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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에서 대표적인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적 표현 특징과 규칙을 살펴보고 
유형별 심벌마크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선호도를 연구하는데 있다. 먼저 중국 상위 100위 내 박물관 중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적 표현 주제, 표현 유형, 표현 경향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주제와 표현 유형 간의 
관계를 통해 디자인 규칙을 연구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목성, 전달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 
종합 선호도 등 6가지 측면에서 선호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제 측면에서 지역 역사 주제를 표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현 유형의 경우, 구상형과 한자의 형상화를 사용하는 심벌마크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유형별 표현 내용과 특징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구상형
을 통해 지역 역사, 건축,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주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추상형을 통해 이념을 
표현하고 기하학적 도형을 통해 이념과 건축의 부분적 특징을 표현하였다. 문자, 구상형(건축, 지역 역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주제), 추상형(이념 주제) 세 가지 형식을 결합하고 혼합형인 문자의 형상화, 추상 및 문자 혼합
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으로 표현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관람객은 심벌
마크 표현 유형에서 구상형, 표현 내용에서 지역 역사 주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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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and laws of the symbol mark 
design of representative regional history museums in China, as well as the preferences of Chinese 
audiences for the symbol marks of different types of Chinese regional history museums. First, the 
performance theme, performance type, and type performance tendency of symbol mark modeling of 
the regional history museums among the top 100 museums in China are analyzed. Second, design laws 
based on the interrelationship of performance theme types and design performance types are explored. 
Finally, the questionnaire survey is carried out to explore preference from the aspects of attention, 
readability, closeness, originality, aesthetics and comprehensivenes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theme of regional history is the most in terms of themes. As for the modeling performance types, the 
concrete type and the visualization of Chinese character are the most. According to the content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performance types, the following model characteristics are formed: 
expressing the theme of regional history, architecture, and regional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through the concrete type, expressing the concept through the abstract type, and expressing the 
concept and implying some building features through the geometric abstract figure. The three forms 
of the literal type, the concrete type expressing architecture, regional history, and regional natural 
ecological environment theme content, and the abstract type expressing concept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and expressed through the visualization of character, the mixture of abstract and literal type, 
the mixture of concrete and abstract type, and the mixture of concrete and abstract literal type in the 
mixture type.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Chinese audiences have higher preference for the 
concrete type in the symbol mark performance type and the regional historical theme in the 
performance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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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중국에는 각 지역별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 

역사 박물관이 다수 운영하고 있다. 지역 역사 박물관
은 해당 지역에 담긴 역사와 문화 유적, 민속 자료, 지
역적 특징과 관련된 전시, 교육, 체험, 서비스 등을 제공
하여 지역 주민과 외부 관람객 등을 유치하고 있다. 또
한, 지역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향
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3]. 최근 박물관 수
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취득
하면서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과 유형이 지속적으로 다
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역사 박물관의 발전과 경
쟁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4-6]. 지역 역사 박물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
역 역사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본연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 

심벌마크는 박물관의 시각 이미지 체계의 핵심적인 
시각 요소 중 하나로 지역 역사 박물관의 브랜드 이미
지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세계테마파크엔터테인먼
트협회(Themed Entertainment Association, TEA)
와 글로벌 컨설팅업체 아에콤(AECOM)에서 발표한 
<2020년 글로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박물관 연간 
방문객 수 상위 20위>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20위 중
에서 중국 본토 박물관 5곳이 선정된 가운데, 그중 지
역 역사 박물관은 2곳이 선정되었다. 한편, 아시아-태
평양 지역의 상위 20위권 중에서 중국 본토 박물관은 
12곳이 선정된 가운데, 그중 지역 역사 박물관은 6곳으
로 나타났다[7].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인 지역 
역사 박물관의 심벌마크를 수집하여 중국 지역 역사 박
물관 심벌마크의 주제 및 표현 유형, 주제별 조형적 표
현 유형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중국 지역 역
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 디자인의 표현 특징과 규칙
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박물관 
관람객이 유형별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에 대한 선
호도를 분석한다. 또한, 소비자와 지역 역사 박물관 심
벌마크의 시각적 소통에 관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소비

자의 수요를 충족하는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구축과 
디자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 디자인을 위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대표적
인 지역 역사 박물관을 중심으로 심벌마크의 원리와 디
자인 방향을 고찰함으로써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의 심
벌마크 디자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디자인·혁신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박물관 심벌마크 디
자인 방법 연구를 확충하고 타지역의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대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중국 문물교류센터(文物交流中心)의 주도 하에서 박

