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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간판정비사업을 통해 소재와 형태의 통일성을 확
보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경관을 재생하고 있으나, 획일
적인 디자인으로 지역 특수성, 상점 간의 차별성 등이 사
라져 처음 상점을 방문하는 소비자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
  공공환경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산재
되어 있다. 공공공간에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에게는 체
계적인 정보전달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인시
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구청이나, 주
민센터, 문화회관 등의 관공서에서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처음 방문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
인시스템 정비는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관공서의 사인시스템 정보디자인
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방문객의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및 선행연구를 통해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구청, 주민센터, 문화회관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설문조사 데이터로 통계 소프트웨
어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신뢰성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
시하여 평가요소가 접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인시스템과 정보디자인

  사인은 기호, 신호, 몸짓 등의 의미로 전달하고자 하는 
표시이며, 사인시스템은 CI를 통해 통합적으로 제작되는 
사인을 말하며[2]. 공간의 특수성 및 수용자의 움직임 등
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정보디자인(Information design)은 수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보들을 구조화 및 재구성하여 정보전달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 콘텐츠를 말한다. 즉, 많은 정
보들 중에서 수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가치창출로 이어진다.

2. 인지적 정보전달

  본 연구에서 “인지(認知)“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인지과정으로 오기위해서는 
주로 시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MIT 교수였던 조지 케페시(Gyogy Kepes)는 
인간의 시각은 형태나 색을 전달하는 언어적인 역할수행
의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통일성, 정보간의 관계정
리, 중요도의 차이표현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정보전달
이 가능하다고 하였다[3]. 

3. 평가항목 도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다양성, 창의성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3.1 다양성
  다양성은 문자나 기호, 색채, 형태 등의 다양한 사인디
자인을 말한다.

3.2 창의성
  창의성은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정
보디자인에 접목하는 것을 말한다[4].

3.3 접근성
  접근성은 어떤 환경에서도 모든 콘텐츠를 동일한 수준
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5].

Ⅲ. 연구가설

  본 연구는 사인시스템 정보디자인의 인지적 평가가 방
문객의 접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정보디자인의 다양성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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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 정보디자인의 창의성은 접근성에 영향을 미친다.

Ⅳ. 평가 실험 및 결과

1. 평가 실험 및 설문내용

  본 실험은 해운대구 구청, 주민센터, 문화회관의 방문
객을 대상으로 평가실험을 수행하였다. 2015년6월1일∼6
월30일까지 총 85이 응답을 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한 설
문지 6부를 제외한 79 분석하였다. 설문문항은 다양성 5
문항, 창의성 3문항, 접근성 3문항 등 총 11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2. 실험 결과 분석

  설문지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1] 
빈도분석과 같다.

표 1. 반도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연령

20대 19 24.1 24.1 24.1

30대 23 29.1 29.1 53.2

40대 30 38.0 38.0 91.1

50대 4 5.1 5.1 96.2

60대 3 3.8 3.8 100.0

합계 79 100.0 100.0 　

성별

남자 33 41.8 41.8 41.8

여자 46 58.2 58.2 100.0

합계 79 100.0 100.0 　

설문
장소

구청 17 21.5 21.5 21.5

주민센터 59 74.7 74.7 96.2

문화회관 3 3.8 3.8 100.0

합계 79 100.0 100.0 　

  KMO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825로 확인되어 요
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
타났다. 또한 측정변수의 타당성분석[표2]는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각각 고유값 1이상, 요인적
재치가 0.4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신뢰성분석[표2]는 Cronbach의 알파값이 창의성 
0.842, 다양성 0.859, 창의성 0.842로 모두 높게 나타나 
신뢰수준을 저해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타당성 및 신뢰성분석

 
성분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신뢰성

1 2 3

접근성1 .893 -.004 .145
3.633 33.024 33.024 0.842접근성3 .865 .027 .084

접근성2 .858 .122 .186

다양성4 .113 .926 .384

2.459 22.353 55.377 0.859

다양성5 .629 .847 .440

다양성1 .556 .841 .428

다양성2 .169 .795 .136

다양성3 .144 .670 .185

창의성1 .020 .806 .911

2.274 20.671 76.048 0.842창의성2 .222 .032 .904

창의성3 .235 .035 .897

  상관관계분석[표3]은 먼저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는 0.0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변수와의 상관계수는 항상 1이며, 변수들 간
의 관계는 대각선상에 나타난다. 각 상관계수는 0.211∼

0.653사이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표 3. 상관관계분석

접근성 다양성 창의성

접근성 1

다양성 .653 1

창의성 .211 .331 1

  회귀분석[표4]는 회귀모델에 대한 상관관계가 R=0.653
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R제곱값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비율이 0.427로 확인되었다.
  먼저 다양성을 살펴보면, t값 7.122에 유의확률 0.000
으로 가설1 정보디자인의 다양성은 접근성에 영향을 미
친다는 채택되었다.
  두 번째 창의성을 살펴보면, t값 -0.069에 유의확률 
0.945으로 가설2 정보디자인의 창의성은 접근성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회귀분석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R R 

제곱 Durbi
n-W
atson

B 표준
오차 베타 공차 VIF 　 　

(상수) .901 .408 　 2.207 .030 　 　 .653 .427

1.515다양성 .785 .110 .655 7.122 .000 .890 1.123 　 　

창의성 -.007 .106 -.006 -.069 .945 .890 1.123

Ⅴ. 결론

  본 연구는 관공서의 사인시스템 정보디자인을 대상으
로 방문객의 인지적 평가 검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다양성, 창의성, 접근성을 인지적 평가항목
으로 도출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다양성)은 채택
되었다. 가설2(창의성)은 기각되었다. 이러한 가설검증을 
종합하면 관공서의 방문객은 대부분 처음 또는 가끔 민
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문자나 기호, 색채 등을 사용한 사인시스템에 대
해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발하고 
창의적인 사인시스템은 방문객에게 인상을 남길 수는 있
겠지만, 접근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사인시스템 정보디자인 산업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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