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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네트웍스는

컨셉 디자인, 기획, 설계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 및 비지니스 모델 개발 전문 공공 미디어 서비스 컨설팅 

기업으로 2013년 창업하였습니다. 

구성원들은 IT 기반 제조, 콘텐츠, SW, 서비스 디자인, UI/UX, 마케팅 등의 경력을 갖추고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공공 미디어 서비스 산업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구현하기 위해, 

국내외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생태계 운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커넥티드 세상에서 

서비스와 사람과 기술 간의 연결을 통해 고객과 사용자에게 미디어 가치를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엠앤엠네트웍스가 생각하는 미디어는 홈 미디어(Home Media), 개인 미디어(Personal Media), 공공 미디어 

(Public Media) 입니다. 사용자의 콘텐츠 활용에 따라 미디어를 구분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공 미디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엠앤엠네트웍스는 공공 미디어(Public Media) 발전에 기여하고, 미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작지만 강한 공공 미디어 서비스 및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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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

미디어가 ICT 인프라와 결합해서 시공간 및 기기 제약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중인 매체를 포괄적으로 지칭 (미래부 : 2014) 

Retail

-

리테일 테크 적용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 

고객 경험 증대를 통한 매출 확대

쇼핑 편리성 증가를 통한 고객 편익 증대 

고객 정보 자산 관리

(삼정KPMG 2017.- 유통 4.0 요약)  

Factory

-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 

(기획재정부 : 시사용어사전)

City

-

시민의 삶의 질, 도시 운영 및 서비스 효율성,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 등의 수단을 사용 

(ITU : 2014) 

“ SMART ”

엠앤엠네트웍스는 생각합니다.

SMART의 본질은 ICT를 활용하여 

사람과 환경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엠앤엠네트웍스가 생각하는

기술 발전 과정과 사용자 경험 조사를 통해 

익숙한 새로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델 개발

시간적 분류 기준은 시장 적용(상용화)기준으로 예측 

상용화 후 지속적인 고도화가 필요하거나, 사회적인 합의와 수용이 필요한 부분은 LV 2이후로 표시

Data 기술은 Data 수집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필요 

그에 따른 분석 기간을 감안할 경우 LV1은 수집/알고리즘, LV2는 분석, LV3는 AI 서비스 제시

기업 기술 보유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시장에서 사용자가 수용하는 시점과 엠앤엠네트웍스가 전망하는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시점을 고려하여 LV1의 기준을 2020~2021년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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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네트웍스
공공미디어 방법론

공간

(Space)

장소

(Place)

기술

(Technology)

사용자

(User & Customer) 

1 2 43

6 7

오프라인 디지털 공간 구축 프로세스 방법론

사람(Human)을 중심에 두고 규정된 공간(Space)을 분석하고 장소(Place)의 정체성을 해석. 

이후 사용자(User & Customer)의 경험을 분류하고 문제 정의를 통해, 기술(Technology)로 

사용자 (User & Customer)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여 사람(Human)에게 

서비스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주목적

법정, 행정적, 역사성, 시간성에 

따라 규정된 곳

도메인 특징을 담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목적성이 부여된 곳

기술 선정 및 개발 검토를 통해

사용자와 고객에게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 및 운영 가이드 제공 

공간 이동 이유, 장소 방문 목적을 기준으로 

사용자 경험 및 행동 동선 조사, 분석을 통해 

서비스 문제 정의 및 컨셉 디자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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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 박물관_부산

엠앤엠네트웍스가 제안하는

스마트 전시관 정의

고객사 

한국거래소(KRX)

연도 

2014년

전시관 소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 소개, 업무체험, 미래에 대한

실제 유물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전시 박물관

프로젝트 역할

ICT part Public Media Director

SW & HW 기획 및 구축 가이드

원격 운영 유지 보수

파트너

아이레 / 휴즈플로우 / 탱고마이크 / 현대IT /위플로우

“스마트 (SMART)”는 기술(Technology) 보다는 사람 중심의 

환경(Environment)을 의미한다. 기술은 도구(Tool)로 환경을 

만들어 역할에 기여한다. 

