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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언어경관 측면에서 도로표지의 실태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해양관광

도시의 도로표지 현황과 행태를 조사하고 표기의 경향이나 다언어 표기의 패턴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과 요코하마의 도

로표지 이용자 280명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 관점에서 심미감과 실재감이 정보유용성 및 이용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

식모형(SEM)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과 요코하마의 이용자 모두 심미감과 실재감이 정보유용성에 대하

여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유용성은 이용자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심미감보다 실재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실무자가 언어경관(도로표지)

을 설계하고 실제로 적용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기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어경관(도로표지)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판단하

기 위한 준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접근법으로 도로표지의 메커니즘을 통한 관광도시의 전략 수립 및 운영에 실

제로 활용이 가능한 언어경관의 관리 방안에 기여를 할 것이다.

In terms of the linguistic landscape, attention is paid to the actual condition of road signs, but empirical research on this is insufficie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behavior of road signs in marine tourism cities, and examined the trends and patterns of 

multilingual notation. To this end, 280 road sign users in Busan and Yokohama were empirically verifi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on the effect of aesthetics and presence on information usefulness and user satisfaction from a personal characteristic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both Busan and Yokohama user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information usefulness, and information useful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 satisfaction. In 

particular, it was found that presence had a relatively higher effect than aesthet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not only provide cognitive 

mechanisms for practitioners to design and apply linguistic landscapes (road signs), but can also be used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linguistic landscapes (road signs) have been effectively implemented. In addition, with a new approach, it will contribute to 

the management plan of the linguistic landscape that can be actually use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trategies in tourist 

cities through the mechanism of road 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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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전의 언어 표기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대상이 주로 종이(신문, 잡지, 서적 등) 매체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왔으며 그 

범위도 일상생활과 서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따로 있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4차 산업시대에서는 이러한 연구에만 머무

르지 않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용실태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사회적 정보 및 정보전달을 반영하여 살펴보았다[1]. 이처럼 

활용 가능한 현실적 대상에 대한 연구 및 방법론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주목받고 있다. 또한 부산시는 동북아 해양관광 중

심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과 COVID-19 일상에서도 안전하고, 극복 이후를 대비하여 해양레저 체험여

건 조성 등 부산을 해양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을 반영하고 추진하였다[2]. 이는 최근의 경기불황과 COVID-19

의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바다와 해양관광을 토대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COVID-19의 확산은 일시적 패닉을 넘어 혼란과 함께 실질적으로 관광업

을 포함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여행자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제주체의 대응역량에 따라 파급효과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요코하마는 태평양 

연안 도서지역으로 일본에서 가장 먼저 개항된 항구도시이다. 처음 무역도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해외 정보와 문화를 적극적으

로 습득하여 다양한 관광도시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과 마찬가지로 COVID-19의 확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의 방문이 줄어들면서 관광산업 경기의 둔화와 위기가 심화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상사태 선언의 전면 해제 결정과 ‘위드 코

로나’를 선택하여 관광이 제한적이지만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관광환경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뉴노멀

(New Normal) 시대에 따른 관광시장의 재편이 예상되고, 추후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판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증

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외국어로 된 도로표지가 안내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언어경관의 이해에서 출발하여 도로표지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Landry and Bourhis

(1997)은 언어경관(Linguistic Landscape)을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언어표시, 즉 문자언어에 의해 형성

되는 경관으로 정의했다[3]. 또한 Backhaus(2007)는 문자언어를 매체로 ‘도로표지, 상업용 광고간판, 지명표시, 점명표시, 관청

표지 등에 포함되는 가시적인 언어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와 같은 흐름을 이어받은 庄司( 2007)는 다언어경관에 대해 

일본어 이외를 포함한 표시가 형성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언어형태라고 다시 규정하였다[5].