물관터우탸오(博物馆头条), 문박터우탸오통계(文博头
条统计)는 박물관 전시, 관람 횟수, 온라인 커뮤니케이
션, 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운영 등 지표에 따
라 중국 박물관 트렌드 서치(Chinese Museum 
Trending Searches) 랭킹을 발표했다[8]. 본 연구는 
상기 랭킹의 2021년 1, 2, 3, 4분기와 2022년 1, 2분
기 기준 순위에서 100위권에 진입한 중국 지역 역사 박
물관의 심벌마크를 사례로 선정하였다[8]. 이에 본 연구
에서 다루는 지역 역사 박물관은 중국이라는 지역적 범
위 속에서 대표적인 역사 및 문화 활동, 그리고 근현대
사 등 지역의 민중사(民衆史)와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적 발전 현황과 특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역 
역사 박물관, 또는 중국의 성, 시, 구 3급 행정구역의 지
방 정부가 지역의 이름을 딴 종합 박물관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박물관 중 환경생태 박
물관, 과학기술 박물관 등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박
물관은 제외하였고 중국의 성, 시, 구의 이름을 딴 박물
관, 혹은 역사 박물관의 심벌마크를 수집하였다. 다음으
로, 관련 이론과 수집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국 지역 역
사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의 유형과 주제 유형을 분석
하고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 
표현 특징과 규칙을 탐구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인 요건인 주목
성, 전달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 등 5가지 측면에서
의 선호도와 종합 선호도를 조사하고 중국 박물관 심벌
마크에 대한 중국 박물관 관람객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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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았다. 설문조사는 최근 1년 간 박물관을 방문한 경
험이 있는 중국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6가지 측면마다 가장 선호하는 5가지 심벌마크를 선택
하도록 했다. 그리고 6가지 측면에서 선정된 빈도수가 
가장 높은 5가지 심벌마크와 앞서 분석한 지역 역사 박
물관 심벌마크의 디자인 특징을 결합하고 중국 박물관 
관람객들이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 특징을 분석했다[9-11].

Ⅱ. 이론적 고찰

1. 지역 역사 박물관의 정의
김지원(2007)에 따르면, 지역 박물관은 중앙과 지방

의 개념을 초월하여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대상으로 그 
범위 속에 있는 대표적인 역사와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박물관을 가리킨다[12]. 장보윤(2004)은 지역 역사 박
물관에 대해 지역 사회의 도시가 축적한 역사와 문화
재, 민속 자료, 도시의 특징을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보급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지역문
화 센터와 사용자 커뮤니티의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하
는 장소라고 정의하였다[1]. 이 밖에도 행정구역의 분류
에 따라 지역 역사 박물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박물관의 유형은 도시 역사 박물관으로 나타
났다. 도시 역사 박물관에 대해 송종은(2005)은 공공에 
개방된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 정보, 오락을 목적으로 
도시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 보관, 연
구, 교류, 전시, 교육하는 다기능의 다차원적 종합 문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2]. 또한 도시 역사 박물관은 도시
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도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미
래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지역 역사 박물관은 역사의 구명이라는 
목적과 역사적인 유물,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과거 중
심의 전문 박물관에 속하는 역사 박물관과 달리, 지역
의 고대사와 근현대사, 미래 지역 환경의 개선이라는 
역사적 사명으로 특정 지역의 발전 과정을 축적하고 다
양한 주제를 전시하는 종합 박물관을 의미한다
[2][13-15]. 이 밖에도 지역 문화 센터로서, 소장품을 
소장하고 전시하는 공간이자, 역사와 문화를 매개로 소

장품의 보존과 교육, 문화 컨텐츠 개발, 여가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 공간을 가리킨다
[2][16][1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 역사 박물
관에 대해서 지역의 고대사, 근현대사, 미래 지역 환경
의 개선이라는 역사적 사명 등 지역 사회의 도시가 축
적한 역사와 문화재, 민속 자료, 도시의 특징 등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수집, 보존, 연구, 보급하면서 지역의 정
체성을 고취시키고 도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 지
역 종합 문화 센터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종합적인 비영
리 박물관으로 정의하였다.

2.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및 역할
심벌마크는 기업, 개인, 상품, 공공단체 등이 차별적

인 주제를 통해 자신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간결하고 
상징적인 도형으로 디자인한 것을 가리킨다[11]. 지역 
역사 박물관의 심벌마크는 박물관의 경영이념, 사회적 
책임, 서비스 특징 등을 상징하는 시각적 기호로서 때
로는 박물관이 속한 문화적 환경, 지역적 특징을 표현
한다. 또한,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는 지역 역사 박
물관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적 요소로서 지역 역
사 박물관의 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다[18][19]. 박물관의 수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을 누리
고 있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역 역사 박물관이 직면하
는 경쟁과 도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20].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를 통해 대중들에게 박물관 관련 
인식, 연상,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박물관의 차별적인 이
미지를 표현하며 박물관에 대한 대중의 평가와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11].

3.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유형
3.1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디자인 표현 

유형
심벌마크에 대한 분류를 보면, P. Mollerup(1997)의 

연구에서 심벌마크를 이미지 마크와 문자 마크로 구분
했다[21]. 현동희와 임승욱(2001)은 조형적 특징, 표현 
형식, 상징적 표현 요소에 따라 심벌마크를 분류했다
[22]. 김수빈 등(2017)은 조형적 특징과 결합 요소에 
따라 병원의 심벌마크를 분류했다[23]. 본 연구는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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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erup(1997), 현동희와 임승욱(2001), 김수빈 외
(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심벌마크의 조형적 표현 특
징에 따라 수집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디자인 표현을 분류했다.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
마크의 디자인 표현은 크게 구상형, 추상형, 혼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상형, 추상
형, 문자의 형상화, 추상 및 문자 혼합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으로 구분했다.

