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론

1.1 연  경  목적

1974년 8월 서울시에 1호선이 개통된 이후[1], 신속성,

정확성, 안 성, 량수송성과 같은 철도가 지닌 장 들

을 내세워 2018년 재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구, 주, , 총 6개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한국의 지하철은, 들에게 사랑받는 교통수단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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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논문은 지하철 PSD(Platform Screen Door) 고의 효과증진을 하여, 동 상은 정 상에 비해 강한 시선

유인 효과를 가진다는 이론 배경을 제로, 동 이미지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PSD 고를 제안하는 것에 연구의 목

이 있다. 이를 해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계 분석을 통해, 효율 인 동 이미지 구 을 한, 치 , 시각 요소들을

도출하 다. 그 후, 이러한 요소들을 용한 시 고를 제작, 3D 로그램 상에 용함으로서, 동 PSD 고의 구 과정

을 확인하 다. 연구결과, 시간차를 이용한 이미지 합성을 통해서 동 시각효과를 보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PSD 고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미지들의 조합과 용에 따라 다양한 시각 표 이 가능하기에, 본 연구의 제안이

PSD 고라는 고매체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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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new method of PSD(Platform Screen Door) ads using 

animated image for efficiency,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moving objects have a stronger visual 

attractiveness effect than static objects. For this, we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reen door and the train, 

then derive the positional and visual elements which help to create efficient animated images. Based on this analysis, 

we made an example and applied into 3D program to confirm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nimated PSD ads. 

As the result, the research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produce a new type of PSD ads that can show dynamic visual 

effects and can give diversity to the PSD advertising media through the combination of the images using tim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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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한 향을 미

칠 수 있어 지속 리가 필요한 시설을 의미하는 국가

기반시설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의

지하철은, 교통수송이라는 본연의 역할 이외에, 지하철을

매개로 한 유동인구가 지속 으로 증가함에따라 고매

체로서 지하철이지니는 매력이 증가, 객차와 역사를 활

용한 다양한 형태의 고들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표

교통 고의 하나로서 지하철 고의가치가 인정받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지하철 고매체 , 최근 각 을 받으면서

지속 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스크린도어를 활용한

고인 PSD(platform screen door) 고를 보다 효과 으

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방식을 제안하는 것에 연

구의 을 두었다.

이를 해, 정 이미지와 비교하여 동 이미지가 우

리의 주의력을 끄는 매우 강한 시지각 상이라는 제

를 가지고[2], 스크린 도어와 객차를 각각의 이어로 활

용하여시각 효과를 증 시킬 수있는 (애니메이션) 동

PSD 고를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표라 하

겠다.

1.2 연    

‘움직임은 주의를 끄는 강한 시지각의 상으로 환경

의 여러 조건들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며, 변화는 행동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3].’라는 루돌 아른하임(Rudolf

Arnheim)의 말처럼[3], 움직임을 지닌 동 상은 정지

되어있는 정 상에 비해 상 으로 시선의 유인 효

과를 통해 보는 이에게 주목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목 에 따라 정보 달의 측면에서 한 강 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의 연구의 배경 목 에서 밝혔듯

이, 새로운 방식의 PSD 고 제안을 목표로, 인터넷 배

고의 심 한 동 표 을 구 하기 해 몇 개의 이미

지들이정해진 순서 로 들어가있는 GIF 일로움직임

을 구 하는 GIF(Graphic Interchange Format) 애니메

이션 방식에서[4] 아이디어를 차용한 동 고를 제안

할 계획이다.

이를 해, 지하철 고를 바탕으로 PSD 고에 하여

요약, 정리함으로써, 고매체로서 PSD 고가 가지는특

징 등을 선행연구로서 우선 알아본다.

이후,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인 새로운 고방식을 제

안하기 해, 동차와 스크린도어에 한 분석을 바탕

으로 실제 고가 용될 치와 부착 이미지의 크기 등,

실질 용과 련된 내용들을 도출한 후, 시를 제작

하고 3D 로그램을 통해 시뮬 이션된 결과이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연구를 마무리 짓도록 한다.

Fig. 1. Research procedure

앞의 그림 Fig. 1은 체 인 연구의 진행 과정과 각

과정의 단계별 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놓은 것으로,

연구의 체 인 흐름을 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 이며, 각각의 세부내용들은 본문의 해당부분에서 자

세히 기술토록 한다.

