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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디자인은 도시재생 관광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공공정보디자인의 특성이 관광지 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How does the design of public information affect urban regeneration dest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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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공공정보디자인의 특성이 도시재생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를 파악하
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정보디자인 특성과 관광지 이미지, 관광자의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설계를 위해 먼저 주요 개념들의 정의와 선행연구들이 검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핵심 변수인 공공
정보디자인을 심미성, 공공성, 지역성, 정보성의 4개의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실증 조사는 부산지역 도시재생 관
광지를 방문한 관광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216부의 유효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도
시재생 관광지의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은 관광지 이미지와 행동의도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공공정보디자인의 4개 차원 중 공공성은 정서적 이미지에, 심미성은 인지적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도시재생 관광지의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이 관광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
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통한 실무적 시사점으로 도시재생 관광지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공공정보디자인, 도시재생 관광지, 관광지 이미지, 관광자 행동의도

ABSTRACT :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information design characteristics, tourist image, and the behavioral intentions of tourists in order to
comprehend how visitors of urban regeneration destination perceiv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information design. To design the research model and define key concepts, a literature review was
performed. Public information design, a key variable of the investigation, consists of four dimensions:
'aesthetics,' 'publicity,' 'locality,' and 'information'. A survey of tourists visiting urban regeneration
destination in Busan was conducted. It was determined that a total of 216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tilized for the final analysis. As a result, it was determin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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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information design of urban regeneration destin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mage of tourism destin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 with 'publicity'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emotional image and 'aesthetics'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on cognitive im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d the influence of public information design on tourist behavior and suggested
strategies for constructing a positive image of urban regeneration destination.
Key words： Public information design, Urban regeneration destination, Tourism destination image,
Behavioral intention of tourists.

Ⅰ. 서 론

다는 점에서도 도시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인으
로 강조되고 있다(안형순, 2012).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방문한 곳이나 관광

최근 들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paradigm)

지에서 길을 찾기 위해 방향 표지판 또는 안내

이 변화하고 도시재생지 등으로 관광지의 범위가

지도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방향 표지판과 같이

확장되면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도시공간에 대

국가나 기관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공에게

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

제공하는 정보들이 공공정보(public information)

고 있다(안소민 외, 2007). 특히 매력적인 공공

의 범주에 속한다.

디자인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쾌적한 환

공공정보는 공공적 성격을 띠면서 공공으로

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정

는 측면뿐 아니라 대상지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

보, 예를 들어 대중교통 정보, 관광지 정보, 공공

역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차별적이

기관 등의 정보이다. 이런 공공정보는 다양한 디

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마련함으로써

자인 방법에 의해 그래픽 요소들을 적용하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되는데 이를

도시재생지역의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매우 크

공공정보디자인(public information design)

다 할 수 있다.

이라 할 수 있다(김금재, 2010). 즉 공공정보디

도시재생 관광분야에서 공공디자인의 역할이

자인이란 ‘복잡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시각언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자, 그림, 표 등으

어로 공중에게 전달하는 수단’ 정도로 이해할 수

로 전달되는 공공정보디자인의 역할에 대한 관

있으며(양승주, 2005) 이는 공공디자인(public

광 분야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

design)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

공 공간(김성희, 2009, 안형순, 2012, 이석현,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제작, 설

2014, 최강림, 2013), 공공 시설물(박재호 외,

치, 운영 및 관리하는 공간, 시설, 용품, 정보들

2011, 안기선, 이주현, 2021), 공적 조경(성종

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 2008, 이현찬, 양위주, 2016) 등 공공디자

행위와 그 결과물(공공디자인진흥법 제 2조)”이

인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공

라 정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디자인의 시각적

공정보를 시각화하는 정보디자인 분야를 관광학

측면의 개선은 지역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적인 측면에서 실증 연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

일조하고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

든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교통

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안내시스템, 관광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시각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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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포함하는 공공정보디자인이 관광지에서 가

미국․유럽 등 해외 도시에서는 도시재생이 도시

지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

의 고유성과 독특한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정체

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들에서 지역 고유의

성을 정립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최강림,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복잡하

이승환, 2009). 또한 이들 도시는 도시구조의

고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역효과를 내고 있

급격한 발전에 따른 도시재생의 해결 도구로 공

는 실정이다(김성희, 2009).

