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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제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살려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리 관리인 ‘사운드 스케이프
(soundscape)’의 개념을 이용하여 국제도시 서울의 브랜드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진은 서울과 비슷한 도시환경을 가진 도쿄를 선정하여 두 도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
인 지하철을 대상으로 2단계의 비교연구 조사를 수행하였다. 1단계 조사에서 서울시내 1~9호선 지하
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 환경을 파악한 후 이를 ‘음성언어’와 ‘음악언어’라는 2가지 구성요인으로 분
류하고 각 구성요인을 ‘녹음 음성,’ ‘On-Air 음성,’ ‘광고,’ ‘환경음,’ ‘효과음,’ “테마음‘ 등으로 세분화하
였다. 2단계 조사에서는 1단계에서 도출한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
이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도시 브랜드리더십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서울은 주로 ‘녹음 음성’과 ‘효과음’에 의해 일괄적이고 통일된 형태의 사운드 스케이프로
이루어진 반면 도쿄는 ‘녹음 음성’과 ‘On-Air 음성’이 적절히 상용되고, 각 구간을 남성과 여성 음성
으로 나눠 방송함으로써 구간별 혼선이 없도록 하였다.
그동안 도시를 둘러싼 소리 연구는 소음관리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전무하였다. 본 연구는 소리에 관한 음악적 영역과 인간의 심리 및 행동에 관한 사회과학적
영역을 통합한 독창적인 연구로서 향후 다학제 융합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 사운드 스케이프, 사운드 디자인, 소리 환경, 국제도시 서울, 도시브랜드리더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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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enhance brand leadership in Seoul, a global city, by using the concept
of 'soundscape,' which is a sound management strategy suitable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Since there is no research on soundscape and city branding, we selected Tokyo that has an urban
environment similar to Seoul. A total of two sets of comparative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two cities
subway stations which represent their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In the first stage of research, we
identified the soundscape environment of subway lines 1 through 9 in Seoul and classified them into two
components: ‘voice language’ and ‘music language.’ Then each component was subdivided into 'recording
voice,' 'On-Air voice,' 'advertisement,' 'environmental sound,' 'effect sound,' and 'theme sound.' In the second
stage of research, we sought to derive meaningful results in constructing urban brand leadership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oundscape of Seoul and Tokyo's subway station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soundscape derived from the first researc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we found Seoul's soundscape was mainly composed by a unified form of
'recording voice' and 'effect sound.' On the other hand, in Tokyo, 'recording voice' and 'on-air voice' were
appropriately used while male and female voices were used alternately to announce important information in
order to avoid confusion.
Since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soundscape were limited to studies on noise management, there
was no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is regarding enhancement of city brand leadership. Therefore, this
study will give a new direction of multidisciplinary fusion research which integrates music, social science,
psycholog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etcetera.
Keywords : Soundscape, Sound Design, Global City, Seoul, City Brand Leadership strategy

1. 서론
각 도시에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소리풍경이 있다. 열차의 도착을 알리는 도쿄 지하철역의 아
기자기한 실로폰소리와 전통미 넘치는 아사쿠사역의 물소리는 여행지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
리게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도시와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
서울의 소리 풍경은 어떠할까?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인 인사동을 생각하며 외국인은 어떤 추억을
떠올리고, 어떤 소리풍경을 기억하게 될까? 거리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최신 K-Pop을 들으며 전통
문화의 거리 인사동을 걷다보면 일본 아사쿠사에서 느꼈던 전통미 가득했던 소리 풍경을 다시금
떠올리고 외국인들이 기억하는 서울만의 소리풍경은 과연 무엇일까 의구심을 갖게 된다.
우리의 서울이 지역적, 역사적 특성에 부합한 소리풍경을 가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의 도시환경행정에서 소리에 대한 관심은 오직 소음 공해(noise pollution)에 국한되기 때문일 것이
다. 그동안 서울시는 매력적인 국제도시 서울의 도시 브랜드리더십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디자인

