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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오늘날 현대사회는 삶의 질의 향상으로 휴식을 목적으로 한 관광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관광 또한 하나의 브랜드로 인지되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마다 

정부 차원에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과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

운데, 관광지역의 거리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시각적인 미관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발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옥외간판의 개선 또한 진행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곳이 많다. 

 특히 옥외간판은 지역의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어야 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

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업종의 이미지와 매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

기 때문에 시각적 표현에 의한 디자인 전략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효과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광지역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옥외간판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연구하고 관광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하나인 옥외간판에 대한 개념정립과 분류 및 특징을 정리

하고 관광지역 브랜드에 대한 관계 정립과 브랜드 요소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옥외간판의 

개발이 필요한 전남 해남군 두륜산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의 유명 관광지역 중에서 유물과 사적이 있고 그 역사가 깊은 관광지를 각각 8곳을 

선정하여 지역의 특징적인 현황과 옥외간판의 현재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주축으로 더욱 심

도 깊은 연구를 위해 옥외간판의 시각요소인 타이포그라피, 일러스트레이션, 컬러, 레이아웃에 

대하여 포지셔닝맵을 통해 분석하여 특·장점을 추출해내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역민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옥외간판의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를 살

펴보고, 관광지에 대한 옥외간판의 인지도와 개선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소

비자의 호감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옥외디자인의 시각요소를 파악하고 개선방

향의 바탕으로 삼았다. 



 위와 같은 관광지역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옥외간판의 시각적 디자인 요소를 분석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본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전남 해남군 두륜산의 지역

적인 특성을 고려한 옥외간판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이미지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향후 전

남 해남군 두륜산의 차별화 된 이미지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이끌어내어 타 지역과의 경쟁력

에서 강점으로 부각된다면 성공적인 관광객의 유치 뿐 아니라 지역경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

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옥외간판 사업이 지역과 밀착된 특화산업으로 발

전되어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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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onsumption of tourism for leisure has increased dramatically with the 

improvements that have been made in quality of life in modern times, tourism is now 

recognized as a brand, and the tourism industry has become highly competitive.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are currently implementing policies to invigorate the tourism 

industry. While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 to attract greater numbers of tourists 

is intensifying and a wide variety of marketing techniques and products are emerging, 

public design is gaining attention as a means of enhancing the landscape of streets and 

other visual images in tourist destinations, and outdoor signboards are being improved. 

As outdoor signboards can enhance the image of a region and an outdoor signboard 

project involves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ir importance needs to be emphasized and 

publicized, thus contributing to invigorating the regional economy. While outdoor 

signboards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age and revenue of a particular tourism 

business, a design strategy needs to focus on producing effective visual expressions by 

utilizing core elements of design. Therefore, the visual design elements of outdoor 

signboards necessary to establish brands in tourist areas need to be studied, and outdoor 

signboards need to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y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culture of the given region and improve the brand image of the tourist destinations there. 

This paper defines, classifies, and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outdoor signboards as one 

type of outdoor advertisement, and also establishes a connection between outdoor 

signboards and tourist attraction brands and researches elements of such brands. 

Furthermore, eight tourist destinations with notable cultural heritage and history were 

selected from among domestic and foreign tourist sites and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outdoor signboards were reviewed, in order to present ideas of designing effective 

outdoor signboards for Duryunsan Mountain in Haenam-gun, Jeollanam-do, which is 

especially in need of an outdoor signboard. In-depth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visual elements of outdoor signboards, including typography, illustration, color, and 

layout, and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and strengths through a positioning map. 

Survey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verall perception of local residents and citizens 

regarding outdoor signboards and analyze their level of awareness of outdoor signboards at 

tourist destinations and opinions on improvements that could be made. Based on these 

findings, visual elements of outdoor design capable of effectively eliciting positive 

responses from consumers were identified for improvement. 

Along wit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visual design elements of outdoor signboards and 

consumer surveys conducted to enhance the brand image of tourist attractions, this paper 

presents an outdoor signboard and image development strategy that reflect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Duryunsan Mountain. By establishing a unique image for itself, 

Duryunsan Mountain will become more competitive as a tourist destination, thus attracting 

more tourists and promoting the regional economy. Through this process, this research 

aims to promote the growth of outdoor signboard projects as a specialized regional 

industry as well as a strategy for enhancing the brand value of region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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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지역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

로 인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고 있

는것이다. 이제는 지역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어 저마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과 상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광이라는 목

적에만 치우쳐진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지고 있는 가운데 관광지역을 찾는 소비자들의 니즈

에 맞는 디자인적인 요소는 배제되고 낙후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중의 하나인 간판은 관광지나 거리에서 가장 직접적인 정보전달의 수단이자 

지역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간판의 일차적인 기능만을 강조한 나머지 

저마나 크기나 컬러를 고려하지 않는 무질서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시각적 으로 부조화 현상을 

이루고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개발되지 않은 낙후된 곳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

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간판은 개인의 한 사유물로 인정되기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지만, 최근에는 지

역개발 촉진이라는 일환으로 많은 상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자체들 또한 간판을 규격화하

고 표준화하는 개선사업을 진행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전남 해남 두륜산 역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

과 동참으로 성공적인 옥외간판 개선사업을 이루어 낸 관광지역이다.

 이에 본 논문은 옥외광고물의 하나인 옥외간판에 대한 시각적인 표현을 연구함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간판디자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간판 디자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관광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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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옥외광고물 중의 하나인 옥외간판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현 정책과 디자인 요소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브랜드 차원에서의 관광지역의 의미를 되짚어 봄으로서 디자인의 방향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유명 관광지역의 우수한 옥외간판 디자인 사례를 수집하여 관광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옥외간판의 디자인을 분석해봄으로써, 옥외간판과 관광지역의 브랜드 요소

에 대한 상관성을 연구하여 향후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셋째, 앞선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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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관광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 디자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지역민과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인을 알아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에 대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범위를 간략히 정리

하였다.

 제2장에서는 옥외간판과 브랜드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선행 연구와 문헌 등을 통해 정리하고 

관광지역과 브랜드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본 논문의 중심인 해남 두륜산 옥외간판 개발

의 필요성과 개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와 국외의 관광지역 중에서 사적과 유물이 있는 역사 깊은 관광지를 선별하

여 옥외간판을 분석해보고 포지셔닝 맵을 통해 보다 더 심층적으로 연구해보았다. 

 제4장에서는 앞선 이론적 연구와 현황분석을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를 도출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추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이론과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광지역의 옥외간판 디자인의 개선점을 파악하

여 해남 두륜산 옥외간판에 적용함으로서,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남 두륜산의 브랜

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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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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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옥외간판의 개념

1. 옥외간판의 정의 및 역사

가. 옥외간판의 정의

 옥외간판은 옥외광고물 중의 하나로 옥상간판 ·야립(野立)간판 ·전주광고 ·애드벌룬 ·광

고탑 ·네온사인 등과 같은 광고물이다. 광고업계에서는 대개 가로 8 m, 세로 4 m 크기의 간

판을 옥외광고 매체로 보고 있다.

 옥외광고란 “상업경제의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상점 및 기업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활

동으로써 실외 공간에서 발생되는 정보전달을 위한 시각, 청각 등의 감각 표현전략으로써 불특

정 다수의 공증을 대상으로 옥외의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계속해서 시각적 자극을 주는 

광고물”을 총칭한다.  즉, 옥외간판을 포함하여 전광판 광고나 포스터등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달하는 광고 전략이다. 본 논

문에서는 관광지역의 옥외간판을 연구하였으므로 논제에서는 옥외광고물 대신에 옥외간판이라 

칭하였다. 1)

 간판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로서‘판(板)에 써서 보인다’,‘보이는 판(板)’이란 뜻으로 전통

적인 자기광고물에 속한다. 도시환경 속에서 간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인류와 맥을 함께 했

으며, 현재의 문화와 기술등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옥외간판 또한 그 재료와 재질, 가공방법, 

기술등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간판은 국가별, 도시별, 지역별, 그리고 상업경제 역할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미국옥외광고협회에서는 간판을 ‘빌보드, 버스 쉘터, 버스, 택시, 쇼핑몰과 공항, 지하철, 스

포츠 경기장 등 집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Russel&Lane은 최

1)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옥외광고물 종합관리방안」, 제주특별자치도, 2007,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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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옥외매체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를 OOH(Out Of Home)광고라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2) 

나. 옥외간판의 역사

 간판은 기원전 3,000년경에 제작된 비석을 추정으로 그리스나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되었

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양에서는 중국의 맹자 때부터 간판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인류가 진화하고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하면서 상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표기와 표시를 하

기 시작하였고 이때에는 나무나 돌에 시각적인 부호를 새겨 나뭇가지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사

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양을 조각하여 나무에 걸어놓은 우유가게, 술통을 맨 남자를 매달

아놓은 술집 등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방식의 간판들은 17세기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암흑시대 이후, 상업 및 무역의 증가로 인해 간판의 표시는 점점 정교하고 예술적인 모양으

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주로 동물이나 식물, 신화나 성서에 나오는 인물, 왕가의 문장 등을 모

티브로 하였다. 런던의 상점 간판을 살펴보면, 파인애플을 조각해놓은 과일가게, 열쇠를 장식

해놓은 열쇠가게, 식품점에는 설탕포대를 장식해놓고 간판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이 시기의 

간판들은 비교적 상품과 간판의 이미지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3) 

 

 반면에 사인의 과장적 표현을 위해 너무 크게 만들거나, 견고하게 제작되어지지 않은것들이 

많아 상점 앞에 매단 간판들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의 원인이 되

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18세기에 들어서는 간판의 크기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등 

법률적으로 간판 제작을 제한하기 시작하여 간판의 유행이 일시적으로 쇠퇴하였지만 런던이나 

파리같은 대도시에서는 오히려 깔끔하게 제작된 상호명이나 번호를 붙이는 등 심플하고 고급

스러운 제작에 영향을 끼치며 곧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었다.4)

 우리나라 옥외간판의 역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왔는데 최초 옥외광고의 시작은 고려시

대 방(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걸다, 게시하다’라는 의미로 광고수단을 위한 간판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일제시대에 외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상업

2) 김호연, 옥외간판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논문, 2013, p.4 

3) 김호연, 옥외간판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석사논문, 2013, p.6 

4) 시가일, 시각 커뮤니케이션 요소 분석을 통한 상점간판 개선방안,한성대학교 석사논문, 2002,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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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목적을 가진 간판들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해방을 기점으로 미군들에 의한 각종 간판과 

도로표지판도 제작되어졌다. 