공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이미지

따라서 공공정보디자인을 단순한 디자인의 한

제고와 관광자원개발 등을 통한 도시마케팅의 상

분야로 보기보다는 지역주민과 관광자 모두를 위

승효과를 견인하는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구

한 공공성이라는 목적을 띈 포괄적 개념(김금재,

로 인식되고 있다(최만진, 2010).

2010)으로 접근하고 정보디자인의 특성을 파악

도시재생에는 생활주거지역 뿐만 아니라 역사

하여 공공을 위한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

문화지역, 산업지역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는데

고 어떠한 방향으로 디자인을 설정해야 할지 등

(김태헌, 김주리, 2017)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정보디자인 설계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중요

조성된 지역에 관광 기능을 부가한 공간을 도시재

성 인식과 고민이 필요하며, 또한 도시재생 관광

생 관광지(urban regeneration destination)라

지의 공공정보디자인이 해당 관광지 이미지와 관

고 할 수 있으며(오은비 외, 2019) 이는 도시의

광자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파

새로운 관광자원을 조성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이

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도시재생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이

관광지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과 지역의 사회적

도시재생 관광지의 이미지와 관광자의 행동의도

가치를 확보하는 데 있어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영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광지의 변

이를 통해 향후 개발되는 도시재생사업에 공공

화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

정보디자인 특성 적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최강림, 2013).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
로 이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관광지를 ‘도시재생
으로 조성된 지역에 관광 기능이 부여된 공간’으

Ⅱ. 이론적 배경
1. 도시재생 관광지의 공공정보디자인

로 정의하였다.
2) 정보디자인과 공공정보디자인
정보디자인에 관한 정의를 살펴보면, Jacobson

1) 도시재생 관광지와 공공디자인

(2000)은 정보디자인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낙후된 구

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

도심을 개발․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환경 수준

였고 영국의 정보디자인 전문 회사인 Text

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Matters에서는 ‘그래픽 요소나 타이포그래피를

자 유치 촉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재생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는 데

(urban regeneration)은 쇠퇴한 도시공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진곤 (2009)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환경을

은 정보디자인을 ‘효율성을 위해 정보를 시각화

정비하는 개발행위를 의미하는데(이주형, 2009)

하는 행위’라고 하였으며 김금재 (2010)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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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양한 디자인 방법에 의해 더욱 유용하게 만

공공디자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살펴보면, 김

드는 과정에서 그래픽 요소들을 적용하여 시각화

규철 (2011)은 조형성을 기본 속성으로 제시하

해서 매체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

였고 김범식 (2009)은 공공성, 지역성, 경관성,

였다.

접근성, 사용성, 지속가능성, 시공성, 안전성, 경제

또한 공공정보디자인의 개념에 관해서는 공공

성을, 박장열(2009)은 공공성, 경제성, 정체성,

커뮤니케이션의 시각 시스템의 하나로 복잡한 정

심미성, 소통성, 통합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임종

보를 이해하기 쉬운 시각언어를 통해 공중에게

훈(2016)은 접근성, 사용성, 안전성, 쾌적성,

전달하는 수단(양승주, 2005), 또는 공공이 기

공공성, 지역성, 경관성, 심미성, 지속가능성을

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를 그래픽 디자인을 통

제시하였다.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시설물을 사용

해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행위 정도로 이해하면

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관광자 입장에서 본 기본

될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바

속성으로 문윤식 (2015)은 정체성, 심미성, 조

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공공정보디자인을 ‘공공이

화성, 편의성, 경제성, 기능성을, 윤여현 (2010)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 및 데이터를 효율적

은 기능성, 심미성, 상징성을 제시하였다. 공공

으로 시각화한 그래픽 디자인 기술’이라고 정의

디자인과 도시 이미지 또는 관광지 이미지와의

하였다.

