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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의는 단락분석법을 차용하여 한국의 빌린도시 현상의 유물화로서 그 점검사항의 추출을 목적으로 두 
도시지하철출입문면을 융복합적으로 해석하였다. 본 논의의 주제와 근접하다고 사료되는 논의들을 정리·요약하였다. 

또한 ‘신뢰’, ‘생활세계’, ‘과잉커뮤니케이션’이론을 기반으로 빌린도시 현상의 재정의를 시도하였다. 그 정의에 입각
하여 가장 대표적인 서울·런던지하철 차량의 내부 출입문면에 조성된 옥외광고의 시각·물리적 비중을 해석하였다. 해
석결과 서울지하철의 경우는 공공정보(노선도, 대피요령, 수화기 위치, 비상시출입문, 등)와 상업정보(옥외광고)의 경
계가 매우 모호했으며, 그런 만큼 빌린도시 현상이 매우 일반적인 사회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런던지하철의 경우는 
한국지하철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해석되었다. 결국 본 논의는 두 도시지하철 차량의 출입문을 통하여 높이, 크기, 

색채, 간격, 여백, 그리고 영구성이라는 한국의 빌린도시 현상의 점검사항을 추출하게 했으며, 난립된 한국의 옥외광
고를 제한해야 하는 제안기여도를 갖는다. 

주제어 : 빌린도시, 옥외광고, 런던지하철, 서울지하철, 융복합

Abstract  To derive a check list of a borrowed city phenomenon, this discussion, through two cities subway 
OOH advertising in door, compared for convergence by segment analysis. First, discussions considered to be 
close to the topic of this discussion were arranged and summarized. Seoul and London were selected, and both 
sides of subway train doors in two cities selected, their states pictured and the images analyzed. As a result of 
comparison, in case of Seoul subway, the boundary between public information and commercial 
information(outdoor advertising) was very vague, so the borrowed city phenomenon was very generally 
analyzed. However, In case of London subway, its result was very contrary to that of Seoul. Eventually, 
Subway train doors of Seoul city as a borrowed city extracted check points of height, size, color, interval, 
space and permanency. Therefore in order to study serious discussion this contribution is necessity to limit 
thoughtless OOH advertising by these checklists in Korean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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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4년 재 한국의 극장은 비상시 피경로·요령의 

공공정보를 화상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CGV극

장 측은 상   호타이어 캐릭터인 ‘ 로’와 ‘로로’가 

꾸며내는 이야기를 공공정보와 동시에 상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람객들에게 그 공공정보는 고캐릭터

들의 산만함에 가려 에 들어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상은 시각·물리 으로 한국도시 곳곳에서 감지되는데, 

이는 한국 도시민들의 공공·상업성의 경계에 한 무감

각의 상학 인 결과이기도 하다[1]. 

한국에선 사  ‘상업성(marketability’)과 공  ‘공공성

(publicness)’의 경계의 모호함, 혹은 일방 으로 상업성

이 공공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구체  ‘유물화

(materialization)’는 ‘옥외 고(OOH Advertising)’를 통

해 드러난다. 그러나 한국의 민· 은 이를 동조·개발하기

까지 하여(박 윤, 2009a), 두 문화1) 간의 괴리로 갈등의 

‘문화지체(cultural lag)’라기 보다[2, 3] 합의로서 평온한 

한국특성이기도 하다. 이처럼 한국의 옥외 고는 공공성

으로서 시각·물리  역을 침해해도 되는 상이다[4].

‘게마인샤 트(Gemeinschaft)’의 사회에서 ‘게젤샤

트(Gesellschaft)’로 이행되는 근 의 공공사회는[5, 6, 7, 

8] 모르는 이들 간의 충돌·갈등을 최소키 해 ‘공공

(public)’이라는 것을 필수 불가결하게 설정해 놓았다. 그

리고 그 완성의 도시는 ‘홉스(Hobbes)’의 말 로 투

쟁 즉, 이타경계의 어지러움을 제거키 해 ‘신뢰(trust)’

라는 ‘계약 계’를 구축시켜 놓았는데[9], 그 계약 계 

의 하나가 바로 ‘공공성’이다. 결국 게젤샤 트는 사  

‘상업성’이 무한하게 허용되는 자유가 공  ‘공공성’을 손

상시킨다면 이를 지시키는 도시이다. 그 부재는 ‘아노

미(anomie)’의[10, 11]시각·물리  도시로 표출된다.

그러나 한국도시는 그 상학  선형 계(의식에서 

외모로)를 보이지 않는 독특한 시각·물리  도시로서 이

른바 ‘빌린도시(borrowed city)’ 상으로까지 명명될 정

도다[12]. 그러나 외부인들의 의견을 통한다면 이는 차용

보다 미숙한 공공성이며[13], 때론 안 참사라는 시각도 

제기시킨다. 표 로 ‘한류(Korean Wave)’는 외국인들

로 하여  한국도시방문의 동경을 낳지만 실제 방문은 

1) 공공성준수·경계의 침투·침해 이념과 그에 따른 시각·물리적 
도시 조성

실망을[13]2) 안겨 다. 따라서 본 논의는 그에 한 탐색

을 수행 하 다. 