분류 항목 세부항목

Picture 
marks

Figurative 
marks

Descriptive marks
Metaphoric marks

Found marks
Non-figurative marks

Letter 
marks

Name 
marks

Proper names
Descriptive names
Metaphoric names

Found names
Artificial names

Abbreviati
ons

Initial Abbreviations
Acronyms

Non-acronyms initial
Non-intial Abbreviations

표 1. P. Mollerup(1997)의 분류

분류 항목 세부항목

조형적 특징

단일

구상적 형태
추상적 형태

문자형태
캐릭터 형태

조합
구상 +추상
구상 +문자
추상+ 문자

표현 형식
대칭 vs비대칭
정형 vs 비정형

상징적 표현요소 모티브 분석

표 2. 현동희, 임승욱(2001)의 분류

구분 항목

픽쳐 마크

자연 모티브
인공 모티브

자연 모티브+인공 모티브
글자의 형상화

레터 마크
병원 명

병원 명 축약

픽처 마크 레터 마크 혼합
자연 모티브+글자
인공 모티브+글자

자연 모티브+ 인공 모티브+글자

표 3. 김수빈 등(2017)의 분류

구
분 특징 사례

구상형
구체적인 사물을 조형화하는 심벌마크로 상
징적 대상과 조형을 쉽게 통합함
[24][25][26]

광주(广州) 박물관

심벌마크는 박물관 건물
의 정면 이미지를 표현함

추상형

추상은 비대상적이고 비재현적인 형태로 구
성되고 자연에 속한 형상과 관련이 없는 대상
이다[27]. 추상형 심벌마크는 기존의 형태에
서 벗어나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개념을 표
현하는 마크이다. 추상형 마크는 사물의 구체
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고 암시적인 의미와 특
징을 조형화한 것이다. 사물 또한 개념의 특
징이나 속성을 추출하고 표현한다[28][29]. 
추상형 심벌마크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다
각형, 점, 입체형 등 기하학적 형태와 예측할 
수 없는 유기적인 형태를 결합한 추상적인 도
형을 통해 브랜드 이념을 표현하고 브랜드 심
벌마크로 사용함.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이 단
순한 조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추상형 심벌
마크는 반복적인 학습이 이루어져야만 의미
를 전달할 수 있음[24][26]

상하이(上海) 박물관

‘上(상)’ 자와 유사한 추상
형으로, 추상적인 도형의 
상단은 혁명을, 하단은 
역사를 의미함. 또한, 가
운데 부분은 왼쪽부터 오
른쪽까지 흰색이 상단과 
하단을 나누고 있어, 이
는 상해의 역사와 혁명 
과정에서 상해의 역량을 
이끌어낸 박물관의 개관 
이념을 상징함

혼합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구상과 추상적인 도형을 결합하고 사
용하는 심벌마크

호북성(湖北省) 박물관

심벌마크는 박물관 소장
품인 증후을 편종(曾侯乙
编钟)의 이미지를 표현
하고 양측 확산되는 선으
로 종을 두드린 후 나타
나는 여음을 표현함

추상 및 
문자 

혼합형

문자의 필획과 기하학적 도형 등 추상
적인 도형을 결합함

항저우(杭州) 박물관

심벌마크는 주로 항저우
(杭州) 한자 병음의 첫 번
째 알파벳인 H로 구성되
고 겹겹이 쌓인 H는 항
저우 문화를 전승하고 홍
보하는 박물관의 비전을 
상징함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

문자의 필획과 외형, 그리고 추상적인 
기하학적 도형, 구상적인 도형 등을 
결합함

남산(南山) 박물관
추상적인 직선으로 박물
관의 영문명과 건축 형태
를 구성함

문
자
의 
형
상
화

한자
의

형상화
구상적인 도형과 문자의 필획 
또한 모양을 결합함[23]
또한 전통적인 문양의 구조적 
특징, 중국 전통 서예, 중국 
전통 글자체를 문자 디자인에 
적용함

천진(天津) 박물관

영문
의

형상화

한자 ‘天(천)’과 정(鼎)의 
이미지를 결합함

표 4.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디자인 표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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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크의 표현 내용 관련 선행연구에서 표현 내용

의 유형적 특징과 무형적 특징을 물질 형상과 정신적 
의미로 구분했다[30]. 또한 연구 분야에 따라 심벌마크 
표현 내용의 특징에 따라 분류했다. 예를 들어 혜군정
과 한석원(2021)은 도시 심벌마크에서 표현하는 주제
는 역사문화, 물질적 환경, 자연환경으로 분류했다[31]. 
본 연구는 수집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를 
기반으로 심벌마크의 표현 내용에 따라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표현 주제를 지역 역사, 이념, 건축, 
지역 자연 생태 환경 등 4가지 측면으로 분류했다. 

유형 주요 내용 사례

지역 역사 박물관이 속한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적인 민속 예술, 유물 등

이념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의 포지셔닝, 발전 및 
관리 이념, 박물관의 포지셔닝, 경영 이념, 

사명, 사회적 책임 등을 포함

건축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담아낸 전통 건축, 박물관의 건축물을 

심벌마크로 디자인한 요소

지역 자연 
생태 환경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의 기후 조건, 식물 
생태계, 하천 및 호수, 생물 자원의 특징 등 

자연 생태환경의 요소

표 5.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표현 주제 유형

4.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
적인 요건

심벌마크를 통해 수용자와 긍정적으로 연결시키고 
개성 있는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며 심벌마크의 효
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디자인 요구가 충족
되어야 한다. 박효진(2008), 홍일양(2016), 홍일양
(2015)의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 요건 관련 연구를 
참고하고 수집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특
징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관점에서 요건을 선정하여 중
복된 요건을 통합했다[9][10][32].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 
요건을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했다.