전시관(미술, 박물, 박람, 테마 파크 전시 등등)은 공간, 사람, 

콘텐츠 간의 상호 의미 소통이 핵심이다. 일방적인 정보와 

지식의 전달을 지양하고, 상호 공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스마트 전시관은 상호간에 의미 소통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기술을 도입하여 전시 본질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다. 

엠앤엠네트웍스는 공간과 콘텐츠 간에 제안 동선을 기반으로 

하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전시관의 동선 구조를 

임의동선(자유 동선)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여 관람자 주도의 

스토리텔링 전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 

엠앤엠네트웍스는 연구에서 전시 만족도는 전시관 3구성 요소 

(공간, 콘텐츠, 관람자)의  상호 관계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공간에 콘텐츠 배치에 따른 Context 해석, 공간 내에서 관람자 

동선에 따른 Storytelling, 콘텐츠와 관람자 접점에서 인지 

경험 등은 전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스마트 기술은 배치, 동선, 인지 부분에 기여하여 관람자의 

전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 박물관_부산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체험관 _  서울

스마트 클라우드 쇼

국립 생태원 미디어 아트

스마트 구로 홍보관

스마트 팩토리_익산

아쇼카 스페이스

공간

인지

전시

만족도

콘텐츠 관람자

동선배치

8 9

현장 구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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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씨앗에서 숲으로

12개 씨앗의 스토리를 품고 과거로 가는 체험 제공

한 걸음 마다 성장하는 비주얼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성장과 동일시하며 씨앗과 성장의 연관성을 제공. 

01 기획 및 설계, 구축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 박물관_부산 

씨앗놓기
시간 여행의 시작  한국거래소의 시작  한국거래소의 역사

성장 역사

씨앗을 선반위에 

놓으면 복도 바닥에 

발걸음을 옮길수록 

영상에서 보여지는 

나뭇잎은 점차 줄기,

열매로 성장하게 됨

벌어진 잎사귀 뒤로 

보여지는 옛 명동 

거래소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을 감상

구축 및 현장 사진

구성 이미지 (빔프로젝터)

구성 이미지 (빔 프로젝터)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맨땅에서 새싹들이 
자라남

자라난 새싹들이 
점차 잎사귀로 바뀜

잎사귀 사이로 나무 
줄기들이 자라남

줄기 위로 점차 
열매가 열려짐

18m 18m 18m 18m

씨앗에서 숲으로

화면별 연출

열매가 자라나는 
PNG시퀀스 소스를 
활영하여 연출

전체 잎사귀들의 
살랑거리는 움직임 연출

나무 줄기의 PNG소스들이 
화면 밖에서 안쪽으로 이동하여 
성장하는 듯한 연출

복도를 점차 걸어갈 수록 
나뭇잎이 양 옆으로 벌어지는 
Interaction요소 필요
현재 KRX측은 한 사람이 복도를 걸어갈 
경우 벌어진 나뭇잎들이 다시 닫혀지는 
Interaction이 되길 희망함

씨앗에서 숲으로

화면별 연출

10 11



구축 및 현장 사진

스마트 전시관 사례 01

1.2 과거 명동거리의 모습

터널을 지나 과거 명동거래소에 도착

과거 속의 내 모습 및 격탁 사용은 그때 그 시절에서만 가능한 체험 제공 

구성 이미지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lur가 되어있는 
옛 명동거리의 모습

과거 명동거리의 모습

관람객의 움직임으로 
인해 선명해지는 모습

격탁을 치면 대한뉴스 
영상자료가 도슨트에 의해 재생

키넥트 모션 체험

구성 이미지 (3면 스크린)

01 기획 및 설계

키넥트 체험
60년전 명동 찾기 격탁 체험 뉴스자료 감상

격탁 대한뉴스

뿌옇게 보이는 명동이 

관람객의 움직임을 통해, 

점차 선명해지는 모습을 

3면 스크린으로 감상 

키넥트 체험을 통해 

이미지 감상 후, 

격탁을 침

옛 60년 전 명동 

거래소의 화면자료가 

담겨진 대한뉴스를

도슨트의 리모콘으로 

재생

12 13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 박물관_부산 



스마트 전시관 사례 01

1.3 한국거래소의 임무

투자자, 증권회사, 그리고 거래소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정보를 학습 및 체험을 통해 몸소 익히면서 정보 습득