2. 이론적 논의

2.1 선행논의의 검토

선행논의의 탐색시 은 ‘서울청계천 간 정비사업의  

2004년으로 해야 한다[14, 15].3) 그러나 그 시 은 도시

간의 비교가 실시간으로 빈번해 진  정보사회에서[16] 

축 된 공식시작일 뿐이고, 이미 비공식의 지 은 21세

기(2000년)부터로 야 옳다. 따라서 논의 탐색시 은 

2000년부터로 하 다. 그 요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논의는 도시를 시각 으로 아름답게 하

는 구성요소로 건축물의 ‘ 사드’와 ‘옥외 고물’을 강조

했다. 그리고 그에 한 몇 개의 지역(인사동(서울), 압구

정동(서울), 둔산동( ))을 실제화 했다[17]. 그런데 문

제는 역설에 그치고 만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의는 옥외

고를 한국도시의 미  질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평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개선은 행정개선과 시민 여

다[18]. 한 도시경 을 하여 옥외 고에 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한 논의도 있었는데[19], 두 논의는 옥외 고

를 도시장식의미에 그치고 있었다. 세 번째, 옥외 고에 

공공성을 입한 한 논의는 서울강남·강북의 차이 을 

공공성의 수로서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서의 공공성이

란 옥외 고간 이 타 시각 상들과 조화로움으로서의 

정의 다[20]. 네 번째의 논의는 옥외 고를 통한 도시민

의 의식수 (문화수 )을 추정했는데, 그 사례로서 특정

거리(청계천(서울), 복로(부산), 간 아름다운거리(

주), 아름다운간 시범거리(동탄신도시))를 조사했다

[21]. 그러나 논의는 표출기 에 자리한 시민의식을 설명

해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다섯 번째의 논의는 옥외 고

에 따른 지역의 주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재한(在

2) 2013년 현재 한국의 대중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Kangnam 
style)이라는 대중가요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알려
졌다. 그런 만큼 강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졌다. 그러나 
강남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명성과 다른 몰개성·정돈에 실망
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옥외광고의 무질서를 지적하기
도 했다[53].  

3) 한국의 옥외광고간판정리의 시작은 광복이후 일본식 간판을 
정리하는 일소운동에서 부터이다. 그러고 2004년 ‘서울청계
천간판정비사업’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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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동포들의 상권지역( 천구·구로구· 등포구)이

라서 옥외 고의 양상은[22] 국인선호의 옥외 고를 

옮겨온 실제 다. 여섯 번째의 최근논의는 지하철 역을 

가장 공 공간으로 간주하고, 4국(한국·일본· 국· 랑

스)의 지하철옥외 고를 비교했다[23]. 그러나 이론에 머

물러 있었기 때문에 실제화하기 어려웠다. 일곱 번째, 최

근의  다른 논의는 간 색채를 통한 한국도시민의 미

수 을 검했는데, 이를 통한 한국도시민의 미 수

은 높지 않게 추정하고 있었다[24]. 여덟 번째, 양국(한

국· 국)의 버스 고를 통하여 공공성의 요성을 역설

하는 한 논의는 본 논의의 의도와 흡사했다[25]. 그러나 

여기서의 공공성이란 윤리  고내용이었다. 

  

private 
sphere  

public 
sphere

※ This picture is applied with Young Kook Kim’ s study(Publicness of the 

Exterior Bus Advertising,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 p. 101, 2015.)

public 
sphere

private 
sphere

[Fig. 1] Situation of Public Sphere infiltrated
by Private Sphere   

2.2 빌린도시에 대한 이론적 토대

‘빌린도시’를 설명하기 해서는 빌리는 자와 빌려주

는 자에 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도시를 빌리

려는 자의 차용목 은 기회주의  이득을 취하기 함으

로 설명된다. ‘노 상(street vendor·pop-up store)’은 그 

빌리려는 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노 상이 놓인 길거

리를 오가는 행인들은 길거리의 주인이자 시민으로서 도

시를 빌려주는 자가되는 셈이다. 

그런데 선진 도시에선  빌려주는 자는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빌려주는 자는 빌린도시라는 개념자

체를 알지 못할 정도로 노 행 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말로 법제화에 따른 

무 심인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 에 시민들 간

의 ‘신뢰(trust)’로 형성된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콜

만(Coleman)’은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

을 주장하면서 이 신뢰야 말로 사회에서 개인의 기회주

의  속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제 아닌 기제임을 유추하

게 하게 하 고[26, 27], 좀 더 구체 으로 ‘뵤른스코

(Bjørnskov)’는 그 신뢰라는 사회요소로 도시 경제와 삶

의 질 향상을 제어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28, 29]. 

