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Service Visual Scenario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에 방문하는 관람객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동네미술관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서비스 전반의 비주얼 시나리오

OVERVIEW

Scenario 01 - 체험 전시 관람객

Scenario 02 - 일반 전시 관람객

예약에서 전시 관람 후 퇴장까지의 시나리오

외관으로부터 인지에서 전시 관람 후 퇴장까지의 시나리오

등장인물 소개

엄마 : 이미정

아이 : 이새봄

동네미술관 친구들

동네미술관
도슨트 선생님

동네미술관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

호야

Scenario 01

체험 전시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01 _ 예약 완료 안내 문자 확인

마무리

예약 완료 안내 문자

지인의 추천으로 동네미술관을 알게 된 이미정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한다. 예약이 되면 문자로 간단한 확인 사항과
전시 관람에 대한 Tip을 볼 수 있는 링크가 온다. 링크를 누르니 사전 활동 가이드 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오! 이런 것도 보내주는구나!
새봄이가 미술관은 이번에 처음이라
어떻게 소개해줘야 할 지 난감했는데,
잘됐다!

자택

예약에 대한 확인 사항 및 전시 관람 Tip을 문자로 전송
예약 내역
• 문의 연락처
• 전시 사전 활동 가이드
•

퇴장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Scene 02 _ 아이와 함께 미술관 방문 전 사전 활동

관람

마무리

퇴장

사전 활동 가이드 모바일 페이지

미정씨는 딸 새봄이를 불러 함께 작품도 미리 보고, 미술관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새봄이는 미술관이 어떤 공간인
지, 미술관 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예약 완료 안내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 사전 활동 가이드 웹페
이지로 연결된다.
아이가 미술관 방문 전 미술관에 대해 배우고, 전시 관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와 아이의 대화를 도와주는 가이드를 만화 형식으로 제시.
전시 정보
• 전시 대표 작품 이미지
• ‘작품 눈에 익히기’ 활동
• ‘미술관 설명하기’ 활동
• 오시는 길
• 주차장 안내
•

새봄아!
우리 이 그림들 같이 볼까?

우와! 이 호랑이는 입이 엄청 크다!
엄마 내가 따라해볼게!
와아아아앙~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Scene 03 _ 관람 D-1 안내 문자 확인

관람

마무리

퇴장

관람 D-1 확인 문자
체험 프로그램 하루 전, 관람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도록 관람에 대한
안내와 미술관 방문에 필요한 위치 정보와 주차장 정보를 문자 메세
지로 전송

관람 하루 전에도 관람 안내 문자가 전송된다.

예약 내역
• 미술관 주소
• 문의 연락처
• 주차 공간 안내
•

내일 찾아갈 때 이 주소로
바로 검색하면 되겠네~
어머 편리해라!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04 _ 미술관 입장
관람일이 되어, 미정씨는 새봄이와 함께 미술관에 방문한다.

엄마! 여기에 그 호랑이
그림이 있는 거야?

미술관 앞

마무리

퇴장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05 _ 방문 목적 및 예약 여부 확인
미술관에 입장하자, 인포메이션 데스크 직원이 미정씨와 새봄이를 반긴다.
미정 씨가 프로그램을 예약했다고 하자, 직원은 예약자 목록에서 ‘이새봄’을 찾고, 예약을 확인한다.

네! 3시 프로그램으로 예약
했는데, 이름은 이새봄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시 관람 하러 오셨나요?

인포메이션 데스크

마무리

퇴장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마무리

퇴장

Scene 06 _ 티켓 발권 및 리플렛 배부

관람 형태별 리플릿

로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도슨트 선생님이 새봄이가 먼저 입장 할 수 있도록 신발장에 신발 넣는 것을 도와준다.
그사이 직원은 예약을 확인하고, 미정씨에게 체험 관람 안내 리플릿과 티켓을 전달한다.
처음 온 미정씨에게 헬로우뮤지움 이용가이드, 체험프로그램 시간, 부모 도슨트 시간 및 프로그램 중 보호자 대기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술관의 이용가이드와 다른 헬로우뮤지움 동
네미술관의 이용가이드를 안내하면서 헬로우뮤지움의 가치 공유. 체
험프로그램의 시작/종료 시간과 부모를 위한 도슨트 투어에 대해 인
포데스크 직원이 직접 작성하면서 안내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이용가이드
• 체험 관람 진행 시간
• 부모를 위한 도슨트 투어 시간
•

네~ 이새봄 확인 되셨습니다.
여기 리플릿과 티켓입니다.
오늘 전시는 ‘문방구전’이에요!
체험 관람은 3시부터 4시 30분
까지 약 90분 간 진행될 예정인
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도슨트
선생님과 작품을 감상하고, 만들
기 활동을 한 뒤, 옥상 놀이터 체
험까지 하면 끝나는 일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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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Scene 07 _ 인사
도슨트 선생님은 새봄이를 맞이하고, 직원의 안내를 다 들은 미정씨는 리플릿과 티켓을 받고, 신발장에 신발을 보관한 뒤 로비에 입장한다.