(Eco-Fridendley Design), 모두를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 그리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Sustainable Design) 등 ‘시각적인 관점’에서 도시환경의 정비와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았지만 ‘청
각적인 관점’에서 도시 브랜드리더십 확보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했던 것이 사실이다[1]. 하지만 우
리나라와 비슷한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남기고 싶은 소리풍경 100선-1996년’ 사
업[2]을 시작으로 각 지역마다 차별화되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도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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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풍경을 발굴함으로써 청각적 경관으로서의 소리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의 개념을 통해서 ‘청각적인 관점’에서 국제
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리풍경을 발굴하고 글로
벌 국제도시 서울의 브랜드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서울과 도쿄의 도심 지하철
의 소리환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인간의 지각이 어떻게 소리 풍경을 인식하고, 소리 풍경과 도시
의 이미지를 어떻게 의미 짓고 관계 맺어나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인간과 도시, 그리고 소리환경
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사운드 스케이프와 도시브랜드리더십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과 도쿄 소재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소리들을 직접 녹음하고 정리하는 소리
채집활동을 통해 두 도시의 차별화되는 사운드 스케이프 환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제도시 서울
의 소리풍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소리풍경을 이루는 사운드 스케이프 구성요인들을 분석하여 두
도시의 사운드 스케이프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운드 스케이프 분류 척도를
개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이 독특한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을 구축하고, 브랜드 이미지에
적합한 사운드 스케이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청각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
공하는데 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제도시 서울이 매력 있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청각적 디자
인의 도시로서 강력한 도시 브랜드리더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가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운드 스케이프 디자인 개념
사운드 스케이프란 도시를 둘러싼 소리환경 또는 소리풍경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1960년대 북아
메리카의 생태학(ecology) 운동을 배경으로 캐나다 출신의 현대음악 작곡가인 Murray Schafer에
의해 처음 제시된 용어이다. Murray Schafer는 근대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훼손된 자연이나 도시를
청각적 자극을 통해 감성적 측면에서 재복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사운드 스케이프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운드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완성된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사
운드 스케이프는 인위적인 음악에서 나아가 자연의 소리, 도시의 웅성거림, 인공적인 소음까지 포
함하여 우리 주변을 둘러싼 다양한 소리들을 하나의 풍경으로 인식하는 사고체계를 의미한다. 특
히 사운드 스케이프는 '개인 또는 특정 사회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소리를 청각적 풍경으로 지
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강조점을 둔 소리환경'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운드 스케이프에 관한 많
은 연구들은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소리환경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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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다[3].
사운드 스케이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자연음을 활용한 ‘일본 JR 삿뽀로역의 고가 밑 옥내
가로'를 들 수 있다. 이 곳은 좁고 긴 직선 형태의 단조로운 공간이었지만 사운드 스케이프 디자인
을 통해 협소한 공간이 주는 압박감을 해결하고 인지적인 공간 넓이를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는 오나하마항 1,2 부두의 재개발 지역에 바다의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Wave Wave

Wave' 라는 인공음을 설치한 것이다. 이곳의 특징은 물이 잔교를 두드리는 소리를 직접적으로 느
낄 수 있도록 그물 형태의 거대한 철재 망상벤치를 부두에 설치하고, 관광객들이 그 위에 누워서
파도소리가 돌에 부딪치는 소리를 들음으로써 마치 바다 한 가운데 누워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
록 사운드 스케이프를 디자인하였다.