그런 면에서 신뢰란 어떤 특정 타인에 한 구체 인 

기 내지 포 인 믿음을 의미하는 감정[28] 따 가 아

니라 이념 으로 사회를, 시각·물리 으로는 도시를 성

장  하는 이론토 가 된다. 그러나 공  신뢰는 국가가 

사회내의 제도나 규범에 하여 지칭되는 신뢰이기에[30, 

31, 32, 26, 33, 34], 사회구성원들은 강하게 수해야 한

다. 따라서 공  신뢰의 수는 사회의 력행 를 진

시켜서 사회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합의의 공식화이

다[35, 36]. 

그러나 공 신뢰가 잘 마련된 사회라고 해서 사 신

뢰가 당연히 풍성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를테면 싱

가폴의 경우 규칙 반에 한 엄격한 처벌이 주어지는 

공 신뢰가 강하게 작동하는 사회이고[30, 37], 리의 경

우 그런 공정신뢰의 제도화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하더

라도 이미 사 인 신뢰가 오래 부터 자발 으로 결사·

작동된다. 따라서 시각·물리  도시상태로 싱가폴의 말

끔한 길거리는 벌 부과의 수이고, 리의  말끔한 

도시는 자발  수인 것이다. 

사실 거리는 다수의 시민의 것이지만 구에게 빌려

 수 있는 거래 상이 아니며, 자발 인 사  신뢰합의

는 소비·생산자가 아닌 시민들에게서만 발휘되는 미덕·

신념으로서 민주주의의 성장이자 도시성장의[35, 38, 39, 

40, 41, 42] 덕목이기도 한다. 그러나 경쟁이 힘든 시민에

게 일시 으로 빌린도시허용, 즉 ‘ 극  조치

(affirmative action)란4) 43]는 빌린도시와 구별돼야 한

다. 좀 더 이해를 돕고자 [Fig. 1]의 왼쪽과 같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공공 역(public sphere)과 상  

상업 역(private sphere)은 서로 아무런 련·침해 없이 

각자의 역에서 등한 비 으로 도시에 존재할 뿐이

다.5) 그 다면 신뢰가 보편화된 고신뢰의 도시에 있어서

4) 적극적 조치란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소수자차별을 수정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된 정책이다. 국내 연구에서는 적
극적 평등 실현조치·공용평등 실현조치, 차별수정정책, 잠정
적 우대조치, 잠정적 특별조치 등으로 번역돼 사용되었다
[79].   

5) 사회학자 ‘푸트남’은 이태리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사람들의 
의식이 있어서 다른 실제를 제시하였다. 두 지역 도시민의 
상이한 의식은 최종적인 경제수준에서 차이를 내고 있었으
며, 19세기 미국은 그런 남부이태리인들의 미국 내 이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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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빌린도시의 상은 [Fig. 1]의 왼편과 같이 양 역의 

그 어떤 침범도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신뢰의 사회는 

[Fig. 1]에서와 같이 오른쪽의 굵은 화살표이자 상업성이 

왼쪽으로 그 경계를 침투하는 상의 사회이다.6)

빌린도시란 ‘생활세계(public sphere)’로도 설명될 수 

있다. 생활세계란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나서 시민들이 

주체 이고 순수하게 사고하기 해 마련된 공공 역의 

 다른 개념화이다. 따라서 진정한 인간 상호작용을 해

야 한다는 ‘상징  상호작용(symbolic interaction)’에서

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기 해서 생활세계에서의 커뮤

니 이션을 강조하며, ‘하버마스(Habermas)’는 그간의 

잘못된 의사소통을 개선해야 한다면 이 생활세계를 잘 

작동시켜야 함을[44, 45, 46] 기본 제로 삼았다. 그러다 

보니 생활세계에 한 설명은 늘 커뮤니 이션 역에 머

물 다. 그래서 시민들은 ‘공론장’으로서 언론만을 잘 제

어시킨다면 그의 생활세계의 이상에 이르는 것이라고 보

았다[47]. 그러나 생활세계란 시각·물리공간에도 산재하

다. 결국 생활세계의 유물화란 [Fig. 1]에서 선과 같이 

온통 상업 역에게서 거의 유당한 시각·물리  상태이

고, ‘하버마스’는 이를 ‘생활세계의 식민지화(structural 

transformation of public sphere)’라고 했다[48, 49].7)

‘부어스틴(Boorstin)’은 식민지화를 과부하로 지 했

다. 이른바 ‘과잉 커뮤니 이션(over communication)’이

라는 개념은 부어스틴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50, 51]. 여

기서 과부하란 한정된 시각·물리  역에 과도한 시각·

물리  요소까지 시민들에게 공 되다 보니 오히려 팽만 

한 상태를 말한다. 그 팽만은 [Fig. 1]의 선과 같이 시

민  사안처럼 조작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과잉으로 보지 

기피했었다[38]. 
6) 대표적인 예가 파리 시내에 맥도날드간판의 황색아치, 즉 상

업성의 욕구는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저지되었는데
[80][15], 맥도날드는 자신들의 상업적인 기회주의적 이득을 
위해 원색간판을 그대로 걸기를 원했지만 이는 시민들로 하
여금 기존의 조화로운 도시에 고유색채를 흐리는 혹은 빌린
도시로 간주되어 회색으로 결정되었다.

