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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systematically grasp the visual and informative needs of sign system 
and secure the formativeness sample for standardization model. This study, therefore, will help 
building the requirements to create design value and secure objectiveness for realization of 
practical use of the communication design plan, and means transference of the external and 
internal information system of railroad vehicles for practical use into the standardization model.
  The pictorial sign based information delivery is a communication process and way gained 
through vision and perception, so that grasping the formative structure connoted in message is 
not less tha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ssence.
  In this study, I defined the symbolic expressions inherent in TTX sign system to be 
perceptional action and value norms as general signatures and signifiers.

국문요약
본 논문은 TTX 차량 사인시스템의 시각적, 정보적 니즈를 체계화 시켜 표준화 모델을 위한 

표본을 구축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철도차량 디자인 가치 창출과 서비스 확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실용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모델로 전이 시키는 의미
를 지닌다.

픽토리얼 사인의 정보전달은 시지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사전달 과정이며 수단이므로 그 이
미지에 함축되어 있는 조형성을 파악하는 것은 곧 그 메시지를 체득하는 것과 같으므로 TTX 사
인시스템이 지닌 상징적 표현을 보편적인 기호와 구조로서의 인지작용과 가치 규범으로 진단하
였다. 사인은 비구술적 의사소통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미론적 정보의 집약적인 대상이 되므로 이
것은 상징성과 표준성에 준거하고 함축적인 디자인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지각적인 제 조건을 갖
추어야 한다.

따라서 픽토그램과 ISOTYPE의 조형적 표상은 정보적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지닌 개념요소와 
상관요소가 지닌 특성들이 주제에 부합된 개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픽토리얼 사인의 가독성 증
대에 필요한 시지각적인 요구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인의 주제, 내용, 표현요소, 사용 목적, 범위, 이용방법과 유의사항 등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
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대 효과를 증대 시켜야한다. 기본적인 서체, 로고, 색채 관리 등의 디
자인 구성요소, 레이아웃과 적용 모듈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합목적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문
자와 도형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정체성이 미학적 구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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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TTX차량에 사용되는 픽토리얼 사인 디자인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 과정, 방법, 구조 등
의 내용을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정보전달 수단으로 표현되는 모든 요소
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안내 디자인은 철도차량의 시설이용은 물론 비상대피 및 탈
출에 필요한 안내 등 승객의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
지각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식과 이해로도 충분히 판별할 수 있는 메시
지가 전달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며 시각적인 인지성을 크게 요구한다. 

디자인적 관점으로 현재 국내외 철도차량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는 아이소타이프 사례가 
지닌 디자인 구성요소와 역할을 특성열거법으로 분석, 진단하였다. 또한 이것에 대한 필요충
분조건 확인과 구현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특히 향후 TTX 차량에 사용되어질 정보커뮤니
케이션 디자인 영역의 일부인 아이소타이프가 지닌 기의(Signified)를 합목적적인 내용으로 
시각화시키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생활과 여행 문화를 중심으로 한국이라는 지역, 전통, 생활의식 및 태도에 
바탕을 둔 디자인 및 차량의 차별적 요소를 규명, 방향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철도 이용자의 의식 및 그의 정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디자인이라고 할 때, 디
자인 대상에서 보이는 표상적인 현상만이 아닌, 그의 기저에 있는 각종 내용을 구현(실체)화 
하여야 하므로 실용화 단계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근
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2. 픽토리얼 사인 디자인 개념과 속성

정보안내 디자인의 기본 대상인 픽토그램(Pictogram) 및 아이소타이프(ISOTYPE)와 같은 
시지각적인 안내 디자인은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Non verbal communication)으
로서 픽토리얼언어(Pictorial language)로서 체계, 의사전달 및 과정, 상호관계 계통 , 경과, 사
용방법, 순서, 위치 등을 표현할 때 사용된 것으로 일종의 다이아그람(Diagram)과 같은 의미
를 갖고 있다.1) 이것은 도식적 시각전달과 같은 추상적 내용표현과 요소로서의 구성인자들
을 관련시키며 의도된 뜻을 전달한다. 