 1960년대부터는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대형 옥외광고가 종로와 을지로 등 서울의 중심가에 설

치되기 시작하였고, 전광판 광고나 네온사인 광고들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옥외광고물이 급

격히 증가함에 따라 1970년대에는 도시미관 저해방지와 자연보호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단속

법’이 제정되고 야립간판이나 옥상간판의 설치가 금지되는 등의 규제가 시행됐다. 

                                         그림2-1 [1960년대 간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옥외광고계의 큰 획을 긋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1988년 서울올림픽이다.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행사를 치루기 위해 

옥외광고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옥

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의 특례조항을 설치하였다. 또한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대전엑스

포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국제행사가 개최되며 옥외광고의 중요성과 미적인 기능까지 강조하

는 등 옥외간판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발전속에서 오늘날 옥외간판은 개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유재산, 즉 건물이

나 토지 혹은 임대한 장소에 자기의 성명, 상호, 상품 등을 알리는 광고이자 편리와 안전의 기

능을 갖으며, 도심의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었다.5) 하지만 정책적인 측면이나 기술등

5) 윤혜준,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간판디자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1,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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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난립과 무분별한 디자인들로 인해 도시

환경에 시각적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2. 옥외간판의 기능 및 분류

가. 옥외간판의 기능

 옥외간판은 여러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색채와 형태, 통일성, 명확성등의 시각적인 미의 표현으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1)정보제공의 기능

 옥외간판의 가장 큰 기능은 정보 제공이며 상품이나 장소 등에 관한 정보를 문자나 기호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한다. 또한 설치장소나 지역, 특정계층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조나 형태, 색채등을 통해 차별화하여 정확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2)시각정보로서의 기능

 로버트 뮤어(Robert Muir)의 지각력 통계에 의하면 시각을 통하여 83%, 청각 10%, 후각4%, 

미각1%인 것으로 나타났다.6) 인류생활에서 시각이 정보를 인지하는데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옥외간판은 일종의 시각적 언어로서 보는 이로 하여금 단순하고 간결하게 시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한다. 또한 쉽게 기억하고 연상될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3)광고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광고란 전달의 매개체로서 언어, 음향, 그림, 형상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는 하나의 커뮤니케이

션이다. 옥외광고는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서 제품이나 장소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전달

하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6) 강명희, 「강남역 주변 상업지역의 간판디자인 색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8,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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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간판 또한 같은 의미의 기능을 가지며, 상점이나 기업 등의 실질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지속성 있게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다.

 

(4)도시 환경 요소로서의 기능

 현대의 도시는 수많은 건축물들이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생활하고 거주하며 다양한 

공간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건축물에는 수없이 많은 광고물들과 간판들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

며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옥외간판은 도시환경의 중요한 일부로서 도시 미

관을 형성하는 시각적 요소이다. 

 현대도시의 급격한 발달로 범람하는 광고물로 인해 도시 환경적인 측면이 배제된 채 시각적 

무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환경을 해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옥외간판은 

수목이나 자원, 교통, 공공시설, 개인 혹은 집단의 거주에 따라 조화롭게 부합되어야하며, 이

는 쾌적하고 질서있는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5) 지역 문화의 반영 

 옥외간판은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한 단면이며 그 지역의 이미지와 함께 문화적인 느낌을 

반영하여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즉, 간판은 정보전달의 기능 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수준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예술성에 중점을 두어 제작되어야 그 기능 또한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옥외간판의 분류

간판의 종류는 크게 형태나 부착방식에 따른 유형별 분류와 간판에 사용된 재료에 따른 재질

별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설치위치와 조명의 유무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1) 유형별 분류

① 가로형 간판

 가로형 간판은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 또는 입체적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에 가로로 부착하는 광고물이다. 광고물 중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해 제작해야 한다. 

가로의 크기는 건물의 폭을 넘어서는 안되고, 세로의 크기는 위아래층의 창문 사이의 벽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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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해서는 안된다. 가로 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80% 이내로 표시하고 가로크기 8m이상일 때

는 시나 군의 광고물관리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림2-2 [가로형 간판]

 또한 상업권이나 중심권역, 일반권역, 특화권역 등에 설치될 때에는 3층 이하, 보존권역에는 

2층 이하에 설치하고 4층 이상인 높이에는 목재나 아크릴 등의 판류를 이용하여 한 개의 간판

만을 설치해야한다. 

  

 ② 세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은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에 직접 도료로 표시

하는 유형으로 주로 기업이나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며 정보 전달 효과가 적은 편이다.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크기는 가로 3m, 세로는 건

물높이의 2분의 1 이내, 돌출 폭은 30cm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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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세로형 간판]

 ③ 돌출형 간판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건물의 모서리 부분에서 전면

으로 돌출시켜서 부착하거나 벽체부에 부착하기도 한다. 건물로부터 돌출되어 제작되기 때문에 

보행자나 차량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간판의 최상단은 벽면 높이 이하, 건물의 층수가 10층 이상일 경우 4층 이상 10층 이내에 설

치하도록 되어있으며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60%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2-4 [돌출형 간판]

 ④ 지주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은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원기둥이나 사각기둥 등의 게시시설에  연립형

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5층 이상 건물에만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5m이내, 총 면적은 24㎡를 넘지 않아야 하며 차도나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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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리를 두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건물과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그림2-5 [지주이용 간판]

⑤ 공연간판

 공연을 홍보하기 위하여 문자나 그림을 통해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공

연건물의 벽면 또는 지면에 지주를 세워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그림2-6 [공연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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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옥상간판

 옥상간판은 건물의 옥상에 별동의 삼각형이나 원형 또는 장방형, 정방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

치하는 광고물로서 가건물이나 목조건물에는 설치하지 못하며 건물의 10층 미만에 표시하는 

간판은 건축사 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10층 이상은 종

합 건축사 사무소에 등록을 하여야 설계할 수 있다. 

그림2-7 [옥상 간판]

(2) 재질별 분류

① 아크릴 간판

 아크릴 간판은 1980년대까지는 주요적으로 사용되는 간판이었으나 온도가 높으면 늘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줄어드는 수축현상과 충격에 약하다는 점 등의 단점으로 인해 지금은 많이 사

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절단이나 절곡등 소재를 가공하고 변형하기 쉽기 때문에 조각이나 

박스, 조형물 같은 작고 고급스러운 간판을 만들때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② 파나플렉스 간판

 유연성 원단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공이 쉬워 90년대 출시 이후 줄곧 사용되고 있다. 충

격에 강하고 시트지나 실사출력, 네온, 고무글씨 등 간판의 모든 소재와 조화를 이루어 그림과 

문자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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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간판의 분류

유형별 분류 재질별 분류

가로형 간판 아크릴 간판

세로형 간판 파나플렉스 간판

돌출형 간판 갈바간판

지주이용간판 스테인리스 간판

공연 간판 네온 간판

옥상 간판 LED 간판

③ 갈바간판

 Galvanized Iron의 앞 두글자를 따서 불리우는 명칭으로 ‘아연철판’이란 뜻이다. 지금은 많

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표면에 반사 시트나 형광등, 네온 사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어 차별화 된 간판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④ 스테인리스 간판

 녹이 슬지 않고 재질 특유의 빛과 광채가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기 때문에 최고급 간판에 속한다. 

 

⑤ 네온간판

 평면적이고 가시성이 부족한 다른 간판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가

격이 비싸고 수명이 짧으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단점이 있다.

⑥ LED 간판

 네온간판의 단점을 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간판이다. 화려한 네온간판과는 반대로 밝고 가

독성은 높지만 눈의 피로는 줄고 차분한 느낌을 준다. 또한 전기료를 10배까지 절감할 수 있

으며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반영구적이다.

표2-1 [옥외간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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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옥외간판의 디자인요소

 인간의 감각 중 시각이 차지하는 감각이 83%이다. 그만큼 시각은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

중과 영향이 크다. 가독성이 높은 간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간판을 보는 사람(시력, 눈높

이, 예비지식의 유무, 보행속도 등), 간판의 내용(문자, 표시면의 배분방법, 표시판의 크기, 모

양, 색, 설치조건, 조명 등), 간판이 놓여있는 환경(일기, 시각, 지형, 장애물, 도로조건 등)등의 

여러 조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관찰자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개방된 공간(Open 

space)'과 ’둘러싸인 공간(Enclosed space)'으로 나눌 수 있다. 7)

 개방된 공간과 둘러싸인 공간에서 표현되는 간판의 양상은 달라야 하는데, 개방된 공간에서는 

관찰자가 교통수단에 의해 빠르게 이동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간판의 크기가 

크고 색채 또한 뚜렷해야 한다. 반면 도시의 번화가나 중심가와 같이 둘러싸인 공간은 대부분 

관찰자가 보행수단으로 이동하는 공간으로서 관찰자와 간판과의 대면거리가 짧기 때문에 크게 

만들거나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3차색까지의 색채도 무난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8)

 간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광고매체로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관광지역에서도 또한 우리는 간판으로 인해 안내를 받고 정보

를 공유하며 목적지나 구매상품을 결정짓는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은 소비적인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소비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연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즉, 간판

의 디자인적 요소인 서체, 일러스트레이션, 형태, 레이아웃, 색채, 조명이 각각의 요소를 충족

할 수 있게 디자인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조화롭게 구성되어야 한다. 디자인적 요소의 조

화는 간판의 기능을 상승시키고 좋은 이미지 부여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광고효과 또한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도시 환경 개선에도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간판디자인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주목성 : 주목하기 쉽고 눈에 띄며 호감을 끌 수 있어야 한다.