영향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형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디자인은 공공 공

(2012)은 공공디자인 기능이 도시 이미지 및 도

간, 공공 매체, 공공 시설물, 공공 정책으로 구분

시재생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심

할 수 있는데(최강림, 2013) 이 중 공공정보디

미성을 속성으로 한 상징적 효과에 대해 유의미

자인은 공공 매체의 영역에 포함되며 지시 및 유

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이현찬, 양위주 (2016)는

도 기능과 광고 기능, 행정과 상징으로 그 기능

공공디자인 요인과 도시 이미지와의 영향 관계에

을 나눌 수 있다(www.publicdesign.kr). 공공

대해서 심미성, 접근성, 활용성 등 3개 차원이

정보디자인은 공공의 성격을 띤 정보와 데이터의

도시이미지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시각화 작업에 해당하고 그 영역 및 대상은 <표 1>

관광지에서의 공공정보디자인은 관광안내소의

과 같다.

안내지도, 리플릿, 관광지의 사인물, 도로 표지

<표 1> 공공정보디자인의 영역 및 대상
공공정보디자인
지시 유도

광고 홍보

행정

상징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 노선도
방향 유도 사인
구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pictogram)
신호체계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banner)
기(flar), 홍보영상
전광판

각종 증명서
공문서 서식
각종 출판물 표지
각 기관 웹페이지
표찰, 각종 신분증
화폐,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국가상징 사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 사인
국가기관 상징 사인

자료: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https://publicdesig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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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등을 포함한다. 유수정 (2007)은 관광 안내

결과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Kotler and Keller

지도를 통해 사용자의 시각적 접근에 영향을 미

(2016)는 관광지 이미지를 “개인이 한 대상에

치는 요소를 파악하였는데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대하여 갖고 있는 신념 또는 인상 등의 총합으로

위한 관광 안내지도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시각적

방문지를 통해 지각하고 중요하게 고려하는 관점

요소를 레이아웃, 색채, 타이포그래피, 사진(일

에 대한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관광지

러스트), 픽토그램 등으로 제시하였다. 이명희

이미지는 관광지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뿐만

(2005)는 교통 사인 정보시스템에 대해 명확성,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통해 영향을 받는 관광자

표준성, 최소한의 의미, 반복성 등의 조건을 갖

의 인상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박의서, 1999;

추어야 하며 글자, 컬러, 형태, 레이아웃, 위치

임정우, 이교은, 2012; Milman & Pizam, 1995)

등의 구성 요소들의 유기적인 조화를 강조하였다.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Baloglu and McCleary (1999)는 관광지

는 정보디자인의 기본적인 속성인 ‘정보성’과 디

에 대한 인지적 요인이 정서적 요인에 유의한 영

자인의 기본 속성인 ‘심미성’, 도시재생 관광지의

향을 미치고 정서적 요인이 관광지에 대한 전반

기본 속성인 ‘지역성’, 공공디자인의 기본 속성인

적 이미지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

‘공공성’, 4개의 차원으로 도시재생 관광지의 공

였는데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 김병국, 박석희

공정보디자인 특성을 제시하였으며 유수정 (2007)

(2001), 김홍범, 장호성 (2008), 박의서 (1999),

과 이명희 (2005)가 제시한 요소들을 공공정보

서원석, 백주아 (2009), 이용희 (2011), 이익수

디자인의 특성으로 연구의 설계에 반영하였다.

(2009), 임화순, 남윤섭 (2017) 등과 같은 연
구자들이 관광지 이미지를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

2. 관광지 이미지

적 이미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
다. 특히 박의서 (1999)는 관광지 이미지를 이

관광지란 관광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공간

미지 변화 매개체를 통해 형성되는 소비자의 인

으로(Pearce, 1989) 다른 관광지와 차별화된

지적․정서적 지각 현상이라 하였고 이용희

정체성을 창출함으로써 관광자의 선택행동에 영

(2011)는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지에 대한 개인

향을 줄 수 있다.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 관광

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지적

지 이미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광자

이미지는 관광지 속성에 대한 지식이나 신념, 또

집객을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 차원에서 매우 중

는 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하

요하므로 지자체나 관광지 관리자 입장에서도 관

였다. 또한 김병국, 박석희 (2001)는 인지적 이

광지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

미지에 의해 정서적 이미지가 반응하고 인지적·

도하고 있다(윤태환, 전재균, 2009).

