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최근 COVID19의 확산 속에서 전통적인 미술전시와 

음악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되

며, 예술가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미디어와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시·

공연 방안의 물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융복합 예술창작물은 창작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고 있다[1].

이러한 현상은 모든 미디어 영역의 ‘경계를 초월한 융

합’과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 즉 미디어 간 융

합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미디어 관련 세계적

인 그룹들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OTT 서비스로 확장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2].

따라서, 순수예술의 개별 분야들이 독자적인 경험 제

공이 아닌, 다양한 뉴미디어와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경

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음악가들은 홀

로그램 그래픽이나 프로젝션 맵핑이 된 그래픽을 통해 

시각적인 경험을 융합하는 시도를 하고, 미술가들은 뉴미

디어 기술과 음악을 접목한 융합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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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을 기반으로 한 미술감상과 이를 

이용한 교육을 서비스하기 위해 예술 작품(미술, 음악)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작품들의 태그를 기반으로 관련

된 음악과 미술작품을 매칭하여 융・복합 예술 관람 플

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과 분석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취향에 맞는 태그가 융합된 융・

복합 예술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기술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미술감상 서비스

2.1 온라인 기반의 미술감상

기존 미술작품은 오프라인에서 관람자가 작가의 의도

를 파악하고 수용하였다. 온라인 전시가 활성화되면서 작

품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

을 제공받는 등 작품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 지

고 있다.

온라인 기반의 미술감상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

는 전시를 말한다. 이것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 스마

트 기기를 통해 관람객과 작가가 상호작용을 하며 작품

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4].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는 그 목적과 유형 

등에 따라 분류해서 온라인 전시(Online Exhibition), 

디지털 전시(Digital Exhibition), 사이버 전시(Cyber 

Exhibition), 스마트 전시(Smart Exhibition) 등으로 

구분한다[5].

Fig. 1. Video exhibition of Busan Biennale[6]

온라인 전시의 대표적인 예로 [Fig. 1]에서 제시한 부

산 비엔날레의 비디오 전시를 들 수 있다. 비디오 가이드 

카테고리에서는 사용자의 조작 없이 영상을 만들고 작품

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비디오를 제작할 

때 카메라 기법을 통해 원근감을 느끼도록 하거나 작품

의 표면에서 느낄 수 있는 효과를 고해상도의 화질로 감

상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시의 다른 예로 [Fig. 2]에서 제시한 3D 웹 

전시를 들 수 있다. 2020년에 실시된 부산비엔날레는 특

별한 온라인 형태의 전시를 제공하였다[7]. 이를 통해 기

존 전시방식의 한계점인 지역적이고 지리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감상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3D 전시 프로그램도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마우스를 이용해 방향을 바꾸고, 작품을 

감상하는 위치를 직접 조절 가능해 사용자가 원하는 형

태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Fig. 2. 3D Web Exhibition of Busan Biennale [7]

[Fig. 3]은 가상의 공간에 실현되는 전시방식으로 기

존의 전시공간과 메타버스 공간을 융합해 새로운 형태의 

전시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창의적인 스토리텔링을 통

해 현실에 없는 가상의 전시공간과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가상의 전시는 기존 전시방식의 목적인 

교육과 오락의 요소를 충족하며, 다양한 체험을 통한 새

로운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8].

Fig. 3. MOCA: Kerry James Marshall[8]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현대미술관 MOCA(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는 2017년 7월에 폐막

이 되었지만 VR 방식을 이용해 Kerry James Mar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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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시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디지털 기술

을 이용해 기존의 전시공간을 최적의 VR공간으로 제작

해서 실제로 작품을 관람하는 경험을 제공했다[8].

2.2 미술 감상

미술에서 ‘감상’은 사용자의 감성적인 활동이다. 사용

자가 작품을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감상이라고 한다. 감상의 발전된 방향은 예술품이 

지닌 가치를 느끼게 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9][10].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미술감상은 스마트 기기를 미

술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자에게 미술을 감상

하고 미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

해야 한다[11]. 