 ·가시성 :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7) 이선애, 도시간판디자인의 현황과 그 환경적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1

8) 박견식, 지방자치단체 간판정비사업 디자인 제안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논문, 2011,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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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성 : 오래 기억에 남고 연상하기 쉽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정확성 : 짧은 시간에 의미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유행성 : 시대적인 트랜드에 맞고 그에 따른 차별화 된 디자인이어야 한다.

 ·조형성 : 아름답고 감각 있게 디자인되어야 한다. 

 ·조화성 : 주위 도시 환경과 타 간판들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서체(Typography)

  옥외간판에서 서체는 1차적으로 의미전달의 기능을 한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짧은 시간 안에 잘 읽혀야 하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렇기 때문에 서체는 판별성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한글 표기의 경우 

고딕체나 명조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체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개성있는 간

판의 표기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고딕체를 사용할 경우 확실하고 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간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자

칫 지나치게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명조체는 반대로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주는 

반면 주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사용 빈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다양하고 독특

한 서체는 광고 효과를 높이고 보는 사람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개성있는 서체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문자의 크기는 문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바탕면에 비

례했을 때 50%이하가 되는 것이 읽기 좋다.

즉, 간판디자인의 서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적절한 크기의 서체를 사용한다. 

너무 큰 서체는 오히려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간판의 여백을 고려하여 서체의 크

기를 결정한다. 

 둘째, 가독성에 비중을 둔다. 

적절한 크기와 무게의 서체로 읽혀지는데 어려움이 없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서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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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글이 읽혀지는데 혼돈을 없앤다.

 셋째, 한 지면에 많은 종류의 서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체 간판디자인의 일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1~2개 종류의 서체를 사용하고 굵기나 크기 등의 변화를 주는 정도로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혹 여러 종류의 서체를 사용할 때는 시각적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의한다.

 넷째, 디자인 방향에 맞는 서체를 사용한다.

서체마다 각각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체의 선택에 따라 디자인 전체의 이미지가 좌

우될 수 있다. 디자인 컨셉에 맞는 적절하고 신중한 서체의 선택이 중요하다.9)

나. 일러스트레이션

 제 3자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거나 내용을 암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으로 해설도

나 삽화, 사진 등을 말한다. 정확한 의미전달의 요소보다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거나 시각을 유

도할 수 있는 시각전달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크며 간판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

의 이미지보다는 단순하고 픽토그램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이미지가 더 눈에 띄고 효과적이다.

 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인 앵글은 돌출적인 각도의 앵글이 더 눈에 잘 보이며 거리감 또는 

속도감 등의 착시적인 느낌을 살린 표현과 평면적인 것보다 입체적 일러스트 효과를 나타낸 

것이 신뢰감을 주어 눈에 주목성을 끈다.10)  

다. 형태

 형태는 주로 시각과 촉각에 의해 지각되며 색체와 함께 대상의 감각적인 경험을 형성하는 중

요한 요소이다. 모든 형태는 크기와 그들이 차지하는 공간에 의해 다양해지므로 디자인이나 구

성은 근본적으로 형의 배치라 할 수 있다.11)

 형태는 시각양식(visual pattarn)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요소이

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의 형태는 정보전달매체로서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 목적의식

9) 송민정, 한일 비교분석을 통한 간판디자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8, p.21 

10) 신상식,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4, p.67

11) 민 경우, 디자인의 이해, 미진사, 1995,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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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뚜렷한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에 많이 사용되는 형태는 삼각형, 사각

형 그리고 원형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들 가운데 시각적으로 가장 잘 지각되는 형태

는 삼각형의 형태이다. 하지만 안정감과 문자배치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정방현의 직사각형 

형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12) 

라. 레이아웃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문자나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제품설명 등의 각 구성요소를 제한된 

공간안에서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건물 전체의 외관을 고려하여 적절한 간판의 크기와 위치가 정해져야 하며, 정해진 간판의 

크기 안에서 간판의 구성요소들이 잘 배치되어야 한다. 모든 디자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옥외간

판의 디자인 역시 하나의 디자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요소들을 선택하여 조화롭

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13)

주목성

가독성 조형성

통일성 창조성

레이아웃

                            그림2-8 [레이아웃 역할]  

12) 곽위, 「옥외간판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11, p.22

13) 전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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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색채

 색채는 사람에게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요소로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색에서 받는 감정 또한 다양하다. 

 독일의 색채전문가 루돌프아른하임(Rodolh Arnheim)은 “색채는 사실상 형태보다 앞선 단계

에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형태에 비하여 더욱 강한 심리적 충격

과 감정 또는 정서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며 색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4)

 그렇기 때문에 옥외간판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색채의 조화를 이용하여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 조명

 개성 있는 간판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조명의 역할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조명의 적절한 사

용에 따라 간판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새로운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전기를 이용한 간판의 야간경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따뜻하고 안정된 느낌을 원하

고, 상업지역이나 중심지 또는 번화가에서는 보다 활기찬 느낌을 원하다. 외부나 내부, 네온 

등 간판형태에 적절한 조명방식과 조명의 광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네온방식의 조명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LED(발광다이오드 Iuminescent diode)

의 사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5)

14) 곽위, 옥외간판의 디자인적 요소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11, p.23

15) 金炫廷, 옥외간판의 시각요소에 관한 연구,  仁濟大學校 大學院 석사논문, 2009,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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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광지역 브랜드의 이해

1. 브랜드의 정의 및 기능

가. 브랜드의 정의

  브랜드의 의미로는 기업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에 대해 다른 기업과 구별할 

수 있도록 이름이나 상징, 의장 및 이들의 결합체를 개발한 것을 말한다.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트레이드네임, 트레이드마크, 브랜드마크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일이 

많으나, 이들을 총칭한 것이라고 풀이 할 수 있겠다.16)

  브랜드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17)

 첫째, 브랜드는 제품의 속성(attribute)을 연상시킨다. 예를 들면 독일의 자동차인 벤츠를 연상

하게 되면 고급스럽고 튼튼하며 명품이란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된다.

 둘째, 소비자들은 제품의 이익(benefit)을 사는 것이다. 기능면서 이익을 얻는다느건 견고하다

는 의미이며, 심리적에서 이익을 얻는다는건 비싸다는 속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셋째, 브랜드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가치(value)를 표현한다. 고성능, 안전, 품위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소비자 집단은 앞서 예를 들어 설명한 벤츠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속할 수 

있다.

 넷째, 브랜드는 저마다 각각의 개성(personality)을 갖는다. 브랜드를 일관화하여 볼 때 벤츠라

는 브랜드는 부유하고 성공적인 사업가로 설명할 수 있다.

  

16) 원선미, 효과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쇠고기브랜드 연구:수입 쇠고기 브랜드 개발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디

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08, p6

17) 정병국, ‘패키지디자인의 리뉴얼 전략에 미치는 브랜드이미지 재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석사논문, 2001,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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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본원적 기능

�출처기능

  브랜드의 가장 원초적 기능으로서 브랜드 생산자, 가공자, 화사 

등의 신분 또는 지역 등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브랜드임을 표시하

는 기능이다.

�구별기능

  경쟁 브랜드와의 혼동을 막고 차별화 시키는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기능

�척도기능

 재무적 가치로서 브랜드를 경제적인 척도로 평가할 수 있는 

 기능 

브랜드의 파생적 기능

�브랜드 인지도 강화 기능

  브랜드가 존재함으로써 소비자가 회상하고 연상할 수 있는 

  기능

�브랜드 충성도 강화 기능

  소비자를 만족시킨 브랜드가 그 소비자에게 재구매 의욕을 

자아내는 것

�브랜드 표현 전략기능(광고적 기능)

  소비자에게 브랜드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  상품으로서의 선명

한 강한 기억을 심어주는 수단으로서의 기능

�소비자 위상 효과 기능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브랜드와 소비자가 일체함으로서 심리

적으로 만족감을 가지는 것

나. 브랜드의 기능

브랜드의 기능은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본원적인 기능과 브랜드 사용 후에 발생하는 파생

적인 기능으로 나뉠 수 있다.

                                          표2-2 [브랜드의 기능] 18)



- 24 -

2. 관광지역 브랜드 개념

 최근 관광지역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면서 그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장소

개념인 지역에 브랜드의 개념을 도입시킴으로서 타 지역과의 차별화 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관

광지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먼저 지역브랜드의 개념을 살펴보면 지역브랜드란, ‘지역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평가’이며 

지역 보유의 무형자산의 하나이고 지역 그 자체의 브랜드와 지역의 특징을 살린 상품 브랜드

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역브랜드 전략이란 이 두 브랜드를 동시에 높임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활동이라 정리할 수 있다.19) 

  지역 브랜드는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브랜

드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복지, 교육 등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다. 또

한 일종의 마케팅 역할을 하여 타지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20)

 지역브랜드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는 흐름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지역

을 대표하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조건, 지리적 환경, 인적요소 

및 역사적 요소가 결합된 지역특산품, 장소마케팅, 지역축제, 지방특성화 전략 등 브랜드 개념

을 장소개념과 연계 확장하여 홍보•마케팅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1)

18) 이윤소, 산림생태산업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인증마크 디자인 연구, 한남대 대학원 석사논문, 

2010, p49

19) 정재훈, 전라남도 녹색농촌체험마을 BI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1, p23

20) 전게서, p23

21) 서용제, 관광기념품이 지역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홍성지역을 중심으로, 배제대학교 석사논문, 2008,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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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9 [지역브랜드에 의한 기대효과]22)

 여기서 지역브랜드와 관광지역 브랜드의 개념만을 놓고 본다면, 이 둘은 최종적으로 총체적인 

지역발전의 도모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에는 차이

가 있다. 