정서적 이미지에 의해 전체 이미지가 반응한다는

관광지 이미지 초기 연구자인 Hunt (1975)

견해를 입증하였다.

는 ‘개인이 특정 지역과 관계없는 지역에 대해 갖

이와 같은 이론적 고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는 인상들’이라고 관광지 이미지를 정의하였고

인지적 이미지는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관광

박중환 (2009)은 관광지 이미지에 대해 “경험으

지 속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로 정의하고 ‘관광

로부터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마음속에 재생되

지에 대해 전반적인 속성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는 상을 의미하고, 개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가지

되는 감정적 반응’을 정서적 이미지로 정의하여

게 되는 총체적인 인상이며 대상에 대한 지각의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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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공공정보디자인은 도시재생 관광지의

한다.

인지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행동의도는 주로 마케팅 분야에서 많은 연구

1-1 공공정보디자인의 정보성은 인지적 이미

가 이루어졌는데 고객 만족이나 추천 의도가 높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1-2 공공정보디자인의 심미성은 인지적 이미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1-3 공공정보디자인의 지역성은 인지적 이미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1-4 공공정보디자인의 공공성은 인지적 이미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을수록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관광지 이미지와
행동의도에 대한 연구로도 확산되었다.
관광지 이미지와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관광지 이미지가 관광자의 선
택과 행동을 결정하는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aloglu and Brinberg (1997)

가설 2. 공공정보디자인은 도시재생 관광지의

는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서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홍범, 장

2-1 공공정보디자인의 정보성은 정서적 이미

호성 (2008)은 관광지 방문 후 만족 또는 재방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2 공공정보디자인의 심미성은 정서적 이미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3 공공정보디자인의 지역성은 정서적 이미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2-4 공공정보디자인의 공공성은 정서적 이미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문의도와 같은 행동의도에 대한 영향 관계를 밝
혀냈다. 이와 같이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지의 선
택속성 및 재방문의사 선택속성 중 하나로 인식
되고 관광지에서의 의사결정 요인과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송운강
외, 2016).
정용해 (2020)는 국내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
지와 인지적 이미지가 특산음식점의 행동의도에

3. 관광지 이미지와 관광자 행동의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두 요인 모두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이미지가

우수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의 인식은 고

인지적 이미지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객 만족을 증대시키고 구매 의도나 추천 의도,

입증하였고 변상우 (2015)는 감천문화마을을

구전에도 영향을 미친다(Zeithaml et al.,

중심으로 관광자의 선택 동기가 관광지 이미지와

1996).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란 고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정서

객이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적 이미지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형성한 후 특정한 미래행동으로 구현하려는 의지

만 인지적 이미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와 신념이라 정의되며(Boulding et al., 1993)

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

서비스 만족에 따라 재구매 행동과 긍정적인 구

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전효과 등과 같이 고객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Anderson et al., 1994). 즉 행동의도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 의사나 충성도,
재구매 의도, 긍정적·부정적 구전 의사와 같은
행동들을 포괄적으로 내포한다는 것을 의미

가설 3. 도시재생 관광지 이미지는 관광자 행
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3-1 인지적 이미지는 관광자 행동의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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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서적 이미지는 관광자 행동의도에 유의

광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한 영향을 미친다.
행동의도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 행동의

2. 측정항목의 구성

도를 재구매 또는 재방문, 추천 의도, 구전 의도
Chen

이 연구에서는 공공정보디자인의 특성, 관광

(2008)의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추천 의도와

지 이미지, 관광자 행동의도를 정의하고 세부 요

재구매 의도로, 고호석 외 (2001)는 전반적 만족

인과 측정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에 사용된 척

도, 재방문의도, 추천 의도로 구분하여 분석, 검

도들은 내용타당성을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증하였다.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관광학적 측면에서의 공공