이러한 연구동향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노출되어 볼 수 있는 언어경관에 주목하였다. 이에 탐색적 연구와 

병행하기 위해 관광도시의 도로표지의 현황과 행태자료를 수집하여, 표기의 경향이나 다언어표기의 패턴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 및 정보 약자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시선으로 언어경

관에 초점을 맞추어 사용실태를 살펴보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러 기존연구에서 언어적 다양성(Linguistic Variability)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양민호(2010)와 이순형과 이현정(2020)의 연구를 살펴보면, 언어경관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모두 다양화, 통일화와 이문화 간의 접촉 및 한국과 일본 인접지역의 언어접촉현상의 흐름을 파악하였다[1,6]. 그러나 이 

결과는 양국의 현 상황일 뿐, 실제로 양국 국민들이 이러한 언어경관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외에 언어경관과 관련하여 심재형(2017)이 역세권의 유동인구 패턴과 영어간판 비율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본 연구도 있다[7]. 하지만 언어경관의 특성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검증한 

실증분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언어경관이라는 관점에서, 심미감과 실재감의 

개인적 특성 개념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정보유용성 및 이용자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도로표지의 매커니즘(mechanism)을 통한 관광도시의 전략 수립 및 운영에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언어경관의 관리

방안에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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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2.1 언어경관의 개념과 특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자표기 연구는 문헌이 주된 대상이었다. 다만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하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연구대상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적 활용가치가 극대화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문자 자체에 대한 연구는 어휘론 쪽에서 주로 다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언어경관 

연구로 설정되어 통합적으로 고찰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의 어려운 점은 연구대상과 자료수집의 한계였다. 

이는 우선 조사대상 및 범위와 연관이 된다. 문자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기존 개념으로 살펴보면 한글, 로

마자, 히라가나, 한자, 키릴문자 등과 같은 비교적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에는 화살표 등과 같은 기호와 화장실 마크와 

같은 픽토그램(Pictogram)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1]. 이러한 표기들을 단순히 그림 또는 기호를 대신하는 시각전달의 한 수단

으로 상징적인 그림으로 된 언어체계이다. 문자가 생활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기본적 의미에서 살

펴보자면, 기호 또는 픽토그램(Pictogram) 역시 한글이나 한자 등과 같은 레벨의 문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문자의 개념을 넓은 의미로서 각국의 문자 체계에 기호와 픽토그램(Pictogram)을 더한 형태로 보았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은 언어경관 속 시각경관에 해당된다.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며, 언어경관 

연구의 범위는 Table 1과 같이 시각경관(Visual landscape), 음성경관(Vocal landscape), 촉각경관(Tactile landscape) 3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각경관에서의 분석대상은 기호, 전단지, 간판, 공지, 안내표식 및 픽토그램(Pictogram)을 포함한 다양

한 문자이며, 음성경관은 귀에 들리는 모든 음성 언어(예: 방송안내, 관광지 안내, 박물관 해설 등)가 그 대상이며 해당 국가의 언

어 및 방언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촉각경관은 손발로 만져볼 수 있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표기

인 점자, 보도 블록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언어 표기의 요소들을 조사함으로써, 실생활 속 언어표기의 다양성과 실제

적으로 활용 가능한 편리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언어 표기 연구에 관한 자료 수집 시 연구자의 활동 범

위와 조사 지역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Table 1. Scope of landscape

Type Visual landscape Vocal landscape Tactile landscape

Definition

- All visible forms to the human eye

- Various characters including signs and 

pictogram

- All spoken languages audible

- The language and dialect of the 

country

All elements that can be touched with 

hands or feet such as braille

Examples
Signs, Flyers, Signs, Notices, 

Information signs and pictogram etc.

Broadcast information, 

Tourist information, 

Museum commentary etc.

Blind tiles, Tactile tiles, Braille books, 

Braille items etc.