구분 박효진
(2008)

홍일양
(2016)

김현정
(2009)

김규영
(2012)

홍일량
(2015)

가독성 ●
주목성 ●
독창성 ● ● ● ●
심미성 ● ● ● ●
율동성 ●
조형성 ●
의미성 ●
전달성 ●
친근성 ● ●
차별성 ●
용이성 ●
단순성 ● ●
미래성 ● ●
상징성 ● ●

표 6.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인 요건 관련 선행 연구

 

이는 다음 [표 7]과 같다.

분류 주요 내용 비고

주목성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주의를 이끌 수 있는 
심벌마크 홍일양(2015)

전달성 심벌마크 속 문자가 명확하게 보이고 수용자에 
의해 쉽게 이해됨 홍일양(2015)

친근성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심벌마크 홍일양(2016), 
박효진(2008)

독창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심벌마크의 개성과 차
별성을 표현함 홍일양(2015)

심미성 수용자의 미학적 수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홍일양(2015), 
홍일양(2016)

표 7.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인 요건

Ⅲ. 사례 분석

심벌마크 조형 디자인의 표현 특징에 관한 선행 연구
는 대부분 심벌마크의 주제 및 표현 유형, 유형별 표현 
빈도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어, 김수빈 등(2017), 이민영(2017), 임오연과 김정신
(2017)은 심벌마크 디자인 연구에서 심벌마크의 표현 
유형과 주제, 유형별 조형 및 주제 표현 빈도, 주제별 
심벌마크 유형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심벌마크의 조
형적 특징을 연구하였다[23][33][34].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적 내용부터 표
현 형식까지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에 나타난 
조형 디자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수집
한 심벌마크 조형 요소의 표현 내용과 주제 유형, 심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 Vol. 22 No. 10230

마크 디자인의 표현 유형, 유형별 표현 빈도, 주제별 심
벌마크의 표현 유형 특징을 분석하여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 특징과 
규칙을 연구했다. 이 밖에도 본 연구는 심벌마크의 조
형적 특징 분석에 중점을 두고 심벌마크의 색상을 제외
하여 흑백의 심벌마크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에 따라 중국 박물관 트렌드 서치(Chinese Museum 
Trending Searches)가 발표한 2021년 1, 2, 3, 4분기
와 2022년 1, 2분기 중국 100대 박물관에 해당하는 중
국 지역 역사 박물관을 선정하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거나 표현 내용을 식별하기 어려운 심벌마크를 제외
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72개를 수집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사례 조형 디자인 분석

박물관 
명칭 심벌마크 설명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
크의 
유형

남산
(南山) 
박물관

나열된 선, 박물관 건축, 
남산박물관의 영문 

‘NANSHAN 
MUSEUM’을 결합하고 

박물관의 현대적인 특징을 
표현함

건축,
이념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
주산

(舟山) 
박물관

한자 ‘舟(주)’,
중국 고대 창문 도형,
조립식 면을 결합하고 

박물관의 현대적인 특징을 
표현하고 주산을 보여주는 

역할을 전달함

이념,
건축

표 8.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 사례 분석

박물관 
명칭 심벌마크 설명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
크의 
유형

간쑤성
(甘肃省)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마답미연(马踏飞燕)을 

대표적인 요소로 활용함
지역 역사

구상형

광주
(广州) 
박물관

박물관 건축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건축

남영시
(南宁市) 
박물관

낙옆을 통해 사시사철 푸른 
남영시를 의미함. 남영은 
녹색의 도시라고도 불림. 
흩어지는 낙옆을 통해 

남영시의 문화를 홍보하는 
박물관의 취지를 표현함

이념,
지역 자연 
생태 환경

남통
(南通)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건축

내몽고
(内蒙古)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건축

둔황시
(敦煌市) 
박물관

둔황 박물관 중 낙타벽화를 
대표적인 요소로 활용함

지역 역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산시
(山西)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새존(鸟尊)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지역 역사

산시
(陕西) 
역사박
물관

쌍룡으로 구성된 원형과 
박물관 건축으로 구성됨

지역 역사,
건축

상주
(常州)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인 
용문전(龙纹砖)의 무늬를 

대표적인 표현 요소로 
활용함

지역 역사

표 10. 구상형 사례 분석

박물관 
명칭 심벌마크 설명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
크의 
유형

광서
(广西) 
장족 

자치구 
박물관

기하학적 도형과 박물관의 
소장품 

우문동봉황등(羽纹铜凤灯)
과 결합하고 새로운 

시대에서 박물관은 혁신을 
추구하고 문화와 학문 간에 
교류하는 데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을 의미함

지역 역사,
이념

구상 및 
추상 

혼합형

절강성
(浙江省)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과 붓으로 
작성한 곡선을 활용하여 

건축과 역사 주제를 
표현하면서 절강성 역사 

문화의 변화를 담은 
박물관의 사명을 표현함

건축,
지역 역사,

이념

표 9. 구상 및 추상 혼합형 사례 분석

청두
(成都) 
박물관

조립식 면과 박물관의 건축 
외형과 결합하고 박물관의 
현대적인 스타일을 표현함. 
다양한 각도의 면을 통해 

박물관이 관객들에게 
다양한 관점에서 청두 
문화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함.