2. 고매체로  PSD 고란? 

2.1 고매체로  지하철 고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 고를 옥외 고의 일부분으로

보는 인식이 보편 이다. 따라서 1974년도 지하철 1호선

의 개통과 함께 시작된 지하철 고는 옥외 고이면서 세

부 으로는 교통 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5].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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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지하철 고는 옥외 고의 특성인 특정지역을 왕

래하는 불특정 다수를 소구 상으로 강제 , 반복 노

출을통해 고효과를달성한다는 매체 특성을지니며,

동시에 다른 옥외 고와 비교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 으

로 긴 시간동안 집 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장 을 지

니고 있다고 하겠다[6].

이처럼 국내에서 큰 범주로는 옥외 고의 하나로, 작

은 범주로는 교통 고의 하나로 인식되는 지하철 고는

다양한 형태의 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고의 가치

는 지하철의 운행노선이나 역사의 치와 규모 등, 다양

한 고려사항들에 의해 평가될 수 있지만, 다수 옥외

고와 마찬가지고 노출기회를 얼마만큼 가질수 있느냐가

가장 요한 기 이 되며, 그에따라 고의 가치가 평가

되고 고비용이 산정되고 있다.

Division Contents

subway
interior

frame type, ceiling hook type, door ads,
in-car broadcasting, etc

exterior train wrap format

platform

video train guide, platform video ads, etc.

light box screen door, wall ads, platform ads

etc
frame on wall ads, ads on safety
facilities, etc

Table 1. Subway ads type

의 표 Table 1은 표 인 지하철 고의 유형을

동차와 역사로 구분하여 정리해 놓은 것으로[7], 고의

반복노출이라는 측면에서 양쪽 모두 장 을가지고 있으

나, 객차 내 고의 경우에는 운행 고의 집 인

노출에서 강 이 있는 반면, 객차라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고의 부착 치나 크기에서 한계가 있으며, 역

사 고의 경우에는 객차 고와 비교하여 치나 크기에

서 상 으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는강 이 있는

반면, 부분 객차를 탑승하러가는 이동 에 고가 노

출되기 때문에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는 약 을 지니고

있다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8].

2.2 지하철 고로  PSD 고

일반 으로 스크린도어라 불리는 PSD의 사 의미

는 지하철도나 경 철 승강장 에 고정벽과 가동문을

설치,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하여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 장치를 말한다. 국내의 경우, 시범 설치가 아닌 상

용목 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것은 2004년 주지하

철 1호선의 문화 당역이 최 이며, 이후 지하철 안 에

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 확 설치되어 왔다

[9]. 재 코 일이 운 하는 역철도와 일반철도의 경

우에는 스크린도어의 의무설치를 해서 련법의 개정

이 필요한 상황이나, 도시철도의 경우, 2015년 련법규

가 개정되면서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의 설치가 의무사항

이 되었고 재 거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운 에 있다.

이처럼 승객의 안 을 해 설치된 PSD는, 연구의 배

경부분에서 밝혔듯이, 지하철 이용인구가 늘어나고 그

설치가 모든 역으로 확 됨에 따라, 새로운 지하철 고

매체로서 최근 각 을 받고 있는데, 고매체의 에

서 PSD가 지닌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SD 고와 련된선행연구들에따르면, 지하철 고

매체로서 PSD 고가 심이 높아진 이유는, 첫째로는

재정 인 측면, 즉 민자사업자 공모를 통해 고 행사

와 시공업체가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후, 업업체에 기

부체납을 한 뒤에 장기간 고의 집행을 임받아 고

주를 유치하고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교 렴한 고비로 안정 인 시장진입이 가능하다

는 장 과[10], 둘째로는 열차 배차간격 동안 지속되는

노출효과와 어느 정도 규격화된 고 치와 크기 등 옥

외 고 매체로서 가지는 장 , 이 게 두가지로 크게 요

약이 되며, 이외에도 역사가 치한 지역 특성을 고

에 반 할 수 있다는 지역성, 상 고처럼 IT기술을 근

간으로 한 다양한 시각 표 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어

떤 지하철 고매체보다 PSD 고에 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가 으로, 본 연구와 직 인 련이 있다고 단