Image

Tourist information sign board Multilingual voice guide Block indicates “Go” &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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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양관광도시에서 부산의 언어경관

부산시는 2020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용자 중심의 표지체계인 “읽기 쉬운 길 찾기(Way-finding)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8]. 이는 다언어 표기(국문, 영문, 중문, 일문 병기)를 통해 국제표준 관광안내표지를 추구하여, 관광객

의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안내체계를 수립하여 구축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변정민(2006)은 간판언어와 광고언어의 언어활동에서 나타나는 언어 유형을 분석하여 문화적 유형과 사

회상황에 미치고 반영하는지를 파악하였다[9]. 오미경(2014)은 해항도시인 부산의 관광지 간판에 대한 언어(어종)분석을 통해 

언어활동의 분포를 확인하였다[10].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언어경관 연구가 다양한 부분(사회언어학, 사회문화 비교, 언어학적 

특성 등)에 인식조사 연구로 검증을 시도하고 있지만, 한정된 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김지호와 홍동식(2015)은 

해운대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관광안내표지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의 언어경관에 대한 조사 활동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언어표기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할 연구방법론

으로 진행하였다. 즉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조사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현재 길거리의 실사사진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 3차원으로 보여 주는 지도 정보서비스가 많은 국가와 도시에서 드론이나 헬리콥

터 등으로 촬영된 항공 뷰 및 지상에서 실사 촬영된 로드 뷰 등을 인터넷 상에 공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는 Daum 로드 뷰와 Naver 지도 거리 뷰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인 구글 맵스 및 구글어스 스트리트 뷰, 

인도어 뷰가 대표적으로 제공되는 예라고 볼 수 있다. Fig. 1은 한국의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로드 뷰를 캡처한 장면으로, 

이는 ‘다대로 몰운대’ 방향의 이정표 모습이다. 다음(Daum)에서 로드 뷰 촬영이 시작된 것은 2008년이지만 이 지역은 2012년 

1월(a)부터 존재하였고, 다른 지역보다 단순하게 변경된 가장 최근 사진인 2021년 1월(b)까지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12]. 

(a) January 2012 (b) January 2021

Fig. 1. Screenshot ‘Molundae’ of road view on Daum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같은 지점의 변화된 옛 언어경관 모습을 Table 2와 같이 통시적(通時的)으로 분석 가능하다. 2008년

도에는 ‘다대포해수욕장(Dadaepo Beach)’ 표기였던 것이 4년 뒤인 2012년에는 ‘다대포해수욕장(Dadaepo Beach)’에 한자 간

체자(多大浦海水浴场), 번체자(多大浦海水浴場)의 형태로 표기가 변화되었으며, 또한 상단에 적힌 ‘다대포 꿈의 낙조분수’ 경

우에도 간체자(多大浦梦之夕阳喷泉)에 일본어(サンセット・ファウンテン・オブ・ドリーム) 표기도 추가되었다. 이는 단순

히 표기가 변경된 것뿐만 아니라 변화된 시점(2012년 3월)도 확인할 수 있다[13].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연구자는 장소와 시간

에 구애 받지 않고 동일한 지점의 외관상의 언어변화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다. 한편, 건물 안쪽 모습에 대한 언어표기 

연구는 구글 인도어 뷰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시설(공항, 쇼핑몰, 경기장 등) 내의 새로운 언어표기 동향에 대

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앞에서 정의한 넓은 의미의 문자 개념에 포함시킨 기호나 픽토그램(Pictogram)의 확장성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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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of inscription

October 2008 March 2012 January 2021

- The inscription of Dadaepo Beach in 2008

- The inscription of Dadaepo Beach in 2008 

changed into Dadaepo Beach in 2012

- The inscrip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Dadaepo Beach in 2012

- It has maintained its current signboard 

since 2012

2.3 해양관광도시에서 요코하마의 언어경관

요코하마는 문화와 비즈니스의 명성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요

코하마시가 도시계획과 문화정책의 특화된 방향성과 관련성을 보여준 ‘미나토미라이 21(Minatomirai 21) 프로젝트’는 도시정

비와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시도한 대표적인 경관형성 사업의 성공사례로 들 수 있다. 그 결과, 요코하마는 인기가 있는 

핵심지역 일뿐만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도 자리 잡았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Backhaus(2007)가 일본의 ‘다’언어경관의 일

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야마노테선(山手線, やまてせん) 주변의 일정 지역 내의 경관을 조사했다[4]. 분석결과, 도쿄

