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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서울시의 홍보물 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한다. 하지만 예산에 비해 시민
참여율과 인식률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은 매년 회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는 서울브랜드 (I·SEOUL·U)를 홍보물에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그 사용성의
분야가 무분별하고 후원성의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관 행사 및 정책
홍보의 공신력과 인지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 본 연구는 공공커뮤니케이
션의 다양한 방법과 형식 중 시각적 언어와 그래픽기능의 확장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 특히 서울시와 시민 간의 소통을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공공커
뮤니케이션 디자인 매뉴얼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는 복잡한 구조의 학습성이 요구되는 디자인보다는 비교적 인지가 쉬운 방향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도입하여 도
시 경쟁력의 이미지 제고를 확립해야 한다.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실
현하는 동시에 매력적인 서울시의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매뉴얼에 대한 체계
적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이론적 개념과 역할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기

능, 방법에 대해 조사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살
펴보고, 사기업과 차별화 되어야 하는 공공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인 역할
을 찾아본다 . 또한 현재 서울시의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밝히고,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매뉴얼 개발에 있어 본 연구의 정당성을 입증한
다.
둘째,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시각적인 디자인 정보요소 , 구성을 분석하여
한국 내외 통합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살펴보고 가장 효과적인 디자인 방법
과 활용방안 , 한계점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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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조사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매
뉴얼을 제안하고 ,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본다 .

본 연구는 공공기관 , 서울시와 시민 간의 간접적인 소통을 해결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 또한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공공커뮤니케
이션 디자인 매뉴얼은 많은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의 정책과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
하도록 돕고 , 직접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아직은 가능성 제시 수
준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인식률을 극대화하고 , 디자인적 범주에서 효과적인 공공커뮤니케
이션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매뉴얼의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들의 정책사업 이해도 상승이 가장 큰 효과로 다가올 것이며 , 매
년 상승하던 디자인 개발비 예산 절감으로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통합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통한 공신력 강화를 통해 단순히 후원성
으로 이름만 빌려주던 사기업의 이벤트와는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타
도시와 다른 차별화된 디자인으로서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
이다.

주요어 : 공공커뮤니케이션, 매뉴얼, 서울특별시, 홍보디자인, 프레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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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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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시 곳곳의 길거리에 거치되어있는 공공시
설 등에서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의 포스터와 광고매체, 즉 공공커뮤니케
이션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많은 사업소( 한강, 서울교통공
사 등 )를 운영하고 있어 홍보 수단과 매체의 수가 어느 사기업 못지않게
많은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수많은 사업소와 서울시의 홍보를 위해 지출하고 있는 많은 예산
에 비해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 및 캠페인, 행사 , 축제 , 공모전 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는 현저히 낮다.
그 원인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매력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의된 서울시만의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매뉴얼 정립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 이에 효과적인 디자인의 적용 또한
부재할 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낮은 흥미와 혼란스러움 역
시 계속되어 왔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홍보하는 것인지, 이러한 정책
이 나에게 해당되는 사업인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확실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분별도 쉽지 않다. 설령 획
기적인 디자인으로 잠시 눈을 멈추게 하더라도 복잡한 구성요소로 이루
어진 정보들은 정확한 의미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 이는 공공 커
뮤니케이션의 주 파트너가 공공정보를 생산하는 ‘ 공적 전달자 ’와 그 정
보를 수용하고 반응하는 ‘ 공중’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1) 를 충실히 반
영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한다.
또 다른 이유는, 사회적 발전에 따라 뉴미디어의 홍보매체의 수단의 수
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방향성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 구조 , 형태를
적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
는 것에 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시민들의 정보수용을 방해하
1) 양승주 (2005). 공공정보디자인의 수사학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시 대중교통 정보디자
인 사례를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 61(18), 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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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SNS 등에서 공식적인 서울의 공공커뮤니케이션으로 착각을 유도
하는 홍보물이 게시되어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듯 공익성을 갖춘 좋은 정책 및 캠페인, 사업 등이 있다 하더라도 서
울시의 커뮤니케이션을 구별할 기준이 없어, 이러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에 대한 시민들의 적절한 반응을 유도해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다.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의 공공커뮤니케이션 매
뉴얼을 제시하여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가 서울시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서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로서 그
대표성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미디어 및 정치, 언론 환경 변
화로 인해 다양한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예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근본적 목표는 대중과의 소통이다. 이 때 대중
이란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대중 ’이다.2) 따라서 대
중성이라는 키워드를 고려했을 때, 복잡한 구조의 학습이 요구되는 디자
인을 사용하기 보다는 비교적 인지가 쉬운 방향으로 표현해야 한다.
또한 타 도시와는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도입하여 경쟁력 있
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제고를 확립해야 한다 . 21세기의 도시는 새로
운 형식과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공공디자인은 도시를 있는 그
대로의 인식단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전달할 수 있는 종합적인

2) 박제성 (2013),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연구 작품 "They are
Falling" 을 제작 과정을 중심으로 ,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3 (4),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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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3)
이처럼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핵심은 ‘ 메시지’의 전달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각적이자 함축적인 방법론을 통해 ‘ 정확한 메시지의 전
달’ 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메시지 전달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한
미학적 차원이 아닌 공익적 메시지의 함축적 전달이라는 관점이 필요하
다.
이렇게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서울시만의 아이덴티
티를 확립할 수 있는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매뉴얼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공공기관의 이론적 개념과 역할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과 기
능,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커뮤
니케이션의 특징을 살펴보고, 사기업과 차별화 되어 공공기관의 커뮤니
케이션이 가져야 할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찾아본다 . 또한 현재 서울시
의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시사하여 서울시 공공커뮤니
케이션 디자인 매뉴얼 개발에 대한 본 연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둘째,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정보, 요소, 구성으로 분별하여 한국
내외의 통합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사례를 살펴보고, 가장 효과적인 디자
인 방법과 활용방안 , 한계점 등을 조사한다 .
셋째, 자료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매뉴
얼을 제안하고 , 이를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본다 .