미술감상은 미술품을 접했을 때 시각적 경험을 전달하

고 감정을 선택하는 범위를 넓히게 해서 학습자의 사고

력과 창의력에 도움을 주게 된다[12][13]. 미술을 접하는 

형태를 다양하게 확장해 흥미를 줌으로써 미술수업에 대

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미술에서 감상의 영역은 중요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미

술 감상을 위해 매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기

자재를 준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14].

3. AI 기반 사용자 맞춤형 ART 융합 서비스

3.1 서비스 모형 설계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미술교육 서비스를 위한 AI 기

반 사용자 맞춤형 ART 융합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분야의 공공 빅데이터 구축을 확산하고 

예술인들의 작품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예술가들이 기존에 갤러리를 기반으로 한 미술작품 판매

나 공연장을 통한 연주 티켓 판매 수익에 의존하던 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과적인 예술 산업

의 수익창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direction strategy 

accessibility
A service model using smart devices that users can 

easily access even in a non-face-to-face environment

fusion
Combining various contents to organize contents that 

allow you to listen to the explanation of the work

Convenience UI configuration for users to conveniently use the service

Table 1. The direction of the user-customized ART 

convergence service model

비대면 미술교육 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사용자 맞춤

형 ART 융합 서비스 모형의 방향은 Table 1과 같다.

첫째, 사용자가 서비스를 접근하기 편하게 구성해야 

한다. 비대면 교육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의 접

근과 사용자의 콘텐츠 활용이 편리하도록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서비스 모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술품에 대한 해설 콘텐츠를 다양하게 융합해

서 사용자가 제공받도록 구성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시스템에서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내용을 스

스로 이해하고 감상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미

디어를 융합해서 해설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도록 UI(User- 

interface)를 구성한다. 사용자는 해설 콘텐츠를 통해 예

술품을 실시간으로 감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선택할 수 있는 UI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3.2 ART 융합 플레이리스트 모델 설계

Fig. 4. Overview of ART Convergence Playlist Model 

Creation

[Fig 4]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ART 융합 플레이리스

트 모델 제작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제안한 모델에서 

단계별 정보의 흐름은 앞서 기술한 서비스 모형 설계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데이터 정제, 데이터 전처

리, 데이터 라벨링, AI감성 예측 모델링, 플레이리스트 

모델링의 단계를 거쳐 최종 플레이 리스트를 구성하게 

된다.

서비스 단계별로 사용하는 음악과 미술작품의 데이터

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Table 2에 제시하고 있다.

Category Data Type Description

Art

art raw data Art picture files (jpg, png, etc.)

art metadata
Information about the art picture file 

(title, artist, etc.)

art emotion data
Sentiment data predicted by the art 

sentiment prediction model

Table 2. Data Specifications for Music and Ar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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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설계

Fig. 5은 사용자 맞춤형 ART 융합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 비대면 미술감상 시스템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15]. 이 그림은 학슴자가 비대면 미술감상 교육을 사용

하기 위한 개요를 구성 요소 간 정보의 흐름으로 보여주

고 있다.

Fig. 5. Concept diagram of the system[15]

비대면 수업환경에서 AI 서버를 이용해 교수자는 미

술작품을 소개하고 해설해주는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된

다. 학습용 콘텐츠의 내용을 듣고 학습자는 상황별로 제

시되는 선택 질문에 대해 감정을 실시간으로 선택하게 

된다. 

3.4 감성 라벨링 설계

사용자는 작품에 대한 해설을 듣고 상황별로 제시되는 

질의에 대해 감성 형용사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

되는 감성 형용사는 미술과 음악에서 주로 사용되는 감

성 형용사를 분석해서 Table 3에서 제시하였다[15].