2.2 도시브랜드리더십 전략
최근 들어 글로벌 국제도시의 경우 사운드 스케이프를 통해 청각적인 풍경관리를 도모하고, 이
를 통해 타 도시와 차별화되는 도시 아이덴티티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무형적인 자
산 가치를 제고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리더십 전략이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관광경영학적 측면에
서 제품 브랜드의 개념을 도시환경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각 도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되는
브랜드 개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브랜드 개성이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
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브랜드의 관계구조 속에서 브랜드에 대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독특한
연상’을 의미한다[4][5]. 브랜드 개성은 ‘특정 브랜드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특성들의 집합[6][7]’이
고, ‘하나의 브랜드에 대한 내면의 특징들이 묘사되어지는 특별한 의미들의 집합[8]’이기도 하다.
브랜드 개성을 이루는 하위 차원은 진실성(Sincerity), 흥미성(Excitement), 능력성(Competence),
세련성(Sopistication), 그리고 활동성(Ruggedness) 등의 5개 차원으로 구성되는데[5] 최근 들어 이
러한 브랜드 개성의 개념은 도시, 지역, 국가에서의 도시브랜드리더십 확보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
다. 도시브랜드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면 특정 도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개성은 감성적이고 무형
적인 요소로서 장소 이미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연상이다[9]. 따라서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관
광객들에게 오래 동안 기억에 남을 긍정적인 도시브랜드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울만의 차
별화되는 브랜드 개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 서울과 상당히 유사한 도쿄를 선정하여 두 도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비교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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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쿄는 열차 안의 좌석 수, 안전 손잡이의 위치, 짐칸, 광고물의 부착 위치 등 시각적 차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부적 환경요인의 영향이 크지 않는, 비교적 동
일한 조건 하에 있는 두 도시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비교함으로써 국제 도시 서울의 효과적인 브랜
드리더십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그리고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3개 기업에 의해 지하철이 운영되는 반면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
철을 가지고 있는 도쿄는 민영 9개 노선과 시에서 운영하는 4개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도심의 전
철과 연결되고 있다. 서울과 도쿄 지하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은 전철과 지하철을 같은 개념
으로 인지하고 있는 반면 도쿄의 경우에는 지상으로 움직이는 JR노선과 사철 구간을 전철로, 지하
로 움직이는 도쿄(東京) 지하철주식회사(일본 메트로), 도쿄(東京)도 교통국(도에이(都営)지하철) 구
간을 지하철로 명명함으로써 전철과 지하철을 분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두 도시
의 효율적인 비교 분석을 위해서 지상구간과 지하구간의 구분 없이 모두 지하철이라는 용어로 통
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2 조사 설계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총 2단계의 조사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1단계 조사에서는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
이프 체계를 도출하기 위해 서울의 지하철 1~9호선 구간을 중심으로 승강장 위와 열차 내부의 소
리 환경을 측정하였다. 승강장 위와 열차 내부의 소리 환경을 측정한 이유는 연구의 특성상 각 지
하철역의 전체 사운드 스케이프를 조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용객들이
오래 머물고 소리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승강장 위와 열차 내부로 연구의 범위를 좁혔기
때문이다.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지하철 사운드 스케이프의 구성항목을 활용하여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 체계를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서울과 도쿄
도심 지하철역의 효율적인 비교분석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10]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서울의 지
하철 5개 구간(서울메트로 2호선의 홍대입구역/강남역, 3호선 경복궁역/남부터미널역, 그리고 4호
선 쌍문역)과 도쿄의 지하철 5개 구간(JR Yamanote line의 Shibuya/Shinjuku, JR Chuo-Sobu line
의 Asagaya/Takadanobaba/Higashi-Nakano)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개 지하철 구간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는 2호선이, 도쿄는 JR 야마노테선(山手線