3) 김정범, 박현욱 , 오상철 (2013), 소도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제고에
관한 연구 : 고성군을 중심으로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 제 43호, 40-53 .
4) 신언모(2004), 커뮤니케이션 디자인론, 태학원

- 4 -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매뉴얼 연구

↓
1. 무분별한 디자인 개발

문제 제기

2. CI, BI 공신력 부족

↓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개념
공공커뮤니케이션과 사기업의 차이점
공공커뮤니케이션 분석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분류 및 매체

↓
1.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분석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2. 서울시 정책 분류
3. 서울시 홍보 체계

↓
서울프레임 매뉴얼

· 레이아웃

· 색상가이드

· 픽토그램

· 서체

· 패턴
↓
결과

[표 1] 연구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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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 정의
1.3.1. 공공커뮤니케이션 (Public Communication)
이영주와 류웅재는 공공커뮤니케이션을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정부 외
부의 집단들, 이를테면 국내외 정당, 의회, 법원, 언론, 기업, 시민사회, 개
인 등과의 관계 속에서 쌍방향적으로 행하는 커뮤니케이션 ”으로 정의했
다.5) 배정근과 조삼섭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커뮤니케이션은 공적으로 이
뤄지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
공기관이 공동체가 관련된 공적 이슈에 대해 시민적 대중, 즉 공중을 상대
로 펼치는 비정파적인 성격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행위”6)라고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살펴본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연구자가 바라보는 공공커뮤
니케이션을 정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공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적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적인 일을 행하
는 기관(공공기관) 에서 실행하는 공익을 위한 커다란 기획뿐만 아니라 그를
통한 작은 단위의 시민, 대중, 즉 공동체의 구성원들과의 비상업적인 성격
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행위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공공커뮤니케이션은 공공기관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책과 캠페인과 같은 내
용을 알리고, 국민 또는 시민과 소통하는 접근 방식 중 하나이다. 관점에 따
라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소개, 공공캠페인, 공공사업(공모전 및 행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5) 이영주· 류웅재 (2017). 공공커뮤니케이션과 언론의 실패, 위험한 정부에 대한 시론. <문화
와 정치>, 4권 1호, 31-61.
6) 배정근, 조삼섭 . (2017). 공공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정부 광고 분석 연구 . 한국언론학보 ,
61(5), 4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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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서울프레임 (Seoul Frame)
‘ 서울프레임’은 연구자가 서울시 정책 이해도 증대를 위해 새롭게
제시할 공공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서울시의 특징을
담은 프레임을 사용하여 서울시의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 ‘ 서울프레
임’ 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을 상징하는 도형, 대상과 분야를 분별해주는
픽토그램이 사용되었다.

- 7 -

2.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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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공커뮤니케이션
2.1.1.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개념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공공과 커뮤니케이션
의 개념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한자어 ‘ 公’의 어원을 살펴보면 내 것
(私)을 열고 나눈다는( 八) 뜻으로, 내 것이 아닌 모두의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한자어 ‘共’ 은 두 사람이 물건을 맞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일
을 함께 하고 나눈다는 의미를 지닌 합성어로 되어 있다. 7) 따라서 공공
(Public)이란 공적인 영역 , 다수가 참여하고 다수를 위한 것이라는 공익
성의 의미를 갖는다 . ‘ 공공 ’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데에는 인간이
‘개인적 ’ 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산다는 ‘ 공동체적이고 상
호의존적인’ 사회적 존재라는 데 있다 .
즉, 모든 개인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이며, 사회공동체에서 교환되는 정보
는 본질적으로 공동의 가치를 내재한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 공공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커뮤니케이션은 사회화의 한 과정으로서 정보에 사회적 규
약에 따른 의미를 내포하여 생산되며, 해석의 경향성을 만들며 적극적으
로 유통된다.

2.1.2.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점
공공커뮤니케이션이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기관의 사업을 충
족시키는 활동을 돕는 수단으로 , 그 목적은 대체로 지역 내의 국민 또는
시민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위한 출발점은
7) 길윤홍 (2012),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의 효율적 적용에 관한 연구서울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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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성격에 따라 그 문제의식 또한 달라지며 , 일반적으로 상업적 문
제의식과 공공성을 가진 문제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공공커뮤니케이션 사업의 주체는 공공단체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과 시민의 편익 및 공공복지 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행함에 있다. 공공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익사업의 모든 이익은 또 다른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창조를 통한 시설 개량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
여 이용자인 주민에게 환원된다. 즉 , 공공디자인은 경제적인 이윤이 아
니라 시민의 안녕과 행복과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하여 특정한 개
인이 아닌 모두의 삶의 질을 총제적인 입장에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반면 민간 사기업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소유 및 경영의 목적과 주체가
특정 집단 , 개인 또는 사법 단체이다 . 사기업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효율적인 이윤 획득에 있으며, 이를 통한 모든 이윤은 주주
나 개인에게 돌아간다. 사적 디자인은 개인의 취향과 소비생활을 중심으
로 시장을 통해 매개되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 되어있다 . 반면 공공디자
인은 도시환경과 공공정보시스템과 같은 공통된 삶의 영역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한 사회의 문화적 토대를 이루게 된다 . 이처럼 공공디자인의
주체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인 경우
가 대부분이며, 그 객체도 특정한 소비자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대중이다.

