시 후 느끼는 감정을 

측정하여 제공했으며 지표개발을 위해 협력한 12개 미술관이 응답자 FGI 

및 지표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측정항목을 도출했다. 

2013년 완성된 연구는 미술관이 관람객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은 감정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도출된 측정 항목에 기반하여(표 00) UCL 

연구팀은 미술관 복지효과 측정 방식(Museum Wellbeing Measures Toolkit)

을 발표했다. 미술관이 관람객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복지의 특면에서 

측정하는 이 연구는 PANAS 모델에 근거하지만 미술관에 특화된 측정 항목

을 제시하여 고유한 효과를 측정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보편적이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VAS 측정법을 적용하여 쉽게 효과를 측정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 장점을 가진다.

25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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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 Museum Wellbeing Measures Toolkit 복지효과 측정 척도 내 항목
 

긍정항목 부정항목 
노인(Older Audult)을 

위한 긍정항목

어린이를 위한

긍정항목

active 활기찼다
distressed 

괴로웠다
Absorbed 몰입했다 Friendly 친절한

alert 

맑은정신이었다

irritable 

짜증스러웠다
Active 활동적이었다 Interested 훙미로웠다

enthusiastic열정

적이었다

nervous 

긴장했다
Cheerful 생기를느꼈다 Lively 생기있는

excited 신이 

났다.

scared 겁이 

났다.
Encouraged 격려받았다 Motivated 동기와 자극

Happy 

행복하다

Unhappy 

불행하다

Enlightened 새로운 것을 

배웠다. 
Positive 긍정적인

inspired 

고무되었다.

upset 화가 

났다.
inspired 고무되었다. Talkative 대화하는

 기본형 확장형

| 그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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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복지효과 측정 방식(Museum Wellbeing Measures Toolkit)은 미술

관 프로그램의 효과를 복지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환영받았다. 특히 어린이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 많은 미술관

들에서 널리 활용되었는데, 이는 이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평

가 및 효과 측정을 위한 방법들이 제한적이었다는 덤을 반증한다. 더욱이. 

간단하고 보편적인 지표를 통해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적용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약 60여개의 미술관이(영국에서는 약 50개의 미술관, 유럽은 20개의 

미술관) 이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네 가지 확장모델 중에 가장 연구에 활발

히 사용되는 모델은 노인을 위한 지표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표를 

활용한 시니어 평가 관련 연구는 약 30여건이 진행되었다.26

| 그림 2 |  ULC Museum Wellbeing Measures Toolkit

26 권은용, 앞의 논문, 46-54쪽.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방법 연구67

2) 서비스 품질 모형

미술관 복지측정 방법이 미술관 프로그램이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사회

적 기여를 복지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면, 서비스 품질 모형은 

참가자가 잠재적인 관람객으로 변화될 가능성, 미술관의 충성 고객으로 성

장할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연구모형은 재방문의

도, 주변추천의사, 전시관람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참여자의 

문화향유 경험 및 문화에 대한 접근성과 시니어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서비스 품질 모형은 무형의 서비스 품

질27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 서비스 산업 분야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 대학의 교육 품질 평가를 위해서도 적용되며, 서비스 품질이 만족

도와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들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연장, 

박물관 등 관람객의 만족감과 서비스 품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 자주 활용된다.

무형인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이하 PZB)에 의해 개발된 SERVQUAL이라

고 할 수 있다. PZB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연구에서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평가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에는 차이를 보일지라도 소비자들이 서

비스를 평가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유사한 평가기준이 있음을 밝혔다. 그

는 소비자의 서비스 평가기준을 유형적, 신뢰성, 응답성, 예의, 업무능력, 

안정도, 신뢰성, 고객이래, 접근성, 의사소통 등 10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이후 PZB는 다양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으며 

27 서비스는 어떠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공하는 무형적 성격의 활동 혹은 성과로 사용자

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는 이질성(heterogeneous), 무형성(intangible), 

소멸성(extinctive), 비분리성(inseparable)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형재와 달

리 품질을 측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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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의 구성개념을 파악하는 서비스 품질의 측정척도

(SERVQUAL)를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등의 서비스 품질 

5차원으로 제시하였다.28 

| 표 7 | 서비스 품질 측정 척도

에포트 움직임 특징

유형성(tangibility) 제공된 서비스 유형적 단서, 물리적 시설, 장비, 직원의 외모

신뢰성(reliability) 서비스 수행의 일관성 및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응답성(responsibility) 고객을 돕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발성과 준비성