7) 생활세계란 시민이 주체의식이 발휘되어 그들이 주도하는 
영역을 의미 하는데, 사회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국가, 기
업이 침투하지 못하는 의식·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된다. 다
른 말로는 ‘제3의 섹터’로서 표현되며 1섹터, 2섹터는 국가
(정치권력), 기업(상업권력)에 해당된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러한 권력기관들이 순수한 시민영역인, 생활세계에 침투
가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생활세계의 식민지
화’라고 명명하였다[46]. 

못한다. 도시의 시각·물리  환경에서의 과잉커뮤니 이

션의 유물화란 매우 다양한 시각·물리  역에서 드러

난다. 인도까지 진출한 상 의 상품진열에서 부터 호객

소음, 버스정류장에 단지, 기차역공간에 피요령보다 

더 큰 빌보드 고에 이르기 까지 범  하다. 결국 이는 

도시의 시각·물리  역에 있어서 빌리고자 하는 자의 

괴욕이 [Fig. 1]의 오른쪽 굵은 화살표와 같이 팽만하다

가 터져버린 경우이다.

빌린도시의 개념화는 정  상으로 탄생했다[12]. 

다시 말해 빌린도시는 낭만  담론에 주안 을 둔 탄생

이었다[12]. 그러나 착해 보면 이는 부정  비 으로 

야 옳다. 왜냐하면 빌린도시는 구성원들의 갈등을 기

에 잠재시킨 안 사고의 조 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빌린도시란 성숙된 도시공공성의 원리에서 벗어난 개념

화이다[25]. 일 이 ‘후쿠야마(Hukuyama)’는 한국사회를 

신뢰사회로 분류했는데[26, 52],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그 신뢰도시의 유물화를 시도했다.  

2.3 빌린도시의 구체적 유물화로서 옥외광고 

외국인들이 한국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실망하는 

상은 한국도시의 시각·물리  상태이다. 그리고 표

인 가 바로 승객의 모든 시야를 메운 지하철차량의 

‘옥외 고물(교통 고물)’이다[53, 13]. 한국의 옥외 고

물은 한국도시의 시각·물리 인 공공성의 공간을 침해하

는 상이다. 사실 고의 ‘침입성(invasiveness)’은8) 주

로 TV, 온라인 매체 등을 심으로 연구되어 왔다[53, 

54]. 따라서 그 침입의미는 소비인지처리방해, 즉 고효

과에 머물러 있었다[53]. 그러다 보니 침입이유는 공공이 

아닌 상업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옥외 고의 침입성은 

소비자가 고를 몰이해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53, 55]. 

사실 옥외 고는 도시경제 활성화를 실감나게 하는 

시각·물리  지표이다[56]. 그러나 선진도시란 그 지표를 

풍성하게 보유함이 아니라 공공성의 지표도 포함시키는 

도시이다. 를 들어 도시의 교통수단에서 옥외 고

가 우선 으로 승객의식을 압도한다면 이는 공공성을 침

해한 경우이고, 안 을 포기한 경우이고, 선진도시가 아

니다. 빌린도시의  다른 체감은 건축물에서다. 특히 ‘간

(billboard)’은 건축물에서 빌린도시를 가늠하게 하는 

8) 침입성은 소비자인지처리가 방해받을 때 발생하는 인식·심
리 결과이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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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이다. 간 은 ‘상업성’의 가치를 넘어서 ‘도시성’과

[56, 15] ‘사회성’의 상으로 빌린도시의 사례이기도 하

다[57, 58]. 이를테면 간 이라는 상업성은 공공미 으로

서 ‘ 사드(facade)’시야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건

축물들은 그 침입이 일반 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건축

물은 간 으로 가려진 특성을 보여 다[59]. 

한국에서 옥외 고로서 빌린도시의 갈등은 2003년 ‘

구지하철화재참사’에서 다. 당시 지하철의 시각·물리  

공간에 승객안 정보(소화기 치  작동방법, 피요

령, 출입문개폐방법, 행동요령 등)가 상업성(지하철 옥외

고)에 비해 큰 비 이었다면, 시민들은 통근 시 안 정

보를 학습했을 것이고, 재난상황 시 주체 으로 피신·구

조 을 것이다.9) [60]. 다음은 그 사고의 조 상, 즉 빌

린도시의 실제 탐색을 시도 하 다.

3. 실제적 탐색 

3.1 연구문제 제시 

탐색도시는 옥외 고로 유명한 미국으로 결정되어야 

했다[4]. 그러나 공공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기에 <연구

문제1>은 미국도시를 제외한 도시선정이어야 했다. 그에 

따라서 <연구문제2>는 선정도시에서 유물화로서 시각·

물리  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한 유물화 된 도시

역에서 공공성(공공정보)·상업성(옥외 고)기 을 <연

구문제3>로 했다. <연구문제4>는 옥외 고와 공공정보

도 도시요소로 취 하여[58] 그 비 을 추정하는 것이다. 

<연구문제5>는 <연구문제4>발 에 따라 도시의 물리

 기반·배경·환경과의 상 ·인과 계를 추정하는 것이

다. <연구문제6>은 어떤 도시가 빌린도시에 부합하는지

를 선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빌린도시로서 검돼야 할 

항목모색을 <연구문제7>로 하 다. 