여기서 미술과 음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정형용

사는 16개이고, 음악에서만 사용되는 감미로운, 웅장한, 

경건한과 같은 감정 형용사가 있다. 

music & art music 

adjective
emotion 

key
adjective

emotion 
key

adjective
emotion 

key

lively Liv windless Wnl nectarous Nec

joyful Joy amazing Amz magnificent Mag

intense int doubtful Dou pious Pio

relaxed Rex fear Fer

　

happy Hap boring Bor

fond Fon static Stc

occult Ocu gloomy Glo

elegant Ele unpleasant Unp

Table 3. Composition of emotional adjectives[15]

4. 큐레이션 콘텐츠의 구성

4.1 큐레이션 콘텐츠 구성

큐레이션 콘텐츠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성장 발달

에 맞는 미술 및 음악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에 대한 큐

레이션 콘텐츠는 “배경음악 + 작품해설 + 감성질의” 가 

융합된 형태로 제작하게 된다.

큐레이션 콘텐츠는 Fig. 6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여 

동영상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 큐레이션 콘텐츠는 배경

음악 및 미술품의 이미지(4~5개), 작품에 대한 해설, 분

석된 감정에 대한 텍스트가 융합된 동영상 스트리밍 형

식으로 제작된다. 이렇게 제작된 콘텐츠에는 전문가가 분

석한 미술 감정 분류 키워드와 음악 구간별 감정 인지 모

델을 활용하여 융복합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음악의 

구간을 감정이 일치하는 그림 작품과 매칭하는 기능을 

개발하게 된다. 

Fig. 6. Components of expository contentnt

music

music raw data Music files (mp3, etc.)

music metadata
Information about the music file (title, 

composer, performer, etc.)

emotional data for 

each music section

Sentiment data predicted by the 

emotion prediction model for each 
section of music

playlist

mini playlist
A list that matches a section of music 
and famous paintings with similar 

emotions

playlist
A collection of mini playlists for 

1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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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콘텐츠에 사용되는 감성 질의 콘텐츠는 AI

작곡을 위한 곡의 정보에 활용된다. 이를 위해 ‘기승전결’

의 음악적 구조를 갖도록 구성하였다. 

Table 4는 미술품에 대한 해설 콘텐츠의 단계별 구성

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 대한 해설은 4단계로 구성되며 

도입부, 전개부, 재현부, 후렴부이다. 각각의 단계별로 4

가지의 질의가 구성된다. 이것은 작곡의 구성에서 16마

디 형식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15].

stage number query

introduction 4
Description of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artwork

development 4 A description of the artist's influence on art

turn 4 Description of the elements of the work

conclusion 4 Description of the meaning of the work

Table 4. Step-by-step construction of a query[15]

4.2 감성 기반 예술 융복합 콘텐츠 분류 모델

감성 기반 예술 융복합 콘텐츠 분류 모델 구축을 위해 

선정된 미술작품에 미술전문가를 통해 감정 형용사 라벨

링을 진행하게 된다. 미술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 감정형

용사 2~3개를 선정하여 매칭하게 되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작품에 대한 최종 감정을 백분율로 정하게 된다.

선정된 음악 작품의 audio signal을 분석하여 음색이 

변화하는 구간을 탐지하고 segment 데이터를 생성하게 

된다. 분절된 구간별 음악 데이터에 음악 전문가가 감성 

형용사 라벨링을 진행한다.

Fig. 7. Example of emotion-based art convergence content

classification model

Fig. 7은 감성 기반 예술 융복합 콘텐츠 분류 모델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분절된 구간별 음악데이터의 감정

에 매칭되는 미술작품을 매칭하고, 분절된 하나의 음악구

간과 유사한 감성을 가진 여러 개의 미술작품을 랜덤하

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매칭하여 하나의 음악에 다양한 

큐레이션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융복합 콘텐츠 분

류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비대면 미술감상 교육을 위해 예술 작

품(미술, 음악)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된 작품들의 태그

를 기반으로 관련된 음악과 미술작품을 매칭하여 융・복

합 예술 관람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과 분석된 사용자의 상황 정보 및 취향에 맞는 태그

가 융합된 융・복합 예술 플레이리스트 콘텐츠를 사용자

에게 추천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의 공공 빅데이터 구축을 확산하

고 예술인들의 작품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하여 예술가들이 기존에 갤러리를 기반으로 한 미술작품 

판매나 공연장을 통한 연주 티켓 판매 수익에 의존하던 

것을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과적인 예술 

산업의 수익창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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