사기업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공공기업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소비를 통한 사적 취향과

공공 영역을 통한

생활양식 표현

디자인의 사회성 강화

매개

시장

공공사업

주체

기업과 소비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기능

[표 2]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디자인의 차이
자료 : 문화관광부, 디자인 문화원 설립 기본방향 연구, 2005,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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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구성요소
공공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앞선 정의를 고려하면, 공공커뮤니케이
션 디자인은 공공장소에서 공익성을 가진 정보를 공공에게 전달하는 시
각적 디자인 체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과의 소통이며,
이는 미술이나 디자인 관점보다 어떤 메시지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정
해진 ‘공공’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 대한 숙고를 필
요로 한다. 즉,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메시지와 대중을 어떻게 만
나게 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 어떤 매체와 시각적 방법론을
가지고 연결하는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8)
이러한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구성의 형태는 마치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크게 닮
아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우리 고유의 말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한문을 배
우기 어려워 했고, 글자를 깨우치지 못해 각각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전하
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 이를 타파하고자 누구든지 쉽게 익혀 일상생활
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따라서 그 주된 목적은 ‘ 첫째, 언어, 문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 새 문자를
만들게 된 것이다. 둘째,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문자 생활을 하도록 도
모했다. 셋째, 제자에 있어서 대중성, 실용성에 입각한 문자의 보편화를 꾀하였
다.’ 라고 했다. 연구자는 훈민정음의 창제 당시 상황이 현재 공공커뮤니케이션
을 받아들이는 시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세 가지를 인용해 시민들로 하여금 차별화 되어 사용되는 공공커뮤니
케이션을 ‘홍보성’, 정상적이고 확실한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을 ‘정확성’, 실
용적이고 대중화에 입각한 공공커뮤니케이션을 ‘ 공익성’ 이라는 특성으로 정의
해 보았다.

8) 마샬 맥루한(1997),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북스 ,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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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 공익성
공공커뮤니케이션에서의 공익성은 공동체 이익추구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뜻한다. 특히 공공커뮤니케이션은 비정파적 성격이여야 하며 시민 다수가 그 필
요성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강형철은 “사전적으로의 공익성은
공중의 이익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위나 결정이 개
인의 이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이득이 되는 것을 뜻한다.” 9)
라고 정의했다. 배정근, 조삼섭은 “공익의 개념은 정부가 아니라 모든 국
민의 관점에서 결론 지어야 한다. 공공커뮤니케이션을 지정할 때 사람의
욕심과 실수로 인한 전체주의적 논리로 합의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국민에게 강요하거나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 라고 정의하였다.
공공커뮤니케이션은 특정한 단체나 사람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
익성에 기반하여 소통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 또한 이익집단을 위
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서 공익성을 갖추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업디자인과 달리 그 주체가 정부와 같은 공기관인 공공커뮤니
케이션의 경우, 개인적 취향보다 공중에 의한 사용성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즉,
시대의 유행이나 트렌드에 맞추기보다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공공성과 객
관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11)
또한 공공디자인 맥락에서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경제적 이윤을 지향하기
보다 시민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며, 모두의
삶의 질의 총체적인 향상을 지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12)
9) 강형철 (2016). 통신 공익개념의 출발과 제도화 : 영 , 미, 사례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
23권 2호, 17-47 .
10) 배정근, 조삼섭. (2017). 공공커뮤니케이션으로서 정부 광고 분석 연구. 한국언론학보 ,
61(5), 434-456.
11) 이성해(2011). 공익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연구 : 사회적 자본 관점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p .
12) 박찬숙, 권영걸 외 (2008), 유럽의 도시 디자인을 입다, 도서출판가인 , 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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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2. 홍보성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홍보성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각 부서의
주요 정책소개 및 사업, 모집공고 등에 있어 국민, 또는 시민에게 전달되는 수준
을 의미한다. 즉,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좋은 정책이
있어도 시민이 인지하지 못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익광고 매체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TV매
체, 인쇄, 인터넷, 옥외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인광고의 수용자 충족자원은
인지성, 정보기대, 유용성, 설득성, 행동의도로 나타났다’ 라고 했다. 덧붙여 ‘공
익광고는 사회의 문제 해결과 공익 이슈의 환기를 위한 자발적인 광고 커뮤니케
이션으로, 광고를 접하는 수용자들의 직접적인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광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매체 계획
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라고 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결과를 도출
할 때에는 기존 사기업의 광고들과 차별되는 공공커뮤니케이션만의 특성이 있어
야 하며, 출처를 확실히 하여 공신력 또한 갖추어야 한다. 더불어 여러 연령대와
직업군을 고려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전
달하여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대는 도시 이미지 확보를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이
다. 따라서 각 도시의 슬로건이나 시정목표를 통한 시정홍보 디자인은 매우 중
요한 요소로서, 그 도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영화와 성승민(2019)은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평택시 홍보디자인 개발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평택시가 홍보하고자 하는 시정홍보에 적합한 이미지를
그래픽 모티브로 도출함과 동시에 평택시 자연의 특징을 시각이미지로 연출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서울시 시정홍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공
13) 이영화 , 성승민 (2019),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평택시 홍보디자인 개발,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 10권 6호 , 14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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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한다.