구성 이미지 (3면 스크린)

구성 이미지 (46인치 키오스크 화면)

구성 이미지 (3면 스크린)

한국 거래소의 임무

시세 현황판

시세 현황판 
+ 체험 현황

스크린 1 스크린 2 스크린 3

키오스크에서 이뤄지고 있는 
매매거래 화면이 송출됨

참여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이 웹캠을 통해 보여짐

01 기획 및 설계

한국 거래소의 임무

투자자

거래소

내 기업 상장 체험 불공정 거래 체험매매거래 체험

구성 이미지 (46인치 키오스크 화면)

구성 이미지 (3면 스크린)

한국 거래소의 임무

매매거래 튜토리얼 순차적 (1번 ~ 5번)으로 도슨트의 리모컨을 통해 재생

!

"

#

$

%

구축 및 현장 사진
매매거래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을 도슨트의 리모콘으로

재생하여 3면 스크린으로 감상

자신만의 기업 상장 / 매매거래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체험

튜토리얼
튜토리얼 감상 기업 상장 / 매매거래 / 불공정 거래

거래소 체험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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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조 경제의 사다리

자본시장 아래에 있는 여러시장(코넥스, 유가증권, ETF 등) 들을 한 눈에 파악하여 정보 습득

구성 이미지 (빔프로젝터)

01 기획 및 설계

구성 이미지 (46인치 키오스크 화면)

창조경제의 사다리

창조경제 사다리 기본 화면 Pop-Up 화면

화면
Touch

구축 및 현장 사진

화면을 직접 조작해 보고 

체험함으로써 코넥스, 유가증권, 

ETF 등 정보 습득 

정보열람
정보 체험 및 습득

16 17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역사 박물관_부산 



스마트 전시관 사례 01

구성 이미지

1.5 파생상품 체험

글로벌 빅7에 진입하기 위한 미래상품의 강조를 위한 파생상품을 체험

01 기획 및 설계 구축 및 현장 사진

구성 이미지 (2대 합친 46인치 키오스크 화면 + 빔 프로젝터)

파생상품 튜토리얼

파생상품 체험

파생상품 전체 화면

영상 화면은 가면서 
점차 사라짐

파생상품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 감상

파생상품에 관한

선물 및 옵션

정보 습득 및 체험

타블렛 화면에 있는 씨앗을 

관람객이 직접 불어서 씨앗이 

날아가는 영상 재생

튜토리얼
튜토리얼 감상

파생상품 체험
선물 / 옵션

씨앗
씨앗을 바람불기

모션영상
날아가는 씨앗

영상 감상

구성 이미지 (2대 합친 46인치 키오스크 화면 + 빔 프로젝터)

파생상품 체험

씨앗 날아가는 영상

STEP 1 STEP 2 STEP 3

타블렛에서 나온 씨앗이 
화면으로 이동

터치화면에서 나온 씨앗이 
빔 프로젝터 화면으로 이동

바람으로 
씨앗 불기

타블렛 46인치 
터치스크린 2대

빔 프로젝터 3대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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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이미지 (곡면 스크린)

1.6 세계를 향한 움직임

KRX의 비젼과 이미지를 참여형 인터렉션을 통해 연출

구성 이미지 (곡면 스크린)

세계를 향한 움직임

스크린 도어에 투영된 모션 영상 감상 바닥에 장착된 6개의 발판을 통해 변화되는 인터렉션 체험

곡면 스크린에 투영된 KRX의 비젼과 현 해외 주요사업 소개영상 재생

01 기획 및 설계 구축 및 현장 사진

파생상품에서 이어진 

모션 영상 관람 후 

스크린 도어 열림

바닥에 장착된 6개의 

발판을 활용한 

인터렉션을 통해

글로벌존 정보 체험

곡면 스크린에 투영된

KRX의 비젼과 현 해외

주요사업 소개영상 재생

모든 재생이 끝난 후

관람객 손위에 투영된

씨앗을 보며 관람 마감

모션 영상
이펙트 영상 감상

인포그래픽
인터렉션을 통한

정보 습득

모션영상
해외 주요사업 소개

내 손위에 씨앗
내 두손 위에

올려진 씨앗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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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자본시장 체험관_서울