 관광지역 브랜드와 지역브랜드의 다른점은 관광지역 브랜드는 관광기반 시설이나 관광자원, 

서비스 등에 보다 더 중점을 두고 개발 및 활용해 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대안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관광브랜드화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관광복지를 

증대시키며, 나아가서는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려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노력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3)

22) http://blog.naver.com/nobopark?Redirect=Log&logNo=40089042763

23) 손장용, 제주도 관광지역 브랜드이미지 향상을 위한 옥외간판의 디자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3,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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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지역 특성을 살린 옥외간판 디자인 개발은 지역 경쟁력을 향상 시킬뿐 만 아니라 지역산

업 활성화에도 밀접한 연계가 있고 더불어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

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24)

3. 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 개발의 필요성

 현대인들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자 여유를 느끼기 위해 자연을 

찾고 그 자연은 또 하나의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다.  관광지는 이제 더 이상 도심 속의 번화

가가 아닌 도심 밖의 산과 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각 지역들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입하여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하고자 각종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다. 

 서울 광진구 노유거리의 간판개선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환경개선 시범거리’로 지정하고 

상인들끼리 ‘브랜드 거리를 만들자’며 자발적으로 개선사업에 동참한 결과 2003년 서울의 

‘가장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국내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

지 않고 있다.

 2007년 전주 동문거리 간판개선사업 역시 주민과 단체, 전문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로 사업

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개선사업을 이끈 결과, 현재 전통 트랜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손꼽히

는 관광지로 발전하였다. 

 이와같은 흐름 속에서 관광지역인 전남의 해남군 두륜산 또한 관광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

는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발맞춤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전남 해남군 두륜산은 자연환경자원인 도립공원과 역사문화자원인 대흥사 등이 위치해 있고 

유기농 녹차나 각종 버섯 등 농특산물이 유명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및 

24) 오주환, 지자체의 지역브랜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성북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5,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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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먹거리등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대흥사의 입구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관광

객들을 유입할 시에 지역 경제 창출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2-10 [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 현황]

 하지만 현재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판매 위주의 상점들로 노후되고 번잡한 상가 간판이 유

지되고 있고 이는 상점 뿐 아니라 지역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타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강점으로 작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전문적인 연구와 현 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옥외간판의 디자인 개발로 해남군 두륜산

의 상징성 제고와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하여 마을의 경관 이미지 향상 및 관광

객의 만족도 증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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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 개발내용과 체계

 현재 전라남도 옥외광고물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도시경관의 

미적 훼손이나 생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정보화 시대

에 대처할 수 있으며, 수량이나 크기, 유형, 배치 등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매력있

고 품격있는 도시 공간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옥외간판의 디자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2-11 [옥외광고물 목표]25)

25) 2010,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전라남도, p.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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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 개발내용과 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2-12 [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 개발 체계]

첫째, 전체적인 크기와 비율을 고려하여 가장 가독성이 높고 알맞은 서체를 적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옥외간판의 1차적인 기능뿐 아니라 시각적으로 재미있고 간판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다.

둘째, 각 상가의 특성과 지역의 문화를 접목시킬 수 있는 독창적인 일러스트레이션을 간판에 

적용하여 관광객들의 호감과 신뢰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건물의 색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고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지 않

는 컬러를 적용하여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거리미관에 효과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명시성

을 높이기 위해 간판 배경색과 문자에 채도와 대비를 고려한 컬러로 표현한다. 

넷째, 균형있고 안정적인 레이아웃으로 시각요소들을 배치하여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각도에

서 잘 읽힐 수 있고 주목을 끌 수 있는 옥외간판으로 표현한다. 



제3장 국내·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분석

 제1절 국내·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현황

 제2절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시각적 요소 종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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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분석

제1절 국내·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현황

1.국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사례

가. 이탈리아 로마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로서 중부의 아펜니노산맥에 위치한 테베레강 하류에 면하며 시의 중

심부이다. 시민은 대부분 시의 행정영역 안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권의 발전은 시역을 넘어서는

거의 볼 수가 없다.

 ‘교황의 도시’인 로마는 카톨릭교의 중심으로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현재까

지 많은 궁전과 광장이 건설되어 있다. 또한 고대부터 르네상스를 거쳐 바로크 시대까지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어 오랜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오페라극장, 국립도서관 외에 콜로세움, 카라칼라 황제 목욕탕 등의 유적을 포함하여 베네치

아광장, 바티칸광장, 포폴로광장으로 둘러싸인 지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건설된 지역으로 이

곳에 많은 역사적 건조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나보나광장, 트레비분수, 에스파냐 광장, 로마국

립박물관 등 관광할 곳이 많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림3-1 [이탈리아 로마 옥외간판 현황]



- 32 -

 로마의 간판은 그 역사를 반영하듯 전체적으로 고전적이고 무게감 있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

다.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시각적 요소는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건물의 외벽에 어

울리는 컬러를 사용하여 직사각형이나 반원의 심플한 형태에 상점의 이름만 적용한 깔끔한 디

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일러스트적인 요소는 물론 돌출되거나 조명을 사용한 옥외간판이 

거의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나. 프랑스 파리

 프랑스의 수도이자 낭만이 깃든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문화와 관광 뿐 아니라 정치와 금융의 중심지로 세계패션과 예술의 중심지이며 자동차와 항공

기·화학·전기·제약공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센 강의 섬에 로마인이 기원전 52년에 식민도시로 건설했으며 987년 수도가 되었으며, 도시

계획이 이루어진 나폴레옹 시대에 비로소 근대도시로의 면목을 갖추게 되었다. 

 최고의 관광명소인 에펠탑 다음으로 오르세 미술관과 루브르 미술관, 샹제리제 거리, 몽마르

트등이 있다. 또한 파리 오페라극장과 몽파르나스 구역도 유명하다. 현재 파리의 행정구역은 

20구로 나누어져 있다.

그림3-2 [프랑스 파리 옥외간판 현황]

 세계 패션과 예술의 중심지인 파리의 면목을 드러내듯 옥외간판 역시 가지각색으로 자신의 

색깔을 뽐내고 있다. 독특한 레이아웃과 컬러를 사용하여 예술적인 디자인이 느껴지도록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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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벽면에 간판만 제작하여 걸어놓은 형태가 아니라 건물의 벽면까지도 간판과 어우러지

게 디자인 하여 마치 하나의 작품을 보는듯하다. 

 프랑스 파리시의 건물들은 주로 5~8층 건물의 경우 하층부는 상점, 상층부는 주거나 업무시

설로 사용하도록 하여 간판은 주로 1층과 2층 사이에 설치하고 상층부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

다. 또한 철저한 옥외광고물 규제를 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어길시 벌금을 내도록 하

는 등 프랑스의 거리 문화에 상당한 관리를 쏟고 있는데, 법 규제 이외에도 ABF(프랑스 건축

가 집단)라 불리는 조직에 옥외광고물에 대해 관리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여 간판의 설치허가시

에 동의나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26) 

다. 체코 프라하

 프라하는 천 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중세 유럽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도시로 

‘북방의 로마’ 또는 ’유럽의 심장’ 또는 ’흰 탑의 황금 도시’또는 ’유럽의 음악원’ 

등 다양한 수식어들로 찬사를 받는 곳이다.27) 고대부터 중세까지 지어진 건축물들로 가득 채

워져 있으며, 특히 로마네스크 양식부터 초·중·후기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아르누보 양식

까지 시대별 다양한 건축양식의 역사를 관광할 수 있다. 또한 프라하성과 성 비투스 대성당, 

까를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으로서 관광의 대표적 명소이다.

그림3-3 [체코 프라하 옥외간판 현황]

26) 윤혜준,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간판 디자인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11, P24

27) http://blog.naver.com/jeeu4may/220474619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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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하는 대부분 건물의 표면을 바탕으로 그려넣은 간판이 많으며 판류를 사용하지 않고 돌

출문자만을 사용하여 건물의 이미지르 살리는데에 주력하였다. 밝은 화이트나 미색의 대리석을 

파사드로 하여 간결한 고딕체의 서체를 접목시켜 밝고 차분한 느낌을 주도록 제작하거나, 나무

재질의 원목에 화이트 컬러로 상호명을 접목시켜 가독성을 높이고 중후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대부분의 옥외간판들이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일러스트나 컬러의 사용없이 모던하고 담백하

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유럽의 한 가운데 있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는 ‘유럽의 심장’으로 불리우며 오랜 기간 

고급스럽고 품격있는 예술과 낭만의 교차로였다. 시민들은 광산으로 부를 축적하여 생활하였고 

그 경제력을 밑거름 삼아 저마다 예술혼을 꽃피워 냈다. 거리에서 만나는 잘츠부르크의 자취는 

광산지대가 아닌 음악의 도시이다. 여전히 ‘사운드 오브 뮤직’투어가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

고 있으며 천재 음악가인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다. 28) 

 북쪽의 건축물로 불릴만큼 중세의 건축물들이 많고 1000년의 역사를 가진 대성당은 모차르트

가 세례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호헨잘츠부르크성이나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는 게트라이데 거

리, 영화 ‘사운드오브뮤직’의 배경이 됐던 미라벨 정원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그림3-4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옥외간판 현황]

28)[네이버 지식백과] 잘츠부르크 - 오스트리아 (세계의 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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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는 과거 유럽의 아르누보 디자인이 전통을 계승하여 현재의 간판 디자인에서 나타

나고 있다. 간판을 금속공예 장식품처럼 정성껏 만들기로 유명하고 조각품 같은 조형물로 보여

주는 것이 많다. 마치 하나의 예술품을 보는 듯 한데, 거리의 모든 간판들이 각 각 다르면서도 

거리의 질서에 순응하는 듯 질서있게 배치되어 있다. 