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동의도를 ‘관광지에

정보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선행되지

대한 관광자의 주관적 태도와 신념이 미래의 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의 측정항목에 대한 타당

광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재방

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디자인과 정보디자인의

문의도와 우선 방문, 추천 의도, 긍정적 구전으

속성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각 속성을 파악하

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고 이 속성들이 공공정보디자인의 특성에 적합한
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후 변수의 측정
을 위해 각 항목들을 정리하였다.
공공정보디자인의 특성은 김규철 (2011), 문윤

Ⅲ. 연구설계

식 (2015), 박장열 (2009), 유수정 (2007), 윤
여현 (2010), 이현찬, 양위주 (2016), 임종훈

1. 연구모형

(2016)의 측정 도구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

이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공공

완하여 21개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 관광지

정보디자인 특성이 도시재생 관광지 이미지와 관

이미지는 김병국, 박석희 (2001), 박의서 (1999),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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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2011), 정용해 (2020), Baloglu and

유경험자(부산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편

McCleary (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인지적

의표본 추출 방식으로 2021년 12월 첫째 주와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로 구분하여 관련성을 파

둘째 주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악하였다. 행동의도는 고호석 외 (2001), Anderson

약 2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방문 무경험자의

et al. (1994), Chen (2008), Zeithaml et

설문지를 제외한 총 216부의 가용한 설문지를

al. (1996)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단일 차원 4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근 3년으로 기간을

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정한 이유는 2019년 발생한 COVID-19로 인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문
항은 모두 리커트(Likert) 7점 척도(1=전혀

해 외부 활동이 자제되어 관광자의 방문에 영향
을 주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서이다.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고 모든 설문지 문항과 구조는 관광 관련 교

Ⅳ. 분석결과

수 4인, 관광 관련 실무자 3인, 시각디자인 관련
실무자 5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거쳐
내용타당성, 구성 적합성, 적용 가능성 등을 검

1. 표본의 특성

토하여 삭제 및 추가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의 인구통계
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체 응답자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216명 중 남성이 117명(54.2%), 여성이 99명
실증분석을 위해 2021년 11월 10일까지 예

(45.8%)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분포는 21세

비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30세가 62명(28.7%)으로 가장 많았으며 41

파악한 후 내용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지

세~50세(56명, 25.9%), 31세~40세(50명,

는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문항 전

23.1%), 51세~60세(40명, 18.5%), 61세

각 개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공정보디자인

이상(6명, 2.8%), 20세 미만(2명, 0.9%) 순

의 예시로 해당 관광지의 표지판, 리플릿 등의

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들의 직업영역은 사무직

디자인 이미지를 제시하였다(<그림 2> 참조).

이 50명(2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45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

명, 20.8%), 학생(32명, 14.8%) 자영업(26

하고 최근 3년간 부산의 도시재생관광지 방문

명, 12%), 서비스직(24명, 11.1%), 공무원 및

<그림 2> 공공정보디자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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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종사자(10명, 4.6%), 기술직(10명, 4.6%),

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요인적

주부(5명, 2.3%), 학계 및 연구소(4명, 1.9%)

재량 0.5 이상의 값을 추출하였으며 각 요인들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도시재생 관광지 중 가

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Varimax 회전법을 사용

장 많이 방문한 곳은 감천문화마을(92명, 42.6%)

하였다.

이며 영도 흰여울마을(83명, 38.4%), 초량 이바

먼저 공공정보디자인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구길(22명, 10.2%), 범천 호천마을(10명, 4.6%)

<표 2>와 같고, 21개 항목 중 두 개 이상의 차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에 중복되는 2개 항목을 제거, 19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4개의 요인(정보성, 심미성, 지역성,
공공성)이 추출되었다. 총 분산 설명력은 77.63%

2.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들의 요인
이 연구에서는 측정척도의 타당성 확보를 위

에 대한 적재량은 0.5 이상으로 나타났다. 각 차

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원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역

