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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도시 재생은 재 한민국의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경제, 복지, 문화 술 등 분야에 걸쳐 가장 요한 이

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2013년 8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한 특별법인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면

서. 도시의 낙후된 지역이나 장소를 재생하여 경제 , 문

화 회복을 이루는 것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1)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 경제 선진국의 건설 산업은

부분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 규모 신축, 신축과 보

수 재건 병행, 구 건축 양식에 을 둔 보수 재

건 단계를 거쳐 온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은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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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개발을 넘어서 지역경제의 재건, 지역문화의 부흥

그리고 새로운 도시 인 생활양식의 구축으로 이어지는

신개념의 도시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재 산업유산 공간의 보호, 재생 그리고 진흥

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유산 공간

은 지역 역사의 문맥 발 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의 사람들의 사회생활과 업무 형태가 사실 로

기록되어 있다. 뿐만1)아니라 산업유산 공간은 역사 사

실성과 시 특징을 갖고 있으며, 보편 으로 공간

체의 특징이 보존되어 있다.2)

이러한 산업유산 공간에서 각 을 받고 있는 것은 바

로 오래된 건축을 개조한 술 단지로의 재생이다. 술

단지는 방치되고 오래된 공장 는 오래된 창고 단지를

1) 윤지 외, 나오시마의 지역 재생에서 나타난 건축, 술, 자연의

유기 특성 연구, 한국 술과학학회 ,Vol.16, 2014, p.252

2) 陈燕,, 闲置空间再生中的文化创意产业集聚研究, 南京艺术学院博士学

位论文, 2013.5,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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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at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preference on the sign design in the industrial heri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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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industrial heritage space in Korea and China regenerated as art and cultural space after 2000 were

selected and evaluated by 6 criteria including integrity, continuity, simplicity, aesthetics, legibility and historic

aspects. The findings were the following.

First, the six criteria factors were evaluated as the similar scores in the assessment of 7 sites without extremity.

Simplicity was the highest score while historicality was the lowest one. It mean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ign systems of the heritage sites were focused on the simple, contemporary and effective design. Second,

integrity, continuity, aesthetics, legibility were evaluated as the medium score in the sign design. While, in the

evaluation on the aesthetics the score differences were comparatively high. Sanhai M50 which got the highest

score showed the integrity of contrast using yellow and grey color with minimal design. However, Sanghai M50

got the lowest score in the historic aspects and was evaluated as the most favorite sign design in the

preference. It means that the historic aspects have no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preference for the sign design.

It shows that the effectiveness with integrity and the aesthetic aspect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ly than the

application of the historic identity of the site in sig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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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으로 재평가한 후, 보 과 개발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공업 문화 술의 방식으로 운 되고 있다.

근래 들어 산업유산 공간이  요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평가받고, 많은 사람들의 심과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

며, 산업유산 공간의 이용에 있어 시각 으로나 기능 으

로 사인시스템의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유

산 공간에서는 이미지  략 수단으로 경 , 역사,문화를

포함한 차별 인 디자인 요소들을 도출하고 있지만한정

된 장소 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유산 공간 체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사인시스템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산업유산 공간의 역사 특징과

공간 환경을 최 한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조화

롭게 어우러지며, 지역민과 객들이 산업유산 공간의

특징과 역사 의의를 느낄 수 있는 사인시스템에  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하다는 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 다.

본 연구는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을 연구 상으

로 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고 선호도와의 연 성을 분석

함으로서, 산업유산 공간과 같이 특수하게 보존과 더불

어 개발이 필요한 공간의 사인디자인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범 방법

본 연구 방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사인시스템과 사인디자인의

개념, 기능, 구성요소, 유형 등 사인디자인에 한 체

인 고찰을 한 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산업유산 공

간의 특징을 고려하여, 통일성, 연속성, 단순성, 가독성,

심미성, 역사성의 6개 평가 요소를 도출하 다.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

의 특성을 분석하 다. 사례 선정의 범 는 한국과 국

의 표 산업유산 공간으로, 1) 2000년 이후, 한국과

국의 산업유산 공간(지역)가운데 술창작공간으로 재

생된 경우 선정하 다; 2) 단순히 한 개의 건축물이 아

니라 규모 지구로 재생되어 사인디자인이 요하게 작

용하는 사례를 선정하 다; 3) 역사 의미를 지닌 공간

으로, 련 문서 논문에서 3차례 이상 언 된 사례

로 한정하 다. 각 사례별로 공간의 개요, 사인디자인의

구성요소 종류 등에 해 반 인 분석을 진행한

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한 6개 평가요소를 심

으로 사인디자인의 특성을 악하고 체 공간에서의 구

에 해 악했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 상인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 디자인에 해 5.0 리커트 스 일로 평가하고, 선호

도를 악하 다. 분석은 SPSS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로 진행되었다.

넷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6가지 사인디자인 평가

항목과 사인 선호도와의 연 계를 분석하 다. 이를

토 로 역사문화성을 지닌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

을 한 고려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고찰

2.1. 산업유산의 개념과 특성

산업과 유산이라는 말은 사실 계없는 말이다.

‘산업’은 새로운 것을 생산하고 효율을 높이기 한 하드

웨어와 소 트웨어를 총칭하는 말이고 ,‘유산’은 지키고

보존하여야 하는 문화재를 넓게 지칭하는 말이다. 이처

럼 다른 뜻을 가지는 두 단어가 만난 산업+유산

(industrial heritage)은 ‘산업 으로 퇴락하 으나 역사

으로 국가(지역）산업의 발 과정에 있어 큰 의미를 가

지는 산업지(industrial sites)나 산업시설(industrial

facilities)’이라 정의된다.