마. 오스트리아 비엔나

 오스트리아의 대표 도시이자 수도이며 영어로는 비엔나(Vienna), 헝가리어로는 베치(Becs), 체

코어로는 비덴(Videň)라고 불리운다. 비엔나에서는 고딕양식의 성 슈테판 대성당 부터 바로크

식 건축물인 카를 교회에 이르기 까지, 시대별 건축물들을 모두 볼 수 있다. 모차르트와 베토

벤, 슈베르트 등의 음악가들을 배출한 대표적인 음악의 도시이며, 빈 소년 합창단이 세계적으

로 유명하다. 쇼핑과 오페라 관람을 할 수 있는 게른트너 거리도 인기 있는 관광코스다. 

그림3-5 [오스트리아 비엔나 옥외간판 현황]

 비엔나의 옥외간판은 다양한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데 연속된 가로선의 배열로 제작된 간판

의 판류 위에 돌출 문자로 제작된 상호명을 적용시킨 경우는 여백의 미를 살려 시각적으로 안

정감을 주었다. 배경에 비해 작은 서체가 오히려 전체적인 가독성을 높여준 예시로 볼 수 있

는데 절제된 듯한 디자인이 더 고급스러움을 표출한다. 광고성에 집중하여 갖가지 일러스트와 

무조건적인 큰 서체를 적용시켜 제작되는 우리나라의 간판들과 현저히 다른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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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예시로는 건물의 표면을 투명한 유리로 제작하여 간판 자체를 유리 표면에

시트지로 접착시켜 건물안의 제품과 간판이 한 눈에 보이도록 표현하기도 하였으며,

상징성 있는 픽토그램을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깔끔하면서도 심플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바. 폴란드 크라쿠프

 500여년간 폴란드의 수도였던 이곳은 바르샤바로 수도가 옮겨지기 전까지 폴란드의 정치, 문

화의 중심지였다. 국왕이 살던 크라쿠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0년 유럽 문화도

시로 지정되기도 했다. 구시가 일대는 교회와 중세 고성들이 2차 세계대전의 풍파를 벗어나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림3-6 [폴란드 크라쿠프 옥외간판 현황]

과거와 현재 화려했던 흔적이 동유럽 도시의 깊은 곳곳에 서려있다. 각 상점의 특징을 표현하

는데 있어 지역의 대표적인 소재와 문화유산, 자연의 식물 등을 모티브로 하여 오브제를 이용

해 상점의 간판을 만들어냈다. 상점의 정보 전달에 있어서 단순히 글자뿐만 아니라 하나의 오

브젝트를 통해서도 시각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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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일본 도쿄 긴자거리

 도쿄 긴자는 ‘은화를 만드는 거리’라는 뜻을 가진 일본의 유명 번화가다. 1872년에 일어난 

대화재로 거리는 잿더미가 되었지만 재건되면서 일본 최초의 근대화 거리로 탈바꿈하였다. 

 200여개가 넘는 다양한 화랑이 있어 다양한 목적의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곳이다. 

                                 

                                   그림3-7 [일본 도쿄 옥외간판 현황]

 일본은 간판에서도 일본의 전통적인 느낌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지역의 전통문화를 접목하

여 표현한 간판이 많다. 간판 배경판을 나무 재질의 세로선으로 연속적으로 배열하여 일본 문

화의 독특하고 차별화 된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붓글씨 느낌의 전통적인 서체를 세로쓰기 방

식으로 적용하였다. 세로 레이아웃을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고 있으며 글자의 가독성을 높여주

기도 한다. 

 또한 일본의 전통 화로를 연상시키는 작은 갓등을 간판으로 배치하여 야간의 조명효과로 활

용, LED간판이 난무한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특색있고 돋보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획일화 된 

서체와 화려한 조명만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옥외간판 문제점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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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국 북경

 중국의 수도로서 정식 명칭은 베이징직할시이며, 약칭하여 '징'이라고도 부른다. 화베이평야 

북쪽 끝에 있으며,  면적은 16,808㎢이다. 옛 왕궁과 현 중국의 역사를 모두 볼 수 있는 도시 

베이징 만리장성부터 자금성, 천안문광장까지 중국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북경오리가 대표

적인 베이징의 지역 요리이며, 번화가인 왕부정거리에서 쇼핑과 함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도 

있다. 한국 날씨와 비슷하게 봄에는 황사가 있고 여름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해서 

가을철에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즐긴다.

그림3-8 [중국 북경 옥외간판 현황]

 중국 북경의 옥외간판 또한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스타벅스의 

옥외간판을 살펴보면, 기존 스타벅스의 간판 대신에 타이포만 돌출문자로 적용시켰고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물 형태와 문양, 컬러를 사용하여 중국만의 스타벅스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우

리나라 역시 전주 한옥마을이나 서울의 인사동에서 스타벅스를 한글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전통기와를 적용하여 표현한 예시를 볼 수 있는데, 같은 체인점이지만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적용하여 표현하면 보다 더 관광객의 호감과 시선을 끌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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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사례

가. 전주 한옥마을

 1977년 한옥마을 보존지구로 지정된 뒤, 전통한옥지구·전통문화지역·전통문화구역·전통문

화특구로 불리다가 2002년 10월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전주시 완산구 교동(校洞)·풍남동(豊南洞) 일대 7만 6320평에 700여 채의 전통 한옥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판소리와 춤, 타악 등의 전통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전주전통문화

센터, 막걸리나 청주의 제조과정을 관람하고 시음까지 할 수 있는 전주전통술박물관,  온돌과 

대청 마루 등에서 숙박을 하면서 한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주한옥생활체험관등이 있다.

 또한 조선 태조 이성계(李成桂)의 어진을 모신 경기전(慶基殿:사적 339),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연회를 열었던 오목대와 이목대, 한국 천주교 순교 1번지인 전주 전동성당, 

전주향교 등의 문화유적도 있다29)

                      

                                    그림3-9 [전주 한옥마을 옥외간판 현황]

 전주한옥마을은 2007년 간판 정비 사업을 통해 한국적이고 토속적인 간판이 마을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일반적인 국내의 관광지역 중에서 간판이 잘 된 사례로 보고 있다. 간판

의 재질을 나무 소재나 오래된 느낌의 표면으로 적용시켜 세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

하였으며 서체 또한 캘리그라피나 명조체 또는 붓글씨 느낌으로 표현하여 옥외간판만 살펴보

29) http://blog.naver.com/kangsimon55/100205560387



- 40 -

아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를 한 눈에 느낄 수 있다.

 

나. 예산 수덕사

 충청남도의 예산군 덕산면 덕숭산(德崇山)에 있는 사찰로서 백제 위덕왕 때 고승 지명이 처음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덕사 대웅전은 국내에 현존하는 목조건물 가운데 봉정사 극락전(국보 15)과 영주 부석사 무

량수전(국보 18)에 이어 오래된 건축물로서 국보 제49호로 지정되어 있다.30) 

 수덕사까지 이르는 길에는 수덕사 미술관과 고암 이응노 선생이 기거하였던 수덕여관이 있고 

미술관까지 오르는 동안에도 양 옆으로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꽤 높은 위치에 자리하

고 있어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좋아 사시사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림3-10 [예산 수덕사 옥외간판 현황]

 예산 수덕사의 옥외간판을 살펴보면 관광지의 거리 미관을 고려하여 모든 상점들이 통일성을 

이루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각각 추구하는 컬러나 일러스트는 상점의 특성마다 다르게 

적용하였지만 서체를 동일시하거나 레이아웃을 통일성있게 적용하여 관광객들에게 깔끔하게 정

돈된 이미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 

30) http://blog.naver.com/hahnsudang/22070743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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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양 행주산성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15번길 89에 위치한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행주대첩

으로 유명한 곳으로서 서남쪽 끝 한강 연안 덕양산(해발 124.9m)에 있는 토성

(土城)으로 면적은 347,670㎡(105,170평)로 1963년 사적 제56호로 지정되었다.

 주변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예로부터 무릉도원으로 불리며 많은 선비들이 정자를 짓고 학문

을 닦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기도 하다. 오늘 날에도 한강변으로 행주산성 역사공원과 행주산성

역사누리길이 조성되어 많은 사람들이 그 풍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그림3-11 [고양 행주산성 옥외간판 현황]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행주내동과 행주외동에는 먹거리촌이 구성되어 있다. 이 먹거리촌의 특

징은 행주외동은 장어요리가 주를 이루는 장어마을, 행주내동은 국수요리가 주를 이룬 국수마

을로 불린다는 점이다. 하지만 상점들 저마다 홍보성에만 치중하여 디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

은 외관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나치게 큰 간판의 형태나 문자의 적용으로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상점의 특성 전달을 흐릿하게 할 뿐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아 시각적으로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행주산성의 먹거리촌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가치있고 차별화 된 옥외간판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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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원 화성행궁

 정조의 원대한 꿈과 효심이 느껴지는 화성행궁은 국내 행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경

복궁만큼 아름다운 궁궐로 손꼽힌다. 1980년대 말, 뜻이 있는 지역 시민들이 모여서 복원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복원운동을 펼친 결과 1996년 복원공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482

칸으로 1단계 복원이 완료되면서 2003년 10월, 일반에게 공개 되었다.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17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된 전통문화관광축제 ‘수원화

성문화제’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했다. 

그림3-12 [수원 화성행궁 옥외간판 현황]

 화성행궁은 맛촌거리를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식당 뿐 

아니라, 카페나 소소한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상점들마다 각각의 특성은 잘 드러나

고 있지만 화성행궁의 지역적인 특성은 잘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드러났다. 

마. 대구근대골목 

 대구근대골목은 대구의 골목을 걸으며 살아있는 역사를 만나는 체험여행을 목적으로 개발되

었다. 중구의 골목을 걸으며 청라언덕, 선교사 박물관, 3·1만세운동길, 근대문화체험관(계산예

가)둥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음식, 예술, 관광으로 가득찬 문화와 젊

음의 거리로 관광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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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3 [대구 근대골목 옥외간판 현황]

 대구의 근대골목과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오래되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인만큼 최대한 

건물의 예전 모습을 유지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건물 자체에 

간판만을 따로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건물의 컬러나 재질과 잘 어우러지는 소재와 서체로 간판

을 제작하여 표현하였다. 건물의 흐름에 간판이 스며들도록 디자인한 사례이다. 