․연구문제1: 공공성(공공정보)·상업성(옥외 고)의 

비 을 서울에 비교키 한 외국도시는 어디인가?

․연구문제2: 빌린도시를 유물화 하기 한 두 도시

의 시각·물리  상은 무엇이 있는가? 

9) 당시에 희생자들은 출입문의 수동 개폐방법을 몰랐다. 그러
나 개폐방법은 당시 옥외광고와는 상대적으로 승객들의 눈
에 뜨이지 않게 작지만 분명하게 차량 내에 제시되어 있었
다.

․연구문제3: 두 도시의 선정 역에서 공공성(공공정

보)·상업성(옥외 고)은 어떤 기 으로 구분하는가? 

․연구문제4: 두 도시의 공공성(공공정보)과 상업성

(옥외 고)의 비 은 어떠한가?

․연구문제5: 연구문제4로 발 되는 두 도시의 사회·

물리  기반·배경·환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6: 빌린도시에 합한 도시와 그에 따른 

두 도시민의 태도를 추정해 보자? 

․연구문제7: 빌린도시를 가늠하기 해 검되어야 

할 구제 인 검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3.2 탐색방법

<연구문제1>로서 도시는 공공성을 서울보다 먼  

두시킨 런던으로 하 다. ‘런던’은 산업 명으로 도시의 

상업·공공성을 먼  완성시킨 도시이며, 시각·물리  유

물화를 먼  추진한 도시이다51]. 일 이 런던시민들은 

19세기부터 상업성보다 공공성이 강한 도시를 요구했다. 

그 결과 런던의 시각·물리  정비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앞서있다[61]. 

빌린도시의 유물화에 합한 도시 역은 유동인구 집

결의 ‘번화가’와 ‘교통공간’이다. 그 에서 ‘지하철’은 도

시 심성 간의 이동이 빠르고 높은 성(유동인구)을 

보여 다[62].10) 따라서 지하철은 옥외 고의 물량이 많

고, 공공정보도 다량이다[63]. 그 다면 지하철은 공공·

상업성을 지닌 공간으로서[23] 도시생활의 일정한 배열

추정이 합한 곳이다[64]. 그러나 그 게 좁 진 상에

서도 시각·물리 상이 구체화돼야 한다. 따라서 차량 

출입문면은 제한을 두는 만큼 <연구문제2>로 했다.11) 

조사방식은 당 의 상식문화와 가치지평을 이해하는 

단 로 평가받는 사진촬 기법을 활용하 다[57]. 사실 

시각·물리  경계에 의해 구별되는 공간은 사회질서가 

응축된 표 이다[57, 65]. 비록 이미지편린이라도 사회 

표성을 지니기에 본 탐색은 해석의미를 갖는 단락분석법

(segment analysis)’을 활용하 다[57, 66].12) 

10) 런던지하철은 186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었다[23]. 
그러나 서울은 20세기 후반 런던지하철 건설이후 약 100년 
후인 1974년에 조성되었다[23]. 그러나 현재 서울지하철은 
런던과 대등한 규모이다. 

11) 이를테면 ‘노선도’, ‘안전정보’ ‘시정홍보’ 등은 공공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정보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시정홍
보’는 교통수단에서 공공성은 아니다. 그런 만큼 ‘시정홍
보’는 비용을 지불하는 옥외광고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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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London underground)은 2013년 7월 4일(목)부터 

5일까지 양일간 9개의 노선(Metropolitan line, Hammer 

Smith & City Line, District Line, Jublee Line, Northern 

Line, Piccadilly Line, Central line, Bekerloo Line, 

Victoria Line)에서,13) 서울(Seoul subway)은  2013년 8

월 25일(일)부터 26일 역시 양일간 역시 9개의 노선(1호

선, 2호선, 3호선, 4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에서 

탐색했다. 온 과정은 [Fig. 2]와 같이 제시하 다.

City  Space of City 

Importance of 

Private·Public 

Sphere  

Borrowed 

City

London

Seoul

Indoor Side in  

Vehicle

London 

Underground  

9Lines 

Seoul Subway

9Lines

Interpretation of Image by 

segment analysis

?

[Fig. 2] Procedure of Exploration

3.3 탐색결과 

3.3.1 형상기술로서 런던지하철의

공공(공공정보)·상업성(옥외 고)에서 런던은 [Fig. 3]

같이 공공성이다. ①번의 Victoria Line의 경우 오른편 상

단에 상업성으로 보이는 옥외 고가 존재했지만 출입문

면시야를 벗어난 공간에 존재했다. 그러나 벗어난 공간

에 공공정보(비상시 요령)는 존재했다. ②번 Poccadilly 

Line의 경우는 면이 공공정보(도시 체 노선도, 비상

시 요령, Poccadilly Line만의 입체  노선도, 여행가방

치, 출입문주의·경고, 등) 고, 역시 본 라인도 원색(청색 

12) ‘단락분석법(segment analysis)’은 사진의 개별요소들과 연
관에 대한 점진의 분석과 해석사이에 상호작용을 통해 그
림이 표명하는 전체형상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분석절차는 
그림형상적 요소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을 통해 각 단
락특성을 포착, 각 단락의 도상분석(iconic analysis)을 토대
로 단락요소들과 그 관계해석, 그림전체형상에 대한 종합
적 해석진행이다[57][66]. 이 단락분석법은 런던과 서울의 
사례를 사진이미지만의 분석에서 적절한 방법론이라고 본
다. 또한 본 분석법은 비교적 객관성을 추구하고자 구조화
된 틀 안에서 분석·해석되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 해석의 방법론이다.  