고객사

한국거래소

연도 

2020년

 

전시 소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역사, 소개, 업무 체험

미래에 대해 실제 유물과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술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전시 홍보관

 

프로젝트 역할

솔루션 기획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구축 및 현장 사진

22 23



스마트
클라우드 쇼

전시개요

주제 : Startup in the Cloud

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주관 : 조선비즈

후원 : 교육부, 조선일보사, TV조선

연도 

2013년

전시 소개

스마트&클라우드쇼 전시회에서는 ▲창조경제존▲테크존 

▲디지털 사이니지 ▲구글앱스 ▲ 공유서울관 ▲ 스마트 

카존 ▲ 엔터테인먼트 존 등으로 구성

국제 컨퍼런스 동시 개최 

참여내용

기획 위원 담당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갤러리 기획 및 PM

스마트 클라우드 쇼스마트 전시관 사례 03

구축 및 현장 사진

24 25

2011 스마트 클라우드 쇼

2013 스마트 클라우드 쇼
소개영상

2012 스마트 클라우드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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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생태원
미디어 아트

고객사

국립 생태원

연도 

2017년

 

아티스트

이진풍 사운드 아티스트

전시 소개

미디리움 관에는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작품 Another Sign은 경이롭고, 세밀하고, 거대한 자연의 

모습을 역으로 접근하여, 생명을 만들어 내는 기본 요소에 

대한 고찰을 표현한 작품이다.

프로젝트 역할

전시 기획 및 구축

아트 디렉터

숲:생명의 터널

숲은 늘 변화하고 자라는 거대한 생명체이자 세상이다. 자연의 숲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느끼곤 한다.

사람과 함께 호흡하는 ‘ 생명’의 숲을 빛과 소리로 표현한다. 관객의 움직임과, 공간의 소음을 활용하여, 공간과 관객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태 전시장의 콘텐츠의 모습은 ‘생태’ 즉 자연의 이미지를 모방 및 재현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다.그 와는 다르게 전시장의 공간을 지나는 그 입구의 시각적 연출은 전시장의 건축 디자인과 어울리는 

간결한 빛의 조형의 배열을 통하여, 함축된 이야기를 전달하며, 사운드를 활용하여, 자연의 이미지와 감성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기획한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01 기획 및 설계

“빛의 터널은 미래의 내가 기다리는 곳, 생명은 긴 터널을 지나 다시 잉태된다.”

빛

숲의 무성한 가지의 이미지를 “단순화한 추상적 형상’으로, 

관객의 움직임 또는 숫자에 따라 빛이 자라나고, 색상, 모양이 바뀌는 생명의 모습을 

‘단순’한 느낌으로 표현한다. 다수의 막대형 LED는 숲을 이루는 식물의 군락을 상징하고, 

빛의 밝기와 움직임은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

소리는 환경의 실체를 인지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실제 ‘숲’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식물과 나무의 군락이 만들어내는 ‘soundscape’를 관객의 호흡(소음)과 

움직임의 인터랙션을 통하여, 공간에 숲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파티클과 패턴의 반복으로 만들어진 Generative design 의 형태로 만들어진 영상을,

창문을 막는 용도로 설치된 와이드 모니터 화면에 출력하여, 

공간의 빛과 소리와 어우러지는 요소로 작용한다.

소리

영상

26 27

현장 구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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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Sign 2^120
LED 2000mm 120EA, 8CH Sound system, 2018

‘Another Sign 2^120’ 은 또 ‘하나의 지구’ 라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국립생태원의 ‘미디리움’에 설치 된 작품으로,120개의 LED조명 바와, 

8채널로 이루어진 사운드 시스템으로, 30미터 길이의 복도를 구성하고 

있다. 크게 8개의 패턴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빛의 모습은 ‘음과 양은 물질의 

궁극적인 본질’ 이라는 동양의 ‘팔괘’사상과 ‘라이프니츠’가 피력한 모든 

개념들을 제한 된 수의 단순한 개념들의 조합으로 환원 할 수 있다는 현대 

명제 논리학의 기본 발상을 담고 있다.