Yamanote line), JR츄오소부센(中央線武線 Chuo-Sobu line)이 상당수를 차지하였다. 2014년 12월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공표자료에 따르면 2호선이 노선별 1일 평균 수송인원 771,242명으
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7호선으로 378,302명 순으로 나타났다[10]. 특히 2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
울메트로는 2011년에 'Ssing New Metro(Safety, Service와 진행형~ing의 결합)'라는 음표모양의 비
주얼 로고를 사용한 새로운 슬로건을 발표하고 고객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악환경의
ISSN: 2383-5281 AJM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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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에 관심을 갖는 것에 주목하였다. 도쿄는 민간철도, JR, 도쿄메트로, 도에이 등의 다양한 철도
가 운행되지만 본 연구는 도쿄관광 공식 사이트(www.gotokyo.org)에서 제시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JR 노선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JR의 야마노테센은 서울의 2호선과 같은 순환선으로
도쿄 도심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가장 수송인원이 많은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Table 1].
또한 본 연구는 서울과 도쿄의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기 위
해서 연구진이 직접 현장의 소리들을 채집하여 채보(採譜)하는 작업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진들은 휴대용 녹음기에 마이크를 연결하여 서울과 도쿄의 승강장 위와 열차 안의
모든 소리를 채집하였으며, 채집된 모든 소리를 동영상 자료로 정리하여 'Youtube' 사이트에 게시
하였다. 또한 채집된 소리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보(採譜)화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와 일본의 경우 지하철역의 소리환경에 관한 연구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라 현장
의 소리를 녹음하는 채집활동에 못지않게 이를 채보하여 악보자료로 보존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에 관한 채보 자료는 서울과 도쿄에 거주하
는 연구진들에 의해 이뤄졌으며, 정리된 악보는 본 연구팀이 소속된 '브랜드융합연구소'에서 저작
권 보호를 받고 있다.
[표 1] 서울과 도쿄의 사운드 스케이프 장소 선정
[Table 1] Selection of Soundscape Location in Seoul and Tokyo

inside the
train
on the
platform

Seoul subway

Tokyo subway

Hongik Univ.

Shibuya (渋谷駅)

Gangnam

Shinjuku (新宿)

Gyeongbokgung

Asagaya (阿佐ヶ谷駅)

Ssangmun

Takadanobaba (高田馬場駅)

Nambu Bus Teminal

Higashi-Nakano (東中野駅)

3.3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의 파악을 위해 [Table 1]에서 제시된 각 지하철역 구간의 승강장 위와
열차 내의 소리를 채집한 후 이를 주요 구성 요인과 세부항목 단위로 분류하였다.
연구문제 2 :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는 ‘연구문제 1’을 통해 도출된 사운드 스케이프의 구성체계를 활용하여 서울과 도쿄 지
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시브랜드리더십 확보에 관한 의미 있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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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
본 연구는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 현장에서 채집한 녹음자료들을 분석하여 크게 음성언어와 음
악언어로 소리환경을 범주화하였다. 음성언어는 지하철역에서 듣게 되는 수많은 말(음성언어,

verbal language)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녹음되어 있는 행선지 안내 멘트나 기관사가 현장에서 직
접 마이크를 들고 안내하는 음성 멘트,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 구간에서만 확인되는 라디
오형식의 광고방송 소리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음악언어는 지하철역의 수많은 음악 소리(음악언어,

musical language)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악언어는 청각적이고 감각적인 형태로 제작된 것으
로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함께 특정 감정을 유발하고자 기획된다. 지하철역의 엔진소리와 기
계음, 행선지를 안내하는 음악 소리, 그리고 도쿄의 지하철에서만 발견되는 발차음(発車メロディー,

発車音) 소리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음성언어와 음악언어는 5개의 세부 항목으로 재분류되는데 음성언어(voice

language)의 경우 미리 녹음 제작된 안내 멘트인 ‘녹음음성(recording sound)’과 마이크를 통해 현
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On-Air 음성(on-air sound),’ 그리고 라디오형태의 광고음성인 ‘광고

(advertising)’로 구분된다. 그리고 음악언어(musical language)는 지하철 공간에서 백색소음으로 대
표되는 ‘환경음(environment sound)’과 정보전달 또는 주의 환기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효과음

(sound effect),’ 그리고 일본 특유의 발차음인 ‘테마음(thema sound)’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라 <연구문제 1 : 도심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Table 2].
[표 2] 사운드 스케이프 구성요소
[Table 2] Components of Soundscape

Components
Details

Recording
Sound
(RS)

Voice language
On-Air
Advertising
Sound
(AD)
(OS)

Musical language
Environmental
Sound
Sound
effect
(Ev-S)
(Ef-S)

Theme
Sound
(TS)