13) 자하철노선의 수는 서울의 9개 노선을 기준으로 런던의 노
선수도 9개로 선정하였다. 런던의 경우 9개 노선 이상이 존
재하였다. 런던은 서울과 같이 호선으로서 그 건설시점을 
추정해 볼 수 없다. 그러나 촬영된 노선은 런던교통공사
(http://www.tfi.goy.uk/tube/maps/)에서 제공하는 건설순서
에 따라 1863년부터 1968년까지 순차적이다.

황색, 색)만으로 공공주의를 확보하고 있다. ③번의 

Northern Line도 공공정보(비상시 요령, 출입문경고)만

이 치되어 있었으며, 원색으로 승객주의를 확보하고 

있다. ④번의 Metropolitan Line은 입체 으로 그 경계를 

지워주고, 주변에 옥외 고도 없었다. 한 노선도와 출

입문의 주의사항은 황색의 수평·수직 기둥으로 부착

다. ⑤번의 Jublee Line은 출입문면 자체를 다른 공간과 

확연하게 입체 으로 분리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라인

은 주의가 높은 보색, 즉 청록색과 황색으로 승객주의를 

유도하고 있다. ⑥번의 Hammer Smith & City Line은 출

입문면이 입체 으로 다른 부분과 분리 음에도 분리된 

상업정보(히드로공항 고)를 하나만 제시하고, 모두 공

공정보(출입문경고, 도시 체 노선도, 여행가방 치, 비

상시 비요령, 소화기 치)만을 이아웃 돼있다. ⑦번

의 District Line은 문면 상단에 본 노선만의 지하철 노선

도, 그 오른편 상단에 체 노선도, 출입문 경고의 공공정

보만 있다. ⑧번의 Central Line, ⑨번의 Berkeloo Line은 

출입문면에 공공정보(노선도, 출입문 주  경고, 비상시 

버튼 치)만 있다.

➁ Piccadilly Line  ➂ Northern Line

➃ Metropolitan Line ➄ Jublee Line ➅ Hammer Smith & City Line

➆ District Line ➇ Central Line ➈ Bekerloo Line

① Victoria Line

[Fig. 3] Indoor Side in Vehicle at London
        Underground

3.3.2 형상기술로서 서울지하철의 공공성

서울의 공공(공공정보)·상업성(옥외 고)비 은 [Fig. 

4]와 같이 상업성이었다. ①번의 1호선의 ‘1호선 노선도’ 

바로 에 넓은 등은 ③번의 3호선과 같이 고를 한 

자리이며, 출입문의 스티커는 공공정보(출입문 주의·경

고)라기 보다 시정홍보로서 공공성이 낮다. 오른편 상단

에 작은 공공정보(비상시 출입문 작동방법)는 옥외 고

에 비해 비 (면 ·주의)이 작다. ②번의 2호선도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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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공공정보(출입문 주  경고, 차량번호, 도시 체 노선

도) 외에 모호한 시정스티커가 부착 으며, 그런 만큼 많

은 상업정보가 란한 원색으로 조성되어 있다. ③번의 3

호선의 경우 상 으로 공공정보의 주의를 훼손시킨다. 

한 그런 만큼 작은 공공정보의 면 은 원색이라도 주

의기능을 확보하지 못한다. ④번의 4호선은 공공정보(노

선도)주 에 아랫방향만 제외하고 3방향( , 좌측, 우측)

모두 고 집이다. 그리고 그 집은 재 진행 임을 

추정  한다. 반하여 공공정보(노약자보호석, 소화기

치, 출입문 주  경고)는 그 색채·면 에서 옥외 고에 

려 있다. ⑤번의 5호선은 디지털 사이니지 상이 방

되고 있다. 이는 TV 고에 노출되는 시청자의 입장을 승

객에게 그 로 옮겨놓은 피곤함으로서 버스디지털 사이

니지 경우와[67] 같다. ⑥번의 6호선의 경우 출입문면의 

상업정보의 치는 고매체개발의 진행을 추정  한다. 

⑦번의 7호선 역시 공공정보(소화가 치, 출입문 주  

경고, 도시 체 노선도)의 비 이 높지 않다. 그런 만큼 

주의비 에 있어서 본 7호선은 상업정보의 비 이 높다. 