건축,
이념

구상 및 
추상 

혼합형
호남성

(湖南省) 
박물관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마왕퇴(马王堆)와 

신추부인(辛追夫人)의 
흑지채회관(黑地彩绘棺)의 
도형을 결합하 상추(湘楚) 
수목화의 예술특징을 가진 

곡선으로 표현함

지역 역사,
이념

호북성
(湖北省) 
박물관

박물관의 소장품인 증후을 
편종(曾侯乙编钟)을 표현 
요소로 활용하면서 확산된 

선으로 종의 소리를 
시뮬레이션함

지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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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西安) 
박물관 ﾠ

박물관 건축물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건축

구상형

서주
(徐州)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건축

소주
(苏州) 
박물관

박물관 메인 건물의 정면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건축

안휘
(安徽) 
박물관

박물관 건축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건축

양주
(扬州) 
박물관

전통 용 문양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지역 역사

여순
(旅顺)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건축

영하
(宁夏)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하란산태양신암화(贺兰山
太阳神岩画)’ 속 태양과 

대지 도형을 표현함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지역 역사

옌타이
시

(烟台市) 
박물관

ﾠ

박물관 소장품 
거치문족발형정(锯齿纹足
钵形鼎), 채도분(彩陶盆)과 

물결 무늬를 결합하고 
표현함

지역 역사

온주
(温州) 
박물관

고대 옥그릇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지역 역사

요녕성
(辽宁省)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홍산문화옥저용(红山文化

玉猪龙)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지역 역사

유방시
(潍坊市)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연(鸢)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지역 역사

정주
(郑州)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건축

충칭
(重庆)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을 표현 
요소로 활용함 건축

호주시
(湖州市) 
박물관

박물관 건축을 대표적인 
요소로 표현함 건축

흑룡강
성(黑龙
江省)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동좌룡(铜坐龙)을 대표적인 

요소로 활용함 
지역 역사

박물관 
명칭 심벌마크 설명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
크의 
유형

낙양
(洛阳) 
박물관

N, 회문의 특징, 직선으로 
구성한 추상적인 도형을 
결합하여 역사 문화를 
계승하는 동시에 도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전달함

이념,
지역 역사

추상 및 
문자 

혼합형

항저우
(杭州) 
박물관

여러 층으로 나뉜 알파벳 H
물결과 유사하며 산, 아치형 
다리, 성문이 수면에 비친 
그림자로 구성된 도형으로 
항저우의 지역적 특징을 

표현하면서 항저우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의미함

지역 자연 
생태 환경,

건축,
이념

표 12. 추상 및 문자 혼합형 사례 분석

박물관 
명칭 심벌마크 설명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
크의 
유형

강주시
(赣州市) 
박물관

정(鼎)과 회문,
G를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영문의 
형상화닝보

(宁波) 
박물관

M과 박물관 건축을 
결합하여 표현함 건축

표 11. 영문의 형상화 사례 분석

대련
(大连) 
박물관

M과 박물관 건축을 
결합하여 표현함 건축

영문의 
형상화

무한
(武汉) 
박물관

박물관 건축물과
W, H와 결합해 표현함 건축

상하이
(上海) 
박물관

H, M과 정(鼎)을 결합하고 
표현함 지역 역사

심천
(深圳) 
박물관

S, Z, 회문(回纹), 고대 
창문을 결합하면서 지역 
역사 문화를 표현하는 

동시에 심천을 보여주는 
박물관의 이념을 전달함

이념,
지역 역사,

건축

장주시
(漳州市) 
박물관

박물관의 지붕과 M를 
결합하고 서체의 필적으로 

표현함

건축,
지역 역사

창사
(长沙)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상조 코끼리 
무늬 

동징(商朝象纹大铜铙), 
M과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청해성
(青海省)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인 춤 문늬 
도자기 

화분(舞蹈纹彩陶盆), 중국 
티베트족에서 경의를 

표하는 하다(哈达), 사람과 
사람 간에 물건을 전하는 

도형인 Q, H를 결합하면서 
지역 역사의 주제를 

표현하는 동시에 문화를 
계승하는 박물관의 이념을 

전달함

이념,
지역 역사

푸젠
(福建) 
박물관

M과 박물관 건축물을 
결합하고 표현함 건축

하이난
성

(海南省) 
박물관

H, N과 박물관 건축물을 
결합하고 표현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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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명칭 심벌마크 설명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
크의 
유형

봉현
(奉贤) 
박물관

박물관의 건축물 특징을 
가진 세로 라인으로 
구성된 3개의 원형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고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이념을 

전달함

건축,
이념

추상형

상해시
(上海市) 

역사 
박물관

한자 ‘上(상)’와 유사한 
추상적인 도형을 통해 

박물관의 이념을 표현함
이념

청도시
(青岛市) 
박물관

박물관 건물과 유사한 
수면과 새의 도형을 통해 
청도시 문화를 홍보하는 

것을 표현함

이념

허남
(河南) 
박물관

박물관의 건축물 특징이 
반영된 상하 대립식 

삼각형을 통해 문화 교류의 
장소를 상징함

건축,
이념

허북
(河北) 
박물관

박물관의 건축물 특징이 
반영된 세로로 선을 

나열하고 박물관의 문화 
계승과 홍보 역할을 상징함

건축,
이념

표 13. 추상형 사례 분석

박물관 
명칭 심벌마크 설명 표현 주제 

유형
심벌마
크의 
유형

감단시
(邯郸市) 
박물관

한자 ‘甘丹(감단)’과
박물관 소장품 

투조용문김패식(透雕龙纹
金牌饰)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한자의 
형상화

강서성
(江西省) 
박물관

박물관 소장품 
양면신두상(双面神人头像)