의 언어경관은 도쿄도의 외국인의 거주패턴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田中ゆかり(2009)는 표준화의 관점에서 수도

권의 다언어 표시에 대해 파악하였는데, 다언어표시가 일반화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표준모델로 수렴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14]. 이 표준모델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4개의 언어에 픽토그램(Pictogram)이 함께 조합된 형태를 의미한다. 항구도시

인 요코하마 안내표지의 형태 및 구성요소는 표준화 가이드라인의 의해 이용자가 명확하고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

다[11]. 요코하마의 관광안내 유도표지에 사용된 기본 색채이미지는 표지의 배경색을 흰색으로 적용하고, 명도차를 높여 가독성

을 높인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고령화 되어가는 점을 인식하여, 시각적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에 색상을 고

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주 정보(Primary Information)는 문자의 레이아웃에 맞게 픽토그램(Pictogram)이 구성 및 

배열되어 있다. 즉 거리가 멀어서 글자의 판독이 어려워도, 장소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배치되어 있어 효과적인 정보를 전달

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Fig. 2는 구글 스트리트 뷰(Google Street View)를 활용하여 수집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역’과 ‘-공원’을 

나타내는 ‘-에키(-駅)’ ‘-고엔(公園)’에 관한 설명이다. 특히, 표기도 다언어화와 표기의 다양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현

재 영어 표기로 ‘-에키’나 ‘고엔’만 적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편 다언어화가 진행되어 ‘-역’은 영어로 ‘Sta.’로 ‘-공원’은 

‘Park’ 로 표기된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역’과 ‘공원’ 표기와는 달리, ‘아카렌가 창고(赤レンガ倉庫)’를 나타내는 ‘소

코(倉庫)’에는 뜻을 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음을 그대로 표기해 두었다. 즉, ‘빨간 벽돌 창고’라는 ‘Red Brick Warehouse’ 의미

를 모르고 단지 ‘Aka-Renga soko’로 하이픈(-)을 이용하여 음을 붙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진에서 보이는 ‘항구가 보이는 

언덕공원’의 경우에도 원래 영어표기라면 ‘Hill park with a View of the Harbor’가 맞지만 ‘Minatonomieruoka Park’로 표기하

여 도로표식 이용자의 관점에서 표시하였다[15]. 이와 같이 기존의 도로표식과는 달리 표기에 이렇게 음독(音讀)과 훈독(訓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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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재된 종류가 많았다. 다만, ‘역’이나 ‘공원’ 또는 ‘터미널’처럼 명백하게 뜻이 쉬운 공공 지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는 의미를 

설명하는 형태의 도로표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고처럼 관광지의 독특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음독(音讀)을 우선시 한다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자를 읽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장소로 이동할 경우에는 읽는 방법으로 나타난 표기가 매우 도움

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일반명사까지 확대해서 음독(音讀)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과잉대응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Fig. 2. Examples of “Station” and “Park”

다음으로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이코(開港) 광장 앞’을 ‘Port Opening Plaza’로 표기했을 경우 ‘앞’이라는 내용 부분이 

사라졌다. 이런 경우 ‘앞’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아도 의미전달에 장애를 받지 않는 곳이지만, 표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충분

히 감안하여 게시해야할 것이다[16]. 마지막으로 표기의 통일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산바시(大さん橋)’라는 곳을 표기하는 영어

의 경우, ‘Osanbashi PIER’라고 되어 있다. ‘오산바시’가 관광지가 되어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표기의 통일이 필요

하다. 옆의 도로표식에는 ‘Osanbashi Pier’라고 소문자로 표시가 되어있어 혼동을 줄 수 있다[17]. 이는 영어의 병기로 외국인이 

쉽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공공시설의 언어표식은 통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산바시’라는 ‘부두’라는 뜻을 붙여 ‘Pier’ 

영어로 표기하였지만, 통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소문자를 사용하여 통일감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가이코 

광장 앞’의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 ‘Front of Port Opening Plaza’처럼 표기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영어 표현으로 신

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Fig. 3. Examples of “Port Opening Plaza” and “Osanbashi PIER”