그러나 본 호선은 타 노선과 달리 공공정보 상단에 상업

정보를 게재할 수 없게 입체 인 구조로서 공공·상업성

을 분리·경계하게 한다. ⑧번의 8호선의 경우도 7호선과 

유사한 출입문면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⑨번의 9호선

의 경우도 타 노선과 마찬가지로 상업정보로서 옥외 고

가 출입문면에 넓은 면 으로 집되어 있다. 그러나 청

색으로 통일되어서 혼잡도가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결

국 <연구문제4>로서 서울지하철차량의 내부 출입문면

은 런던에 비하여 옥외 고의 비 을 높게 보여주고 있

다. 그런 면에서 다음은 두 번째로 두 도시의 사회·물리

 기반의 개별 계를 추정하 다.

 ➀ Line1 ➁ Line2 ➂ Line3 

➃ Line4 

 ➀ Line1 

➄ Line5 ➅ Line6

 ➆ Line7 ➇ Line8 ➈ Line9 

[Fig. 4] Indoor Side in Vehicle at Seoul Subway

<Table 1> Brief of Interpretation as Social
           Background

Private·Public Sphere

Social 

Preparation 

Social 

Importance  

Social 

observance  

Social 

Meaning 

of 

Subway 

Social 

Meaning of 

Vehicle 

Window  

London Completion
Public 

Sphere 
Strength  

Public 

Sphere 

Emergency  

Communication

Seoul Ongoing
Private 

Sphere 
Weakness

Private 

Sphere

Commercial  

Communication

※ This Difference is reflected by Visual Image not Quantifying 

Method

3.3.3 도상으로 사회·물리적 기반 해석

첫 번째, 런던은 공공비 이 높다. 그리고 이는 사 에 

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Fig. 3]의 ①번 Victoria line은 

어떤 정보든 임의로 게재할 평면공간이 많지 않다.14) 그

러나 [Fig. 4]의 서울의 ④번 4호선은 옥외 고를 출입문

의 모든 면에 비계획 으로 채웠다.15) 그런 만큼 한국은 

사  공공성을 염두에 둔 비된 사회는 아니다. 

두 번째, 서울의 출입문면을 보면 다양한 옥외 고가 

있었다. [Fig. 4]의 ②번 2호선의 경우 액자형, 차량모서

리형, 형 액자형, 스티커 등은 사회 으로 상업정보가 

요 조건으로 추정  한다. 반면에 [Fig. 3]의 런던의 ②

번 Piccadilly Line은 고개발이 없다. 결국 상 으로 

서울은 옥외 고 개발을 장려하는 산업 계를 드러냈다.

세 번째, 서울지하철의 출입문면은 공공·상업성의 경

계가 모호했다. 이를테면 [Fig. 4]의 ②번 2호선과 같이 

공공·상업은 매우 근 하게 있어서 공공정보의 주의·주

목에 있어서 피해를 과 동시에 상업정보로서 옥외 고

도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고의 기능상실이라는 ‘ 고

혼잡도(clutter)’의 문제를 공공성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68]. 런던은 경계 계를 명확히 구분시키고 있다. [Fig. 

3]의 ⑥번 Hammer Smith & City Line의 경우 왼편에 도

시 체노선도, 비상유의사항( 색), 상업정보(히드로공

항 고)는 다른 입체 면에 부착되고, 상업정보인 히드로

공항 고와 공공정보인 여행가방 치(황색)도 서로의 주

14) 정보부착의 시각·물리적 주의위한 백색배경, 입체적 다각면
의 출입문면, 손잡이 위치와 원색, 붐비는 출입문주위에 의
자의 제한 등이 고려된 제작.

15) 정보색채와 경계가 모호한 금속소재, 평면의 출입문면, 손
잡이의 위치와 금속소재, 출입문면 외의 여유벽면에 의자
설치, 등은 사후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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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흐리지 않기 해 일정한 여백거리를 두고 있다.

네 번째, 서울은 상업정보로서 옥외 고 부착면 이 

확장됨을 알 수 있게 한다. [Fig. 4]의 ①번인 1호선, ②번

인 2호선, ③번인 3호선은 공공정보로서 노선도 에 형

고 이 설치되었다. ②번 2호선은 형 매체기기 미

설치의 단계, ①번 1호선은 형 매체기기만 부착된 상태, 

③번 3호선은 그 기기에 고된 상태로서 고매체개발

을 단계 으로 보여 다. 그러나 런던의 경우 [Fig. 3]의 

⑨번 Berkerloo Line같이 모든 공공정보가 동일한 색채

(황색)로 통일돼 있다. 결국 이는 서울·런던의 지하철을 

공공 혹은 상업의 인식 계를 따져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티커의 부착방식이다. 사실 

스티커는 비계획 인 공지행 이다. 그런 만큼 고의 

혼잡도를 가 시키는 요인이다. 재 서울은 스티커 면

에 1/2은 공익 고, 1/2은 상업 고로 유리부착을 허용한

다[69]. 그러나 [Fig. 4]의 ①번 1호선, ②번 2호선은 부착

면 이 작지 않으며, 주의·주목시각에 있어서 요한 상

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런던의 경우 [Fig. 3]의 ⑦번

의 District Line만을 제외하고 스티커는 수평·수직으로 

동일한 크기·색채·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유리창에

는 없다. 결국 이는 교통공간의 유리창에 한 시민의 안

소통 계를 짚어보게 한다.