확신성(assurance) 직원의 지식과 예절, 신뢰를 전달하는 능력

공감성(empathy)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배려와 관심 및 접촉의 용이성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한 척도는 연구 대상의 특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미술관과 박물관 프로그램의 효과측정을 위해 사

용했다. 김소영, 김연정은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 측정과 기

대효과에 대한 연구29를 통해 PEZ의 SERVQUAL 모형을 사용하여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을 5개 차원, 33개 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 향상이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관객의 충성도

를 증가시키며, 프로그램 참가자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했다. 이들은 유형성, 확신성, 응답성, 공감성, 결과의 질

(본원적 혜택)로 요인을 구분했다. 영향요인을 분석함에 있어, 신뢰성과 결

과의 질은 별도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확실성과 응답성은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길승은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과 체험 요인이 재방문에 

28 양길승,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과 체험요인이 재방문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

구저널� 제25권, 2011, 25~26쪽.
29 김소영 김연정,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서비스 품질 측정과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 �문화

경제연구� 제12권 1호, 10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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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30에서 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PZB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광주시립미술

관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체험요인 중 확신성과 

공감성이 재방문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 표 8 | 서비스 품질 측정 척도 설정 예시(1)

요인명 측정문항

신뢰성
예상 시간을 엄수함, 공지한 내용을 충분히 수행함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교육 담당자에 대한 신뢰

유형성
장소의 적합성, 장비의 적합성

실내외 휴식공간, 시설의 만족성

응답성
질문과 요청에 대한 신속한 응대, 교육담당자의 적극성

친근감과 친절성, 정보와 체험내용의 일치

확신성
수업 방문의 전문성,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행, 체험동기를 효과적으로 유발함

공감성
전시물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 체험자의 요구에 관심을 가짐

운영시간의 편리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등

김동석은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교육효과와 학습만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31 프로그램의 요소를 장소성, 신뢰성, 확신

성, 공감성, 결과의 질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30 양길승, 앞의 책.
31 김동석,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의 요소들이 교육효과와 학습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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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 서비스 품질 측정 척도 설정 예시(2)

요인명 측정문항

신뢰성
시간의 효율적 사용, 충분한 서비스의 제공, 정확한 교육 서비스의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 교육 담당자에 대한 신뢰

장소성
장소의 적합성, 장비의 적합성

실내외 휴식공간, 시설의 만족성, 전체적인 분위기에 만족

공감성
질문과 요청에 대한 신속한 응대, 교육담당자의 적극성

친근감과 친절성, 강사의 존중, 접근성과 편리성

확신성
수업 방법의 전문성,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함

체계적이고 충실한 진행, 내용의 적절성, 과정에의 몰입감

결과의 질
충족감, 유익함, 전반적인 우수성, 

느끼고 깨닫게 된 감정, 지식과 생각의 향성

4. 연구방법의 적용32

본 논문에서는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하여 북서울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미술관 복지효과 측정방식(Museum 

Wellbeing Measure Toolkit)과 서비스 품질 연구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각기 다른 두 가지 평가 방법을 활용함으로서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사회적 기여도와 관람객 개발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1) 연구 대상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위하여 북서울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미술관 복지효과 측정방식(Museum Wellbeing 

Measure Toolkit)과 서비스 품질 연구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북서울 미

술관의 시니어 대상 전시연계 프로그램과 청춘극장 프로그램은, 기획목적, 

운영방식, 운영규모, 참여 대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32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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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와 관객개발이라는 다른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적합하기 때문이

다. 연구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전에 미술관과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서울 미술관은 커뮤니티 친화적인 공공미술 콤플렉스를 지향하며, 상

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울 동북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전

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미술관은 2개의 전시실, 2개의 프로젝트 갤러

리, 야외전시장, 야외 조각공원, 어린이 갤러리, 총 7개의 전시공간을 운영

하며 연간 12여개의 전시를 운영한다. 북서울 미술관은 현대미술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를 담아내며 사회의 이슈와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전시들을 지향한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013년에 시작된 청춘극장이 현재

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시니어 도슨트 프로그램, 전시와 연계한 시민미술 

아카데미 실버 프로그램으로 종류가 확장되고 있다. 청춘극장을 위해 미술

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은 주당 매 회당 150여명에 육박한다. 미술관은 이들

을 전시장으로 유인하고 충성고객으로 성장키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노

원구 치매지원센터, 복지관등과 협력하여 구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

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효과 측정을 위하여 2018년 10월과 11월 중 북서울 미술관에서 