되는 PSD 고 유형에 하여 요약, 정리를 하면, PDS

고 유형은 크게 PSD 벽면 고, 상단 고, 스티커세 개로

분류된다[10]. 이러한 분류는 스크린도어의 형태 종류

인 폐형, 반 폐형, 난간형, 로 형[11]에 따라 그 구성

이 달라지며, 언 된 PSD 벽면 고, 상단 고, 스티커,

이 세 가지 유형별 분류는 최근안 상의 이유로 국내

부분의 역사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폐형 스크린도어

에 그 근간을 두고 분류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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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bway PSD ads type (full height type)

의 Fig. 2는 유형별 PSD 고가 스크린도어의 어느

부분에 치하는 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벽면 고가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단지 시각 크기의 문제가아니라 동차 탑

승 시 승객의 높이에 고가 치하기 때문에, 강제

노출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 고매체로서 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12]. 벽면 고 외 상단 고의 경우에는 상

으로 높이가 높다는 에서, 스티커의 경우에는

문의 개폐와 승하차로 인한 혼잡스러움이 발생, 자연스

러운 고의 노출효과가 상 으로 부족하다고 분석된

다. 이처럼 스크린도어의 부착 치에 따라 PSD 고를

분류할 수는있으나유형에따른 개별 고보다는한

고주가 체를 하나의 고지면으로 구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일반 이다[12].

3. 동적 PSD 고 제안

다음으로, 스크린도어와 동차를 정 , 동 이어

로 활용, 시각효과를 증 시킬 수 있는 형태의 동 PSD

고를 제안한다.

이를 해 동차와 스크린도어를 분석, 동 PSD

고를 구 할 최 의 역을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동

차와 스크린도어에 부착할 이미지 크기를 정한 후, 동

효과를 증 시킬 수 있는 고이미지의가이드라인을 도

출한 후,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새로운 형식으로 제안

하는 동 PSD 고의 실질 용을 보여 수 있는

를 제시하겠다.

덧붙여, 동차는 이용객수가 가장 많은 수도권 2호선

을 기 으로, 스크린도어는 재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폐형 스크린도어[13]를 기 으로 하 음을 밝힌다.

3.1 동적 PSD 고 현 역 정

정 , 동 이어의 역할을 하는 스크린도어와 동

차에 부착될 고이미지에 한 부착 역을 설정키

해, 실재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실재 규격에 근거하여

동차와 스크린도어 각각의 고이미지 부착 가능 역

을 분석한 뒤, 동차의 진입으로 스크린도어와 동차

가 첩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동 PSD 고를 한 최

의 이미지 부착 역을 정하도록 한다.

우선 동 이어의 역할을 하는 동차의 규격과 이

를 근거로 고이미지 부착 가능 역에 한 분석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2

호선 동차 한 량은 길이 19500mm, 높이 3750mm(하단

바퀴 부분 포함)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바퀴를 제외한

동차 하단부터 창까지는 800mm, 개폐문은 1300mm,

그리고 개폐문과 개폐문 사이는 3500mm의 세부 규격을

가지고 있다.

Fig. 3. Train standard(Seoul line No.2)

의 그림 Fig. 3을 참고하여 동차에 고이미지를

부착할 수 있는 역을 분석해보면, 먼 좌우로는 크게

세 개의 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량의

동차에 앞, 뒤로 두 개가 존재하는 동차의 양쪽 끝부

분에서 개폐문 사이의 역(아래 Fig. 4의 A), 두 번째는

동차 정차 시 승객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개폐문

역(아래 Fig. 4의 B), 세 번째는 개폐문과 개폐문사이의

역(아래 Fig. 4의 C), 이 게 좌우로는 크게 세 역들

이 고이미지 부착이 가능한 악된다.

그리고 상하로는 언 된 세 역 모두 상단부에 창문

이 존재하므로, 고이미지 부착 역은 창문 아래의 하

단부 80cm의 역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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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ttachable area on train for ads

다음으로 정 이어의 역할을 하는 스크린도어의

규격과 이를 근거로 고이미지 부착 가능 역에 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 문 리단의 스크린도어 규

격에 따르면 폐형 스크린도어는 구조 으로 높이

2000mm에 길이 1750mm의 유리벽, 2100mm의 개폐문,

그리고 2700mm의 비상문의 조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

며, 체 스크린도어의 길이는 승강장에 따라 유동 으

로 설치가 된다.

한 국토교통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르면, 승강장

난간에서 스크린도어까지의 거리는 100mm 이내로 설치

해야하며 승강장 여건 상 100mm가 넘을경우, 실족사고

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만 한다[14].