2.1.3.2. 정보성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정보성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인지성이 높
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정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 부수적인 메시지를 포함하여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 디자인 관점에서 정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서체와 그래픽요소 그리고 촉각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따라서 데이터가 가진 정보의 의미를 전달함과 동시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형상화해야 한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에 있어 효율
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차트 , 지도 및 로고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자 한다.
이상의 본 연구에서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구성요소 3가지를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14) 손종필 (2018 ). 건강기능식품 PB 패키지디자인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
영국 대형마트 비타민 패키지디자인의 정보전달 기능을 중심으로 -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6(2), 26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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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특징
․ 공동의 이익

공익성

․ 비정파적
․ 모든 사람에서의 관점

홍보성

․ 전달성
․ (사기업과의) 차별성
․ 사실성

정보성

․ 객관성
․ 인지성
[표 3]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구성요소 분석표

2.1.4.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분류 및 매체
현재 공공커뮤니케이션의 매체는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 TV광
고, 신문광고, 지하철 옥외 광고 등이 가장 일반적이며 최근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SNS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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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의 구성요소
2.2.1 레이아웃(Layout)
레이아웃은 Laying out the Elements를 줄인 용어이다.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기 위하
여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고 , 한 공간 내에 적절히 어우러지도록 하는
데 그 기본 원리가 있다.15)
즉, 레이아웃은 홍보물을 구성할 때 각각에 필요한 요소(서체, 사진, 일
러스트, 기호, 픽토그램 등) 를 정해진 평면상에 기능적이고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조형계획이다. 따라서 좋은 레이아웃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서도 목적에 합치되어야 한다.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백을
고려하여 가독성과 주목성을 갖추고 , 다른 요소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16)

15) 이유경 외. 「효과적 정보전달을 위한 대형 쇼핑몰 유도사인 시스템 조형요소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 , 제 55호 Vol.17. p376
16) 김광규 편저 (1992). 「레이아웃 프린트 」(주 )디자인신문사출판국.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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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기본 도형 레이아웃
기본도형은 간단한 레이아웃을 통한 쉬운 언어가 강점이다. 일반적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형으로 구성되어, 앞서 언급
했던 공공커뮤니케이션이 가져야 할 쉬운 언어 중 가장 대표적인 예
라고 할 수 있다 . 또한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 없어 시민들이 바로 인
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림 1] 기본 도형을 이용한 레이아웃

[그림 2] 기본도형을 이용한 레이아웃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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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 서울 상징물 레이아웃
서울 상징물 레이아웃은 서울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어
야 한다 . 이 때 서울만의 고유한 형상의 도형화는 타 도시와의 차별
성을 보여줄 수 있어 도시의 특별함을 담아내기에 좋은 소스가 된다.
하지만 서울 상징물을 활용한 레이아웃을 제안할 경우 고려해야 할
점도 있다. 상징성을 가진 건물이나 자연을 담아낼 때 그가 가진 고
유성을 보여주기 위해 도형을 단순한 구조로 나타내기 보다는 복잡
한 형식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복잡한 언
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림 3] 서울의 상징물을 활용한 레이아웃

[그림 4] 지역 상징물을 활용한 레이아웃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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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그리드형 레이아웃
그리드는 가장 간단한 구성요소로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하나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공간의 재배치를 통하
여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각각의 개성으로 나타난다. 하
지만 서울만이 가지는 특징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다른 프레임
에 비해 시민들의 학습성이 더 많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다.

[그림 5] 그리드를 활용한 레이아웃

[그림 6] 그리드를 활용한 레이아웃 예시(네셔널 지오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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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 텍스트형 레이아웃
텍스트형은 전체적인 레이아웃에서 텍스트를 기입할 수 있는 공
간을 설정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폰트와 크기를 매뉴얼으로 적용시켜
가장 명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 또한 텍스트
는 메시지의 정확한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그래픽 구성요소로서 중
요한 역할을 한다 . 텍스트는 소통과정에서 가장 오차가 없는 요소이
다. 전 연령층이 동일하게 이해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
자 특징이다.
최근 사기업들은 트렌디한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여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텍스트형 레이아웃을 빈
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사기업이 행하고 있는 전략을 공공커뮤니케이션에서 똑같이 사
용할 경우 사회적 이슈가 될 소지도 있을뿐더러 , 시민들로 하여금 공
공기관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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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텍스트를 활용한 레이아웃

[그림 8] 텍스트를 활용한 레이아웃 예시(배달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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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종합적 레이아웃 예시(디자인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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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색상(Color)
색상은 가장 쉽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공공커뮤니
케이션의 컬러 마케팅은 색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인
식을 한 번에 주입시킬 수 있는 매개체이다 . 사람들을 시각적인 것에 민
감하고, 이를 쉽게 기억한다. 색상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서 더 많은 의
미를 내포한다 .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도 색상을 통해 표현할
수 있으며 ,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글로벌 대기업
뿐만 아니라 작은 중소기업들까지도 색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위 ‘ 명품’ 이라고 일컫는 기업들은 색상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에
르메스는 오렌지색을, 구찌는 레드와 초록색을 연상시킨다. 이렇듯 공공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색상으로써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다.

2.2.3 픽토그램(Pictogram)
픽토그램은 그림문자의 일종으로 어떤 대상 또는 개념 등에 관계되
는 심벌이다 . 이것은 언어나 글자보다 빠르게 인지된다 . 또한 알기 쉽게
의미를 전달하며, 주로 공공시설물의 교통표지, 주요 대중시설물 등에
이용된다. 픽토그램은 국가나 언어에 관계없이 ,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알
리고 싶은 것을 직관적인 그림으로 표시하여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알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을 한 번도 실제로 보지 못한 경우 , 그림으로만
그 사물을 알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그러나 픽토그램은 언어나 관심
을 초월한 국제 용어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내용이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에 기본 전제를 둔다 . 예를 들어, 공항에서의 픽토
그램은 가시거리를 고려하여 간결화된 형태로서 적합한 장소에 설치되
어야 한다.

- 23 -

또한 픽토그램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전달기능의 효과가 크기 때
문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달의 기능적인 면만을 중시하여 너
무 많은 양이 부착되어 있다면 통행 및 시선에 지장을 주게 될 수 있다.

[그림 10] 화장실 픽토그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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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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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분석
3.1.1. 정보구성
지난 3 년간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으로부터 나온 홍보물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홍보물 안에 담기는 내용 중 가장 많은 구성요소의 비율을 보여준 부분은
CI, BI, 사업( 정책)명, 기간, 대상, 타임테이블( 공모전의 경우) 등이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성격에 따라 구성요소가 조금씩 변화한다.