2000년 들면서, 낙후된 산업시설을 지역재생의 새로

운 매개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하고 있다. 이는 산업

유산이 가진 다음과 같은 잠재력 때문이다. 첫째는 산업

유산이 가지는 ’다층성’이다. 산업유산은 부분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번성했던 지역산업과 맥을 같이 하며 지

역민의 생활양식과 깊은 연 성을 가진다. 산업유산

은 근 의 기억과 삶의 공존을 함께 남는 지역문

화의 달매개체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는 ‘활용

성’이다. 산업유산은 어느 정도 과감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등록문화재이거나 비(非）문화재인 경우가 부분

이다. 따라서 창의 인 아이디어에 따라 변형이 가능하

며, 산업시설의 거친 인공미와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형태를 갖춘 공간 창출의 새로운 장

르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재생성’이다. 크게 보

면 산업유산은 기능이 쇠퇴된 후 버려진 땅을 칭하는

라운 필즈에 속한다. 특히 산업유산은 원도심이나 항만

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낙후되고 소

외 상이었던 옛 산업지 와 공간을 기회 자산으로

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보유하는 도시 자산으

로 평가할 수 있다. 3)

2.2. 사인 디자인의 개념 발

사인(sign)이란 표시 부호 신호 등 달하고 싶은 것을

기호로서 표시한 것이나 방법을 말한다. 큰 의미로 물건이

아니라 정보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넓게 생각하면 랜

드마크(LandMark)라 불리는 표식이 되는 건물이나 나무,

출구를 표시하는 터 의 빛 등도 사인으로 볼 수 있다.4)

3) 정민주, 국내 폐공장 재활용 경향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

회 학술발표 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32호, 2013,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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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 다양한 도시 정보와 인간들 사이에서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성립시키기 해서는 당한 매개체가 있어

야 한다. 로버트 뮈르(Robert Muir)는 인간의 정보 수용

능력은 시각83%, 청각11%, 후각3%, 각2%, 미각1% 로

시각을 통한 정보 달이 가장 효과 이라고 언 하

다. 즉 인간은 부분의 정보를 시각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므로 시각을 통한 정보 달의 수단인 사인이 요하게

작용하고 있다.5)

2.3. 사인 디자인의 종류 기능

사인은 공간과 인간과의 원활한 커뮤니 이션 수단으

로 정보, 공간, 환경 등 상당히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실 인 사인시스템 계획을 시행하기 해

서는 사인을 구성하는 속성과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분류하여 공간에 필요한 사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

서 사인 종류는 많은 연구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

는데 크게 공간 분류, 목 에 의한 분류, 성격에 의한

분류, 설치방식에 의한 분류, 재료에 의한 분류로 나

수 있다. 일반 으로 사인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기능에

따른 분류와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6)

(1) MAP사인

입구와 치 결정 지 에 주로 치하며. 사물의 소재

와 체와의 상호 계를 사인하기 해 사용된다. 지도

와 평면도 등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림 1> 선유도공원 ＜그림 2˃ 상해 M50 ＜그림 3˃ 복경798

(2) 유도사인

방향지시 도구로서 공항, 병원 등의 복합공공장소에서

사용자들에게 안 하고 능률 으로 목 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사인이다. 보통 방향지시를 한 화

살표를 포함한다.7)

<그림 4> 상해M50 ＜그림 5˃ 상해M50 ＜그림 6˃ 복경798

(3) 문주사인

4) 田中直人,岩田三千子, サイン環境のコニバ-サルデザイン, 學藝出版

社, 1999, p.12

5) 刘培芳, 학 사인시스템디자인에 한 연구，경북 학원，2009. p.10

6) 유혜진，도시이미지의 정체성확립을 한사인시스템에 한 연구，

경희 교육 학원，2010, p.13

7) 李知炫, 지역문화 특성화를 한공공사인시스템 연구，서울産業大學

校 IT디자인大學院，2008，p.8

특정 장소를 인지시키기 해 필요한 사인이다. 술

작품이나. 조각품. 는 건물이나 건물군의 이름이 사인

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상가에서의 입구 간 의 역할이

나. 건물이나 회사명을 나타내는 사인으로 지칭한다.

<그림 7> 북경798 ＜그림 8˃ 상해F518 ＜그림 9˃ 복경798

(4) 지ㆍ규제사인

규정된 지침과 지된 상황. 험 요소 등을 알리는

일종의 안내사인으로 통제표시, 비상탈출구 안내 등이

포함된다.

<그림 10> 북경798 ＜그림 11˃ 상해M50 ＜그림 12˃ 상해M50

(5) 설명ㆍ해설사인

사인은 정보의 의도를 설명하거나 도시나 시설 등의 

내용, 조작 방법 등을 해설하여 이해를 돕는 설명ㆍ해설

의 기능을 가진다. 일반 으로는 안내 , 게시  형태로 

상세한 내용으로 이해를  진시킨다.8)

<그림 13> 북경798 ＜그림 14˃ 선 OCT ＜그림 15˃ 인천

  

한 사인은 도시공간과 시설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

고 쾌 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9)

2.4. 사인 디자인의 구성요소

사인은 정보를 표시하기 한 도구이고 인간의 정보

수용 능력은 시각을 통한 정보 달이 가장 효과 이다.

따라서 원만한 커뮤니 이션을 해서는 시각요소가

요한 것은 당연하다. 시각요소에는 정보내용, 문자, 픽토

그램, 그래픽 심볼, 도표, 색채, 이아웃, 표시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정의되고 있다. 이 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달하기 한 통일성, 단순성, 가독성,

연속성을 요구하는 문자, 색채, 픽토그램 (pictogram), 형

태, 이아웃 등의 요소가 있다.10)

8) 유혜진, 도시이미지의 정체성확립을 한 사인시스템에 한 연구,

경희 교육 학원，2010,p.9

9) 이강일, 公共ㆍ환경디자인" 퍼블릭디자인 사 편집 원회, 1996,

pp.2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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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 평가요소 선정

10개의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표 1>와 같이 통일

성, 연속성, 단순성, 가독성, 심미성, 편리성, 환경성, 문화

성, 기능성, 근성, 체계성, 조화성 등 12개의 평가 요소

가 추출되었다. 이 12개 평가요소 가운데 여러 논문에서

첩 , 핵심 으로 언 된 통일성, 연속성, 단순성, 가독

성, 심미성을 본 연구의 평가 요소로 선정하 다.