새봄아 안녕~
선생님은 고양이 선생님이야!

관람

마무리

퇴장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08 _ 프로그램 시작 전 로비에서 대기

마무리

퇴장

관람 형태별 리플릿

도슨트 선생님은 새봄이가 미술관을 낯설게 느끼지 않도록 함께 그리기 활동을 한다. 그동안, 미정씨는 리플릿을 읽어본다. 오늘 새봄이가
할 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게되어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번 전시의 체험 프로그램의 구성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어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공유.
체험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 체험 활동 내용
•

구성이 참 알차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대기공간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09 _ 체험 프로그램 시작
시간이 지나자 다른 아이들이 도착하고,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미정씨는 뒤에서 새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잠깐 구경하다가 대기공간으로 돌아간다.

얘들아,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
나무가지에 물을 묻혀서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전시실

마무리

퇴장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10 _ 체험 프로그램 진행 중

마무리

퇴장

관람 형태별 리플릿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주변에 부모나 아이와 함께 갈 만한 곳을
소개하는 주변 지도 제공

새봄이는 도슨트 및 다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작품을 보며 자신의 감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동안,
미정씨는 체험 프로그램 끝나고 새봄이와 점심 먹을 곳이 없는지 리플릿을 보면서 계획을 세운다.

•

전시실
선생님!
저 이 그림 알아요!
집에서 봤었어요!

체험 프로그램 끝나고 새봄이랑
갈 만한 곳이 있나?

동네 카페

카페, 음식점, 아이와 더 놀만한 장소 정보 제공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11 _ 부모 도슨트 참여 및 예술 놀이터 구경
미정씨는 부모 도슨트 시간에 맞추어 미술관에 다시 입장하고, 다른 부모와 함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약 5-10분 간 진
행되는 투어를 마치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예술 놀이터로 올라가 아이들과 재회한다. 각자 충분히 시간을 보낸 뒤, 귀가한다.

전시실
이 작품을 통해서 물건을 가까이서
볼 때는 뚜렷하게 보이고, 멀리 떨
어져서 볼 때는 흐릿하게 보인다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답니다.

시아야! 나랑 같이 여기
바닥에 그림 그리자!

옥상 예술 놀이터

마무리

퇴장

체험 프로그램 예약

사전 정보 확인

입장

관람준비

관람

Scene 12 _ 미술관 퇴장
로비로 돌아온 미정씨와 새봄이는 도슨트로 부터 체험 활동에서 만들었던 작품을 받고, 도슨트와 작별 인사를 한다.
미정씨와 새봄이는 미술관에서 나와 귀가한다.

대기공간

우와! 새봄아 이거 옛날 사람
들이 쓰는 재료로 그린거야?
응 엄마! 이거 ‘묵’이래 ‘묵’!
새봄이 잘 가! 다음에 또 와!

인포메이션 데스크

마무리

퇴장

Scenario 02

일반 전시 관람객

인지

방문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관람

환기

Scene 01 _ 동네미술관 인지

재방문 안내

퇴장

동네미술관 외관 디스플레이
브랜드 매장 등이 쇼윈도에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공유하듯이
동네주민이 동네미술관 앞을 지나면서 동네미술관에 대해 알 수 있도
록 외관에 방문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와 동네미술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액티비티 제공

금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미정씨는 장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동네미술관 앞을 지나가게 된다.
미술관 외관에 설치되어 있는 홍보 영상과 관람 안내 스탠드를 훑어보고 나중에 아이와 함께 방문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

미술관 방문 전 알아야할 필수 정보
- 진행 전시 소개
- 관람 안내 / 무료 입장
- 예매 방법
- 공간 정보

•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 동네미술관 소개 메시지
- 동네미술관 홍보 영상
- 밖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액티비티
- Activity Zone

우리 동네에 미술관이 생긴 건가?
우리 새봄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

전시를 그냥 보는 것 말고도 전시와
연계된 놀이 프로그램이 있구나~
언제든지 또 올 수 있으니까 우선은
관람하러 한번 와봐야겠다!