3.1.2. 메시지 유형
서울시 커뮤니케이션은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성격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1. 정책 : 제로페이, 서울케어, 잘생겼다20, 서울자전거 따릉이 등 새
로운 정책이 생겼을 때, 시민에게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커뮤니케
이션이다.
2. 공모전 : 서울영상공모전, 사진공모전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는 전 국민적 공모사업을 일컫는다.
3. 캠페인 : 자연재해나 유행병 등 알림 성격의 주의사항이나 , 산불
조심, 임산부 , 노약자 좌석의 홍보 또는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메시지 등 일반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벌이는 캠
페인을 말한다.
4. 행사(페스티벌) : 한강몽땅 , 문화가 흐르는 날 , 서울의 밤 등 행사
나 축제를 시민들에게 알릴 때 쓰이는 광고성이 짙은 커뮤니케이
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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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 정책 / 왼쪽 : 공모전

오른쪽 : 캠페인 / 왼쪽 : 행사(페스티벌)
[그림 11] 서울시 커뮤니케이션 4분류 예시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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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서울시 포스터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3.1.3. 색상
서울시는 서울의 600년의 역사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풍토색에 착안하여 인문환경 , 인공환경 , 자연환경에 대한 학술
적, 과학적 연구분석을 바탕으로 2008년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17) 를
발표하였다.

17) 서울특별시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요약보고서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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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개요
국내 국외 지역성과 문화성 등에 기초한 다양한

사례연구 및

국내

시사점 도출

사례검토

외

도시환경 구성요소를 고찰하고, 경관색채에 대한
조형성, 기능성, 이용성 측면에서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서울의 색채

경관색채

현황 조사

DB시스템

분석 및

구축

DB화

서울의

색채조사, 분석 및 DB시스템 구출,
서울현상색250, 서울지역색50, 서울대표10 개발

서울시에 분포된 색채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한

정립 및

서울상징색 개발 및 상징색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체계화
서울상징색
경관디자인

권역별

서울의 환경색채 정립을 위한 권장색을 개발하여

표준모델개발

색채

색채 경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권역별

가이드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서울의 경관브랜드 개발로

인 도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연구

관리 및

서울상징색 경관과 연계되는 주요 적용대상을

운영방안

정리하고, 이용의 관점과 기능의 관점에서

관리계획 및

활성화

일체화하여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안 연구 검토

활성화 방안

전략

활성화 전략 프로그램 수립, 향후 서울시 전반에

프로그램

걸친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시킬 수

수립

있는 방안을 연계하여 연구
[표 4] 서울의 색 연구 범위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색 정립 및 체계화, 2008, p2

하지만 최근 이렇게 연구된 서울색을 공공커뮤니케이션으로 활용하
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이후 특별히 보완하지 않아 색
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점 ,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색은 점점
그 매력을 잃어버렸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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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서울대표색 10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3.1.4. 서체
서울시는 2008년 7월 서울 시내의 사설표지, 안내표지판 등을 전면
적으로 새단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서울서체( 서울남산체, 서울한
강체)를 개발하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서울서체의 특징은 명조체와
고딕체가 한 뿌리에서 기원했다는 점이다. 명조체인 서울한강체와 고딕체인 서
울남산체를 겹치면 두께와 크기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국 세리프만 제
외하면 두 서체는 동일한 모양이다. 두 서체는 서울시가 담고있는 다양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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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동시에 강직한 선비정신과 단아한 여백을 담고 있다. 조형적인 특징으로
는 한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서체의 이
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울의 대표적 자산인 ' 한강'과 '남산'을 응용한 서울서
체는 한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언어인 한글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4] 서울서체(서울한강체, 서울남산체)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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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시 정책 분류
서울시는 정책을 그 성격에 따라서 8 개의 분야로 구별하여 분류하
고 있다. 분류는 주택 , 경제, 교통 , 환경 , 복지, 안전 , 문화 , 행정 등이며 ,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픽토그램과 해당 컬러를 통해 분류
를 하고 있다.

[그림 15] 서울시 정책 분류 픽토그램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 32 -

또한 서울시는 커뮤니케이션 타깃(target) 을 구분 짓고 있다 . 즉 , 대상별
과 관심분야별로 기준을 나누고 있다. 대상은 또다시 연령별과 특정계층
별로 나뉘어질 수 있다.

[그림 16]서울시 정책 대상별 픽토그램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관심분야는 서울시 정책 기존 8분류를 큰 카테고리로 두고, 시민들의 관
심사가 큰 항목을 중점으로 세부분야를 두어 총 12 개의 분야로 제공되고
있다. 추가된 분야는 건강, 교육 , 건축 , 세금이다 .

[그림 17] 서울시 정책 관심분야별 픽토그램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 33 -

3.3. 서울시 홍보 체계
서울시 홍보 매체를 분석해보면 크게 3가지의 형태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는 1. 2D적 시각적 홍보매체, 2. 영상, 3. 오디오이다. 그
중 2D적 시각적 홍보매체는 그 수가 다른 매체에 비해 현저히 많은
데, 카드뉴스, 현수막, 리플릿, 포스터, 배너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홍보매체

홍보방법

영상매체 (옥외전광판, 지하철· 버스 TV 등 )

영상 (20초 )

서울도서관 통천

현수막

비즈링 (행정전화, 법인폰, 120)

통화연결음

팟캐스트 (정영진 · 최욱의 걱정말아요 서울 )

영상 ,오디오

TV 정보프로그램 (SBS 모닝와이드, MBC
생방송아침 등)

방송협력

인쇄매체 (가판대 · 구두수선대, 버스 내 · 외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 등 )