2.4 심미감과 실재감, 정보유용성 및 이용자만족 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도로표지 이용자들이 심미감(Esthetics)을 지각한 상황과 실재감(Presence)을 지각한 상황으로 두 가지를 살펴

보았다. 심미감(Esthetics)은 “어떤 대상에 대해 아름다움의 본질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정도로, 오래전부터 예술가들의 작품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정의된다[18]. 그리고 실재감(Presence)은 “개인적 특성 변인으로 특정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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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통해 제시되는 대상이 개인의 인지적 특성(Personal Factor)으로 그 매개체를 느끼거나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된다[19]. 정

보유용성(Information Usefulness)은 정보수용자가 특정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의 업무생산성과 효율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믿거나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20]. 이는 도로표지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용하는데 있어 실제로 보다 정

확히 파악하고, 사용측면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호작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도로표지 이용자는 정서적 또는 인지적 반

응으로 단 하나의 정보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의

사결정을 한다. 이는 도로표지 이용자가 모든 정보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용자의 인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심리적 기제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재감과 심미감은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서

로 상호작용을 맺으면서, 정보유용성 및 이용자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정교화(elaboration) 과정을 거친다. 이때 의

사결정시 접하게 된 상황에 따라 정보유용성 및 이용자만족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21]. 이처럼 도로표지의 내용에 따라, 

이용자들의 인지와 맞는 정보를 통해 이용자들이 그 정보를 신뢰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을 높이는데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표지 이용자의 개인 특성 중 심미감과 실재감을 중심으로, 도로표지에 대한 정보유용성

과 이용자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고자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부산의 도로표지 이용자가 지각한 심미감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부산의 도로표지 이용자가 지각한 실재감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부산의 도로표지 이용자가 지각한 정보유용성은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 요코하마의 도로표지 이용자가 지각한 심미감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 요코하마의 도로표지 이용자가 지각한 실재감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 요코하마의 도로표지 이용자가 지각한 정보유용성은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분석대상

본 연구는 편의표본법(convenience sampling)을 사용하여 2021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부산과 요코하마를 방문한 280

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분석하였다. 부산의 서베이 응답자 150명의 성별을 살

펴보면 남성이 85명, 여성은 65명으로 각각 56.7%와 43.3%로 구성되었다. 연령별 구성은 전체적으로 30대와 40대(36.7%; 

36.7%)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50대(18.0%), 10대(8.7%)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미혼(71.3%)

이 기혼(28.7%)보다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 및 졸업(64.0%), 대학원졸업(19.3%), 고졸(16.7%) 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여행 빈도는 대부분 한 달에 1~2회 정도 하는 편(62.7%)이며, 여행하는 정도가 증가한 편이란 응답이 반수 이상이었

다. 요코하마 130명 이용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73명(56.2%)이었고, 여성이 57명(43.8%)이었다. 연령별 구성은 30대가 38명

(29.2%), 40대 59명(45.4%), 20대 24명(18.5%)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30~40대였다. 응답자의 교육 수준은 대학교 재학 및 졸

업이 93명(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원 졸업 및 재학이 21명(16.2%)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대학생이 63명

(51.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인이 22명(16.9%) 순이었다. 기혼인 응답자가 103명(79.2%)으로 미혼인 응답자 27명

(20.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행 빈도는 대부분 한 달에 1~2회 정도 하는 편(40.0%)이며, 3~5회 정도 하는 편이 28.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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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심미감을 측정하기 위해 배수진과 권오병(2018)의 측정항목 중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수정하여 3문항

(예: 도로표지 상의 콘텐츠는 조화롭게 잘 꾸며져 있다, 도로표지들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다, 도로표지 상의 디자인은 매력적

이다)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22]. 실재감은 전기흥 등(2015)에서 사용한 3항목(예: 이용한 도로표지는 사실감이 있다, 

이용한 도로표지는 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이용한 도로표지는 정감이 있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3]. 정보유용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Nysveen, Pedersen and Thorbjørnsen(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3개 문항(예: 해당 정보는 나의 효율성을 

증가 시켰다, 이 정보는 나에게 유용했다, 이 정보는 나의 시간을 절약시켰다)으로 측정하였다[24]. 이용자만족은 3개 문항(예: 기

대 충족 또는 정도, 이상적인 도로표지 수준, 도로표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으로 사용하였다[25].