한 산업유산의 개념이 문화재, 역사·환경, 근 역사·

환경(근 화 유산)에 한 순으로 개념이 변천되었으며,

산업 명을 후로 하여 조성된 시 결과물들을 통칭

하는 근 역사·환경이라는 개념이 자연스 자리잡았

다.11) 산업유산이라 함은 산업기능을 지니는 건물 에

서도 근 기로부터 시 에 넘어오면서 들 는

사회와의 상호작용 할 가치를 지닌 상물이자 후 세

에게 물려 만한 가치를 지닌 문화재이며 장소 인

특성을 드러내는 상징성을 내포한 것이다12).

이런 맥락에서 산업유산 공간을 상으로 한 본 연구

에서는 ‘역사성’을 여섯 번째 평가 요소로 선정하 다.

<표 1> 사인디자인의 평가 요소 종합표

논문 제목 평가 요소

1
한· 테마 크 유
도사인에 한연구

통
일
성

연
속
성

단
순
성

가
독
성

심
미
성

2
국가지정문화재 민
속마을의 사인 시
스템 연구

통
일
성

연
속
성

단
순
성

가
독
성

심
미
성

3
도시 랜드 이미지
구축을 한 색채
에 한연구

통
일
성

연
속
성

단
순
성

가
독
성

심
미
성

4

도시환경 공공공간
의 어메니티
(Amenity)를 한
사인커뮤니 이션
( s i g n
communication)에
한 연구

심
미
성

편
리
성

환
경
성

문
화
성

5 학 사인시스템디
자인에 한 연구

통
일
성

연
속
성

단
순
성

가
독
성

심
미
성

6

바이즈만의 길찾기
이론 특성에 따른
역사계 박물 유
도동선체계 연구

기
능
성

근
성

7
지역문화 특성화를
한 공공사인시스
템연구

통
일
성

연
속
성

단
순
성

가
독
성

8
도시공원 사인시스
템 디자인에 한
연구

통
일
성

심
미
성

문
화
성

기
능
성

체
계
성

9

도시이미지의 정체
성확립을 한 사
인시스템에 한
연구

통
일
성

단
순
성

심
미
성

조
화
성

10

객을 한 사인
시스템에 한 연구
-서울 소재 5 고
궁을 심으로-

통
일
성

연
속
성

단
순
성

가
독
성

심
미
성

평가요소별 개념을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10）권 , 이충훈, 사희민, 공공사인의 디자인 실태 개선방안, 충

남발 연구원, 2007, p.57

11) 강동진, 이석환, 최동식,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 방법 분석, 한국

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2003, pp.8-10

12) 왕세학, 근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술창의공간 디자인에 한

연구, 홍익 석사논문, 2014, p.4

첫째, 통일성으로, 1)사인 임의 규격, 색채, 재료

등이 일 성 있는가, 2) 사인의 치 사인의 정보, 내

용 등이 일 성이 있는가, 3) 자체, 크기, 색채 등이 일

성 있는가를 의미한다. 둘째, 연속성으로, 비슷한 구역

에 설치된 사인은 기획 인 측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

고, 길찾기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 지 에서 연속

으로 설치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셋째, 단순성으로,

사인디자인에 담겨진 내용, 도형, 색채는 간결해 보기가

좋은가, 체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안내성이 좋은가를

의미한다. 넷째, 가독성으로, 사인디자인의 내용, 문자,

색채, 도형의 크기가 일정하여 가독성이 높고 설치 장소

가 당해 빠르게 목 지를 찾을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다섯째, 심미성으로, 사인의 형태, 색채 재료의 사용

이 하고. 사인의 크기와 내용이 조화롭고 구성되었

는가를 포함한다. 13) 여섯째, 역사성으로, 사인디자인이

해당 산업유산공간의 역사문화성과 계가 있으며, 체

인 스타일과 양식은 산업유산 공간의 독특한 이미지와

특성을 잘 표 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3.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 분석

3.1. 사례 선정 기 개요

한국과 국의 산업유산 공간 재생 사례를 아래의 기

에 의거하여 선정하 다.

첫째, 2000년 이후, 산업유산 공간(지역)가운데 술창

작공간으로 재생된 경우 선정하 다. 둘째, 한 개의 건축

물이 아니라 사인의 역할이 요하게 작용하는 규모

지구(단지)로 재생된 사례를 선정하 다. 셋째, 역사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련 문서 논문에서 3차례 이

상 언 된 사례로 한정하 다.

<표 2> 사례 개요

13) 산업자원부, 사인디자인 실용화를 한 디자인 가이드북과 디지털

컨텐츠 개발,『한국디자인진흥원』의 내용을 토 로 연구자가 재

정리하 다.

이름 치 산업 원기능 기능
보

유형
그림

국

북경 798

술지구

(2003)

북경
자
공장

제조업

디자인,
술 시,
음식, 복합
문화공간

체
활용

상해m50

창의원

(2005)

상해
방직
공장

제조업

디자인,
술 시,
음식,복합
문화공간

체
활용

선 OCT

(2005)
선

항만
창고

제조업

디자인,
술 시,
음식, 복합
문화공간

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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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인디자인 사례 분석 범 평가요소

(1) 사인디자인의 분석 범

본 연구의 분석을 한 연구 상지로 선정된 7개 산업

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을 보다 구체 으로 악하고 분

석하기 하여 7개 산업유산 공간을 직 방문하여 촬

하고 실측하는 장조사를 실시하 다.

각 산업유산 공간을 내에 설치된 문주사인, 유도사인,

MAP사인, 설명사인, 규제사인의 유형을 악하고 각 유

형별로 사인 디자인의 구성요소와 특성을 조사하 다.