포스터

라디오· 팟캐스트 광고 (TBS 뉴스공장 시간대,
SBS 컬투쇼 시간대, CBS 등)

오디오 광고

버스 음성광고 (서울시내버스)

오디오 콘텐츠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이미지, 카드뉴스

비고

시안 확정 후
최소 3~5일

시안 확정 후
최소 7일

영상물 (20초 ,
30초, 40 초 )
영상, 퀴즈, 게임
등

TV, 극장광고 (영상이 있는 경우)
모바일 캠페인
간행물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자치구 소식지 등 )

기사, 배너광고

서울영상크리에이터

카드뉴스, 퀴즈,
게임 등
영상콘텐츠

TV 다큐, 예능

방송협력

포털 캠페인 (네이버, 다음 )

[표 5] 서울시 홍보매체
자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 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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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초 게재
가능

4. 서울 프레임 디자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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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디자인 연구
4.1.1. 디자인 기초 연구
서울프레임의 레이아웃을 적용시킬 도형으로 가장 적합한 도형을
검토한 결과, 조사한 분류 중 서울의 상징물을 활용한 레이아웃과 기본
도형이 시민들의 인지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기
초 연구를 시작하였다 . 본 연구자는 ‘서울 ’의 상징물로 ‘한강’을 선정하
였고, 이를 활용하여 시도하였다 . 또한 기본 도형을 활용한 단순적인 프
레임도 시도하였다.

[그림 18] 한강을 모티브로 한 도형 예시1

[그림 19] 한강을 모티브로 한 도형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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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기본도형 레이아웃 예시1

[그림 21 기본도형 레이아웃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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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한강 레이아웃 예시1

[그림 23] 한강 레이아웃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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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특정 상징물을 도형화하는 경우 , 그 형태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
보를 담아야 하는 레이아웃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해결책
으로 상징물의 도형을 단순화하는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기존
의 서울시 홍보물에 적용해보았다.

[그림 24] 서울의 상징물 도형의 단순화 예시

[그림 25] 서울의 상징물 도형의 단순화 기존 홍보물 적용 예시

그 결과, 서울프레임에 적용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점을 발견하였고, 그
중간 해결책으로서 기본적인 도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울의 상
징물을 반영한 도형이 서울프레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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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본도형

서울상징물
도형

장점

단점

․단순한 이미지→ 학습성 불필요
․친숙한 도형

․ 서울만의 특색이 없는 단순화

․서울의 개성표현 확고

․ 이질감 초래

․다른 지차체의 모방방지

․ 복잡한 구조로 인한 제 기능

․공신력 강화

약화

[표 6] 기본도형, 상징물 도형의 비교 분석

4.1.2. 디자인 기본 방향 개요

[그림 26] 서울시 브랜드 I·SEO UL·U

서울프레임의 기본적 도형형태로 서울시의 BI의 모티브인 문고리형
‘ㅇ’을 기본으로 하여 각 정보별 특성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종류를 분
류하였다. 문고리 ‘o’ 은 단순한 기본 도형이지만 ,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
된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도형이다 . 또한 이미 I·SEOUL·U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프레임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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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문고리형 도형

서울프레임의 기본적 도형형태로서 서울시의 BI의 모티브인 문고리형
‘ㅇ’을 현재 개발된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홍보물에 적용시켜 보았
다. 하지만 각 홍보물마다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구성이 달라 문고리
형의 단순형태를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림 28] 서울시 포스터에 문고리형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킨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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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고리형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
여 정보의 구성에 맞게 사용하고자 한다. 형태의 구분으로는 원형 그대
로 적용하는 기본형, 나열식 계단형, 세로 돌출형 , 가로돌출형을 적용한
다. 레이아웃의 형태는 정보의 구성에 따라 배치한다.

[그림 29] I·SEOUL·U 의 문고리 ‘ ㅇ’ 을 활용한 프레임 요소

4.2. 디자인 구성요소
4.2.1. 도형 레이아웃
기본 프레임은 본 연구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공공커뮤니케
이션 프레임 요소 가운데 서울 상징물 도형으로 선택하여 진행했다 . 다
른 도시와 차별성을 두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고유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상징물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프레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 상징성을 나타내
는 모티브는 그대로 가져가지만 역할의 가능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가능
한 한 단순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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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문고리형 레이아웃

- 43 -

4.2.2. 커뮤니케이션 성격별 정보구성 요소
앞서 조사한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성격을 총 4가지( 정책, 공모
전, 캠페인, 행사) 로 구분한 다음, 그 내용과 정보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문고리형 ‘ㅇ’이 적용된 4가지 프레임 가운데 가장 적합한 프레임을 활
용하고자 한다.
분류

정보구성 요소
정책 이름, 이미지, 정책소개, 대상(Target), 정책BI(해당될

정책

경우), 서울시 BI
캠페인 주제, 이미지, 서울시 BI

캠페인

공모전 이름, 이미지, 대상, 장소, 일시, 상금(해당될 경우),

공모전/포럼

타임테이블, 서울시 BI

행사/페스티벌

행사/페스티벌 이름, 이미지, 대상, 장소, 일시, 서울시 BI

[표 7] 서울시 공공커뮤니케이션 정보구성 요소 분석

4.2.3. 픽토그램
서울프레임 구성요소 중 대상을 나타나는 표현 기법으로는 일상생
활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대중적인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전 국민적이
며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방향성을 유
도하고자 한다.
정책 픽토그램의 경우 서울시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매개체를 기존 안
으로 활용하나 , 그래픽적으로 단순화하고 일률적 선을 사용하여 통일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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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정책별