예를들어 아이소타이프는 언어, 문자, 교육, 환경 등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림문자로써 ‘국제 그림문자 교육기구’인 ‘International System Of TYpographic 
Picture Education’ 약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동일하다는 의미의 접두어인 ISO와 형(型)
이라는 의미의 TYPE가 합성되어 동일한 형의 사용이라는 뜻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것은 등형법(等形法)에 의한 그래프, 도형 등에 사용되는 국제 공통의 상징적인 그림문
자언어를 지칭하므로 픽토그래프들의 기본원리 및 질서 또는 그 이념을 아이소타이프라고 
1) Walter Herdeg,“Diagrams”, The Graphic Press, Zurich, 1976,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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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픽토리얼 사인 디자인의 시지각적

         디자인조건

철도차량과 승객간의 인터페이스 측
면에서 정보안내 디자인이 지닌 언어
적 상징성인 메시지가 물리적 경로와 
심리적 연결의 기반이 되도록 상호교
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아이소타이프는 전달하고자 하는 개
념, 과정 방법, 구조등의 내용을 쉽게

총칭할 수있다.
이와 같이 자율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아이소타이프의 창안은 1920년대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사회학자인 오토 노이라트(Otto Neurath)로부터 개발되었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 사회와 경제 등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간략한 그림을 사용하여 책, 포스터 등의 
교육과 홍보용 매체에 이용하였으며 기하학적인 이집트 벽화의 민족이나 시대를 초월하는 
시각적 전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2)고 하였다.

 지각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으로 정보전달 수단으로 표현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또한, 아이소타이프는 시설 이용, 비상대피 및 탈출에 필요한 안내등 승객의 안전성과 직격
되므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지각적 역할이 중하다.  디자인적 관점으로 
현재 국내외 철도차량 디자인에 사용되고 있는 아이소타이프 사례가 지닌 디자인 구성요소
와 역할을 분석하여 이것에 대한 필요충분조건 및 객관적 컨셉트 확인과 구현에 중점을 두
어야 한다. 그러므로  TTX 디자인에 사용되어질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영역의 일부인 아이
소타이프가 지닌 기의(Signified)를 합목적적인 내용으로 시각화 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
닌다. 

다양한 구조인 [함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아이소타이프는 대표적인 픽토리얼 언어
이므로 시각적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언어이며 정보그래픽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아울러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된 
내용이 명료하며 편향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과 동일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성
(Affordabiltty) 효과가 유발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아이소타이프는 인식으로 해석을 이해시키고 보는 것으로 읽는 것을 대신하게 
하려는 일종의 공통된 계획이므로 경험적인 이미지와 과학적인 객관성이 크게 요구된다. 이
것은 논리실증주의의 대중적인 해석과 시각의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하므로 실제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며, 경험의 세부사항을 도식적이고 반복되는 기호로 응축하기 때문에 논리적이다. 
아이소타이프 이해를 위한 해석이란 각자의 문화적인 경험에 관계된 기호에 의해 작용되나 
인식이란 경험적인 두뇌의 반응을 조절하는 용어로, 인식을 통한 조형미학은 변화하는 시대
적, 문화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결합시키는 추상의 기본적인 형태에 의하여 해석의 
확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2) Otto and Marie Neurath, International System of Typographic Picture Education, FUTURE Books, Collins,
   London,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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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픽토리얼 사인 디자인의 시지각적 역할 및 조건