아래 항목은 본 연구에서 각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

자인을 분석하기 해 기 으로 한 산업유산 공간과 분

석 내용의 문항들이다.14)

<표 3> 선정된 산업유산 공간과 분석 내용

(2) 사인디자인의 평가요소

앞의 문헌고찰에서 고찰한 통일성, 연속성, 단순성, 가

독성, 심미성, 역사성 등 6개 평가 요소를 분 최종 으로

분석 기 으로 선정하 다.

3.3. 사인디자인의 사례 분석

선정된 7개 사례의 구성 요소 특성 평가요소를 분

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문원징, 국가지정문화재 민속마을의 사인 시스템 연구, 남 석

사논문, 2010, p.25

구성

요소

특성

이아웃 앙

재질 철제

정보량과

크기
정보량에 비해 식별성이 떨어 지는 큰 크기

색상

서체 고딕체

언어

사용여부
국어 + 어

픽토그램

사용여부
지역logo 사용

평가

요소

분석

통일성
형식, 소재, 색채와 건축 스타일은 반 으로 통일되어 있

으나 사인 양식이 다양하여 통일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

연속성

사인의 스타일, 규격이 모두 다르다. 피차간에 연락과 맞물

림이 없으며 체 공간 사인에는 연속성이 결여되어, 모구

역 는 건축 간에는 긴 한 계가 없다.

단순성
형식은 간단한 기하도형, 씨체, 도안을 사용하여 간단하

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독성
방향 유도사인이 부족하여 객들로 하여 자신이 필요

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기 어렵다.

심미성
산업 시 의 기하학 형태와 감각을 강렬한 색상과 함께

나타낸다.

역사성

건축 환경의 상호 융합과 소재, 형식, 색채 등 방면을 살펴

보면 바우하우스 시기의 건축물의 특징이 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표 4> 북경798 술지구

구성

요소

특성

이아웃 앙

재질 철제 페인

정보량과

크기
정보량과 당한 크기

색상

서체 고딕체

언어

사용여부
국어 + 어

픽토그램

사용여부
지역 지도 사용

평가

요소

분석

통일성
형식, 색상, 재질은 반 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체

인 스타일과 건축 형식은 강렬한 비를 형성하고 있다.

연속성
각 공간의 사인은 고유 번호를 사용해 정리를 하며, 평면

도형으로 디자인 한다.

단순성 간단한 도형, 자, 도안을 사용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독성
사인의 내용은 간단하고, 색깔 간 강렬한 비를 이 야 하

며, 몇몇 요소는 은폐 시킨다.

심미성
체 인 형식과 건축은 강렬한 조를 이룬다. 단순한 사

각의 형태와 강렬한 노란색이 강각을 연출한다.

역사성
건축구조의 요소들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통해 공간

의 독특성을 간 으로 표 해낸다.

사진

<표 5> 상해 m50 창의원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20

09)

우
 

통조림
공장

제조업

디자인,
술 시,
음식, 복합
문화공간

체
활용

송산 문화

창의원

(2011)

만
담배
공장

제조업

디자인,
술 시,
음식, 복합
문화공간

체
활용

한

국

인천

아트

랫폼

(2009)

인천
항만
창고

창고

디자인,
술 시,
음식, 복합
문화공간

체
활용

선유도

공원

(2002)

서울
폐 수
처리장

처리장
술 시,
휴게공원

체
활용

사례 사인종류 분석내용

북경 798 술지구

1. 문주사인

2. 유도사인

3. MAP사인

4. 설명사인

5. 규제사인

1. 이아웃

2. 재질

3. 정보량과 크기

4. 색상

5. 서체

6. 언어 사용 여부

7. 픽토그램 사용 여부

상해 m50창의원

선 OCT

우 붉은 벽돌공장지구

송산 문화 창의원

인천 아트 랫폼

서울 선유도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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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특성

이아웃 다양

재질 철제 페인

정보량과

크기
정보량과 당한 크기

색상

서체 술자체 + 송체

언어

사용여부
국어 + 어

픽토그램

사용여부
개인 랜드를 logo 사용

평가

요소

분석

통일성 유형이 다양하고 색상과 재질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연속성
공간 배치가 복잡하다. 교차로가 많고 사인에 강렬하고 연

속 인 지역 안내성이 없다.

단순성

정보 문자   패턴이 간단하여 직 인특징을 가지고 있

어 사람들이 보다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가독성

투박한 산세리 체(无衬线艺术字体)의 문자 자체의 표 력

을 강화하고, 색채의 순도    비를 강렬하게 연출하여 단

지내 시각   향력    랜드 홍보 효과를 강화하고 있다.

심미성
시각 으로 간결하면서 자연스럽고 인 미 감각으

로 표 되었다.

역사성
표 형식은 매우 선명한 산업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역 문화 요소의 독특성은 히 부족한 편이다.

사진

<표 6> 선 OCT

구성

요소

특성

이아웃 앙/왼쪽

재질 알루미늄합

정보량과

크기
정보량이 많아 큰 크기

색상

서체 고딕체

언어

사용여부
국어 + 어

픽토그램

사용여부
개인 랜드를 logo 사용

평가

요소

분석

통일성
형식의 통일성은 건축스타일, 형식, 색깔, 자체에서 연속

된다.

연속성
각 건축물은 알 벳으로 각주를 추가하여 순서 로 배열되

었다.

단순성

“붉은 벽돌 공장”의 추상  폰트디자인, 밝은 빨강과  로 

표 하여  우 붉은 벽돌공장지구의  주의 스타일을 

표 해냈다.

가독성
방향성과 목 성을 주로 하고 주요 출입구와 객

집 지역에서 구체 인 안내를 진행하 다.

심미성
옛날 건축물과 인 감각이 모두 살아있는 사인은 조

화와 비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역사성

인 느낌이 매우 강렬하게 표 되고 있으며, 색채와

자체의 배합은 사인시스템 공간의 표 력을 크게 높여

주고 있다. 하지만 지역 특색의 표 측면에서는 여 히

부족한 면이 있다.