[그림 31] 서울프레임 정책별 적용 픽토그램

4.2.3.1 대상별

[그림 32] 서울프레임 대상별 적용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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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사한 바과 같이 , 서울시는 현재 연령을 기본 6단계로 나누어 커
뮤니케이션의 대상을 구별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영유아와 유아
의 구분을 특별히 나누지 않고 총 5단계로 연령을 분류하였다. 현재 서
울시는 계층으로 총 2가지의 분류(취약계층, 장애인)만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최근 서울시과 정부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취
업, 결혼, 경제, 관광, 복지 등을 고려하여 총 7단계(취업준비생, 신혼부
부, 임산부, 소상공인, 외국인, 노약자, 장애인)로 계층을 세분화하여 모
든 시민들이 공공커뮤니케이션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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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패턴
서울프레임 패턴은 문고리형의 모티브를 확장시켜 공적인 분위기를 고취시
킴과 동시에 서울시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도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33] 서울프레임 패턴

- 47 -

4.2.5. 색상 가이드
홍보의 특성상 그 대상과 주제에 따라 정해진 규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 .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시간대와 환경에 따
라 이미지가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홍보 매개체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상황을 고려해 자율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6. 서체
서체는 전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특히 공공커뮤니케이션의 특성상 남녀노소 할 것 없
이 누구에게나 인식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체의 활용 범위는 일반
사기업에 비해 그 범주가 작다 .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상 가변형이 적용된
서체가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 가독성은 필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볼 때 서울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서체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서울남산체와 서울한강체이다.
서울서체는 강직한 선비정신과 단아한 여백을 담고 있으며 조형적으로는 한
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하였다. 서울의 대표적인 자산인 ' 한강' 과
'남산' 을 응용한 서울서체는 한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언어인 한글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일 것이라18)고 서울시는 말하고 있다.

18)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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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프레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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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본체계
5.1.1 서울프레임 : 정책 매뉴얼
정책 커뮤니케이션은 최소화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정책 네이밍에
확실한 시각적 시선이 머무를 수 있게 한다. 정책 BI가 있을 경우는 확실
한 인식을 위해 프레임 안에 이를 무조건적인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림 34] 서울프레임 : 정책 기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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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서울프레임 : 정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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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서울프레임 : 공모전 매뉴얼
공모전은 다른 프레임에 비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은 것이 특
징이다. 타임테이블은 폰트 크기를 작게 만들어 사용하지 않고 12pt 이
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속된 문고리 ‘ㅇ’의 가로형 조합
속에 대상 , 장소 , 일시 등을 기입하여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그림 36] 서울프레임 : 공모전(포럼) 기본 매뉴얼

- 53 -

- 54 -

[그림 37] 서울프레임 : 공모전(포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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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서울프레임 : 캠페인 매뉴얼
캠페인 매뉴얼은 다른 3가지의 서울프레임에 비해 정보의 내용이
현저히 적다. 그렇기에 문고리 ‘ㅇ’의 가장 큰 특징을 보여주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서울프레임의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으며 ,
캠페인의 주제를 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림 38] 서울프레임 : 캠페인 기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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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서울프레임 : 캠페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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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서울프레임 : 행사(페스티벌) 매뉴얼
행사( 페스티벌) 매뉴얼은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기에 일시, 장소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요소이고 , 이
를 부각시켜 매뉴얼에 녹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0] 서울프레임 : 행사(페스티벌) 기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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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서울프레임 : 행사(페스티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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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응용체계(매체별)
5.2.1 포스터
포스터는 공공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매체이
다. 그렇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뉴얼로 적용시켜 다른 매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포스터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2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그림 42] 서울프레임 : 포스터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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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웹배너
최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서울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루고 있다. 웹의 특성상 배너의 크기가 다양한 것에
유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웹배너는 크기에 따라 총 4가지(Full
Banner, Leaderboard, Square, Skyscrape r) 로 나눈다.
사이즈

Pixel

Full Banner
Leaderborad

486 x 60
728 x 90
336 x 280
300 x 250
250 x 250
160 x 600
120 x 600

Square
Skyscraper
[표 8] 웹배너 사이즈 표

[그림 43] 서울프레임 : 웹배너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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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X-Banner
X-Banner는 다른 프레임보다 가로가 긴 것이 특징이다 . 프레임의
정보를 가로로 구성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이즈는 총 3가지 형태로 구
분된다.
사이즈

mm

Big X-Ba nner

700 x 2030

Standard

600 x 1730

Small X-Ba nner

1430 x 500

[표 9] X-Ba nner 사이즈 표

[ 그림 44] 서울프레임 : X-Banner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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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버스
버스는 시민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 정보
의 노출이 쉬운 매체이다. 외부 고정창을 활용하여 이동하는 보행자를
타깃으로 하는 등 이동형 인식 매체를 특성으로 하고 있어 효과가 뛰어
나다.
사이즈

mm

외부 고정창

950 x 850

내부 모서리

560 x 295

정류장

1,170 x 1,710

[표 10] 버스 적용 사이즈 표

[그림 45] 서울프레임 : 버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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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지하철
지하철도 버스와 동일하게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
단 중 하나이다. 대부분 포스터가 전시되지만 최근 소통공간에 적용되는
미디어 매개체가 다양해졌다. 1~9호선의 사이즈가 미묘하게 조금씩 다
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그 수치가 미세하기 때문
에 제공되는 매뉴얼을 통해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mm

사이즈
지하철역사 포스터
와이드칼라
승강장벽면
2호선
액자형(1)

5~8호선
9호선
1~4호선

액자형(2)

5~8호선
9호선

[표 11] 지하철 적용 사이즈 표

[그림 46] 서울프레임 : 지하철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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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x 700
4,000 x 2,250
2,000 x 1,000
514 x 364
505 x 255
513 x 361
493 x 341
548 x 375
525 x 352
1,00 x 260
1,000 x 230
750 x 260
750 x 230
1,750 x 260
1,750 x 230

5.2.6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가로가판대와 구두수선대는 시정 주요 정보를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매개체로서 보행자를 타깃으로 하는 이동형 인식 매체이다. 주로 정책만
홍보 되고 있으며 , 캠페인, 공모전 , 행사 등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적용되
지 않는다.
mm

사이즈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뒷면

2,500 x 900

앞면

1,100 x 800

뒷면

2,400 x 800

옆면

850 x 450

앞면

750 x 1,150

[표 12]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적용 사이즈 표

[그림 47] 서울프레임 :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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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서울프레임 : 적용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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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금지규정
서울프레임은 형태 및 색상, 규칙을 임의로 바꾸거나 변형할 경우 고
유의 디자인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반드시 표준 형태를 준수해야 한다.

