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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표적인 테마파크인 롯데월드(Lotte World)와 에버랜드(Ever-Land)를 중심으로 사인 디자인(Sign 
Design)에 따른 사용자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디자인에 따른 사용자 경험을 파악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인 디자인의 다양한 디자인적 요소들을 고찰하고. 사용자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1차로 
문헌연구를 통해서 테마파크와 사인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사인 디자인의 구성요소를 비교 분석하였다. 2차로 
피터 모빌(Peter Morville)의 허니콤모델(Honeycomb Model)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인 
디자인의 접근성과 위치 파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사인 디자인에 따른 
사용자 경험 개선 방안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이후 진행될 다른 분야의 사용자 경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제어 : 사용자 경험, 테마파크, 사인 디자인, 롯데월드, 에버랜드, 허니콤 모델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users' perspectives based on Sign Design, focusing on Lotte 
World and Ever-Land, which are representative theme parks, There is a purpose. Consider various design 
elements of sign design. And how they affect the user experience. First,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me park 
and sign design were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the elements of sign design were compared and 
analyzed. Secondly, the questionnaire was reconstructed based on Peter Morville's Honeycomb Model. As a 
result, it wa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and location of sign design. Based on this study, I hope 
that it will be used as a reference material to improve the user experience according to sign desig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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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는주 5일제가확산되고있는추세이며가족중

심의삶으로변화되고있다[1]. 가족 중심의삶으로변화

함에따라가족간의여행을가거나다양한방법들로여

가를 보내기도 한다. 가족들은 이러한 법제적 변화의 기

회를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개인적인

휴가와자기발전의기회를삼기위해다양한레저활동

을 한다. 이러한 레저 활동 중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

는동물원관람이나놀이시설이용을통한가족간유대

강화가 좋은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2]. 이처럼 테마파

크의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넓은 테마마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테마파크 사인디자인은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 사인(Sign)은 필요한정보를시각적으로쉽게전

달하기위하여문자나도형, 색채, 영상등을이용하여사

용자에게표식, 상징, 안내및전달, 위치등방향과인식

을 확보해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3].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중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사인디자인에따른사용자경험을평가하여

올바른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테마파

크에서이용되는사인디자인의다양한디자인적인요소

들을조사하고이해한후, 이를토대로사용자경험에어

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설문지작성을통하여기술통계를활용하여진행

하였다. 실험대상은롯데월드와에버랜드를이용한적이

있는 20대∼30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분석하

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테마파크의 정의
수많은 테마파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제시한 주요 요

소로는특정한주제를가질것, 비일상적일것, 일정한공

간을 가질 것, 시설 및 운영 모두가 해당 주제와 연속성

을가질것, 기본체계가통일적으로배타적일것등이다.

이는단순한형태의공원에서벗어나혁신적인레저공간

으로변모한것으로서 1995년미국캘리포니아의디즈니

랜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4]. 테마파크로서 디즈니랜

드의 등장은 당시 유원지 중심의 레저공간이 갖는 속성

에영화및공연기능등을통일적인테마를중심으로연

출하였기때문에사람들에게더욱다양한체험과만족감

을줄수있었다. 테마파크는발전을거듭하면서전세계

적으로 확산하였는데, 최근 테마파크는 단순한 오락 기

능에서 교육 및 문화적인 면을 추구하면서 테마가 다양

해졌으며, 테마파크 시설과 내용도 첨단 현대과학의 집

합체로서 선도적인 특정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테마파

크는 한편으로는 대형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지만, 최

근에지역특성과자원을활용하는지역특화테마파크도

등장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그 경영기법이 고도화되고

있고, 관계하는 사업도 다각화시키고 있다. 특히 새로운

경향은테마파크가점점휴양체재형의확대와가족중심

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5].

오늘날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수준과 여가의 증대는

일상생활을 벗어나 새로운 일탈을 체험할 수 있는 개성

적인여가활동의수요를증대시키며대규모의여가공간

시설이필요하게되어창조적인놀이공간으로서테마파

크가생겨나기시작하였다[6]. 테마파크는다양한욕구를

충족시킬수있는여가공간에대한욕구로점차그수요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7].