사진

<표 7> 우 붉은 벽돌공장 지구

구성

요소

특성

이아웃 앙

재질 철제 페인

정보량과

크기
정보량에 비해 식별성이 떨어 지는 큰 크기

색상

서체 술번체자

언어

사용여부
국어 + 어

픽토그램

사용여부
지역logo 사용

평가

요소

분석

통일성 형식, 재질, 색깔이 다양하면 체 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

연속성
사인디자인이 설치된 건축물 간 연결성이 없어 제 로 기

능을 할 수 없다.

단순성 형식이 다양하며 내용 한 복잡하여 일 성이 없다.

가독성
사인디자인의 설치 구역은 주로 교차로여야 하며, 내용이

쉬울수록 가독성이 높다.

심미성 사인디자인은 심미성 한 뚜렷하게 표 되지 않았다.

역사성
지역 특색을 표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역 각각의 사인

시스템은 서로 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진

<표 8> 송산 문화창의원

구성

요소

특성

이아웃 앙

재질 철제

정보량과

크기
정보량이 작은 큰 크기

색상

서체 휴먼가는팸체

언어

사용여부
한국어 + 어

픽토그램

사용여부
지역logo 사용

평가

요소

분석

통일성 형식, 재질, 색상이 모두 통일되어 있다.

연속성

인천 아트 랫폼은 A-F구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건

축 구역은  어 알 벳으로 표기되어 있어  객들에게 

명확하게 길을 안내하고 있다. 

단순성

간결한 직육면체의 구릿빛 CI 디자인이 명확한 정보 이미

지를 달한다. 사람들에게 시각 으로 보다 선명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명확한  표성을 띠고 있다.

가독성 내용이 간결하고, 치가 분명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다.

심미성
미니멀한 기하학 형태의 디자인 형식에  속 재질의  술

표 을 더해 빈티지  술의 재 구 을 나타냈다.

역사성

형식과 건축 측면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나 화

평면 디자인 측면에서는 역사 문화 특징을 구 하지 못

하고 있다.

사진

<표 9> 인천 아트 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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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

특성

이아웃 앙

재질 철제

정보량과

크기
정보량에 비해 식별성이 떨어 지는 큰 크기

색상

서체 휴먼고딕 + 한신궁체

언어

사용여부
한국어 + 어

픽토그램

사용여부
국제 교통통일 기호

평가

요소

분석

통일성
재질과 색상이 다양하여 체 으로 시각 인 혼란을 야기

하고 있다.

연속성
사인이 설치된 시설의 수가 고, 정리가 제 로 되지 않아

안내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단순성
사인 각각은 단순한 듯 보이나, 어떤 것은 복잡하고 어떤

것은 단순하여 내용 인식이 쉽지 않고 혼란스럽다.

가독성
사인의 수가 작고, 설치 치도 혼란스럽고 가독성도

히 떨어지는 사인도 혼재되어 있다.

심미성 디자인 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역사성

디자인은 다양하고 임의 인 스타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인 시스템은 공간의 독특한 정체성이

반 되고 있지 않다.

사진

<표 10> 서울 선유도 공원

3.4. 소결

북경798 술지구, 상해 M50창의원, 선 OCT,

우 붉은 벽돌공장지구, 송산 문화 창의원, 인천 아트 랫

폼, 서울 선유도 공원 7개 사례의 사인디자인을 구성요

소의 특성과 6개 평가요소를 심으로 분석하 다.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은 미니

멀리즘을 추구하고, 형식이든, 색상, 재질, 산세리 체(无

衬线艺术字体)의 사용 는 표지 내용의 표 등 모두

강한 19세기말 20세기 의 공업 인 감각을 지니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요소들은 낡은 공장의 건축

과 구조, 수도 에서 발췌되었으며, 이러한 디자인 감

은 새로운 문화와 옛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남겨진 공간의 원재료와 새로운 디자인 방

법을 조합하여 각각의 공간 환경에 따라 술요

소와 신 개념을 추가했다. 한 로고(Logo) 응용 측면에

서도 장소 랜드로서의 홍보 능력을 강화하고, 모국어와

어를 이 으로 사용하여 국제화된 문화 효과를 감각

으로 연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 7가지 사례들은 모두 명확한 차이 을

보이고 있다. 사인디자인은 산업유산 공간 경 의 일부

분이며, 모든 공간 속에서 각각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

고 있다. 북경 798 술지구， 우 붉은 벽돌 공장지

구，인천 아트 랫폼의 사인 시스템에서 강조하는 것은

체 으로 건축 환경과 일치하는 색상, 소재, 형식의 활

용 건축 환경과의 조화이다. 이 공간의 사인디자인은

산업유산 공간의 역사 건축 특징을 직 으로 나타

내고 있다. 상해 M50창의원, 선 OCT, 송산 문화창의

원, 선유도 공원의 사인 시스템은 정보 달을 목 으로

하는 사인시스템으로, 과거 공간의 특성에 을 맞추

기 보다는, 독특하고 인 사인시스템 특징을 형성

하고 있다. 강렬한 비의 색상, 굵고 무거운 느낌의 고

딕 폰트에 모더니즘 양식의 추상 형태과 제작 기술을

결합하여, 사인디자인이 체 공간 속에서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개조 후 산업유산 공간의 문화 술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 다.

4. 설문평가 선호 분석

4.1. 설문 조사 개요 방법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 평가 선호도 악을

해 디자인 공 학생 11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2017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

간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간단하게 연구에 한 개요설

명을 한 후, 빔 로젝트로 각 사례별로 8-10장의 사진을

보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다.