120개의 빛 줄기는 2120 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패턴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낸다. 단순한 빛의 움직임으로, 무한한 우주를 담을 수 있음을 전달 하고 

있으며, 변화 되는 움직임을 통하여 끊임 없이 전달 되는 생명의 흐름을 

보여준다. 단일 색상 빛의 on/off 만으로 이루어진 반복적인 움직임은 

시각의 잔상을 만들어내고, 변조 된 자연의 소리와 사인음은 이질적인 

시청각적인 무아레(moir�:얼룩)를 만들어 내어, 자연을 통해 전달 받아 본 

적 없는 신호의 착시와 착청을 모두가 다르게 경험 하게 된다.

작품에는 복잡한 세상을 단순한 모습으로 바라보려는 작가의 의지와 단순한 

0과1이라는 빛의 신호 만으로도 가늠할 수 없는 무수한 세계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Another Sign은 120개의 LED 바는 적외선 센서로 부터 움직이는 관객의 

반응과 프로그래밍된 패턴이 DMX를 통하여 제어 되고, 8채널 사운드 패닝 

시스템을 통하여, 변조된 자연의 소리와 알고리즘으로 생성된 음악과 제작된 

앰비언트 음악이 빛과 함께 연출된다.

02 구현 및 전시

28 29



스마트 전시관 사례 04 국립 생태원 미디어 아트

02 구현 및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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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구로
홍보관

고객사

구로구청

연도 

2019년

전시소개

구로 공단은 한국 산업의 중추 기지였다. 현재의 구로는 

ICT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이다.

구로구가 지향하는 스마트 시티의 철학과 현재와 미래를 

친환경, 소통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

생활 밀착형 홍보관”으로 운영 중이다.

프로젝트 역할

전시 기획, 리서치, 컨셉 디자인

전시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 공간 설계

ICT 솔루션(SW, HW, Contents, 운영 유지 방안) 가이드

홍보관 구축 PM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참여

파트너

이은화(디자인 인시드) / 김경원(동서대학교 교수)

노준구(베란다) / 노크 / LG 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인공지능연구원(AIRI) / 로보쓰리 / 현대 IT / 박진우(M9)

1.1 개념 정의 및 컨셉 도출

공간과 장소에 대한 이해와 리서치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컨셉을 도출하였다.

01 서비스 기획 및 설계

34 35

스마트 구로 홍보관 구축 영상 킨텍스 전시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한 지오그래픽, 리빙랩, 체감형, 인포그래픽 등의 서비스로 기술과 도시 재생 이해 

구로구의 스마트 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와 향후 비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

데이터 기반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데이터, 시간, 사용자의 변화에 따라 콘텐츠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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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구로 홍보관 구축 설문조사

02 리서치 | 설문조사

스마트 구로 홍보관

직업군
- ICT 업종의（HW, SW, Contents, Ne…）

- 제조업종의 임직원（IT 제조업 제외）

- 유통 업종 임직원

- 운송（배송）및 교통 관련 업종

-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

- 공공 기관 및 관련 기관 임직원

- 의료 전문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

- 법률 전문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

1. 유통 업종 임직원

2. 주부

3. 고객센터 & 프리랜서

4. 교육기관 종사자

다문화 서비스

주민 참여 컨퍼런스 공간

카페와 도서관 형태의 스마트 워크 공간

머물고, 쉬면서 체험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 장소 활용

개방형 실제 체험 가능한 서비스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직업군
- ICT 업종의（HW, SW, Contents, Ne…）

- 제조업종의 임직원（IT 제조업 제외）

- 유통 업종 임직원

- 운송（배송）및 교통 관련 업종

- 교육기관 관련 종사자

- 공공 기관 및 관련 기관 임직원

- 의료 전문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

- 법률 전문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

1. ICT 업종의 임직원

2. 디자이너

3. 프리랜서

연령 구로 거주 및 활동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연령 구로 거주 및 활동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