바. 구례 화엄사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지리산에 있는 절로서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34호이다. 통일신라 

때에 창건되어 화엄종을 선양하였던 사찰로서, 기록에 의하면 544년 인도의 승려인 연기조사가 

세운것으로 전해져오고 있다.

 대찰 화엄사는 천은사와 산줄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노고단으로 오르는 지름길이 있

는 초입이라 관광객들이 언제나 만원이다. 

 들목에는 여관과 기념품가게들이 밀집하여 집단시설지구를 이루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위한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하다. 31)

31) [네이버 지식백과] 화엄사 (답사여행의 길잡이 6 - 지리산 자락, 초판 1996., 16쇄 2009., 돌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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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구례 화엄사 옥외간판 현황]

 구례 화엄사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며 그 가치 또한 우수한 곳이다. 하지

만 낙후된 디자인과 저마다 다른 정돈되지 않은 옥외간판들이 난무하여 화엄사를 찾는 관광객

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화엄사의 문화와 특징에 맞는 옥외간판의 정비가 시급하다.  

사. 광주 예술의 거리 

 광주 예술의 거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인 예향 광주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거리로서 현재 동호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화, 도자기, 공예품 등 이 지방 예술

의 상징적 작품을 모아서 전시 또는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화, 서예, 남도창을 중심으로 한 남

도예술의 진수를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명소이다.32)

그림3-15 [광주 예술의 거리 옥외간판 현황]

32) [네이버 지식백과] 광주 예술의 거리 (대한민국 구석구석,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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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예술의 거리는 2012년도 간판 개선 사업으로 거리의 간판들이 일부 개선된 곳이다.

오랜 예술의 역사와 흐름을 반영하듯 대부분의 간판들이 다소 무게감 있고 낮은 채도의 컬러

로 제작되었거나 간판의 재질 또한 시간이 지나 부식되어가는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서체 역시 캘리그라피나 붓글씨 느낌을 적용하여 문화 거리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

다. 하지만 아직 간판 개선에 참여하지 않은 곳곳의 상점들이 예전의 낙후된 디자인을 유지하

고 있어 전체적인 거리 미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 광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100년 전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근대화의 물꼬를 튼 유적들과 잘 보존된 전통가옥을 둘러

보는 정취와 더불어 시인 김현승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광주 최초의 교회인 양림교

회와 오웬기념각(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6호),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수피아 홀(제

158호), 배유지 기념예배당(제159호), 윈스보로우 홀(제370호),호랑가시나무(광주시 지정 기념물 

제17호),이장우 가옥(광주광역시 민속자료 1호)과 최승효 가옥(광주광역시 민속자료 2호)을 관

광할 수 있다. 

그림3-16 [광주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옥외간판 현황]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은 그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최근에서야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상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도 있지

만 기존의 전통가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점으로 활용한 곳이 많다.  그렇게 때문에 단순히 

판류를 사용해서 걸어놓은 기존의 옥외간판이 아닌 다양한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담장위에 

간판을 올려놓은 형태이거나 건물의 외벽 모서리를 감싸는 형태의 돌출간판, 또는 종이 느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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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펜으로 쓴 듯한 느낌으로 문자를 적용하는 등 상점의 특성을 적극 표출하면서도 관광

객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례가 많다.

제2절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시각적 요소 종합분석

 옥외간판 디자인은 서체, 형태, 레이아웃, 컬러, 조명,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

가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상점의 특성과 이미지를 알리고, 정보를 전달하

게 된다. 이에 앞서 살펴본 국내·외 옥외간판 사례들을 포지셔닝 맵을 통하여 시각적 요소를 

집중 분석해보고자 한다. 

1.타이포디자인(서체)

 옥외간판에서 타이포디자인은 상점이나 기관의 이름과 정보를 전달하는 1차적인 기능을 수행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큰 서체보다 간판의 배경 크기와 

비례하여 적당한 크기의 서체가 시각적으로 읽히기 쉽고 특성에 따라 정체나 고딕체 또는 캘

리그라피와 같은 부드러운 서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내와 국외의 주요 관광지역의 옥외간판 디자인을 가독성과 로고타입 형식으로 분류하여 소

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정도를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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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외 옥외간판디자인 타이포 Positioning Map 분석

그림3-17 [국외 옥외간판디자인 타이포 Positioning Map]

 국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타이포디자인은 전체 75%의 비율이 가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적으로 리듬감있고 세련되게 표현한 간판의 타이포는 쉽게 읽히지 않아 가독성이 낮게 나

타났으며 고딕체이지만 모서리를 둥글게 표현하여 가능한 부드럽게 표현한 타이포 디자인도 

있다. 대체적으로 딱딱한 느낌의 가독성이 높은 간판디자인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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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옥외간판디자인 타이포 Positioning Map 분석

그림3-18 [국내 옥외간판디자인 타이포 Positioning Map]

 국내 관광지역 옥외간판 타이포디자인은 전체 80%의 비율이 가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특성상 부드럽고 흐르는듯한 감성적인 서체를 사용한 것이 주된 원인인

데 이는 시각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가독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가

독성이 높은 서체는 디자인적인 요소보다 간판의 기능에만 충실한 느낌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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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컬러(Color System)

 컬러(Color)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제품의 이미지나 느낌을 결정하

게 하는 요소이다. 이성적인 요소보다 감성적인 요소에 호소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옥외간판 디자인에서의 컬러는 상점이나 기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게 하는 중요한 요

소이다. 채도가 높은 색끼리의 조화는 간판의 느낌을 강렬하게 만들고 보색끼리의 배색은 각각

의 색이 원래 가지고 있는 색보다 더욱 뚜렷하게 보이므로 눈에 더 잘 띈다. 최근에는 강렬한 

원색만을 사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파스텔 톤이나 친환경적인 컬러 등을 사용하며 고유의 컨셉

을 표현하고 있다. 

 간판에서의 컬러는 명시성도 중요한데 밝은 조명 아래에서는 노란색 계열이 눈에 잘 띄고 어

두운 조명에서는 청록 계열이 명시성이 좋다. 또한 건물의 컬러와 유사한 컬러의 간판 색을 

사용할 때 고급스럽게 보이며 통일감을 느낄 수 있어 깨꿋한 거리 경관의 이미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국내와 국외의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컬러가 주는 느낌을 Bright, Dark, Warm, Cool로 

분류하여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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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외 옥외간판디자인 컬러시스템(Color System) 분석

그림3-19 [국외 옥외간판디자인 컬러 Positioning Map]

 국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컬러는 밝고 어두운 컬러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어두운 바탕의 간판에는 밝은색의 컬러로 상호명을 적용하여 명시성을 높였고 

상점의 특색에 따라 차갑고 어두움을 결정지을 수 있는 컬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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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내 옥외간판디자인 컬러시스템(Color System) 분석

그림3-20 [국내 옥외간판디자인 컬러 Positioning Map]

 국내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컬러는 블루와 청색 계열의 차갑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는 컬러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객들의 정서적인 감성을 이끌어 내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상가의 특성과도 잘 어우러진다. 주로 밝은색을 사용한 것도 주된 특성이다. 

 하지만 국외의 옥외간판 디자인의 컬러에서는 명시성을 고려하여 간판의 바탕색과 상호명의 

컬러를 서로 다른 채도로 적용하였지만 국내 옥외간판의 경우 명시성을 고려하지 않은 컬러의 

적용이 단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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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러스트레이션

 옥외간판의 시각적 요소 중의 하나인 일러스트레이션은 상점이나 기관의 특성을 소비자들이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이나 사진으로 표출하는 것을 말하며, 소비자의 호감 유발과 

인지도 상승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옥외간판 디자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의 시각적인 앵글은 돌출되거나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 더 눈에 잘띄는 것이 일반적이며 거리감이나 속도감 있어 보이는 표현에도 적절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형상보다 단순한 픽토그램 형식이 효과적이며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국내와 국외의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일러스트레이션 표현방식을 심플하고 단순한 정

도, 그리고 가로와 세로의 형태적인 방식으로 분류하여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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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외 옥외간판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분석

그림3-21 [국외 옥외간판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Positioning Map]

 국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간판의 기능에만 충실하거나 간판의 서체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요소를 가미

하여 심플하게 나타내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만 대체적인 분포에 중시한 것으로서 오스트

리아나 프라하와 같은 예술성을 강조한 지역에서는 간판 자체를 심볼이나 캐릭터 형식의 조형

물로 제작하여 부착하여 표현하였다. 그 외에는 대부분 심플하고 단순하게 표현한 방식들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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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내 옥외간판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분석

그림3-22 [국내 옥외간판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Positioning Map]

 국내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90% 이상이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표현하

고 있다. 대부분 심플하고 단순한 표현이지만 간판의 서체와 어우러질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

용하여 재미를 준 것으로 보이며, 상점의 네이밍과 걸맞는 모티브를 적용하거나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픽토그램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엿볼 수 있다. 

 최근 번화가나 주요 중심지에서는 국외의 사례처럼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심플하

고 모던하게 표현하는 것이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으나 관광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이나 관

광지의 주요 상품을 알리기 위해 아직까지는 일러스트적인 요소를 적용하여 관광객들의 호감

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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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아웃

 옥외간판 디자인의 시각적인 요소에서 레이아웃은 제한된 간판의 공간에 타이포와 일러스트 

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소비자에게 정보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배열하

는 것이다. 기본적인 조건인 주목성, 조형성, 창조성, 가독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전

체적으로 통일된 질서 감각을 유지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옥외간판의 

레이아웃은 특히 심플하고 균형있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상호명과 일러스

트의 배치를 신중하게 결정지어야 한다. 