Fig. 5. Screen door standard

그림 Fig. 5를 참고하여 스크린도어에 고이미지를

부착할 수 있는 역을 분석해보면, 좌우로는 동차와

동일하게 크게 세 개의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

째는 차량과 차량이 연결되는 부분에 치하는 유리벽

역(아래 Fig. 6의 A), 두 번째는 승객의승하차시 개폐

가 되는 역(아래 Fig. 6의 B), 세 번째는개폐문과 개폐

문 사이의 비상문 역(아래 Fig. 6의 C), 크게 세 역이

고이미지 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상하로는 제

약 없이 스크린도어의 모든 부분에 고이미지의 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Fig. 6. Attachable area on screen door for ads

분석된 각각의 동차와 스크린도어의 고이미지 부

착 역들을 활용하여, 동 PSD 고가 가능한 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먼 동차가 승강장에 진입, 정차 시에 스크린도어

와 첩되었을때를가정해보면, 다음의 Fig. 7과같이보

이게 되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개의 역으로

구분이 가능한 동차와 스크린도어의 고이미지 부착

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많은 부분 첩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세 개의 역들(Fig. 7의

A,B,C)이 정 이어인 스크린도어에 동 이어인

동차가 진입을 함으로서 각각에 부착된 이미지가 자연스

럽게 첩,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되는 효과가 시각 으

로 구 됨으로서 동 PSD 고가 가능한 역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효과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 세 개의

역들 하나의 역을 본 연구에서 제시할 새로운 형식

의 동 PSD 고가 용될 역으로 최종 선정토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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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pplicable area for animated PSD ads

의 그림과 같이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첩 시, 동

PSD 고가 가능한 세 개의 역들 시각 으로 동

효율성이 가장높은 역을 선정함에 있어, 가장 크게

고려한 은 이미지가 겹쳐지는 역의 크기이다. 이는

단지 큰 이미지가 작은 이미지와 비교하여 상 으로

높은 가시성, 는 주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뿐만 아

니라 움직임이 구 되는 시간의 연장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동 PSD 고를 구 함에 있어서 역의 크기

는 곧 고 노출시간과 직 으로 연 이 있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동차와 스크린도어의 첩을 통해 동

PSD 고가 가능한세 개의 역 , 개폐문과 개폐문

사이의 역(Fig. 7의 C)이 가장 큰 크기를 가진 것으로

측정되어, 움직임을 구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 인

역으로 선정을 하 다. 덧붙여 이 역의 체 넓이는

54000cm²(가로 270 x 세로 200cm)이며, 이미지들의 합성

이 이루어지는 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첩되는 부분의

넓이는 21600cm²(가로 270 x 세로 80cm) 이다.

3.2 동적 PSD 고 미지 규격 정 

이 장에서는, 앞의 3.1 부분에서 선정된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이미지 부착 역들을 바탕으로,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구조 인 계와 승객 치를 바탕으로 한 시

야각등을 고려하여, PSD 고의 구 을 한 스크린도어

와 동차에 용이 될 실제 이미지 규격을 설정토록 한

다.

3.2.1 스크린도어 미지 규격

스크린도어에 부착될이미지의 경우, 선정한 스크린도

어 이미지 부착 역(Fig. 6의 C)에서 상하좌우에 존재하

는 틀 부분 이외의 모든 부분이 유리 재질로 되어있어,

이 부분을 이미지 제작에모두 활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로 270cm, 세로 200cm의 역에서 상하좌우의 틀을

제외한 부분이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의 최 크기가

된다.

스크린도어의 틀 규격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리, 감독하는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 문 리

단에 문의한 결과, 재 스크린도어 틀과 련하여서 명

확한 규격을 없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2호선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의 틀을 수 측정

하여 나온 평균값을 용, 좌우로는 각각 10cm, 로는

8.5cm, 아래로는 14.9cm를 제외한 250cm x 176.6cm를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의 최 크기로 설정하 다. 틀

규격의 실측결과에 하여 추가설명을 하면, 상하좌우에

설치된 틀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측정차가 좌우는 각

6.5cm, 도 6.5cm, 아래는 6.3cm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

기 때문에 평균값을 용하는 것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스크린도어 이미지에 포함된 부분인 투명한

부분, 즉 승강장에 진입하는 동차의 부착 이미지와

첩이 되면서 스크린도어 상에서 이미지의 합성이 이루어

지는 부분의 크기를 설정하면, 틀 부분을 제외한 스크린

도어 부착 이미지 최 크기인 250cm x 176.6cm에서

동차 이미지 부착 역(Fig. 4의 C)과 첩이 되는 스크

린도어 하단 부분의 가로 250cm, 세로 65.1cm가 동차

가 승강장에 진입하면서 동차에 부착된 이미지로 채워

지는 투명한 부분이 되며, 이를 제외한상단 부분이 이미

지 제작이 필요한 불투명 역이 된다.