4.2. 사례 조사 내용

3장에서 연구자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진 산업유산 공

간 우수 사례인 북경798 술지구, 상해 M50창의원, 선

OCT, 우 붉은 벽돌공장지구, 송산 문화 창의원,

인천 아트 랫폼, 서울 선유도 공원 7개 사례를 상으

로, 통일성, 연속성, 단순성, 가독성, 심미성, 역사성 6개

요소에 한 평가 선호도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앞으로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 개선방향에 해 효

율 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응답자에게 문제 개선사

항 등에 해서 자유롭게 open Question 방식으로 서술

하도록 하 다.

<표 11> 평가요소별 설문 내용

평가요소 설문 내용

통
일
성

임의 규격, 색채, 재료 등이 일 성 있다.

치 사인의 정보, 내용 등이 일 성이 있다.

자체, 크기, 색채 등이 통일되어 있다.

연
속
성

비슷한 구역에 설치된 사인은 기획 인 측면에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길찾기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한 지 에서 사인이 연속 으로 설

치되어 있다.

단
순
성

사인에 담겨진 내용, 도형, 색채는 간결해 보기가 좋다.

체 디자인은 간결하면서도 안내성이 좋아 보인다.

가
독
성

내용, 문자, 도형의 크기는 일정해야 가독성이 높다.

설치 장소가 당해 빠르게 목 지를 찾을 수 있다.

심
미
성

형태, 색채 재료의 사용이 하다.

산업유산 공간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역
사
성

지역의 역사문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체 인 스타일과 양식은 산업유산 공간의 독특한 이미지를 잘 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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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문 분석

(1) 조사 상의 특성

본 설문지의 조사 상자는 보편성을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성별, 연령, 공, 국 을 심으로 조사가 이루

어졌다. 기본 인 조사표본의 인구통계 특성은 <표

12>과 같다.

<표 12> 조사 상자에 한 각 항목별 비율 (n=110명)

(2) 사인디자인 평가 분석

7개 산업유산 공간별 사인디자인의 평가요소에 한

설문조사 결과는 <표 13>와 같다.

<표 13> 사인 디자인 체 설문 결과 (n=110명)

산업유산 공간 7개의 사인 디자인의 황을 조사·분석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 붉

은벽돌 공장지구(4.02)의 수가 가장 높았고 서울 선유

도 공원(3.4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3> 참조)

결과를 구체 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의 평가 결과를 살펴

보면, 7개 사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특히 심미성

(4.16)과 단순성(4.09)에 한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온 것

을 알 수 있다. 한 우 붉은 공장지구의 심미성과

역사성 평가 결과는 다른 사례의 평가 결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 붉은 벽

돌 공장지구의 사인디자인 평가에서는 역사성과 심미성

이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해 M50창의원의 체 인 평가 수(3.95) 한 비

교 높은 편이었는데, 우 붉은 공장지구(4.02)에 이

어 그 다음 순 를 차지했다. 통일성, 연속성, 단순성, 가

독성, 심미성은 모두 3.90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상해

M50창의원의 사인디자인이 반 으로 우수하다고 평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역사성(3.69)은 평가 수가

가장 낮았는데, 우 붉은 벽돌공장지구와 비교했을

때 역사성의 측면에서 매우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상해 M50창의원의 사인 디자인에서 역사성은

거의 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북경 798 술지구（3.74），선 OCT（3.75)，

인천 아트 랫폼（3.80）의 종합 평가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 인 평가 결과에 비교

큰 향을 끼친 것은 심미성과 역사성으로 나타났다.

우 붉은 벽돌공장지구의 평가 요소와 비교했을 때, 심

미성과 역사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것이 반

인 평가가 낮게 나타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선유도 공원의 체 인 평가 수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송산문화창의원으로. 6개 평가 요

소가 모두 3.70이하의 수를 기록했는데, 그 에서도

특히 심미성（3.34), 단순성（3.41), 역사성（3.47)이 낮게

나타났다. 한 타 사례의 평가 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유도 공원이나

송산문화창의원의 경우 심미성이나 단순성 등의 평가 요

소를 고려하여 사인 디자인이 반 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6개 평가 요소의 종합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역사

성(3.68), 심미성(3.72), 가독성(3.75), 통일성(3.78), 연속성

(3.78), 단순성(3.84)의 순으로 특정 요소에 한 평가가

아주 높거나 낮지 않았으며 체 으로 비슷하게 나타났

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역사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단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재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이 공간의 역사성에 을 맞추기 보다는 단

순하면서 인 디자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 사례를 제외한 모든

기타 사례에서 역사성에 한 평가 수가 비교 낮게

나타났다는 은 이러한 해석을 확실히 뒷받침한다.

4.4. 선호도 분석

구분 한국인(%) 국인(%)

성별
남 18(17.6) 26(25.5)

여 32(31.4) 34(33.3)

연령

20~29세 42(41.2) 35(34.3)

30-39세 8(7.8) 17(16.7)

40세 이상 0(0.0) 8(7.8)

과정

박사 7(6.9) 20(19.6)

석사 9(8.8) 34(33.3)

학생 34(33.3) 6(5.9)

공

환경 디자인 24(23.5) 33(32.4)

시각 디자인 18(17.6) 20(19.6)

상 디자인 8(7.8) 7(6.9)

사례 통일성 연속성 단순성 가독성 심미성 역사성
종합

평균

북경 798

술지구
3.66 3.68 3.91 3.79 3.72 3.66 3.74

상해 M50

창의원
3.97 3.97 4.13 3.92 4.03 3.69 3.95

선 OCT 3.72 3.82 3.84 3.76 3.72 3.66 3.75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

4.07 3.85 4.09 3.90 4.16 4.07 4.02

송산 문화

창의원
3.67 3.59 3.66 3.59 3.45 3.52 3.58

인천

아트 랫폼
3.90 3.97 3.83 3.81 3.62 3.67 3.80

서울 선유도

공원
3.50 3.58 3.41 3.47 3.34 3.47 3.46

종합평균 3.78 3.78 3.84 3.75 3.72 3.68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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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사인 디자인 선호도 선택 이유