- 7년 이상

- 10년 이상

- 직업군 1, 2, 3 모두 ICT와 연관 업종으로 구성된 절대 다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일반인            직장인

43%
30%

51%

60%

64%

60%

58%

65%

95%

88%

88%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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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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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뮬레이션

38 39

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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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상황실 : 구로구 데이터 기반 콘텐츠

G밸리 기업 전시관 : G밸리 기업 기술 전시

스마트체험관 : 스마트 도시 기술 체험

스마트 구로 서비스 : 현재 구로구 스마트 서비스 체험

디지털 트윈 : 데이터 기반 2025년 구로구 현황

인포그래픽 : 구로 과거, 현재, 미래 모습 전시

스마트 오피스 : 구민을 위한 공간

컨퍼런스 & 리빙랩 :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간

인공지능 홍보관 안내 아바타 : 홍보관 입구 안내 아바타

구로 관광 안내도 : 인공지능 음성 관광 안내

스마트 구로 홍보 : 구정 홍보

자율주행 구로봇 : 홍보관 및 구로 정책 홍보 로봇

04 스마트 구로 홍보관 서비스 

40 41

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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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마트 구로 홍보관 서비스 

실제 구현 모습  - 시나리오

42 43

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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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마트 구로 홍보관 서비스 

실제 구현 모습  - 시나리오

44 45

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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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마트 구로 홍보관 서비스 

실제 구현 모습  - 시나리오

46 47

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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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스마트 구로 홍보관 서비스 

48 49

스마트 구로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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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스마트 구로 홍보관 서비스 구축 과정 

구축 과정

50 51

스마트 구로 홍보관



스마트 팩토리_익산스마트 전시관 사례 06

스마트 팩토리
익산

고객사

다온 오토메이션

연도 

2020년

 

전시소개

5G 기반의 로봇과 사람 간 협업 봉제 공장

초고속, 초저지연,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등의 장점을 

갖는 5G를 이용하여, 제조 패션 산업을 선도하고자 

하는 실증 상설 전시관

 

프로젝트 역할

프로젝트 자문

Public Media Director  

전시관 공간 설계 및 구축

파트너

로베르토 스페이스 디자인 / 현대 IT / 비토라

01 컨셉 도출

“ This is the New Culture.
I stand in the Gallery for the Future ” [ [

‘FASHION’ ‘SMART’ ‘GALLERY’

‘FACTORY’ ‘EDUCATION’ ‘FUTURE’

52 53

현장 구축 영상 관련 기사



스마트 전시관 사례 06 스마트 팩토리_익산

02 전시공간 시뮬레이션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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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축 및 현장 사진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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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쇼카
스페이스

고객사

아쇼카 코리아

연도 

2020년

아티스트

총괄 디렉터 : 엄정순 작가

미디어 아트 : 이진풍 작가

실내 디자인 : 김양중 디자이너

프로젝트 역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ublic Media Director  

전시장 구성

1F :  아쇼카 스페이스 

B1 : 아쇼카 미디어 갤러리

전시소개

“Everyone a Changemaker “ 주제로 아쇼카와 아쇼카 

코리아의 활동들을 작품으로 표현 .B1은 상설 미디어 아트 

스페이스, 1층은 갤러리 겸 카페로 구성. 매 분기마다 

주제에 따라 전시가 새롭게 진행되는 형식. 전시관은 각기 

다른 영역의 3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기획 및 구축

58 59

컨셉 영상 아쇼카 스페이스

1F  

아쇼카 미디어 

갤러리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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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nect

Case Content

펠로우들을
연결하다

아쇼카의 대중화, 대중이 아쇼카 브랜드 컨셉을 이해, 삶에 적용

Everyone a Changemaker

펠로우와
대중을 연결하다O

N

O
F
F

어린이

어른

펠로우

글로벌

한국 지역사회

펠로우

01 공간 기획

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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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간 기획