Activity Zone

미술관 앞

인지

입장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관람

Scene 02 _ 미술관 입장

환기

재방문 안내

퇴장

관람 형태별 리플릿

미술관에 입장하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직원이 미정씨와 새봄을 반긴다.
이미정씨는 인포 직원으로부터 함께 리플릿을 보면서 동네미술관 소개부터 아이와 함께 전시관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술관의 이용가이드와 다른 헬로우뮤지움 동
네미술관의 이용가이드를 안내하면서 헬로우뮤지움의 가치를 공유.
리플릿에 있는 관람 팁으로 작품을 보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설명
헬로우뮤지움 동네미술관 이용가이드
• 아이와 함께하는 전시 관람 팁
• 전시 내용
• 미술관 내 공간 활용법
• 작품 감상을 위한 가이드 질문
•

문방구 전시 관람하러 왔어요~

어머님이 아이와 둘이 관람하셔도 전혀 어렵지 않고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동네미술관만의 전시 관람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포메이션 데스크

인지

입장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관람

환기

Scene 03 _ 동네미술관과 친해지기

재방문 안내

관람 형태별 리플릿
전시 내용
• 미술관 내 공간 활용법
• 작품 감상을 위한 가이드 질문
•

동네미술관은 입장을 하자마자 전시 관람을 서두르는 곳이 아니고 여유롭고 편하게 머물렀다 가는 곳이다.
새봄은 로비에서 그림을 그리며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고 엄마 미정씨는 관람 리플릿을 천천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진다.

대기공간

퇴장

인지

입장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관람

환기

재방문 안내

퇴장

Scene 04 _ 한 눈에 미리보는 전시

한 눈에 미리보는 전시실

전시실로 입장하기 전에 한 눈에 작품을 볼 수 있는 미리보기를 통해 미정씨는 아이와 함께 작품 미니어쳐 이미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새봄이는 미리 작품을 돋보기로 재미있게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다.

전시 입장 전 부모에게는 전시의 전반적인 내용과 미술관 공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어린이는 작품을 실제로 보기 전 돋보기로 작품
미니어쳐 이미지를 보면서 호기심을 갖을 수 있는 활동 제공
전시 소개 내용
• 미술관 내 공간 활용법
• 미술관 방문 전 알아야할 필수 정보
•

우와! 새봄아 이 것 좀 봐바~ 이제 여기 들어
가면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있을
거야 우리 한 번 들어가서 이 작품들을 찾아
보자!

문방구 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한국화 체험전

우와!

전시실 입구

인지

입장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관람

환기

Scene 05 _ 작품 감상/놀이 활동

재방문 안내

퇴장

관람 형태별 리플릿

새봄이는 전시실 입장 전에 돋보기로 봤던 작품을 떠올리며 작품을 더 관심있게 본다. 미정씨는 리플릿에 써있는 가이드 질문을 아이에게
던져보면서 자신있게 작품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전시를 감상한다.

리플릿에 있는 작품에 대한 질문을 아이에서 던져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설명
전시 내용
• 미술관 내 공간 활용법
• 체험 활동 안내
• 작품 감상을 위한 가이드 질문
•

엄마~ 이거 아까 우리가 밖에서
돋보기로 찾아본 거랑 똑같아!

어머 그러네! 우리 이 그림
이랑 누가 더 똑같이 표정
을 흉내내나 시합해 볼까?

전시실

인지

입장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관람

Scene 06 _ 예술 놀이터 활동
전시 관람을 마친 후 새봄은 옥상 놀이터로 올라가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서 신나게 뛰어 논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는 옥상 놀이터에
서 시간을 보내며 새봄은 새로운 동네 친구를 사귀게 된다.

새 친구다~

야호! 벽에 낙서하는
거 너무 재밌어!

옥상 예술 놀이터

환기

재방문 안내

퇴장

인지

입장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관람

Scene 07 _ 재방문 안내

환기

재방문 안내

퇴장

관람 형태별 리플릿
이번 전시의 체험 프로그램의 구성과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주고,
사전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재방문을 유도

인포데스크 직원은 일반 전시 관람을 한 미정씨에게 아이들이 체험 프로그램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설명해주고,
다른 교육프로그램이나 외부에서 하는 전시에 대해 알려주면서 재방문을 권유한다.

체험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 체험 활동 내용
• 체험 프로그램 예약 방법
•

어머님, 다음에는 체험 프로그램
예약하셔서 한번 더 오세요!

우리 새봄이가 좋아하겠네요!
다음에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관람해야겠네요!

인포메이션 데스크

인지

입장

관람 준비

전시 미리보기

Scene 08 _ 미술관 퇴장
미정씨와 새봄은 배웅 인사를 받으며 다음 만날 날을 기대하며 미술관을 나선다.

새봄아, 잘 가고 다음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놀자~

관람

환기

재방문 안내

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