4. 연구결과 

4.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SPSS 26.0을 사용하여 각 변인들 간의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Table 4와 같다. 심

미감에 대한 Cronbach’s α 계수는 .831(부산); .801(요코하마), 실재감은 .838(부산); .842(요코하마)로 나타났다. 정보유용성

은 .745(부산); .785(요코하마), 이용자만족은 .837(부산); .873(요코하마)로 나타나 모든 신뢰도 지수가 .70 이상의 Cronbach’s 

α 계수를 나타내고 있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26]. 또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산의 경우에는 심미감과 실재감 간

의 척도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r=.760)를 지니고 있고, 실재감과 이용자만족 간의 상관관계는 가장 낮은 상관(r=.534)을 보였다. 

또한 요코하마의 경우에도 심미감과 실재감 간의 상관관계는 가장 높은 상관(r=.715)을 보였고, 실재감과 정보유용성 간에는 가

장 낮은 상관관계(r=.543)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α=.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각 변인의 평균분산추출(AVE)은 변인 간의 공변량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nalysis (Busan)

Variables M SD 1 2 3 5

1. Esthetics 2.9600 .93096 (.831)

2. Presence 3.0667 .97823 .760** (.838)

3. Information usefulness 3.3150 .66739 .661** .626** (.745)

4. User Satisfaction 3.4227 .80319 .602** .534** .720** (.837)

Note: **p<.0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analysis (Yokohama)

Variables M SD 1 2 3 5

1. Esthetics 2.8750 .87285 (.801)

2. Presence 3.0173 1.03110 .715** (.842)

3. Information usefulness 3.2125 .69041 .621** .543** (.785)

4. User Satisfaction 3.3385 .92706 .605** .596** .831** (.873)

Note: **p<.001. Numbers in parentheses a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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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측정모형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설을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AMOS 26.0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시행하였다. 측정항목 간의 타당성과 모형적합도 지수의 결과 값은 Table 5와 Table 6과 

같다. Anderson and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에 따라 먼저 측정모형 검증을 수행하였다[27].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goodness of fit)는 부산의 경우 χ2=59.288, df=48, GFI=.937, IFI=.989, CFI=.988, TLI=.984, RMR= 

.038, RMSEA=.040이며, 요코하마는 χ2=71.096, df=48, GFI=920, IFI=.976, CFI=.976, TLI=.967, RMR=.038, RMSEA=.061

로 나타나, Hu and Bentler(1999)의 채택 기준(CFI>.90; IFI>.90; TLI>.90; RMR<.05; RMSEA<.08)을 확인하였을 때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28]. 또한 Table 5와 Table 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0이상이고, 개념신

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기준치인 .70 이상으로 나타나 권장수준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인의 평균분산추출 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도 모두 .50 이상으로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보했다[26].

Table 5.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usan)

Variables Items C.R.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VE CR Variables Items C.R.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VE CR

Esthetics

E1

E2

E3

-

8.481

8.868

.766

.727

.878

.629 .835 Presence

P1

P2

P3

-

9.020

9.022

.795

.796

.797

.634 .838

Information

usefulness

IU1

IU2

IU3

-

6.376

6.198

.715

.815

.636

.527 .768
User 

satisfaction

US1

US2

US3

-

8.593

8.588

.701

.834

.853

.638 .840

Table 6.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Yokohama)

Variables Items C.R.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VE CR Variables Items C.R.