인포메이션 그래픽디자인에 의한 정보전달은 시지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사전달의 과정
이며 수단이므로 메시지에 내포되어 있는 시지각적 질서와 구조(Gestalt)를 파악하는 것은 곧 
그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픽토리얼 그래픽에 내재하는 상징적 표현
은 일반적 기호와 구조로서 인지작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픽토리얼 사인 시스템 디자인에서는 먼 거리에서의 인지성 및 가독성을 염두에 두어야하
는 사인이나 픽토그램에 비하여 근거리에서 읽혀지지만 보다 많은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해
시켜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픽토그램은 주로 안내와 지시를 나타내지만 아이소타이프는 어떠
한 절차나 과정, 사용방법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비구술적인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미론적 정보의 집약적인 대상이므로 
그 상징적 내용들은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조형적 조건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실루엣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도해(Illustration)는 긴급한 상황에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쉽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여 이해되어 져
야 하므로 명료성과 함께 범용적으로 지각하기 쉬운 국제성이 요구되며, 문자나 색이 없이
도 필요한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짧고 명료한 문장표현이 필수적이다. 또한 문자의 서체와 
크기가 가독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문자간의 간격이나 배열방법, 어법 등도 지정된 표
기규정을 준수하고 일괄된 표현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이소타이프의 형태, 크기 및 
비율, 레이아웃 등도 통일된 규정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특히 색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
채대비 효과 및 반응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2는 열차내부의 소화기 적재 유형으로 벽 혹은 캐비닛 매입형, 돌출 현수형(Hanging 
type)이 있고 소화기 사용방법,순서를 용기 정면에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 문여는 방법(상)과 비상벨(하)

그림 3의 ⒜ 하단은 열차 창문위에 부착된 비상창 탈출을 8장의 절차별로 안내하는 목적
을 지니며, 상단은 그 일부 과정으로 특수2중 창문을 깨어나가는 방법과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반면 ⒝는 창문에 설치된 안전레버 손잡이를 돌리면서 유리창을 떼어내는 과정을 나
타낸 것이다. ⒞는 비상망치를 꺼내어 창문을 깨는 순서를, ⒟는 레버를 내리면서 손잡이를 
동시에 올려 문을 여는 법을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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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비상시 출입문 여는 법

그림 4. 소화기 적재 유형과 사용법

그림 5. 비상탈출(Emergency Exit) 사용법

그림 5는 창문을 쪼아 깨는 망치를 승강문과 비상창문 옆에 비치한 것이고, 하단은 사용
과정별로 표현한 사례(KTX)이다. 

픽토리얼 사인 디자인은 시각성, 주목성, 보편성을 지닌 공통의 언어로써 명확한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된 체계로서의 시지각적인 기준 설정과 함
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요구조건이 설정되고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을 두어 시스템적으로 
구현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사인 및 픽토그램과 같이 어떻게 디자인하는가도 중요하
지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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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향후 배색, 착시 등 교통약자, 고령자 및 색각 또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로써 보편
적 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연구 내용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구조인 함축 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의 아이소타이프는 대표적인 픽토리얼 언  
    어이므로 시각적 이미지를 쉽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언어이며 정보 그래픽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철도차량에 표시되는 모든 글자체는 표준화 규격에 의거하여 표기하는 것과 같이 아이  
    소타이프도 주무부서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통제된 모듈과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  
    자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된 내용이 명료하며 편향되지 않아야  
    하며 내용과 동일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성(affordabiltty) 효과가 유발되어야  
    한다.

- 철도차량과 승객간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정보안내 디자인이 지닌 언어적 상징성인 메  
    시지가 물리적 경로와 심리적 연결의 기반이 되도록 상호교차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디자인 요구 반영을 위한 평가 항목과 기준

TTX 실용화디자인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반영은 [그림 13~15]운전실 및 차량실내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VR작업 반영내용 중 선반부의 간접조명 확대 적용 및 운전실과 객실 출입구
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한 재조정으로 이루어졌다. 개인별 의자 디자인의 경우는 객실의
자의 손잡이 제거와 좌석시트 장착 및 개인별 의자테이블의 깊이 축소하며 보행통로와 의자
와의 사이에 비상시 유도등을 설치하여 터널 통과 시에 사용편리성을 증진시키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아이소타이프는 그림의 해석과 동시에 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특징을 지
니며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므로 그러한 이미지는 표현대상의 
규격화된 표준 스타일에 의해 신호화되게 된다.