Fac      tory

Case Content

펠로우들을
연결하다

Everyone a Changemaker

펠로우와
대중을 연결하다O

N

O
F
F#예술체험 프로그램

#미디어아트

#강연#전시

#북토크

#글로벌

#영상 #상품개발

#이벤트 #도서출판

6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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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간 기획

Case Content

시각화 컨셉 방향

케이스를 선과 색으로 연결하여 콘텐츠화

굵기, 길이, 농도

브랜드

아이덴티디

인테리어, 전시, 체험, 프로그램, 인쇄물 등 적용

Fellow

Symbol

Identity

Emotion

Conncet

Direction

Speed

색 선

Style

Brand

Pattern

패턴

COLOR, LINE, WAVE

64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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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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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축 및 현장 사진

Variety - Variation 

68 69

02 구축 및 현장 사진

아쇼카 스페이스 1F 아쇼카 미디어 갤러리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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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사례

군중 움직임 콘텍스트 기반

전시정보 모델링

국립 생태원

박물관 증강현실 도슨트 
사용성 평가

70 71

-

연도 

2014년

-

연구 의뢰 기관 

한국 콘텐츠 진흥원

-

연구원

이세리, 윤소연

전시 동선 설계 및 전시 기획 관람객 행동 패턴과 

전시 공간 간의  관계 분석

-

연구목적

전시는 공간, 콘텐츠, 관람자로 구분된다. 

군중 움직임 콘텍스트 기반 전시정보 모델링은 군중으로 대표되는 

관람자의 행동 및 동선을 콘텐츠 (전시품)와 공간(전시관)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관람자에게 전시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목적 수행을 위해 리서치, 기획, UI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중 움직임 콘텍스트 기반
전시정보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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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

전시 정보 모델링 정의

화면 설계, 사용자 시나리오, 스토리 보드

연구 내용 및 

UI&UX 설계 발표자료 

국내외 주요 전시장 현황 조사 행동 패턴에 따른 전시장 

의미 분석 사전

스마트 전시관 연구 사례 01



스마트 전시관 연구 사례 02스마트 전시관 연구 사례 02

국립 생태원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리서치

74 75

-

연도 

2017년

-

연구 의뢰 기관 

국립 생태원

-

연구원

이세리, 김현정

생태 미디어 체험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보고서

생태 미디어 체험 공간

운영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

-

연구목적

국립 생태원이 지향하는 가치와 콘텐츠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및 에코리움과의 

연동 방안 모색을 위한 전략 연구

전시 미디어의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서비스 및 ICT 기술 

활용을 위한 서비스 제시

국립 생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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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7

-

연도 

2017년

-

연구 의뢰 기관 

광주과학기술원 (GIST)

-

연구원

이세리, 양호정

관람자 콘텐츠 UX 만족도 조사 착용형 AR 글래스 적용 콘텐츠 시연

UI사용성 평가

-

연구목적

AR 기술을 이용한 박물관 도슨트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 방법은 AR 기기를 착용하고  연령별, 성별로 

전시 관람 후 설문 기반의 통계 방식 적용

기술 및 서비스 발전 방향 및 사용자의 정성적 의견 반영 

및 서비스 발전 방향 및 사용자의 정성적 의견 반영

박물관 증강현실 도슨트
사용성 평가

착용형 AR 글래스 적용 콘텐츠 시연

UI제스처 평가

착용형 AR 글래스 적용 콘텐츠 시연

GUI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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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앤엠네트웍스가 제안하는

스마트 전시관의 강점

(전시) 공간, 관람자, 콘텐츠 상호관계 기반 메세지 연구

공간, 콘텐츠와 관람자 동선 설계를 고려한 스토리 구성

전시 미디어 메세지 전달에 최적의 기술과 관람자 수용성을 고려한 설계

변화하지 않는 공간에 변화가 있는 콘텐츠로 관람자 재방문 유도

익숙한 전시공간이 새로운 작품으로 다양한 관람자와의 접점 제시

M&M Networks Reference Book Series

Vol B1. 
Smart Bus Shelter
스마트 버스 정류장

Vol R1. 
Smart Retail
스마트 리테일

Vol E1. 
Smart Exhibition
스마트 전시관

Vol M1. 
Smart Media
스마트 미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