Standardized 

factor loading
AVE CR

Esthetics

E1

E2

E3

-

6.523

7.184

.882

.636

.761

.559 .790 Presence

P1

P2

P3

-

7.961

7.994

.673

.883

.856

.655 .849

Information

usefulness

IU1

IU2

IU3

-

6.696

6.810

.693

.817

.738

.564 .794
User 

satisfaction

US1

US2

US3

-

9.614

11.148

.864

.749

.897

.704 .876

4.3 구조모형 검증 결과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부산의 경우에는 적합지수가 χ2=170.709, df=51, CFI=.918, IFI=.928, GFI=.967, 

TLI=.928, RMR=.036, RMSEA=.030이며, 요코하마는 χ2=165.219, df=51, GFI=.958, IFI=.946, CFI=.918, TLI=.946, RMR=

.033, RMSEA=.032로 적합도 기준이 권장 수준으로 충족되게 나타났다[28]. Table 7에서 보듯이,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의 이용자가 지각한 심미감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

었으며(표준화경로계수=.190, t=4.121, p<.001), 실재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가설 2도 채택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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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t=4.768, p<.001). 둘째, 정보유용성은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지지되었다

(표준화경로계수=1.316, t= 5.644, p<.001). 또한 요코하마의 이용자가 지각한 심미감은 정보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으며(표준화경로계수=.187, t=3.897, p<.001), 실재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가

설 5도 채택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308, t=4.576, p<.001). 마지막으로 정보유용성은 이용자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6도 지지되었다(표준화경로계수=1.750, t= 7.263, p<.001).

Table 7. Results of hypotheses testing

Hypothesis Path Standardized Coefficient S.E. T-values Result 

H 1 Esthetics → Information Usefulness (Busan) .190 .046 4.121** Supported

H 2 Presence → Information Usefulness (Busan) .250 .052 4.768** Supported

H 3 Information Usefulness → User Satisfaction (Busan) 1.316 .233 5.644** Supported

H 4 Esthetics → Information Usefulness (Yokohama) .187 .048 3.897** Supported

H 5 Presence → Information Usefulness (Yokohama) .308 .067 4.576** Supported

H 6 Information Usefulness → User Satisfaction (Yokohama) 1.750 .241 7.263** Supported

Note: **p<.001.

5. 결 론

지금까지 언어표기를 다루었던 언어경관 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이유는 언어표기 및 언어경

관 연구에는 실제 공간에서 조사되어야 하며, 예전 모습은 사라지면 추측하기 어렵다는 등의 많은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해양관광도시의 도로표지에 반영한 개인특성 변인을 재개념화하여 언어경관에서 직

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부산과 요코하마의 이용자 모두 심미

감과 실재감이 정보유용성에 대하여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유용성은 이용자만족 사이의 관계에 있

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심미감보다 실재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도로표지의 편리성과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관광객들에게 실재감을 이용해 전달하는 것이 정보유용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표지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더 유용한 요인으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해

야 함을 함의한다. 최근 COVID-19로 인해 한국과 일본 모두 일상생활 및 관광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으며, 이는 대면 접촉이 

필요한 여행, 관광 등에 대한 안정감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는 향후 실무자가 언

어경관(도로표지)을 설계하고 실제로 적응하는데 있어서 인지적 기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어경관(도로표지)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이론적으로 가지는 의의로 언어경관 연구의 범위 확대

이다. 신체의 모든 기관(눈, 귀, 손발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언어가 연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달 

방식의 표기(상형문자화)인 픽토그램(Pictogram)의 확산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실제 조사 대신에 로드 뷰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비용절감으로 기초자료를 제공가능한 점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양화된 언

어표기의 연구방법론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 연구의 경우처럼 인터넷에서 제공된 사진 자료를 통한 통시적(通時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과 요코하마의 도로표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미감과 실재감이 정보유용성 

및 이용자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용자들이 정확한 정보전달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와 주요 영향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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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에 대한 논의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상과 같이 언어표기에 대한 연구는 인

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4차 산업시대를 맞이

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표기 양상을 지속적으로 밝혀야 하고, 오프라인 조사에 머물러 있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온라인 조

사를 병행하면서 효과검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지 조사를 통한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

에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인과관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언어경관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을 토대로 향후 심층 구조(deep 

structure)의 다언어 표기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인접 학문과 연계를 통해 더 정교한 후속 학문의 저변이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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