2.2 사인 디자인의 이해
사인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인간과 인간의 커

뮤니케이션에 있고 지역과 장소, 건물 등 도시 내의공간

구성과정보등을사람들에게전달하여사회생활의쾌적

함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8]. 안내사인 디자인의 기본목

적은 지식경제 및 첨단과학기술시대의 인류모임활동을

위하여인도하는, 규범화된, 질서있는, 편안한과학적환

경및고효율적이고우량한품질의환경을창조하는데

있다. 안내사인디자인은수많은과학, 수많은업계와수

많은 부서가 관련되므로 오직 일종 독립된 과학이 아니

라도시및교통의프로그램디자인, 환경예술디자인, 공

공정보전파 디자인, 생태 환경학, 디자인의 심리 행위학,

미학및인체공학등한계열의과학과관련되어일종사

회 문명 정도의 사인을 투시화 하는 것이다[9].



According to Sign Design of the Theme Park User Experience Research -Mainly with Analysis on ‘Lotte-World’ and ‘Ever-Lan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03

2.3 사인 디자인의 목적
사인의 목적은 크게 기능적 측면과 심미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기능적 목적은 인간이 길을 찾는

행위에서 경험되는 주변 환경의 인지적 맵핑 과정에 개

입하여 사용자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으며, 심미적 측면으로는 사인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사인의 기능적인 목적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사인이갖추어야할요건으로는가독성, 통일성, 연

속성과 단순성 등의 4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10].

2.4 사인 디자인 현황
2.4.1 롯데월드
국내 테마파크인 롯데월드의 경우, 실외와 실내 모두

에놀이기구가배치되어있기때문에실내의사인디자인

은 실내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

레이터를 안내하는 안내 사인 디자인, 화장실 및 편의시

설을 알려주는 사인 디자인이 배치되어있었다. 실외의

경우대부분의사인이놀이기구와이벤트장소를알려주

는 사인 디자인들이 있었다. 놀이기구를 설명하고 있는

사인 디자인의디자인은아래 [Fig. 1]과같이 테마의일

관성을유지하면서놀이기구를상징화시킬수있는아이

콘 형태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Fig. 1] Lotte World sign design

2.4.2 에버랜드
국내 테마파크인 에버랜드의 경우, 실내의 장소가 없

으므로 실외에 사인 디자인이 배치되어있었다. 실외의

사인 디자인은 에버랜드의 넓은 공간 비례하여 사인 디

자인의크기도큰것을확인할수있다. 이점은사용자들

의시인성을고려하여만들어진것을확인할수있었다.

놀이기구의 사인디자인은 실외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이미지를반영하여아래[Fig. 2]와같이나무의

재질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도록 사용되

었다.

[Fig. 2] Everland sign design

특히 테마파크의 사인 디자인인 만큼 먼 거리에서도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사인 디자인의

구성은 안내 사인과 공공 사인, 주의 사인, 테마별 메인

사인, 이벤트소개사인, 정문사인등으로구성되어있었다.

2.5 사용자 경험의 이해
사전적 의미의 사용자 경험 디자인(User Experience

Design)은 사용자가 제품, 서비스 혹은 시스템을사용하

거나 체험하는 데 있어 지각하는 상호교감적인 모델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디자인의 한 분야로 설명하고 있다

[11]. 최초로 사용자 경험이란 용어를 업계에 소개한 건

1990년대 중반 애플의 디자인 분야 임원으로 일하던 도

널드 노먼(Donald A. Norman)에 의해서이다[12]. 즉, 사

용자가제품이나서비스를사용하는모든단계에서유발

할수있는행위와사고에대한모든가능성을고려하여

사용자의 기대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13]. 또한, 하나의 서비스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전체적이고복합적인서비스에서많이나타난다. 간단하

게어떤제품이나서비스를사용하면서참여, 사용, 관찰

과 같은 상호 교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

이다. 예를들어어떠한자료를검색하는것을쉽게하는

일,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사용자를 만족하게 하는 일 등

이다[14]. 이러한 사용자 경험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제

시 제임스 가렛(Jesse James Garrett)은 아래 [Fig. 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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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시 제임스 가렛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자경험의구소요소는인식, 지각, 감정, 행동의 4가

지로 요소로 나누어진다[15].

[Fig. 3] Element of UX(User Experience)

이요소들의접점에는경험에대한전시디자인, 패션

디자인, 게임디자인 등 다양한 응용 분야와 요소들이 생

성된다고 한다[16].

3. 실험 방법 및 분석 결과
3.1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테마파크 중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사인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평가하였다. 롯데월드와 에

버랜드를모두이용한적이있는 20~30대 50명을대상으

로 사용성 테스트를 위한 Task를 진행하였다.