운영된 청춘극장과 멋진 신세계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

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 표 10 | 연구대상 구성

미술연계성 그룹 A(연계성 낮음) 그룹 B(연계성 높음)

프로그램명 청춘극장
전시연계 시니어 프로그램

 <멋진 신세계 : 신세계의 주인공 나야나>

설문기간 10월 23일, 26일, 30일 11월 13일, 20일, 27일

설문인원 회당 100명, 총 300명 회당 15명, 총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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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룹의 경우, 10월 23일, 26일, 30에 진행한 청춘극장 참가자를 대상으

로 총 500부의 설문을 배포했으며 그 중 208부를 회수했다. B 그룹의 경우, 

11월 13일, 20일, 27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45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했

으며, 그 중 43부를 회수했다. 답변자의 89.6%는 연간 전시 관람횟수가 1회 

이하로 74.5%가 1년에 0회, 15.1%가 1년에 1회 전시를 관람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전시를 보러갈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1.1%, 매우 그렇다

가 53.8% 라고 응답, 관심과 흥미를 가진 것으로 답했다. 전시에서 가장 

기대하는 바는 새로운 발견(32.5%)과 감동(27.7%) 전시 관람의 저해요인으

로는 ‘전시가 어렵다’는 응답이 28.5%, ‘건강상의 이유’라는 응답이 21.5%로 

나왔다. 문화생활과 교육 등 비슷한 경험을 위해 방문하는 장소는 문화센터

/노인회관/문화회관 등 지역의 문화공간이 3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공연장(21%)과 TV(17%)라고 응답했다. 미술관이 위의 장소들과 가지는 차

별점은 공간이 주는 매력이라는 응답자가 39.8%로 가장 많았고,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 20.9%로 뒤를 이었다.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 참여를 저해하

는 요인으로는 정보의 부재와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꼽았다. 응답자의 대부

분은 미술관 홈페이지(3.2%)가 아닌 노원신문(소식지, 간행지 50%)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알게 된다고 답했으며 다음은 지인추천이 21.6%로 나타났

다.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검색한다는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33

2)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사회적 기여 측정 : 미술관 복지측

정 방법의 활용

MWMT-OA 모델을 적용, 프로그램 전 후의 몰입, 활동성과 적극성, 생기, 

격려, 새로운 지식의 습득, 고무와 영감 등의 감정을 측정하고 전 후를 비교

했다. 분석 결과 두 그룹 모두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고양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A그룹은 활동성과 적극성(active) 0.87, 생기와 활력(cheerful) 0.75, 

고무와 영감(inspired) 0.4, 몰입과 집중(absored) 0.2, 새로운 지식의 습득

33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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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lightened) 0.14, 격려(encouraged) 0.08 순으로 증가했다. B 그룹은 고무

와 영감(inspired) 0.8, 새로운 지식의 습득(enlightened) 0.61, 활동성과 적

극성(active) 0.6, 격려(encouraged) 0.58, 몰입과 집중(absored) 0.51, 생기

와 활력(cheerful) 0.34 이었다. A 그룹의 감정 변화가 활동성과 적극성

(active), 생기와 활력(cheerful)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B 그룹은 여섯 개의 

항목 모두가 고르게 증가했다.

표 3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술연계성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 모두 

참여 후 긍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증가했다. 미술연계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복지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룹 A 그룹B

| 그림 2 | 복지효과의 비교

미술연계성이 낮은 그룹의 경우 프로그램 활동성과 적극성, 생기와 활력

의 항목의 상승폭이 높았으며 새로운 지식의 습득, 격려와 같은 항목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미술연계성이 높은 그룹의 경우, 전체 항목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A 그룹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온 

항목들, 고무와 영감,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 높게 증가했고, 격려 항목은 

A 그룹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다. 노인의 고독감과 고립감, 무기력증이 노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B 그룹이 보여주는 감정의 고양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미술 연계성이 높은 B 그룹의 경우, 총 5명의 교강사가 투입되어 프로그

램이 운영되며, 프로그램 시작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참가자와 인스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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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과정

에서 참가자는 새로운 주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손을 사용해서 작품으

로 만들며 제작의도와 감상을 교강사 및 다른 참여자들과 나누게 된다. 이 

과정을 생각했을 때, 분명 B 과정은 인력과 예산, 그리고 시간의 투입이 

배 이상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문화향유 및 관객개발 효과의 측정 

: 서비스 품질 모형 활용

미술관 복지 측정 지표(Museum Wellbeing Measure Toolkit)을 활용한 

복지효과의 측정이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기여를 가시화하기 위해 

진행되었다면 두 번째 연구문제는 미술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이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관객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앞장의 