4.2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 비교분석
1단계 연구에서 도출한 사운드 스케이프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
드 스케이프를 직접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녹음 음성’과 기계식 ‘효과
음’을 많이 사용한 반면 도쿄는 지하철 역사별로 다채로운 음색의 ‘효과음’과 ‘테마음’을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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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독특한 음악적 공간을 연출하고 있었다. 특히 도쿄의 경우 각 지역마다 안내 알림음과
출입문 열림 소리, 그리고 닫힘 소리가 서울에 비해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도시 간 비교에서 ‘효과음’의 경우 지속 시간(음의 길이)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사용하는 악기
와 음악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쿄의 경우 공명이 큰 악기를 사용함으로
써 멀리 그리고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고 지하철이라는 다소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공간에 차
임(chime)이나 실로폰(Xylophone), 비브라폰(Vibraphone) 등과 같은 귀엽고 발랄한 느낌의 악기를
사용함으로써 만화 강국 일본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브랜드 개성[5][11]에 따라 지하철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기반으로 도시의 브랜드 개
성을 분류한 결과 서울 지하철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기계적 운송과 빠름 등을 표현하는 ‘활동성’과

‘능력성’으로, 도쿄의 브랜드 개성은 도시 이미지에 적합한 사운드 스케이프 관리를 통해 ‘흥미성’
과 ‘세련성’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서울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구성하는 소리는 계이름 ‘도(C)’를 중심으로 한 다장조의 조성감
을 가지는 것에 비해 일본은 ‘솔(G)’에서 ‘라 플랫(Ab)’ 사이의 음정과 라(A)음의 비중이 높은 가장
조의 조성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A음 440Hz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소리이며,
세상의 모든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소리이다. 또한 자연음과 가까워 듣기에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따라 부르기 쉬운 음정이 된다[1]. 이러한 음
악적인 특성이 잘 반영되어 구축된 도쿄의 사운드 스케이프는 승객들로 하여금 지하철을 단순한
이동수단으로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과 도쿄는 지하철 내부의 디자인 및 시각적인 공간지각 등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청
각적인 소리환경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Table 3].
[표 3] 서울과 도쿄의 사운드 스케이프 구성
[Table 3] Soundscape Composition of Seoul and Tokyo

Site of
Mesurement
*
1
Hongik Univ.
inside
2
Shibuya (渋谷駅)
inside
3
Ssangmun
on
4 Takadanobaba (高田馬場駅 )
on
5
Gangnam
inside
6
Shinjuku (新宿)
inside
7
Nambu Bus Terminal
on
8
Higashi-Nakano (東中野駅)
on
9
Gyeongbok-gung
inside
10
Asagaya (阿佐ヶ谷駅)
inside
* inside : inside the train / on : on the platform
No.

388

Station

Voice language
RS
0
0
0
0
0
0
0
0
0
0

OS

Musical language
AD

0
0
0
0
0

Ev-S

Ef-S

0
0
0
0
0
0
0
0
0
0

0

TS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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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 의하면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
의 강남역과 남부터미널역에서 도쿄 지하철역에는 없는 ‘광고’라는 음성 언어가 발견된다는 것이
다. 특히 강남역의 사운드 스케이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내방송 중간 중간에 강남역 주
변의 특정 상권을 알리는 라디오 광고 형식의 방송이 이어지는 것이었다(예: “월스트리트 잉글리쉬
영어학원 강남센터로 가실 분은 강남역 10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적 의미를 가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의 경우에도, 음성 언어인

‘광고’를 살펴보면 열차 내의 라디오 형 광고 2건 모두가 경복궁 또는 국립 민속박물관과 같은 유
적지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인근 상권에 대한 광고라는 것이다. 경복궁역의 안내방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녹음음성: “이번 역은 경복궁 정부서울청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② 광고: “배화여자대학교로 가실 분은 경복궁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③ 녹음음성: “This stop is Gyeongbokgung, Goverment Complex Seoul. The doors are on your left.”
“本次到站是 景福宮, 政府-廳舍站” “まもなく 景福宮, 政府-廳舍 駅です”