 국내와 국외의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레이아웃을 상단과 하단의 배치여부, 그리고 가로

형과 세로형의 형태로 분류하여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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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국외 옥외간판디자인 레이아웃 분석

그림3-23 [국외 옥외간판디자인 레이아웃 Positioning Map]

 국외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레이아웃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가로형태에 상호명을 상단

에 위치하여 가장 안정감 있는 레이아웃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러스트를 적용한 

간판의 경우는 일러스트를 상단에 적용하여 상호명보다 일러스트를 부각시킨 점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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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국내 옥외간판디자인 레이아웃 분석

그림3-24 [국내 옥외간판디자인 레이아웃 Positioning Map]

 국내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레이아웃 또한 대부분 가로형태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지

만 일러스트의 배치 여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일러스트와 상호명을 동일시하게 적용하여 시

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한 점이 돋보이며 일러스트를 상단에 위치한 경우에는 상호명보다 작게 

적용하여 상호명의 가독성을 높였다. 



제4장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조사결과 및 분석

제3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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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소비자 설문조사 및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는 관광지역의 특성에 걸맞는 옥외간판의 디자인 개발로 관광지역의 경쟁력 향상

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이다. 옥외간판을 통해 긍정적인 관광지역 이미

지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이나 주변경관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디자인으로 설계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소비자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서 더욱 가치있고 소비자의 만족과 호감도를 상승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옥외간판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과 일반적인 견해를 알아보고 시각적 요소에 대한 선

호도와 향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 조사 범위

 설문조사는 2017년 10월 10일~30일까지 국내에서 실시했으며,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10~50대의 다양한 연령과 직업층을 가진 남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총 150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

석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응답자의 일반적인 현황에 관한 질문(3문항)

2)옥외간판 전반에 대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질문(9문항)

3)관광지역 옥외간판의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개선점에 관한 질문(1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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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율(%)

성 별
남 71 47.3

여 79 52.7

연 령

10대 4 2.7

20대 21 14.0

30대 38 25.3

40대 29 19.3

50대 이상 58 38.7

직 업

학생 12 8.0

공무원 20 13.3

회사원 69 46.0

자영업 18 12.0

무직 18 12.0

기타 13 8.7

제2절 조사결과 및 분석

1. 일반적 현황에 관한 분석

표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

 설문조사의 일반적인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 150명 중 남자가 71명으로 47.3%, 여자가 79명으로 52.7%로 나

타났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전체의 38.7%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2.7%로 가장 

적었고 20~40대의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응답하였다. 직업으로는 회사원이 전체의 46%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으며 공무원 13.3%, 자영업 12% 등 나머지 분야에서 골고루 분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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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율(%)

서체 23 15.3

간판의 크기(형태) 19 12.7

색상 26 17.3

일러스트레이션 67 44.7

레이아웃 15 10.0

구 분 빈 도 비 율(%)

문자와 간판 바탕의 색채 조화 42 28.0

주변 건물과의 조화 60 40.0

개성이 강한 일러스트레이션 35 23.3

차별화 된 서체 12 8.0

간판의 크기 1 0.7

2. 옥외간판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 조사

 옥외간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관한 문항에서 ‘간판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요소’에 대한 질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색상 17.3%, 서체 15.3%, 크기 12.7%, 레이아웃 10.0% 순서로 

나타났다.

표4-2 [옥외간판의 중요도 분석]

 ‘옥외간판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간판의 크기는 

0.7%의 비율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점으로 나타나 업주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간판의 크

기는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 점에 있어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주변 건물과의 조화나 

색채의 조화에서 호감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3 [옥외간판의 디자인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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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율(%)

불규칙적인 크기 24 16.0

업종과의 부조화 25 16.7

지역이미지와의 부조화 24 16.0

건물과의 부조화 24 16.0

설치위치의 무질서 32 21.3

자극적이고 통일성 없는 색채사용 21 14.0

구 분 빈 도 비 율(%)

조형미가 아름다운 디자인 26 17.3

정보 전달력이 좋은 디자인 49 32.7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디자인 32 21.3

거리와 잘 조화되는 디자인 22 14.7

개성있고 차별화 된 디자인 21 14.0

 ‘옥외간판에서 시각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서는 설치위치

의 무질서라는 응답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무질서한 옥외간판들로 인해 혼란스로움과 

불편함을 느낀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업종과의 부조화가 16.7%, 불규칙적인 크

기와 건물과의 부조화가 16.0%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자극적이고 통일성 없는 색채사용이 

14.0%로 응답했다. 

표4-4 [옥외간판의 시각적 악영향 요소 분석]

 ‘좋은 디자인의 옥외간판은 어떤 디자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보전달력이 좋아야 한

다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디자인 21.3%, 조형미

가 아름다운 디자인 17.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4-5 [좋은 옥외간판의 선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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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아주

그렇지않다

옥외간판은 모두 통일성 

있게 표준화되어야 한다

빈도 40 41 35 29 5

비율 26.7 27.3 23.3 19.3 3.3

옥외간판 디자인은 

차별화 된 개성이 

중요하다

빈도 25 78 35 11 1

비율 16.7 52.0 23.3 7.3 0.7

옥외간판의 색상은 

화려해야 한다

빈도 18 37 50 40 5

비율 12.0 24.7 33.3 26.7 3.3

옥외간판은 잘 보이도록 

크게 만들어야 한다

빈도 20 40 47 30 13

비율 13.3 26.7 31.3 20.0 8.7

 옥외간판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질문으로 구분하여 분

석하였다. ‘옥외간판의 통일성과 표준화’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가 각각 26.7%, 

27.3%로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차별화 된 개성’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다’가 

16.7%로 낮은 편이지만 그렇다와 보통은 각각 52%, 23.3%, 그렇지않다와 아주 그렇지 않다는 

7.3%와 0.7%로 아주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대부분 간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는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옥외간판의 색상은 화려해야한다’라는 문항에서는 보통 33.3%, 그렇지 않다 26.7% 

순서로 나타나 무조건 눈에 띄고 화려한 색상만 강조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으로 

나타났다. ‘옥외간판은 크게 만들어야한다’라는 질문에서도 보통이다 31.3%, 그렇다 26.7%, 

그렇지 않다 20.0% 순으로 응답하여 간판의 무조건적인 크기보다 적당하고 보기좋은 간판의 

형태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 간판의 특성이나 개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표4-6 [전반적인 소비자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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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율(%)

간판설치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개선 62 41.3

간판에 대한 이력제 도입 및 제작비용의 표준화 12 8.0

간판 제작 시 전문가 그룹(디자인 회사 등) 자문 강화 29 19.3

각 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 활용 20 13.3

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상가 주인의 의견 수렴 27 18.0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및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0 0

 향후 옥외간판을 개선할 때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에 대한 설문으로는 다음과 같다.

안전성에 대한 문제개선이 41.3%로 가장 크게 나타나 1차적으로 간판에 대해서 안전하고 적절

하게 규제 된 간판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강화 

19.3% 로 나타나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건물과의 조화를 위

한 업주의 참여도 18.0%로 높게 나타났다.  

표4-7 [옥외간판의 개선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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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아주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아주

중요하지

않다

관광지역에서 옥외간판의 

디자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빈도 83 54 11 1 0

비율 55.3 36.0 7.3 0.7 0

구 분 빈 도 비 율(%)

서체 42 28.0

간판의 크기 16 10.7

색상 13 8.7

일러스트레이션 35 23.3

레이아웃 8 5.3

조명 2 1.3

친환경적인 소재 활용 5 3.3

지역의 특징적인 이미지 29 19.3

3.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에 대한 인식과 개선에 관한 질문

 관광지역의 옥외간판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향후 개선을 위한 설문에서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의 중요도’를 알아본 질문에는 아주 중요하다 55.3%, 중요하다 36.0%로 관광

지역 옥외간판에 대해서 시민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8 [관광지역 옥외간판의 중요도 분석]

 ‘관광지역의 옥외간판의 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각요소’에 관한 질문에서는 서

체가 28.0%로 나타나 가독성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러스

트레이션 23.3%, 지역의 특징적인 이미지 19.3% 순서로 높게 나타나 옥외간판의 디자인에서 

중요시 되는 점을 추출할 수 있었다. 

표4-9 [관광지역 옥외간판의 디자인 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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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아주

그렇지않다

관광지역에서 옥외간판 디자

인은 중요하다

빈도 70 65 11 2 1

비율 46.7 43.3 7.3 1.3 0.7

좋은 옥외간판 디자인은 관

광지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빈도 71 65 12 2 0

비율 47.3 43.3 8.0 1.3 0

좋은 옥외간판 디자인은 관

광지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빈도 68 63 11 7 1

비율 45.3 42.0 7.3 4.7 0.7

개인적으로 옥외간판은 거리

환경에 중요하다고 본다

빈도 67 68 12 3 0

비율 44.7 45.3 8.0 2.0 0

관광지역에서 옥외간판을 보

고 상점을 선택한 적이 있다

빈도 38 79 28 4 1

비율 25.3 52.7 18.7 2.7 0.7

관광지역을 갔을 때 낙후되

고 무질서한 옥외간판 때문

에 실망한 적이 있다

빈도 51 72 19 6 2

비율 34.0 48.0 12.7 4.0 1.3

관광지의 옥외간판들은 통일

성을 이루어 연출되어야 한

다

빈도 35 67 24 22 2

비율 23.3 44.7 16.0 14.7 1.3

옥외간판은 관광지의 특성과 

개성을 담아 디자인되어야 

한다

빈도 64 62 17 4 3

비율 42.7 41.3 11.3 2.7 2.0

 관광지역 옥외간판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

문내용을 작성하여 그 정도의 차이를 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응답에서 긍정적

인 답변인 ‘아주 그렇다’와 ‘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렇지 않다’와 

‘아주 그렇지 않다’는 미약한 수준의 비율로 나타나 분석결과 관광지역에서 옥외간판 디자

인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표4-10 [전반적인 관광지역 옥외간판의 선호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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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 도 비 율(%)

지역이미지와의 조화 73 48.7

건축물과의 조화 27 18.0

업종별 통일성 부여 5 3.3

간판 설치 위치의 표준화 11 7.3

디자인을 이용한 시각적 인지성 확보 34 22.7

설문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않다
아주

그렇지않다

한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들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빈도 37 66 24 21 2

비율 24.7 44.0 16.0 14.0 1.3

건물 벽면에 비례해 간판의 

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도 40 82 19 8 1

비율 26.7 54.7 12.7 5.3 0.7

주변환경의 특성에 따라 빈도 49 53 31 15 2

  향후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개선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역이미

지와의 조화가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관광지역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이 중요

하다는 점을 추출해 낼 수 있었다. 반면 업종별 통일성과 설치 위치는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나 

디자인의 중요성을 더 크게 반영한다는 점을 분석할 수 있다. 