을 실시하고 Cronbach's α를 이용한 내적일관

시 0.852, 0.934, 0.923, 0.903으로 척도의

성의 파악을 통해 각 차원의 신뢰도를 분석하였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공공정보디자인의 탐색적 요인분석(EFA)
요인명

심미성

공공성

지역성

정보성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색채의 아름다움

.735

색채와 주변 경관과의 조화

.717

폰트의 매력성

.799

디자인 요소의 활용성

.759

이미지의 디자인 통일성

.830

사인물의 디자인 통일성

.830

홍보물의 디자인 통일성

.759

경제 활성화

.799

지역 이미지 개선

.820

지역 경쟁력 강화

.825

삶의 질 향상

.619

지역의 정체성

.786

지역의 고유성

.839

지역의 역사성

.856

지역에 대한 이해

.660

정보 전달

.840

정보획득

.841

지시와 유도

.754

캐릭터의 활용

.563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누계)%

10.482

27.359
(27.359)

.934

1.636

17.707
(45.066)

.903

1.499

17.145
(62.210)

.923

1.132

15.419
(77.629)

.852

KMO 계수:.921, Bartlett 구형성검정치 Chi-Square=3742.627(df=171, p=.000)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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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로 나타났으며 총 분산 설명력은 83.01%,

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항목들의 요인적재량은 0.8 이상으로 높게

15개 항목 중 차별화되지 않는 2개의 항목을 제

나타났고 Cronbach’s α는 0.929로 조사되어

거 후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2개의 요인(인지적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이미지, 정서적 이미지)이 추출되었고 총 분산

났다.

설명력은 69.91%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들의
요인에 대한 적재량은 0.5 이상의 타당성을 보

3. 가설의 검증

였으며 Cronbach’s α는 0.936과 0.889로 신
이 연구에서는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이 도시재

뢰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행동의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생 관광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4개 문항 단일 차원

해 공공정보디자인의 4개 차원인 정보성, 심미

<표 3> 도시재생 관광지 이미지의 탐색적 요인분석(EFA)
요인명

정서적
이미지

인지적
이미지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매력적

.867

독특함

.865

깨끗함

.565

새로움

.768

아름다움

.873

흥미로움

.804

경관의 조화로움

.804

친절함

.813

편의시설

.775

저렴한 관광 비용

.526

교통의 편리함
환경의 쾌적함
정보의 다양함

.841
781
.753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누계)%

α

7.488

38.431
(38.431)

.936

1.600

31.571
(69.913)

.889

KMO 계수:.925, Bartlett 구형성검정치 Chi-Square=2184.344(df=78, p=.000)

<표 4> 행동의도의 탐색적 요인분석(EFA)
요인명

행동의도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재방문 의사

.932

우선 방문

.931

추천 의도

.922

긍정적 구전

.858

KMO 계수:.834, Bartlett 구형성검정치 Chi-Square=744.446(df=6, p=.000)

Eigen
value

분산
설명력
(누계)%

α

3.320

83.011

.929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은 도시재생 관광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47

성, 지역성, 공공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도시

서 가설 1-2와 1-3은 채택되었으며 4개의 독립

재생 관광지 이미지의 2개 차원인 인지적 이미

변수 중 심미성이 인지적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지와 정서적 이미지를 각 회귀식의 종속변수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두 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공정보디자인의 4개 차원이 도시

먼저 공공정보디자인이 도시재생 관광지의 인

재생 관광지 이미지의 2개 차원 중 정서적 이미

지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

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F값이

한 결과, 모형은 약 65% 수준의 높은 설명력을

67.835(p=.000)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과 같이 F값이

2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R 값은 .554로

101.646(p=.000)로 공공정보디자인은 관광

공공정보디자인은 관광지의 인지적 이미지에 대

지의 정서적 이미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해 약 55% 수준의 설명력을 보였다. 독립변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디자인