과
한자 ‘西(서)’를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강음시
(江阴市) 
박물관

고대 한자 ‘江(강)’과 강음시 
지리적 형태,

강과 하천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

개봉시
(开封市) 
박물관

한자 ‘开(개)’와
정(鼎)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광동성
(广东省
) 박물관

박물관 건축과
한자 ‘藏(장)’을 결합하여 

표현함
건축

귀주성
(贵州省) 
박물관

한자 ‘贵(귀)’과
회문(回纹)을 결합하여 
도장의 형식으로 표현함

지역 역사

표 14. 한자의 형상화 사례 분석

길림성
(吉林省) 
박물관

한자 ‘吉(길)’과
정(鼎)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한자의 
형상화

남경
(南京) 
박물관

회문(回纹)과
한자 ‘南(남)’을 도장의 

형식으로 표현함
지역 역사

동완시
(东莞市) 
박물관

박물관의 소장품 
원지정대동종(元至正大铜

钟)과
 고대 한자 ‘莞(완)’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사천
(四川省) 
박물관

정(鼎)과
한자 ‘四川(사천)’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산동
(山东) 
박물관

청동기(青铜器) 무늬,
박물관 건축,

한자 ‘山(산)’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건축

수도
(首都) 
박물관

구첩전(九叠篆)과
한자 

‘首都博物馆(수도박물관)’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시안비
림(西安
碑林) 
박물관

박물관 건축과
전통 글자체

한자 ‘碑林(비림)’을 
결합하여 표현함

건축,
지역 역사

안양
(安阳) 
박물관

정(鼎)과
한자 ‘阳(양)’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오중
(吴中) 
박물관

소주(苏州) 원림의 건축적 
특징 요소와

한자 ‘吴(오)’를 결합하여 
표현함

건축

의흥시
(宜兴市) 
박물관

한자 ‘宜(의)’와
산의 조형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임기시
(临沂市) 
박물관

고대 한자 
‘临沂博物馆(임기 

박물관)’을 인장의 형식으로 
표현함

지역 역사

창주시
(沧州市) 
박물관

고대 한자 ‘沧(창)’을
인장의 형식으로 표현함 지역 역사

천진
(天津) 
박물관

한자 ‘天(천)’과
정(鼎)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청주시
(青州市) 
박물관

중국 전통 서체로 표현한 
한자 ‘青(청)’을 도장 

형식으로 구성됨
지역 역사

태주시
(台州市) 
박물관

중국 고대 정(鼎)과
한자 ‘台(태), 州(주)’를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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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 분석
2.1 표현 주제 분석

유형 지역 역사 이념 건축 지역 자연 
생태 환경

건수 43 16 31 6

비율 44.8% 16.7% 32.3% 6.3%

표 15. 표현 주제 분석

표현 주제 측면에서 지역 역사를 주제로 표현한 심벌
마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축, 이념,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2.2 표현 유형 분석

유형
추상 및 

문자 
혼합형

한자의 
형상화

영문의 
형상화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
구상형 추상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건수 2 23 11 2 24 5 5

비율 2.8% 31.9% 15.3% 2.8% 33.3% 6.9% 6.9%

표 16. 표현 유형 분석

표현 유형 측면에서 구상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
음으로 한자의 형상화, 영문의 형상화, 추상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으로 나타났으며, 추상 및 문자 혼합형과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2.3 표현 주제 및 유형의 종합 분석
평량시

(平凉市) 
박물관

한자 ‘平凉(평량)’,정(鼎)과
도철 문양을 결합하여 

표현함
지역 역사

한자의 
형상화

하문시
(厦门市) 
박물관

고대 한자 ‘夏博(하박)’을 
인장 형식으로 표현함 지역 역사

유형 지역 역사 이념 건축 지역 자연 
생태 환경

표현 요소는 
박물관 소장품, 

전통 문양, 도장, 
중국 전통 

글자체, 중국 
전통 예술 형식을 

포함함

점, 선, 면 등 
추상적인 

이미지를 통해 
이념을 표현함

표현 요소는 
박물관 건축, 
지역의 특징이 

반영된 건축물을 
포함함

표현 요소는 
지역의 기후 

조건, 식물, 강 
및 하천, 식물, 
동물을 포함함

구상형

12 1 12 3

추상형

5 3

혼
합
형

한자
의 

형상
화

20 4 2

표 17. 표현 주제 및 유형의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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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표현 측면에서 주제별 사용한 심벌마크의 
유형을 살펴보면, 지역 역사 주제는 한자의 형상화와 
구상형을 통해 표현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념 주제는 추상형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빈
도가 높은 것은 추상적인 도형과 역사, 건축 요소 속 구
체적인 도형을 결합한 구상 및 추상 혼합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주제 측면에서는 구상형, 영문의 형상화
를 통해 표현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측면에서는 구상형, 한자의 형상화를 
활용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유형은 크게 구상
형, 추상형, 혼합형으로 구분했다. 이 세 가지 분류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구상형의 경우, 지역 역사, 건축, 지역 자연 생
태 환경은 구상형 심벌마크를 통해 표현하였다.

둘째, 추상형의 경우, 추상형 심벌마크를 이용하면서 
점, 선, 면을 통해 박물관 이념을 표현하거나 기하학적 
도형을 통해 이념 표현 외에도 건축의 일부 특징을 상
징적으로 구현한다.