④ 광고: “AW 컨벤션 센터. 하림각으로 가실 분은 경복궁 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⑤ 무음
⑥ 녹음음성: “출입문 닫습니다.”
⑥ 무음.
반면 도쿄에서 가장 활기찬 젊음의 거리인 시부야역으로 진입하는 열차 내의 사운드 스케이프
전개 흐름을 살펴보면 여성 음성으로 녹음된 음성안내와 남성 기관사가 직접 현장에서 안내해주는
음성 안내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계속 반복되는 음성 안내 방송
을 지루하게 들리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다. 시부야역의 열차 내 안내방송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① 녹음음성: (여자 성우 음성) “시부야 시부야 역입니다. 승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② On-Air 음성: (남자 기관사 음성) “차내에 잊은 물건, 흘린 물건 없는지 주의해주십시오. 시부
야 도착입니다.”

③ 테마음 : 발차알림음[Fig. 1].
④ 테마음과 On-Air 음성 오버랩(overlap): “시나가와, 도쿄방면으로 가는 안쪽으로 도는 전철입
니다.”

⑤ 녹음음성: (여자 성우 음성) “2번선 문이 닫힙니다. 주의하십시오.”
음악 언어를 살펴보면, 서울과 도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의 경우 시부야역과 다카다노바바
역, 신주쿠역, 히가시나카노역, 그리고 아사가야역 등에서 서울에는 생소한 일본 특유의 발차음(発

車メロディー, 発車音)인 ‘테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도쿄의 발차음은 지하철이 승강장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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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후 다시 출발하기 전까지 열차의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 흘러나오는 음악소리이다. 특히 시부
야역 발차음의 경우, 가야금 소리와 비슷한 일본의 전통악기 '고토(琴)' 소리가 12초 내외의 연주로
흘러나오는데 이를 채보하면 [Fig. 1]과 같다.
또한 다카다노바바역의 테마음으로는 목관과 실로폰 소리가 어우러진 '우주소년 아톰' 만화의
테마송이 경쾌하게 연주되는데 아톰의 창시자인 테즈카 오사무(てづかおさむ)의 프로덕션과 만화 속
아톰이 만들어진 과학성이 위치한 곳이 다카다노바바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적 정체성이 적절하
게 반영된 효과적인 사운드 스케이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Fig. 2].
서울의 번화가가 강남역이라면 도쿄에서는 신주쿠역을 들 수 있다. 신주쿠역은 철도와 지하철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노선이 복선으로 얽혀 있는 가장 혼잡한 구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신주큐역의
안내 방송은 가장 빠른 동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주큐
역의 테마음은 차임(chime)과 실로폰(Xylophone) 소리를 통해 답답하고 삭막한 공간에 경쾌한 기
분이 들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신주큐역의 테마음은 정보제공을 위한 단순한
효과음이라기보다는 감정적 경험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효과적인 음성언어라고 할
수 있다[Fig. 3].
히가시나카노역 역시 복잡한 환승구간으로서 신주쿠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부도심 중의 하
나이다. 히가시나카노역의 사운드 스케이프 관리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유명한 관광지나 행정적
요충지에서만 효과적으로 사운드 스케이프가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도쿄 전반에 걸쳐 사운드 스케
이프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히가시나카노역의 테마음[Fig. 3]은 도심인 신
주쿠역의 테마음과 동일한데 히가시나카노역의 테마음이 울리면 서서히 도심과 가까워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사가야역은 신주쿠 부근의 부도심 중 하나로서 거리상으로는 히가시나카노역보다
신주쿠역에서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아사가야역은 쾌속 열차와 일반 철도가 승강장을 함께 이용
하는 혼잡한 구간이지만 재즈 느낌의 짧고 감각적인 테마음이 전자 피아노 선율에 실려 열차와 승
강장 전체에 울려 퍼짐으로써 승객들로 하여금 이곳을 경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한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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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부야역의 테마음