다음의 Fig. 8은 에서 기술한 정 이어의 역할을

하는 스크린도어에 부착될 이미지의 최종 규격을 정리한

것으로, 스크린도어의 이미지 부착 가능 역에서 상하

좌우의 틀을 제외한 체 이미지의 크기를 보여 과 동

시에, 이미지의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투명 부분

(Fig. 8의 A)과 동차 진입을통해 이미지가 채워짐으로

서 합성이 이루어지는 투명 부분(Fig. 8의 B)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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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creen door ads image size  

3.2.2 전동차 미지 규격

동차에 부착될 이미지의 경우, 그 규격을 설정함에

있어서 승객이 동 PSD 고가 구 되는 스크린도어비

상문의 정 앙에 치한다고 가정하면, 동 이어의

역할을 하는 동차의 이미지는 기 설정한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의 투명한 부분(Fig. 8의 B)과 동일한 크기로

제작이 이루어지면 된다. 그러나 탑승 시 승객의 치는

일반 으로 스크린도어 개폐문의 좌우에 치하는 경우

가 다수이기 때문에, 이 치에서 스크린도어 뒤에

동차가 정차했을 시, 스크린도어와 동차간의 간격으로

인하여 필연 으로 시야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동차 부착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

해야만, 탑승객의 시선에서 스크린도어의 투명한 부분

뒤로 동차의 이미지가 안정 으로 합성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동차 부착 이미지의 명확한 크기를 설

정하기 해, 기 설정된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의 투명

부분(Fig. 8의 B)을 활용, 이미지의 좌우길이는 승객의

치에 따른 시야각을, 상하길이는 승객의 높이에 따

른 시야각을 각각 분석하여 효율 인 동 PSD 고를

한 동차 부착 이미지의 규격을 도출토록 한다.

먼 , 동차 부착 이미지의 좌우 길이에 해 알아보

면, 앞의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 규격 부분에서 기 설정

된 가로 250cm, 세로 65.1cm의 투명한 역을 기 으로,

승객이 스크린도어에서 150cm의 거리를 두고 개폐문 우

측에 치한다고 가정하고 스크린도어 비상문에 부착된

고 이미지의 오른쪽 끝부분을 바라보았을 경우, 스크

린도어와 동차의 간격으로 생기는 시야각의 차이로

16.6cm 정도의 역이 동차에서는 더 보이게 된다. 따

라서 동차 부착 이미지크기를 설정함에 있어, 이 부분

에 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스크린도어의 투명 부분과

동일한 좌우 길이를 지닌 이미지를 제작하게 된다면, 스

크린도어와 동차의 이미지들이 첩되었을 때 승객의

치에 따른 시야각으로 인해 좌우 각각 16.6cm 정도의

여백이 존재, 이미지 합성 시에 시각 완성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동차 부착 이미지의 좌

우 길이는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의 투명 부분의 가로

길이인 250cm에 좌우로 각각 16.6cm를 더한 283.2cm이

되며, 확장된 부분에는 요 시간요소의 배치는 피하는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Fig. 9. Analysis of ads image width for train layer

다음으로, 동차 부착 이미지의 상하 길이에 해 알

아보면, 바로 앞에서 분석된 좌우길이와 동일하게 기 설

정된 가로 250cm, 세로 65.1cm의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

지의 투명한 역을기 으로, 높이가 170cm인 승객이

스크린도어에서 150cm의 거리를 두고 스크린도어 비상

문에 부착된 고 이미지의 상단과 하단의 끝부분을 바

라보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간격

으로 생기는 시야각의 차이로 뒤쪽에 치한 동차는

앞쪽의 스크린도어 투명한 부분을 기 으로, 쪽은



한 디지털정책학회논 지 제16  제7호388

8.3cm 정도의 역이 가려지게 되고 아래쪽으로는

10.34cm 정도의 역이 더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에 한 고려가 없이 단순히 스크린도어의 투명 부분과