셋째, 혼합형(문자의 형상화, 추상 및 문자 혼합형, 구

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의 경우, 
문자, 구상형(건축, 지역 역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주
제), 추상형(이념 주제) 세 가지 형식을 결합하고 혼합
형인 문자의 형상화, 추상 및 문자 혼합형, 구상 및 추
상 혼합형,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형으로 표현하였다.

Ⅳ.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디자

인 선호도 연구

1.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 방법
박물관 관람객이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심벌마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인 요
건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관람객의 수요를 충족하
는 심벌마크를 디자인하는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박물
관 심벌마크 디자인의 조형적인 요건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주목성, 가독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의 5
가지 측면에서 박물관 심벌마크 디자인에 대한 관람객
의 선호도를 분석했다. 또한 중국 박물관 관람객이 심
벌마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종합 선
호도와 관련된 문제를 추가하였다. 박효진(2008), 홍일
양(2015; 2016), 왕샤오리와 김성계(2016)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설문 문항은 주목성, 전달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 
종합 선호도 등 6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주목
성은 가장 시선을 사로잡는 박물관 심벌마크를 선정하
도록 하였다. 둘째, 전달성은 심벌마크에서 표현하는 내
용과 의미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박물관 심벌마크를 선
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친근성은 가장 친근감이 있는 
박물관 심벌마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넷째, 독창성은 
다른 박물관 심벌마크에 비해 가장 차별적이고 창의적
인 심벌마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심미성은 미
적 수준이 가장 높은 심벌마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종합 선호도는 가장 선호하는 심벌마크를 선정
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는 앞서 수집한 72개의 심벌마크로 구성하
였다. 박물관은 대중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기관에 속하
기 때문에 중국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혼
합 
형

영문
의 

형상
화

6 2 7

구상 
및 

추상 
혼합
형

4 4 2
추상 
및 

문자 
혼합
형 1 2 1 1

구상 
및 

추상 
문자 
혼합
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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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설문조사는 최근 1년간 박물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관람객을 조사 대상자로 설정한 후, 2022년 7일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 간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먼저 조사 
대상자에게 지역 역사 박물관의 정의와 범위를 설명한 
후, 6가지 문항에 따라 72개 중국 박물관 심벌마크의 
각 측면에 해당하는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각각 5
개를 선정하도록 했다.

2. 인구통계학적 특성
치타데이터연구센터(猎豹数据研究中心)(2019)에서 

발표한 중국 박물관 관람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박물관 주요 관람객의 연령은 18~40대이고, 그 중에서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35]. 직업으로 
살펴보면, 직장인과 학생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1년간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 
18~40대의 중국 직장인과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박물관 심벌마크에 대
한 관람객 선호도를 분석한다. 이에 본 연구의 설문조
사에 참여한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 
[표 18]과 같다.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08 48.9%
남성 113 51.1%

연령대

0-20세 14 6.3%
21-30세 118 53.4%
31-40세 72 32.6%
41-50세 12 5.4%
51-60세 5 2.3%

직업

전문직 21 9.5%
자영업자 7 3.2%
공무원 16 7.2%
회사원 112 50.7%
학생 61 27.6%
기타 4 1.8%

학력

고졸 이하 2 0.9%
학사 과정 및 졸업 193 87.3%
석사 과정 및 졸업 22 10.0%
박사 과정 및 졸업 4 1.8%

표 18. 인구통계학적 특성(N=221)

3. 조사 결과 및 분석
주목성, 가독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 종합 선호도

의 6가지 측면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5개 중국 지역 역
사 박물관 심벌마크를 선정하고 중국 박물관 관람객들
이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표현 주제와 디자인 
유형에 대한 선호도 특징을 분석했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주
목
성

심벌마크

빈도(비율) 95(43%) 66(29.9%) 49(22.2%) 48(21.7%) 41(18.6%)

전
달
성

심벌마크

빈도(비율) 120(54.3
%)

111(50.2
%) 67(30.3%) 59(26.7%) 51(23.1%)

친
근
성

심벌마크

빈도(비율) 93(42.1%) 56(25.3%) 47(21.3%) 44(19.9%) 43(19.5%)

독
창
성

심벌마크

빈도(비율) 85(38.5%) 75(33.9%) 69(31.2%) 55(24.9%) 47(21.3%)

심
미
성

심벌마크

빈도(비율) 68(30.8%) 66(29.9%) 51(23.1%) 47(21.3%) 43(19.5%)

종합 
선호도

심벌마크

빈도(비율) 83(37.6%) 58(26.2%) 57(25.8%) 44(19.9%) 42(19%)