[그림 2] 다카다노바바역의 테마음

[Fig. 1] Theme Sound of Shibuya

[Fig. 2] Theme Sound of Takadanobaba

[그림 3] 신주큐 & 히가시나카노 역의 테마음
[Fig. 3] Theme Sound of Shinjuku and
Higashi-Nakano

[그림 4] 아사가야역의 테마음
[Fig. 4] Theme Sound of Asagaya

자료: 김주호 등(2016)에서 인용

5. 결론 및 시사점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사운드 스케이프(Soundscape)의 개념을 활용하여 국제도시 서울이 도시브랜드리더십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도시브랜드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사운드 스케이프 도시인 도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도쿄 지하철역
의 사운드 스케이프 환경을 서울의 지하철 환경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
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사운드 스케이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서울의 지하철역 5개 구간과 도쿄의 지하철역 5개 구간을 선정하고 각각의 현장
에서 직접 채집한 소리들을 정리하고 이를 채표하여 사운드 스케이프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둘째, 서울과 도쿄 지하철역의 소리 풍경을 이루는 사운드 스케이프의 구성요인을 도출하여 이
를 크게 음성 언어와 음악 언어로 분류하고 음성 언어의 하위차원을 ‘녹음 음성’, ‘On-Air 음성’,

‘광고’로, 음악언어의 하위차원을 ‘환경음,’ ‘효과음’, 그리고 ‘테마음’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셋째, 사운드 스케이프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서울과 도쿄의 지하철역 사운드 스케이프를 비교분
석한 결과 서울의 경우 ‘녹음 음성’과 ‘효과음’을 많이 사용한 반면 도쿄는 지하철 역사별로 다양
한 ‘효과음’과 ‘테마음’을 이용하여 독특한 음악적 공간을 연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도쿄 지하철의 경우, 서울에서는 없는 발차음이라는 독특한 ‘테마음’이 있는데 각 지
역의 이미지에 부합한 테마음을 통해 도시 정체성에 맞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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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시사점 및 한계점
본 연구는 사운드 스케이프와 도시브랜드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리경관의 개발을 통해 우리의 수도 서울의 이미지에 적합한 브랜드 개성을 확보하
고, 이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리더십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관광도시로서
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시
는 ‘시각적 관점’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산업 디자인 측면에서 서울이라는 도시
를 브랜드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아왔다. 하지만 서울만의 차별화되는 도시브랜드 이미지의 확
보 없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려는 서울시의 노력은 투입에 비해 낮은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을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서울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고, 고유의 멋을 담을 수 있는 ‘청각적 관점’에서
도시 디자인 방법인 사운드 스케이프 전략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과 행정가들이 소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
한 보다 효과적힌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사운드 스케이프 및 도시브랜드 연구,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 그리고 음악과 예술 등의 연구를 융합하여 진행된 독창적 연구로서 다학
제적 융합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연구로서 그 학문적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가 도시인들의 삶의 질에 깊이 관여하는 소리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각박한 도시를
살아가는 도시 생활자와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행복감을 제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이 ‘청각
적 관점’에서 관광도시로서의 경쟁우위를 선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SD)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본 연구가 사운드 스케이프와 도시브랜드리더십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독창적
이고 선험적인 연구로서 그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연구의 틀을 구성함에 미진한 점이 많았다. 또한 지하철의 로고송이나 일부 효과음들은 지하철 운
영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지하철 승강장 위
와 열차 내에서 승객들이 인지하는 소리환경은 반드시 현장 채집을 통해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열차의 노후 정도나 기관사의 발음에 따라 채집한 음질의 차이가 컸다는 문제점이 있다. 뿐
만 아니라 열차 내 광고는 서울메트로 1~4호선 구간에서만 방송되는데, 광고가 노출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요일별, 시간대별로 동일한 조건에서 소리환경을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
등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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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제안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진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서울과 비교되는 도쿄 각 지하철역의 차별
화되는 발차음이었다. 다채로운 악기와 음악으로 구성된 발차음은 각 ‘지역의 정체성’을 효과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특히 다카다노바바(高田馬場駅, Takadanobaba)역의 경
우에는 ‘우주소년 아톰’의 후렴구를 주제로 하는 발차음 하나로 세계의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명소
로 부각되고 있는데 관광객들에 의하면 이 발차음을 통해 낮선 도시에서 신기한 청각적 경험을 하
게 된다는 것이다. 이 귀엽고 앙증맞은 발차음은 만화 강국 일본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서 도시브랜드리더십 확보전략의 성공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카다노바바는 아
톰의 창시자 테즈카 오사무(てづかおさむ)의 프로덕션이 있고, 아톰 만화 속에서 과학성이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아톰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이다. ‘아톰의 고향’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확보한 다카다노바바에는 이로 인해 매년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
어지고 있는데 도시 정체성에 맞는 다카다노바바만의 귀엽고 발랄한 사운드 스케이프는 관광객들
로 하여금 오랫동안 다카다노바바를 기억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경우에도 각 지하철 구간의 특성에 맞는 발차음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
음을 제언한다. 도쿄의 다카다노바바에 ‘아톰역’이 있다면 서울의 ‘쌍문동’에는 둘리역을 만드는 것
은 어떨까? 쌍문역에서 ‘아기공룡 둘리’의 테마송이 나오는 것은 삭막한 도시인들로 하여금 온 국
민이 사랑한 만화 속 캐릭터 둘리가 빙하를 타고 쌍문동의 고길동 집에서 또치, 도우너, 희동이와
함께 살아갔던 만화 속의 행복했던 공간을 다시금 기억나게 함으로써 쌍문동이라는 도시 공간에
밝고 따뜻한 이미지를 덧 씌어 주게 된다. 이와 같이 사운드 스케이프 관리는 발차음이라는 단순
한 구성요소 하나를 통해서도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재미있고 매력있는, 그리
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운드 스케이프는 고단한 도시
생활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와 사람들을 연결하
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는 두 번째 제언은 효과적인 ‘음성언어’의 관리이다. 도쿄의 사운드 스케
이프를 살펴보면 ‘녹음 음성’과 ‘On-Air 음성’이 적절하게 어울려져 사용되고 안내 멘트 역시 남성
의 음성과 여성의 음성을 교차하여 전달함으로써 중요 정보를 정확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전달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상ㆍ하행 열차의 도착에 관한 음성안내가 동시에 방송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는데 특히 불시에 사고가 발생했
을 경우 통제가 안될 만큼 불필요한 음성 안내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6년