중 심미성(β =.374, p=.000)과 지역성(β=.128,

의 4개 차원 중 공공성(β =.497, p=.000)과

p=.000)은 인지적 이미지 차원에 유의한 영향

심미성(β =.187, p=.003), 지역성(β=.146,

을 주는 반면 다른 차원인 공공성(β =.146,

p=.012)은 정서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

p=.062)과 정보성(β =.070, p=.245)은 유

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차원인 정보성(β

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

=.097, p=.070)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표 5>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이 관광지의 인지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인지적
이미지

2

R = .563,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beta

t

p-value

(상수)

.608

.263

2.306

.022

심미성

.348

.065

.374

5.362

.000

공공성

.116

.062

.128

1.873

.062

지역성

.250

.056

.292

4.473

.000

정보성

.070

.060

.070

1.167

.245

2

Adjusted R = .554,

F = 67.835,

P = .000

<표 6>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이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정서적
이미지

2

R = .658,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t

p-value

3.551

.000

.187

3.031

.003

.049

.497

8.252

.000

.124

.054

.146

2.535

.012

.095

.052

.097

1.822

.070

B

표준오차

(상수)

.819

.231

심미성

.172

.057

공공성

.448

지역성
정보성
2

Adjusted R = .652,

표준화계수

F = 101.646,

P = .000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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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관광지 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행동의도

인지적 이미지
2

R = .688,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p-value

-.538

.591

11.508

.000

표준오차

(상수)

-.126

.235

정서적 이미지

.662

.057

.586

.355

.057

.317

6.270

.000

2

Adjusted R = .685,

F = 234.827,

beta

t

B

P = .000

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가설 2-1을 제외한 모든

첫째, 심미성, 공공성, 지역성, 정보성의 4개

가설이 채택되었고 4개의 독립변수 중 공공성이

차원으로 구성된 공공정보디자인 특성은 관광지

정서적 이미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이미지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이미지에는 공공성의

로 확인되었다.

영향력이 크지만 인지적 이미지에는 영향을 주지

도시재생 관광지의 인지적 이미지에 대해 심

않는 것으로 나타나 두 차원 간 차이를 보였다.

미성과 지역성이 유의성을 보였고 그중 심미성이

마지막으로 관광지 이미지가 행동의도에 미치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정보디

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행동의

자인의 심미성이 도시재생 관광지의 인지적 이미

2

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델의 수정된 R 값은

지에 가장 크게 유의성을 보인 이유는 다른 관광

.685로 약 68% 수준의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지와는 구별되는 도시재생 관광지의 특수성에 있

있으며 F값이 234.827(p=.000)로 통계적으

다고 보인다. 이 연구에서 인지적 이미지를 ‘객관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적인 혹은 물리적인 관광지 속성에 대한 지식 및

독립변수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 결과, 관광지 이

태도’로 정의함에 따라 정보를 표현하는 디자인

미지의 2개 차원 모두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

적 기법이나 요소들이 심미적일수록 다른 관광지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서적 이미지

와 차별화 되게 느껴지고 이런 인식이 해당 관광

(β=.662, p=.000)가 인지적 이미지(β=.355,

지를 인지하는 데 영향을 준 것이라고 판단된다.

p=.000)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

이는 다른 지역보다 심미적으로 우수한 디자인

타났다. 따라서 가설 3-1과 3-2는 채택되었다.

요소들이 해당 관광지를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역성
차원이 인지적 이미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Ⅴ. 논의 및 시사점

이유는 각각의 도시재생 관광지의 지역적 특수성
과 고유성, 정체성 등이 해당 관광지에 관한 다

이 연구는 공공정보디자인의 특성이 도시재생

양한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광지를 방문한 관광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러한 결과는 공공디자인 요인과 도시 이미지와의

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정보디자인 특성과 관광지

관계에 대해서 심미성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긍

이미지, 관광자의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

정적 영향을 검증한 이현찬, 양위주 (2016)의

으로 규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연구 결과에 부합한다.

과 같다.