표 19. 조사 결과

주목성 측면에서 간쑤성 박물관 43%, 산시 박물관 
29.9%, 시안비림 박물관 22.2%, 사천박물관 21.7%, 여
순 박물관 18.6% 순으로 나타났다. 심벌마크의 표현 유
형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
해 구상형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표현 내용에서 다른 주제에 비해 지역 역사 주제인 
심벌마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성 측면에서 사천성 박물관 54.3%, 간쑤성 박물
관 50.2%, 시안비림 박물관 30.3%, 안양 박물관 
26.7%, 여순 박물관 23.1% 순으로 나타났다. 심벌마크
의 표현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이 한자
의 형상화와 구상형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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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내용에서 지역 역사 주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근성 측면에서 간쑤성 박물관 42.1%, 영하 박물관 
25.3%, 청해성 박물관 21.3%, 남영시 박물관 19.9%, 
사천 박물관 19.5% 순으로 나타났다. 심벌마크의 표현 
유형에서 구상형 심벌마크의 선호도가 가장 높고 표현 
주제에서 지역 역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을 표현하는 
심벌마크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 측면에서 호남성 박물관 38.5%, 항저우 박물
관 33.9%, 남영 박물관 31.2%, 장주시 박물관 24.9%, 
영하 박물관 21.3% 순으로 나타났다. 심벌마크의 표현 
유형에서 구상 및 추상 혼합형의 선호도가 높고 표현 
주제에서 박물관 이념, 지역 역사를 표현하는 심벌마크
를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미성 측면에서 산시 박물관 30.8%, 감단시 박물관 
29.9%, 간쑤성 박물관 23.1%, 시안비림 박물관 21.3%, 
산시 역사박물관 19.5% 순으로 나타났다. 표현 유형에
서 구상형 심벌마크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표
현 주제에서 지역 역사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종합 선호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쑤성 박물관 
37.6%, 산시 박물관 26.2%, 시안비림 박물관 25.8%, 
사천박물관 19.9%, 감단시 박물관 19% 순으로 나타났
다. 표현 유형에서 조사 대상자는 다른 심벌마크에 비
해 구상형 심벌마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현 주제의 선호도에서 지역 역사 주제는 다른 
주제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성, 전달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 5가지 측면
에서 1위를 차지한 5개 심벌마크 중 지역 역사 주제를 
표현한 심벌마크가 5개, 구상형 심벌마크가 3개였다. 
전달성 측면에 있어 구상형 심벌마크는 1위를 차지하
지 못했지만 1위와 매우 근접한 비율로 2위를 차지했
다. 심벌마크에 대한 종합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현 유형의 경우 구상형, 주제인 경우 지역 역사일 때 
중국 관람객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적인 심벌마크의 디자인 유형에서 중국 관람객들은 구
상형 심벌마크에 대해 더욱 높은 선호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 측면에서 중국 관람객은 지역 역사 주
제를 가장 선호한 경향이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상위 100위 박물관에 선정된 지역 역
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조형적 표현 주제와 디자인 표현 
유형을 분석하면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표현 특징과 규칙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박물관 관람객이 유형별 심벌마크에 대한 선
호도를 연구했다. 본 연구는 중국 대표적인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 사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심벌
마크 디자인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디자인·혁신 전략을 제공하고자 한
다. 표현 주제 측면에서 수집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에서 표현하는 내용을 지역 역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이념, 건축 등 4 가지 측면으로 분류했다. 그
리고 표현 유형에서 구상형, 추상형, 문자의 형상화, 추
상 및 문자 혼합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추상 및 구상 
문자 혼합형으로 분류했다. 표현 주제를 살펴본 결과,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중에 지역 역사를 표현하는 경
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심벌마크의 표현 유형을 살
펴본 결과, 구상형과 한자의 형상화를 사용한 심벌마크
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내용을 살펴본 결
과,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의 심벌마크에서 독특한 조
형을 가진 소장품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역 역
사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독특한 조형을 가진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독특한 박물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
는 동시에 지역 역사 박물관이 속한 지역의 역사와 문
화적 특징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박물관 소장품의 조
형을 그대로 수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대부분 심벌마
크는 구상형으로 디자인되었다.

종합 분석을 바탕으로,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의 주
제별 심벌마크 유형과 표현 특징을 살펴보고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디자인 표현 규칙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각 주제에 따라 적합한 디자인 형식을 선택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중국 지역 역사 
박물관의 주제별 심벌마크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역 
역사 주제는 한자의 형상화, 구상형을 통해 많이 표현
하는 반면, 이념 주제는 추상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건축 주제는 구상형, 영문의 형상과, 지역 자연 생태 환
경은 구상형, 한자의 형상화를 통해 표현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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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심벌마크의 유형별로 나타나는 표현 특징
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표현 특징을 정리하
였다. 첫째, 지역 역사, 건축, 지역 자연 생태 환경은 구
상형을 통해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추상형 심벌
마크를 이용하고 점, 선, 면 등 추상적인 요소를 통해 
이념 주제를 표현하거나 기하학적 도형을 통해 이념을 
표현하는 동시에 건축의 일부분 특징을 상징적으로 나
타내는 경우가 많다. 셋째, 문자, 구상형(건축, 지역 역
사, 지역 자연 생태 환경 주제), 추상형(이념 주제) 세 
가지 형식을 결합하고 혼합형인 문자의 형상화, 추상 
및 문자 혼합형, 구상 및 추상 혼합형, 구상 및 추상 문
자 혼합형으로 표현하였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목성, 가
독성, 친근성, 독창성, 심미성, 종합 선호도 등 6가지 측
면에서 중국 관람객이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에 대
한 선호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박물
관 관람객은 다른 유형의 심벌마크에 비해 구상형 심벌
마크를 가장 선호하는 것을 나타났다. 주제 측면에서는 
지역 역사 주제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향후 중
국 지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를 디자인할 때 수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구상형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지역 
역사 주제를 강조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심벌마크의 색상, 문자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였다. 이에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더 많은 시각적 표현 언어를 통해 지
역 역사 박물관 심벌마크의 표현 형식을 모색하고 소비
자 선호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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