동일한 상하 길이를 지닌 이미지를 제작하여 상단의

8.3cm 부분에 요 텍스트나 이미지 콘텐츠가 배치되었

을 경우, 시각 으로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하단의 경우에는 여백이 발생하여 앞의 동차

부착 이미지의 좌우 길이 분석 부분에서 언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각 아쉬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동차 부착 이미지의 상하 길이는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

지의 투명 부분의 세로길이인 65.1cm에서 하단에

10.34cm를 더한 75.43cm가 되며, 상단의 8.3cm 부분과

하단으로 확장된 10.34cm에는 요 시간요소의 배치를

피하는 부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Fig. 10. Analysis of ads image height for train layer

다음의 그림 Fig. 11은 최종 설정된 동차 부착 이미

지의 크기를 기 설정한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의 투명

부분과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그림 세이 티 존

(safety zone)으로 칭한 부분의경우, 시야각의 분석을 통

해 스크린도어 부착 이미지의 투명부분에서 축소, 확장

된 부분을 제외한 역으로서 스크린도어와 동차 이미

지가 첩되면서 합성이 되었을 시, 시각 왜곡을 최소

화할 수 있어 탑승객이 가장 안정 으로 이미지를 인식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Fig. 11. Train image standard size

3.3 동적 PSD 고 시 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동 PSD 고의 시를 제작,

실제 용의 를 제시토록 한다.

이를 해효과 인동 PSD 고이미지제작시, 고

려해야하는 사항들을 심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먼

정리한 후, 앞에서 분석된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고 구 역과 이미지 규격을 바탕으로 시 이미지를

제작, 3D 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뮬 이션 해 으로서,

동 PSD 고의 실제구 을 확인토록 한다.

3.3.1 동적 PSD 고 미지 제  시 고려사항

스크린도어와 동차를 정 , 동 이어로 활용, 동

PSD 고 제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다 효과 인 고이미지의 제작을 해 고려

가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면, 동차 정차 치의 고려,

동차 진입 방향의 고려 그리고 동차 진입 속도의 고

려, 이 게 크게세 가지로 요약이되며, 각각의 고려사항

들에 한 세부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차 정차 치의 고려란, 동 , 정 이미지

의 합성 시, 좌우로 특정 치에는 요시각구성 요소의

배치를 피하라는 의미로, 실에서 동차가 승강장에

정차 시, 매번 동일한 치에 정차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를 한다. 연구자가 실제로 지하철 2호 순환선 42개의

역을 2회 이상 총 100회를 측정한 결과, 역사에 정해진

동차 정차 치에서 평균 6.8cm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

다는 에서, 정차 치와 련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일반 인 것으로 유추가 된다. 따라서 동 이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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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담당하는 동차 이미지의 경우, 합성 시 좌우로 약

간의 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이미

지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차 진입방향의 고려란, 동 이어의역할

을 하는 동차의 진입 방향에 따라, 합성 시 이미지의

운동성이 크게 훼손되는 이미지는 피하라는 의미로,

동차의 진입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들어오는 방

향에 크게 향을 받지 않는 운동성이 보이는 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동 PSD 고를 구 함에

있어 하나의 방향성이 요구되는 고의게재가 필요하다

면, 고를 게재할 지하철노선의 진입방향을 조사, 방향

성을 결정하는 것이 비용 인 측면에서효율 인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를 들어 수도권 2호선 순환선의 경우에

는 동차의 진행방향을 기 으로 오른쪽개폐문이 열리

는 경우가 압도 으로 높은 비율(79.6%)을 차지[15], 만

약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면 좌에서 우로의 방향성을

내포한 이미지의 선택이 효율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동차 진입속도의 고려란, 동 움직임을만드

는 이미지 속도의 가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 PSD

고의 움직임은 가속이 아닌 감속이 되는 움직임, 즉 애니

메이션 기법 상 촬 기의 움직임이나 물체의 움직임이

격해지는 것을 피하기 하여 서서히속도를 여가는

것을 의미하는 슬로우 아웃(slow out)의[16] 움직임을 구

하는 것이 효과 이라는 의미로, 동차의 진입이 감

속 후 정차라는사실에 근거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

여 합성 시 동 이어의 역할을 하는 이미지가 컬링

(curling)경기의 스톤(stone)과 같이감속 후 정지를 하는

식의 고이미지 구성이 효과 이다.