도시재생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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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해서는 심미성, 공공성, 지역성의 3개
차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
며 그중 공공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

같은 선행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연구의 결과 분석을 통한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로 나타났다. 관광지의 정서적 이미지가 ‘관광지

첫째, 도시재생 관광지 이미지에 작용하는 공

에 대해 전반적인 속성을 평가함으로써 얻게 되

공정보디자인의 특성을 관광자의 입장에서 잘 이

는 감정적 반응’이라는 정의를 고려할 때 공공정

해하고 파악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

보디자인의 공공성이 도시재생 관광지의 정서적

는 도시재생 관광지에 대한 기본 개발 방향이 디

이미지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친 이유는 두 가

자인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 측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상대적으로

공공디자인의 수준이 사회 전반의 미적 수준을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던 곳이 국가 및 지자

견인한다는 관점에서 공공정보디자인의 심미성

체의 재생사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물리

또한 지금보다 높은 단계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적․환경적 변화를 겪은 것이 관광자에게 긍정적

관광목적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반응으로 작용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둘째, 지역의 정체성과 특색이 반영된 정돈되

질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면서 관

고 통일성 있는 공공정보디자인이 필요하다. 이

광자 개인의 감정적 반응이 정서적 이미지에 작

는 각각의 도시재생 관광지에 대한 관광자의 이

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보성 차원은 정서적

해도를 높임으로써 해당 관광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 관광지에

타났는데 이는 공공정보디자인의 정보성은 정보

적용할

를 전달하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여겨져 당연한

(manual)을 개발해야 한다.

속성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관광자들로 하여금 감
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로 보인다.

수

있는

공공정보디자인

매뉴얼

셋째, 이 연구는 공공정보디자인 분야에서 수
치화된 결과를 보여주는 양적 연구를 통해 도시

특히 이 연구 결과에서 심미성과 지역성은 관

재생 관광지의 디자인적 측면을 검증하였다는 점

광지의 인지적 이미지와 정서적 이미지 모두에

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기존의 공공정보디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재생

인 분야 관련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 방법 등을

관광지의 이미지 구축에 있어 공공정보디자인의

사용한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연구의

심미적, 지역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과를 계기로 관광과 디자인 분야의 관계에 대

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실증 연구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도시재생 관광지의 인지적·정서적 이미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와 행동의도의 관계에서 관련 변수 간 모두 유

첫째,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공공디자인 특성

의성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정서적 이미지가 인

의 구성 요인들은 제시되고 있으나 하위 개념인

지적 이미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공공정보디자인의 차원 구조와 측정항목들은 아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관광지 이미지와

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변상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2015)의 연구 결과와 관광지의 이미지가 특산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속성과 정보디자인에

음식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련된 속성을 임의로 선택하여 이 중 관련성이

서 정서적 이미지가 인지적 이미지보다 더 큰 영

높다고 판단되는 4개의 측정항목을 공공정보디

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한 정용해 (2020) 등과

자인의 속성으로 가정하고 분석하였기에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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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속성들의 영향력을 분석

한 연구: 인지적 정서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엄

<관광학연구>, 25(1), 271-290.

격한 척도개발단계를 적용하여 높은 타당성과 신
뢰성을 가진 공공정보디자인 척도의 개발이 이루

김성희 (2009). <도심부 가로 보행 공간 개선을 위
한 공공디자인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종로구
삼청동 길을 중심으로>. [미발행석사학위논문,

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방문지 대상을 부산지역의 도시재생 관
광지로 한정했기 때문에 가장 알려져 있는 감천
문화마을과 영도 흰여울마을에 대부분의 응답이
치우쳐 있다는 점, 조사 대상을 부산지역 거주자

숙명여자대학교],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김진곤 (2009). 정보디자인에서 정보 시각화의 기
본 속성에 대한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9(3), 313-324.
김태헌, 김주리 (2017). 도시재생이 관광수용태세

로 한정했기 때문에 편의표본 추출을 사용한 점

와 도시관광활성화 및 관광자만족도에 미치는

등의 이유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13(4), 91-113.

부족하므로 향후 더 정교화 된 표본을 추출할 수

김홍범, 장호성 (2008). 관광지 방문 후 이미지가

있도록 전국의 도시재생 관광지로 그 대상을 확

관광자의 태도와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

대하여 전 지역의 관광자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

광학연구>, 32(3), 209-229.

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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