표4-11 [관광지역 옥외간판의 개선점 분석]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더욱 세부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문으로 나누어 그 정도를 파악하였다. ‘주변환경에 따른 색채나 크기의 통일감’에 대

한 질문과 ‘업종의 개성과 건물과의 조화를 반영한 디자인’에 관한 질문에서 ‘아주 그렇

다’와 ‘그렇다’와 같은 긍정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간판의 크기 규제’나 ‘통

일된 형태’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렇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판제작의 전문성과 향후 

관리에 대한 질문 또한 대부분의 응답이 긍정으로 나타나 향후 간판개선시 반영해야할 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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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색채나 서체등을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
비율 32.7 35.3 20.7 10.0 1.3

옥외간판의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빈도 42 65 34 6 3

비율 28.0 43.3 22.7 4.0 2.0

간판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빈도 72 66 10 2 0

비율 48.0 44.0 6.7 1.3 0

주변환경, 엄종의 개성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빈도 69 62 14 3 2

비율 46.0 41.3 9.3 2.0 1.3

간판 제작업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빈도 61 66 18 5 0

비율 40.7 44.0 12.0 3.3 0

상업 간판이 공공 간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빈도 55 76 12 4 3

비율 36.7 50.7 8.0 2.7 2.0

표4-12 [관광지역 옥외간판의 개선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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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결과

 본 조사는 관광지역 옥외간판의 현황을 중심으로 소비자인 일반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시각적 인지성 등의 정도를 알아보고, 옥외간판의 중요성과 문제점,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조사

를 통해 파악한 후 향후 적절한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옥외간판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에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이룬 옥외간판에

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옥외간판들은 가독성이나 홍보에 주력하

여 과도한 문자나 일러스트의 사용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인데, 소비자들은 컬러나 재질등의 통

일감 있는 사용으로 주변과의 조화를 이룬 안정적인 디자인을 원하고 있다.

 둘째,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지나치게 크거나 화려한 컬러, 간판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목되었다. 거리의 무질서하고 과다하게 설치된 간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으

로 나타난다. 

 셋째, 관광지역의 좋은 옥외간판은 그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며 전반적으로 통일된 이미지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의 특징적인 이미지가 반영되는 일러스트에 호감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

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해보고자 방문한 관광지역에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옥외간판의 일

러스트는 관광객의 호감도와 연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많은 분포의 응답자들이 옥외간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옥외

간판에 대해서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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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소득의 증대로 인해 삶의 질이 윤택해짐으로서 소비패턴 또한 개인의 심미적인 충족이 우선

시 되는 현대 시대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

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상품 뿐 아니라 이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주고 여유를 줄 수 있는 

관광의 흐름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관광지역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고부가가

치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지역마다 다양한 마케팅과 전략으로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

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경쟁력도 향상시킬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

고 있다.

 이로 인해 관광지역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주도하에 다양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중 거리문화 개선은 지역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더욱 더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옥외간판은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

고 지원사업도 부족한 실정에서 개선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도시환경의 오점으로 남

겨져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인 시각적 공해를 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외간판의 개발이 필요한 관광지역 중에서 전남 해남군 두륜산을 연

구 지역으로 선정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지역의 특성과 유사한 역사, 문화, 사적이 있는 관광지역을 국내·외에서 선정

하여 지역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옥외간판의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과의 연계성이나 차별화 된 

요소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전남 해남군 두륜산 옥외간판의 개선에 시사점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각적 디자인 요소의 특징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도출해 낸 결과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광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옥외간판 디자인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할 수 있다. 

 첫째, 옥외간판에 지역의 특징적인 브랜드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관광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관광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느끼고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다. 때문

에 업종의 과도한 표기보다 지역의 특징을 느낄 수 있는 일러스트나 색채의 디자인으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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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통일된 거리 환경을 느낄 수 있고, 이는 시각적으로 깨끗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어 관

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둘째, 간판을 내부요소와 외부요소로 나누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건물의 색

상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친 

마케팅에만 주력하여 화려하고 강한 색상만을 사용한 옥외간판은 오히려 관광객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채도와 명도의 조절을 통해 조화를 이루고 건물의 재질에서 통일감을 적용하여 

하나의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것이 좋다. 

 셋째, 적절한 일러스트의 사용과 서체의 적용은 호감도를 높힌다. 설문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간판에 적용된 일러스트를 옥외간판의 중요한 요소로 인지하고 있고 이를 보

고 호감을 느낀다는 분포가 많았다. 적절한 일러스트의 적용은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간판의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와의 레이아웃을 고려한 조화

로운 디자인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역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형성하여 그 안에서 각각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한계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옥외간판은 개인의 소유물이고 또 업종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형태나 컬러, 설치의 위치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해야만 하는 몇 가지 규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특성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디자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 옥외간판의 성패는 지역주민의 참

여와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결성이나 지자체의 지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기관이나 젊은 인재들을 육

성하여 주민들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면 더욱 원할한 옥외간판 개선이 시행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낸 문제점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와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옥외간판의 미

래와 향후 개선사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의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특화할 수 있는 간판디자인 수립을 위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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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소중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응답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대학원의 석사과정에서 “관광지역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옥외간판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연구에 필요한 

설문지로써 향후 관광지역 간판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에 소중한 도움이 될 것이며 조사 결과는 통

계 처리하여 학술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박수영

부록

설 문 지

“관광지역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옥외간판의 시각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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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대상자 일반사항]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2.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①10대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이상

3.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학생  ②공무원  ③회사원  ④자영업  ⑤무직  

  ⑥기타(            ) 

[옥외간판 전반에 관한 질문]

1.귀하께서 간판을 볼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①서체 ②간판의 크기(형태)  ③색상 ④일러스트레이션(그림, 사진 등) ⑤ 레이아웃 

2.옥외간판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문자와 간판 바탕의 색채 조화

②주변 건물과의 조화

③개성이 강한 일러스트레이션

④차별화 된 서체  

⑤간판의 크기

3.귀하는 옥외간판의 어떤 점이 시각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불규칙적인 크기

②업종과의 부조화

③지역이미지와의 부조화

④건물과의 부조화

⑤설치위치의 무질서

⑥자극적이고 통일성 없는 색채사용

4.좋은 디자인의 간판은 어떤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조형미가 아름다운 디자인

②정보 전달력이 좋은 디자인

③단순하고 간단명료한 디자인

④거리와 잘 조화되는 디자인

⑤개성있고 차별화 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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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3 관광지역에서 옥외간판 디자인은 중요하다

4 좋은 옥외간판 디자인은 관광지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5 좋은 옥외간판 디자인은 관광지의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6 개인적으로 옥외간판은 거리환경에 중요하다고 본다

설문내용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아주

그렇지

않다

5 옥외간판은 모두 통일성 있게 표준화되어야 한다

6 옥외간판 디자인은 차별화 된 개성이 중요하다

7 옥외간판의 색상은 화려해야 한다

8 옥외간판은 잘 보이도록 크게 만들어야 한다

각 문항을 자세히 읽고,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시(v)하십시오.

9.향후 간판 개선사업 시 개선해야 할 내용을 지적한다면 순서대로 세가지만 선택해 주십

시오. 1순위(             ) 2순위 (          ) 3순위 (          )

①간판설치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 개선

②간판에 대한 이력제 도입 및 제작비용의 표준화

③간판 제작 시 전문가 그룹(디자인 회사 등) 자문 강화

④각 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작 활용

⑤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상가 주인의 의견 수렴

⑥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및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에 관한 질문]

1. 관광지역에서 옥외 간판의 디자인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아주 중요하다   ②중요하다   ③보통이다   ④중요하지 않다   ⑤아주 중요하지 않다

2.관광지역 옥외간판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3순위 (             )

①서체 ②간판의 크기(형태)  ③색상 ④일러스트레이션(그림, 사진 등) ⑤ 레이아웃  ⑥조명

⑦친환경적인 소재 활용 ⑧ 지역의 특징적인 이미지

각 문항을 자세히 읽고, 각 질문에 대한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시(v)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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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지역에서 옥외간판을 보고 상점을 선택한 적이 있다

8
관광지역을 갔을 때 낙후되고 무질서한 옥외간판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다

9 관광지의 옥외간판들은 통일성을 이루어 연출되어야 한다

10 옥외간판은 관광지의 특성과 개성을 담아 디자인되어야 한다

설문내용
아주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그렇

지않

다

아주

그렇

지않

다

12 한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들의 형태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13 건물 벽면에 비례해 간판의 크기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주변환경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채나 서체등을 통일감을 주어야 

한다

15 옥외간판의 수량을 제한해야 한다

16 간판 설치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17
주변환경, 엄종의 개성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한다

18 간판 제작업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19 상업 간판이 공공 간판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11.관광지역의 옥외간판 디자인 개선 시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

까?

①지역이미지와의 조화

②건축물과의 조화

③업종별 통일성 부여

④간판 설치 위치의 표준화

⑤디자인을 이용한 시각적 인지성 확보

다음은 바람직한 관광지역 옥외간판 디자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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