구분
사인디자인

이 좋아서

사 인 이

단순 · 명

료해서

에 잘

띠고 읽기

쉬워서

사인이 반

으로 통일

되어 있어서

공간의 역사·

정체성을 잘

반 하여서

함

계

북경 798

술지구

5 1 2 1 13 22

(4.55) (0.91) (1.82) (0.91) (11.82) 20.00

상해 M50

창의원

4 5 8 19 2 36

(3.64) (4.55) (7.27) (17.27) (1.82) 32.73

선 OCT
3 0 2 0 0 5

(2.73) (0) (1.82) (0) (0) 4.55

우

벽돌

공장지구

15 3 2 4 10 34

(13.64) (2.73) (1.82) (3.64) (9.10) 30.91

송산 문화

창의원

0 1 0 0 0 1

(0) (0.91) (0) (0) (0) 0.91

인천 아트

랫폼

2 1 2 4 0 10

(1.82) (0.91) (1.82) (3.64) (0) 8.19

선유도

공원

3 0 0 0 0 3

(2.73) (0) (0) (0) (0) 2.73

7개 사례 가운데 상해 M50창의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32.73%）. 주된 선택 이유는 ‘사인이

반 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 에 잘 띄고 읽기 쉬워서’

이다. 즉, 디자인 형식과 식별 가능성이 요한 선택 이

유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

(30.91%))이 높게 나타났는데, 상해 M50창의원의 종합

평가와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 다. 주된 선택 이유는

‘사인 디자인이 좋아서‘이고 그 다음은 ’공간의 역사와

정체성을 잘 반 하고 있어서‘이다.

7개 사례의 선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첫째 이유는 ‘사

인 디자인이 좋아서‘이고, 그 다음은 ’사인이 반 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이다. 한 ’공간의 역사와 정체성을

잘 반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도 비교 높게 나왔는데,

사례별로는 북경 798 술지구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례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비해 역사성과 정체성을

선호 이유로 선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선호도에

요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상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에 있어서는 디자인의 심미

성이나 통일성이 역사성보다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역사성이나 정체성이 선호도와

련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선호도에 미치는 향은 그 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사인 디자인은 공간 속에 존재하는 독립 인 시스

템으로, 주로 해당 공간에 한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통일된 사인디자인은 사용자로 하여 사인

을 보다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길찾기나 정

보 효율성을 높여 다. 역사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M50 창의원이 사인 선호도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사인디자인의 경우 역사성보다 단순성, 심미성이

더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방문

객들은 심미성을 지닌 사인을 통해 빠르고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기를 원하며, 이것은 산업유산 공간의 경우에

도 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소결

선호도 평가에서 나타난 가장 선호하는 사인디자인은

상해 M50창의원이었고, 두 번째는 우 붉은 벽돌 공

장지구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객들의 선호도 측면에

있어 역사·정체성이 으로 요하게 작용하는 부분

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다. 오히려 선호도 측면에서는

‘역사정체성보다는 통일성을 갖춘 효율 인 시스템인가’,

‘심미 이고 에 띄는 디자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가’,

‘ 체 공간 속에서 안내의 기능을 효과 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한 여부가 더 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을 연구 상으

로 하여 그 특성을 평가하고 선호도와의 계를 분석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개의 표 인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 평

가에서 단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선정된 7개의 산

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은 체 으로 단순하고 기하

학 인 디자인 형식을 추구하고 있으며, 컬러, 문자, 소

재 등에서도 장식 인 것을 최소화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반에 걸친 산업유산 공간의 건축물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둘째, 통일성, 연속성, 가독성, 심미성의 4개 요소는 사

인디자인에 한 체 평가에서 간 정도의 수를 기

록했다. 통일성은 각 사례에서 평가 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상해 M50 창의원, 우 붉은 벽돌 공장지

구, 인천 아트 랫폼 사례에 한 평가 수가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경798 술지구, 선

OCT, 송산 문화창의원, 선유도 공원 사례에 한 평가

수는 비교 낮게 나타났는데, 산업유산 공간 사인디

자인의 통일성은 주로 디자인 형식, 컬러, 재료 등을 통

해 표 되고 있다. 한 산업유산 공간의 독특한 건축

구조 속에서 콘셉트로 기능성과 심미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연속성에 한 평가 수는 상해 M50창의원, 선

OCT,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 인천 아트 랫폼 사

례에서 비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경 798 술지

구, 송산 문화창의원, 선유도 공원 사례에서는 낮게 나타

났다. 사인디자인의 연속성은 주로 공간 구역의 구분 혹

은 건축물 표시 측면에서 드러났다. 산업유산 공간이

부분 여러 개의 독립 인, 유사한 건축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친 후 각 건축물들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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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간 로그램으로 분류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사인

디자인은 상해 M50창의원처럼 건물의 벽이나 입구에 부

착된 경우와 북경 798 술지구처럼 건물에서 다소 떨어

진 장소에 스탠드형으로 설치된 경우로 구분되는데 스탠

드형의 경우 연속성에 한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가독성에 한 체 인 평가 수를 살펴본 결과, 비

교 낮은 수를 기록했던 송산 문화창의원과 선유도

공원 사례를 제외하고는 부분의 사례에서 수

(3.76-3.92)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유산 공간

의 경우 부분의 공간이 술문화 련 공간으로 이루

어져 있고, 주제, 표 형식 사이의 차이가 큰 편이기 때

문에 사인디자인의 가독성은 주로 컬러 활용 측면에서

나타났다. 상해 M50 창의원과 우 붉은 벽돌 공장지

구 사례를 살펴보면, 주요 색채로 원색의 노랑과 회색,

빨강과 검정 등 비를 이루는 색이 극 으로 활용되

어 사인디자인의 주목성과 가독성을 강화시킨다는 장

을 보여주고 있다.

심미성에 한 평가(3.34-4.16)는 모든 사례에서 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가 수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상해 M50창의원과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

에서 사인디자인과 공간이 선명한 비를 이루고 있다.