결국 <연구문제4>를 발 시키기 한 <연구문제5>, 

즉, 사회·물리  기반은 공공·상업 역이 사 에 비된 

시스템으로서의 사회 계와 그 지 않은, 옥외 고개발

의 장려의 산업 계와 그 지 않은, 공공·상업정보의 경

계 수의지가 강한 시민인식 계와 그 지 않은, 지하철

을 공공으로서의 시민인식 계와 그 지 않은, 유리창 

스티커부착의 사회  고민 계와 그 지 않은 차이를 드

러내게 했다. 정리는 <Table 1>과 같다.

 

3.3.4 전체형상을 통한 빌린도시 해석

‘빌린도시’차원에서 조명해 본다면 런던은 공공성의 

시각·물리  도시 역이었다. 따라서 런던지하철의 출입

문면은 물리 으로 가장 혼잡한 공간인 만큼 승객들에게 

있어서 공공정보의 시각  주의·주목을 가장 우선시 되

는 도시공간이며, 공공성에 한 국답게[70] 빌린도

시가 아니었다. 따라서 <연구문제5>로서 상 으로 서

울은 빌린도시라고 보며, 구성원들은 상업성이 공공성을 

차용하는 것에 했다.

3.3.5 빌린도시로서 점검사항 추출

시각·물리 인 검사항은 다음과 같이 추출했다. 첫 

번째는 공공정보의 ‘높이(height)’이다. 승객이 출입문에 

근했을 시 공공성의 높이는 상업성과 같은 치에서 

검돼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정보의 ‘크기(size)’이다. 

공공정보의 크기는 해독이 용이치 않게 작은 크기는 곤

란하다. 그래도 그 해독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은 바로 세 

번째로 ‘색채(color)’이다. 서울의 경우 색채의 주의·주목

은 상업정보가 공공정보를 압도하며, 나아가 형 조명

고까지 공공정보의 주의·주목을 무색  한다. 네 번째는 

각 정보간의 ‘간격(interval)’이다. 지나치게 군집된 시각·

물리 정보는 승객들로 하여  시각  주의·주목을 떨어

트린다. 따라서 이는 고에 있어서 ‘혼잡도(clutter)’가 

유해하다는 지 과 같다[71, 68]. 그래서 다섯 번째는 ‘여

백(space)’이라는 검사항을 도출시킨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 구성(permanency)’이다. 사실 서울은 공공정

보와 옥외 고의 치가 가변 이다. 이는 ‘빌린도시’의 

진행을 추정  한다. 결국 <연구문제6>으로서 빌린도시

의 검사항은 치, 크기, 색채, 간격, 여백, 구성으로 

추출된다. 그러나 이 모두는 이미 교본화 되어 있는[72] 

‘게젤샤 트’도시의 시각·물리  미덕이기도 하다. 그래

서 런던은 검사항들을 우선 으로 공공정보에 용시

키는 신뢰의 생활세계로 추정하고, 서울은 반 이다[73

].16) 일련의 추출과정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 Brief of Case
Searching process

Case of Borrowed City 

Seoul

Cify of  

Comparison

London (First presentation of Borrowed City 

problem all over the world)

 Searching Object  Indoor Side in Subway Vehicle

Searching 

Standard 

OOH Advertising VS Pubic Information 

(for Passenger)

Interpretation 

Method 
Segment Analysis (for Visual Image)

Borrowed 

City  
Seoul (relatively with London)

Check Points

 as Borrowed City 

 Visual Height · Size · Color · Interval · Space 

and Permanency 

(for Passenger)

Proposal limitation thoughtless OOH advertising in Seoul 

※ These Results are reflected by Visual Images not Quantifying 

Method

16) 이는 1990년 이후 상업성에 치우친 한국의 소비사회를(조
원광, 2014) 시각·물리적으로 도시에 표출된 경우라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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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고가 지 받아 온 문제, 즉 성가심과 짜증[53, 74, 75, 

76]을 옥외 고에 용시켜 보면 바로 빌린도시의 상

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미 정립되어 온 도시의 시각·물리

 검사항들, 즉 용이성· 치성·가독성·명확성·시각성·

독창성을 그간에 한국의 옥외 고, 나아가 지하철 고에

만 용시킬 것이 아니라 공공정보에 우선 용시켜야 

옳다[77, 78]. 가장 최근의 빌린도시에 따른 결과는 세월

호참사이다. 이는 여객선과 터미 의 시각·물리  역

에서 상업정보(옥외 고)가 공공정보(안 지침)의 주의·

주목성을 차용한 ‘빌린도시’의 결과이다. 한국의  하나

의 특징은 상업성이 공공성을 침해·훼손하는 결과 즉, 도

시참사발생 이후 비로소 상업·공공성경계의 요성을 집

단 학습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늘 연민해온 개발국가

의 빌린도시가 한국도시의 특성임을 고민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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