3.2 사용자 경험 요소별 평균 분석 결과
테마파크 중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사인 디자인의

사용성을평가하였다. 두 테마파크의사용성과만족도를

알아보기위해피터모빌(Peter Morville)의허니콤모델

을재구성하여설문지를작성하였다. 설문지대상자에게

사용성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Task를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5점 척도를 이용하여기재하게 하였다. 테스트의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이 모델은 총 7가지로

유용한(Useful), 편리한(Usable), 발견 가능한(Findable),

믿을 만한(Credible), 접근 가능한(Accessible), 매력적인

(Desirable), 가치 있는(Valuabl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actor
Lotte
World

Ever
Land

Valuable
Does sign design have a brand value? 3.29 3.8
Does sign design have design value? 2.92 2.08
Does the theme of sign design have value? 2.94 3.78
Does sign design have value for safety? 2.08 3.88

Useful
Is positioning of the sign design useful? 1.8 1.29
Is meaning of sign design useful? 3.78 3.44
Is the use of sign design useful? 3.46 3.29
Is the content of the sign design useful? 3.44 3.5

Desirable
Is color design of sign design attractive? 3.9 4.08
Is the character arrangement of the sign design
attractive?

3.8 3.29

Is the appearance design of sign design attractive? 3.52 3.08
Is the unity of sign design attractive? 3.34 2.94

Accessible
Is the location of the sign design convenient
to access?

1.44 2.5

Is sign design convenient for visual access? 2.94 3.12
Is the distance of the sign design convenient? 1.78 2.29
Is the sign design information convenient to
access?

3.76 2.44

Credible
Is sign design reliable? 3.29 4.8
Is information on sign design reliable? 3..8 3.54
Is the composition of the sign design reliable? 3.12 3.62
Is the distance of sign design reliable? 1.98 1.44
Usable
Is sign design convenient to recognize? 3.5 3.29
Is the location of the sign design convenient
to recognize?

3.12 3.8

Is sign design convenient to use? 3.88 3.78
Is the theme of sign design convenient? 2.62 2.9

<Table 1> Sign Design Usability Evaluation

그 중 발견 가능한(Findable)의 항목을 모든 항목에

포함시켜설문지를구성했기때문에제외시켰다. 설문지

의 질문지는 4문항씩 총 24항으로 작성되었으며 기간은

2017년 5월 9일부터 2017년 5월 16일까지 8일간 진행하

였다. 각 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치 있는(Valuable)

항목은롯데월드와에버랜드두항목모두평균3점이상

의높은결과로측정되었다. 유용한(Useful)의항목은사

인디자인의위치파악의유용성부분이현저하게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력적인(Desirable)의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도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접근 가능한

(Accessible) 항목은 유용성 항목과 연관 지어 볼 수 있

었다. 위치의접근성부분이낮게측정되었다. 믿을만한

(Credible) 항목은 다른 항목은 높게 측정되었지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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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편리한

(Usable) 항목은 사인 디자인의 주제 구분과, 이용이 편

리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4. 결론
본연구는테마파크인롯데월드와에버랜드를중심으

로사인디자인에따른사용자경험을평가하였다. 본 연

구를바탕으로사용성을향상하기위한필요사항을도출

하고사용자경험의개선방향을제안하는데목적을두

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롯데월드의 경우 매력성 항목을 통해 사용자의 만족

도를알수있었다. 또한안정성의부분의만족도가떨어

진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른 항목 부분은 사인

디자인의 디자인적인 요소인 색채, 문자배열, 통일성 등

은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사인 디자인의 위치파악이 어

렵다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사인디자인의위치파악

을 쉽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인 디자인의

사용성 연구결과로 디자인적은 측면에서는 사용자의 만

족도와신뢰도가높았지만사인디자인의접근성이사용

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다. 사인 디자인의 접근성의 편

의성을높일수있도록수정하고사용자에게좀더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더욱 편리하게 제공 하여야한다.

에버랜드의 경우 사인 디자인이 브랜드 가치, 디자인

적가치, 안전성의가치를가지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

있었다. 그러나롯데월드와마찬가지로유용성항목의부

분중사인디자인의위치파악의어려움을고려하여사

인디자인의이동거리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보완해

야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사용자 경험에 대한 비교 연구로

서 사인 디자인 중에서, 현재 많이 이용되는 테마파크의

지도 사인 디자인을 연구하지 못한 점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테마파크의 지도 사인

디자인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테마파

크사인디자인의사용자경험개선방안을위한참고자

료로사용될것을기대하며, 이후진행될다른분야의사

용자 경험 연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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