시니어의 문화예술 향유 현황에서 우리는 시니어들은 문화생활에 대한 높

은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를 누리며, 이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부재, 문화예술 기관과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에서도 드러난다. 응답자의 89.6%는 전시 관람 횟수가 연간 1회 

미만이었지만 ‘전시’라는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다만, 전시 관람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보의 부재(41.2%)와, 프로그

램(전시)의 난이도(28.5%), 건상상의 이유(21.5%)를 꼽았다. 전시를 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을 봐야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17.3%인 것은 미술관과 전

시라는 콘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접근성이 낮은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의 전시 향유를 높이고 시니어 관객 

개발을 위해서 미술관은 심리적/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미술관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34

34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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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연구모형 경로계수

가설 1. 미술관의 복지효과는 참여자의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채택)

가설 2. 미술관의 복지효과는 참여자의 타인추천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3. 미술관의 복지효과는 참여자의 전시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채택)

가설 4. 미술관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참여자의 재이용의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가설 5. 미술관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참여자의 타인추천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채택)

가설 6. 미술관의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전시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

다.(채택)

시니어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비스품질모형 연구에서 

전시 만족도와 프로그램의 효과가 프로그램 재참여의사, 전시관람 의사, 

타인추천의사가 정의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니어 프로그램

이 앞에서 제안한 역할,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미술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관계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단적인 

예로, 미술관의 통상적인 시니어 도슨트 프로그램 참가자는 15인 내외에서 

형성되지만, 청춘극장 이후 운영되는 도슨트 프로그램에는 평균 30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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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니어들이 참여한다. 이는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미술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도슨트 프로그램이라는 채널이 발생시키는 효과로 볼 수 

있다.35

시니어는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향유와 관객개발을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와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 기존 문화자

본연구 및 관람객 연구에서 활용되는 그루핑과 접근 방법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참여의도에 따른 분석이나 체험 마케팅적 요소를 도입한 

분석 역시 유의미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노인 문제가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제언과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사회적 

역할이 확장됨에 따라 미술관 역시 고령화 사회의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부터 시니어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그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미술관과 박물관의 시니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최근 증가하고 있지

만,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는 사례연구 중

심으로 발표되고 있다. 미술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양적 연구를 시도한 

논문은 국내에서는 드문 실정이다. 이는 미술관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으로 합의된 지표가 없다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술관은 점차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정량적

인 평가 방법이 부재하다. 이런 의미에서 국내에서 사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적용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가 미술관 

35 권은용, ｢미술관 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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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에 좋은 사례로 참고 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집단과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과 연구를 통해 연구를 심화하고 

참가자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등의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조금 더 넓은 

맥락 안에서 시니어와 미술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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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asuring Effects of Senior Programs in Art 

Muiseums

Kwon, Eun Yong

Korea Arts Management

Team Manager, Visual Art Planning Team

As ageing society rapidly unfolds, it is becoming an even more important 

issue to secure wellbeing and happiness of senior citizens and the society 

as a whole. Growing talks on how culture and art positively affect the 

elderly led to more demands from the public on culture and art institutions 

to increase their social participations. Art museums too, as an art and 

cultural institution and a social education entity, are requested to play a 

bigger role in the effort to tackle the concerns derived from the ageing 

society.

Korean art museums came up with senior programs since 2000, which 

makes it a relatively recent phenomenon. The consensus on the importance 

and needs of such programs has been around for a while in our society. 

However, effect measurement of these programs needs further research 

and discussion. 

This thesis examined the effect of senior programs using the Museum 

Wellbeing Measures Toolkit published in 2013. With the service quality 

research model, correlations were analyzed among program components, 

wellbeing effect, participant satisfaction and their willingness to re-enroll 

in order to produce a practical guidance on how to plan and operate the 

programs.

To measure effect of senior programs and to analyze influencing factors 

would provide us with important data to prove the social responsibility 

and benefit art museums offer in our society. At the same time,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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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s would contribute to enhancing the quality of current programs 

run by museums and give methodological suggestions on how to assess 

and improve senior programs.

Keywords senior, senior programs in the art museum, measuring effect of 

museum program, museum well being measure toolkit, service 

quality research, senior culture and art education, social art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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