또한 이것은 축소와 일관성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그림언어로서의 형상적 특성을 지닐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축소는 독립적인 기호의 스타일을 위하여 물체 및 대상의 가장 간
단한 표현을 찾는 것으로 양식화하여 쉽게 읽히는 그림을 만듦으로써 실제 대상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디자인의 기호화, 체계화는 일관성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그 내
용은 보편적 가독성에 기초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선·형태·두께·디테일의 반복은 논리적으로 
개발된 체계와 시각 형태의 일률적인 언어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디자인이 갖고 있는 스
타일상의 일관성은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규칙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미지의 문법적인 통합

1064



을 계획하는 함축적 의미의 작업이 되어야 한다.

         도표 1. 디자인 평가대상 대상별 항목과 기준안  

3. 픽토리얼 사인 시스템 디자인 전개

3.1 기본 및 응용 시스템 디자인 유형

 

- 사용하는 지정서체는 영(Verdana)
  한글(HY견고딕),숫자(HY견고딕)별
  로 나타내고 있음.

- 인물신체비례  6:3 비율의 6등신
  남자 : 높은 저고리 선 위를 향한 화살표가 기준임.
  여자 : 낮은 치마 선 아래를 향한 화살표가 기준임.
- 픽토그램의 결정색은 C:37,M:43,Y:27,K:0임.

그림 6. 지정서체(Typography) 그림 7. 화장실 픽토그램 기본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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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화장실 응용모듈 3개 조합 그림 7. 비상용핸들 아이소타이프      
          응용모듈 수직·수평 조합

그림 8. 비상창문탈출 아이소타이프 응용모듈

아이소타이프의 역할은 필요한 내용의 안내이므로 중요한 것은 언어 및 이미지를 수단으
로 하여 표현주체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개념으로서의 목표를 나타낸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안전과 편익의 가치창조를 지향하고 있다.

디자인이 지닌 커뮤니케이션 언어는 의미와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직감적
으로 인식시키는데 큰 힘을 발휘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와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
는 시각 언어를 어떻게 조직화하는 가에 따라 시각적 가치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아이소타이프가 갖고 있는 역할을 어떻게 이용하는 가에 대한 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한 구조적 해명과 의미작용의 분석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내용의 아이소타이프 디자인 구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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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TX 픽토리얼 사인의 픽토그램 유형

4. 결론

조형적 표상으로서 픽토그램과 아이소타이프와 같은 디자인은 시지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사전달의 과정이며 수단이므로 메시지에 내포되어 있는 시지각적 질서와 구조(Gestalt)를 
파악하는 것은 곧 그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픽토리얼 그래픽에 내재
하는 상징적 표현은 일반적 기호와 구조로서 인지작용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픽토리얼 사인의 정보전달은 시지각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사전달 과정이며 수단이므로 그 
이미지에 함축되어 있는 조형성을 파악하는 것은 곧 그 메시지를 체득하는 것과 같으므로 
TTX 사인시스템이 지닌 상징적 표현을 보편적인 기호와 구조로서의 인지작용과 가치 규범
으로 진단하였다. 사인은 비구술적 의사소통의 대표적 사례로서 의미론적 정보의 집약적인 
대상이 되므로 이것은 상징성과 표준성에 준거하고 함축적인 디자인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
지각적인 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발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인의 주제, 내용, 표현요소, 사용 목적, 범위, 이용방법과 유의사항 등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대 효과를 증대 시켜야한다. 기본적인 서체, 로  
        고, 색채 관리 등의 디자인 구성요소, 레이아웃과 적용 모듈에 대한 기준과 조건이  
        합목적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문자와 도형의 선택과 배열을 위한 정체성이 미학  
        적 구성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안내 및 사인시스템 디자인 체계의 경우 제시된 기본 매뉴얼을 중심으         
         로 적용안내 및 통일적인 구현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에 의한 평가 및 진  
         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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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지성 증대를 위한 상징성, 미학 원리 적용, 표현의 일관성, 이해의 용이성과 단순  
        성, 기능성, 제작성과 같은 디자인 조형성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된 디자인 매뉴얼에 준거하여 이미지의 형상화, 도상화(Iconicity), 암  
        호, 부호(Code)순서(1, 2, 3....), 표시, 표상(Representativity)에 내용이 통일된 체계로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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