언 한 세 가지 이외로 동 PSD 고 이미지 제작과

련하여 콘셉트 인 측면에서 내용을 추가하면, 이미지

제작 시 단순히정 , 동 이미지들의 첩을 통해 이미

지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질의응답 형식과 같이

동차 진입이라는 시간차를 활용하여, 승객들에게 궁

증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유형이 효과 인 동 PSD

고의 가 될 것으로 단된다.

3.3.2 시 미지 제 과 시뮬레  적용

마지막으로, 앞에서 언 된 고려사항들과 기 설정된

이미지 크기에 하여 제작된 시를 심으로,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동 PSD 고의 구 을 보여주겠다.

그림 Fig. 12는 정 이어의 역할을 하는 스크린도

어 부착 이미지의 로, 하단의 흰색부분이 투명한 역

이며, 이 부분에 동 이어인 동차의 부착 이미지로

채워지는 부분이다.

Fig. 12. Example of screen door image

그림 Fig. 13은 동 이어의 역할을 하는 동차 부

착 이미지의 로, 스크린도어 투명 부분을 채우는 이미

지가 된다.

Fig. 13. Example of train image

다음의 Fig. 14는 스크린도어와 동차의 첩을통해

최종 으로 완성된 동 PSD 고 이미지로서, 동차의

진입속도, 방향, 그리고 정차 치에 따른 변수가 발생하

더라도 이미지의 시각 완성도가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고이미지의 콘셉트를 잡았으며, 요 텍스트와 시각요

소를 동차 부착 이미지 분석 부분에서 규정했던 세이

티 존에 배치, 탑승객의 시야에서 이미지가 락되는

것을 최 한 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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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xample of final composite image

Fig. 15. Animated PSD ads implementation process

의 Fig. 15는 3D 로그램을 활용하여, 동 이어

인 동차가 승강장에 진입하면서, 정 이어인 스크

린도어에 첩되는 과정을 시뮬 이션한 것으로, 동

PSD 고의 구 과정을 보여주는 시 스이미지들이다.

4. 결론

움직이는 상이 정지된 상과 비교하여 보다 풍부

하고 다양한 의미와 정보를 내포할 수 있으며, 보는 이에

게 더큰 자극과 다양한 상상력을 발시킬수 있다는 것

은 움직임과 련된 많은 련연구들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부분

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혔듯이 동 이미지가 정 이

미지와 비교하여 시선의 유인 효과 측면에서 강 을 지

니고 있다는 제조건을 가지고, 최근 지하철 안 문제

의 두(擡頭)와 맞물려 그 설치가 법규화되면서 지하철

고의 표 유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PSD 고에, 동 인 요소를 첨가함으로서 보다 효과 인

고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된 연구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PSD 고와 련된 문헌조

사, 그리고 동차와 스크린도어 리, 감독 기 의 탐방

과 실측을 바탕으로 한 분석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제

안이 동차 진입 방향이나 스크린도어 하단부에 국한되

어 구 된다는 실 제약과 함께, 실재 승객들의 반응

을 사용성 평가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에

서는 아쉬움이 존재하나, 이미지 합성이라는 시각 효과

측면과 호기심 유발이라는 고 효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기존의 PSD 고와 차별화되는 고방식이 될 수

있다는것을확인할수 있었다. 한 3D 로그램을 활용

하여 시뮬 이션을 한 결과, 어느 정도의 간극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실제 그 구 에 있어서도큰 무리가 없다는

사실 역시 확인이 가능하 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심의 도시교통과비교하여신속

성, 정확성, 안 성, 수송성, 쾌 성 등의 장 들로 인하

여 꾸 히 건설, 확장되고 있는 한국의 지하철은, 이용객

들이 증가하면서 단순 운송수단의 역할뿐만 아니라, 역

사를 심으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까지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지하철과 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산됨으로서 이의 개선과 해결, 그

리고 활용의 측면에서 많은 련연구들을 필요로 할 것

으로 측이 된다. 따라서 추후 PSD 고와 련된 후속

연구뿐만 아니라, 도시지하철을 심으로 한 다양한 분

야의 련연구들이 지속 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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