[그림 49] 서울프레임 금지규정 : 형태의 변형

[그림 50] 서울프레임 금지규정 : 색상의 관계

[그림 51] 서울프레임 금지규정 : 임의적 규칙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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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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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최종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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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서울프레임 매뉴얼 최종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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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작품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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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최종 작품전시

6.3. 기대효과
서울시가 정책에 통합적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활용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들의 정책사업 이해
도 상승이 가장 큰 효과로 다가올 것이다. 그에 더하여 매년 상승하던
디자인 개발비 예산 절감으로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고, 통합 공공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통한 공신력 강화를 통해 단순히
후원성으로 이름만 빌려주던 사기업의 이벤트와는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 또한 타 도시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써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①시민들의 정책사업에 대한 인지력 상승
②공공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신력 및 경쟁력 강화
③차별화된 도시 브랜드 경쟁력 확립
④홍보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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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의 한계와 추후 과제
본 연구는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구성 소개를 시작으로 서울
시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그에 걸맞는 서울 프레임
을 제안했다. 또한 새로운 모습의 서울 프레임을 연구하여 그 에 대한 정
확한 메뉴얼을 정리함으로써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서론과 선행 연구에서는 논문의 쟁점인 디자인 공공커뮤니케이션을 간
략히 소개하고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점 ,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
하였다. 특히 구성 요소를 분류함으로써 직관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
는 디자인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존 서울시의 상징적인 슬로건, 건축
물, 역사 속 주요 장소 등 서울시 이미지를 제고함과 더불어 공공 커뮤니
케이션을 분석 , 연구하여 디자인의 패턴 , 생삭가이드 , 서체 등을 고려해
정책별, 대상별로 필요한 프레임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는 무엇보다 서울시의 공공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지의 장벽을
허물고, 대중에게 다가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서울 프레
임이라는 대중을 위한 새로운 공공커뮤니케이션을 도출했다. 특히 이를
정책 매뉴얼, 공모전 매뉴얼, 캠패인 메뉴얼, 행사 메뉴얼 등 총 4가지로
분류하였고, 이를 응용하여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취약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의 편리함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였다 . 그러나 첫 시행과
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의 학습 또한 요구한다는
점은 또 다른 숙제로 남을 것이다 .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과도기
는 찾아오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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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unicipal government of Seoul has increased its
budget to develop promotional materials every year, but
there have been issues with the lower participation and
recognition rates of citizens than the budget year after
year. I·SEOUL·U is generally attached to its promotional
materials, but the areas of its usability ar e reckless w ith
many ev ents held as part of sponsorsh ip. It is a fact that
the

level

of

public

confidence

and

recognition

is

considerably low at events held by Seoul and its policy
promotions.

This study began by recognizing these issues and aimed to
propose a new public communication design manual to
promot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Seoul, and citizens through the expansion of
visual language and graphic functions among the various
methods and forms of public communication.
Giv en its characteristics, public communication shou ld be
expressed in a direction
rather than

design

learning

order

in

for relatively easy recognition

in a complex structure that needs
to communicate w 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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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people.

In

addition,

Seoul

needs

to

introduce

differentiating

communication designs from other

cities, enhancing

image

present

of

competitive

edg e.

The

study

its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process to propose a systematic
approach to Seoul's public communication design manual
that would meet public interest as a public institution and
be attractive:

First, the study examined the theoretical concepts and roles
of a public institution and the importance, functions and
methods of public communicati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ommunication were also examined along with those
of a public institution. Communication at public institutions
shou ld be differentiated from

communication at private

corporations, and its fundamental roles were identified. The
study addressed th 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Seoul's
current public communication, demonstrating its legitimacy
in

the

development of

a public

communication

design

manual for Seoul.
Secondly, the study analyzed the v isual design information
elements

and

compositions

of

public

communication,

covered th e cases of integrated public communication home
and abroad, and looked into the most effectiv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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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utilization plans, and limitations.
Finally, the study proposed a public communication design
manual for Seoul based on the findings and discussed its
future utilization plans and tasks.

The present study proposed an indirect communication
solution between the public institution of Seoul and citizens,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The public communication
design

manual proposed in

the

citizens recognize the policies

study

will

of the public

help many
institution,

understand a n eed for projects,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such projects themselves. The manual is still
at the level of proposing possibilities and will need further
research and implementation, which is part of the study's
limitations. The manual was, however, designed to maximize
the recognition rates

of citizens

and propose effective

public communication measures within the design category.

The integrated public communication design manual of
Seoul will gen erated the following

expected effects: the

biggest effect will be the increasing understanding of policy
projects among citizens; the budg et for design development,
which has been on the rise year after year, will be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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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ut citizens' taxes to mor e efficient use; Seou l's events
will benefit from reinforced public confidence thanks to the
integrated

public

communication

design

and

thus

be

differentiated from events by private corporations simply
lending their names as part of sponsorship; and Seoul will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its urban brand with its
different and differentiating designs from other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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