특히 색채 표 에 있어서는 노랑이나 빨강과 같은 밝은

원색을 주요 색조로 선택하 고 디자인은 극단 으로 미

니멀한 형태로 통일성있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제되고

추상화된 사인디자인은 낡고 오래된 공장의 산업공간 이

미지와 결합되어 조 인 조화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역사성은 체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를 기록

했던 항목이다.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 사례 외에

다른 사례에서는 모두 역사성에 한 평가 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은 그 산

업유산 공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공업 역사과 문화

에 한 정체성을 표 할 것으로 상되었으나. 부분

사례의 사인시스템은 산업유산 공간이 지닌 역사 , 문

화 요소를 반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상해 M50창의원에서 나타나듯이 일 성 있는 디자인

형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넷째, 사인디자인에 있어서는 역사성이 선호도와 뚜렷

한 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인디자인은 공

간 속에 존재하는 독립 인 시스템으로, 주로 해당 공간

에 한 안내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통일된 사인

디자인은 사용자로 하여 사인을 보다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길찾기나 정보 효율성을 높여 다.

반면, 역사·정체성은 부분 건축공간과의 계로 나타난

다. 역사성은 공간의 정체성에서는 매우 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으나, 사인디자인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건축

공간에서와 같이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사성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상해

M50창의원이 사인 선호도에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난

것은 사인디자인의 경우 역사성보다 단순성과 심미성이

더 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 으로, 산업유산의 문화 특성과 역사 의미를

내포한 산업유산 공간을 한 사인을 디자인할 때, 사인

시스템을 통합하고, 사인시스템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공간 황을 충분히 반 해야 한다. 건축 공간의 재생

디자인에서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직

으로 시간 연속성이 드러나야 하겠으나, 사인디자인

의 경우는 기능 측면과 심미 측면이 일차 으로 고

려될 필요가 있다. 한 편으로는 평가와 선호도에서 높은

수를 받은 우 붉은 벽돌 공장지구에서 나타난 것

과 같이 공간의 역사 특성이 공간에서 사용된 낡은 재

료 등을 통해 간 으로 표 된다면 기능성, 심미성, 역

사 정체성에서 만족도가 높은 이상 인 사인디자인이 될

수 있다.

산업유산 공간의 재활용은 건축의 지속가능한 발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 도시의 근 발 역사의 실증

장소를 보존하고 개발하여 자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

는 지속가능한 발 방향이다. 이러한 산업유산 공간의

사인디자인은 공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정보 달의 특

별한 기능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성, 통일성, 연속성,

가독성, 심미성 등의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특히 사인디자인에 있어 역사성은 반드시 반 되

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유산 공간이 가진 특성을 고

려하여 직, 간 으로 표 되어질 필요가 있다. 즉, 상

해 M50창의원의 사례처럼 공간이 지닌 역사상을 직

으로 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심미 이고 통일성 있는

사인디자인은 산업유산 공간에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 산업유산 공간을 방문하여

황을 악한 후 디자인 공 학생 학원생에게

사진을 통해 설문을 진행하 다는 에서 연구의 한계

이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산업유산 공간 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일반 방문객을 상으로 지속 인 사인디

자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상된다. 한 한국과 국 간의 비교 연구도 유

의미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 한다.

참고문헌

1. 윤지 외, 나오시마의 지역 재생에서 나타난 건축, 술, 자연

의 유기 특성 연구, 한국 술과학학회, Vol.16, 2014

2. 陈燕, 闲置空间再生中的文化创意产业集聚研究, 南京艺术学院博

士学位论文, 2013

3. 田中直人,岩田三千子, サイン環境のコニバ-サルデザイン, 學藝

出版社, 1999

4. 유혜진, 도시이미지의 정체성 확립을 한 사인시스템에 한

연구, 경희 교육 학원, 2010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7권 3호 통권128호 _ 2018.06          89

5. 刘培芳, 학 사인시스템 디자인에 한 연구”, 경북 학교 학

원, 2009

6. 李知炫, 지역문화 특성화를 한 공공사인시스템 연구, 서울産

業大學校 IT디자인大學院, 2008

7. 왕발부, 장징 , 윤지 , 문화기반 산업유산 공간의 장소성 평

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26권, 1호, 2017

8. 산업자원부, 사인디자인 실용화를 한 디자인 가이드북과 디

지털 컨텐츠 개발, 한국디자인 진흥원, 2005

9. 권 , 이충훈, 사희민, 공공사인의 디자인 실태 개선방안,

충남발 연구원, 2007

10. 강동진, 이석환, 최동식,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 방법 분석,

한국 토지·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제38권, 제2호, 2003

11. 왕세학, 근 산업유산의 재생을 통한 술창의공간 디자인에

한 연구, 홍익 석사논문, 2014

12. 최문정, 객을 한 사인시스템에 한 연구-서울 소재 5

고궁을 심으로, 성균 석사논문, 2007

13. 이암우, 도시공원 사인시스템 디자인에 한 연구, 동서 석사

논문, 2016

14. 문원징, 국가지정 문화재 민속마을의 사인시스템 연구, 남

석사논문, 2010

15. 서염화, 한· 테마 크 유도사인에 한 연구, 남 석사논

문, 2011

16. 유혜진, 도시환경 공공공간의 어메니티(Amenity)를 한 사인

커뮤니 이션(sign communication)에 한 연구, 홍익 석사

논문, 2010

17. 정민주. 국내 폐공장 재활용 경향에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학술발표 회논문집, 제15권, 3호, 통권32호, 2013

18. 최다혜, 바이즈만의 길찾기 이론 특성에 따른 역사계 박물

유도동선 체계 연구, 홍익 석사논문, 2015

[논문 수 : 2017. 12. 22]

[1차 심사 : 2018. 01. 24]

[2차 심사 : 2018. 04. 23]

[게재확정 : 2018. 05.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