2월, 지하철 3호선 단전사고 당시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안내방송과 상ㆍ하행 구간 열차 도착에
관한 안내음성의 겹침,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 안내방송의 미비 등으로
인해 더욱 혼란함이 가중된 것이 그 예이다.
서울의 경우에서만 발견되는 광고 안내의 경우에도 후쿠오카 시영 지하철의 사례를 통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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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사운드 스케이프 관리 방법을 고민하여야 한다. 후쿠오카 시영 지하철 도진마치역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안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역 구내 도처에 음향 안내를 설치하고 시각장애
인들로 하여금 보행 시 실제로 음향 안내가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각장애인들은 장황한
안내방송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12]. 왜냐하면 그들은 보행 시 사인(sign)음이나
안내방송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안내 목적이 불명확한 장황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
오랜 시간 멈춰서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따라서 서울 지하철역의 안내방송 역시 지금
과 같은 주변 상권에 대한 광고 및 관광명소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는 장황한 메시지 전달에서
벗어나 가능한 형식적인 인사를 생략하고, 중요 정보만을 간단명료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쿄의 지하철 소리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면서 본 연구진은 흥미로운 동영상
들을 발견하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도쿄 지하철역의 발차음을 연주한 동영상들에 대해 전
세계인들이 '좋아요(Like)'를 눌러준다는 것이었다. 영상의 내용들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각 지하철역의 발차음들을 모아서 비브라폰(Vibraphone)으로 연주한 것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도시브랜드리더십의 확보를 위해서 막대한 국가 예산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사운드 스케이프 관리를 통해 도시와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서울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도시와 시민들의 상호
작용을 통한 ‘청각적 관점’에서의 도시브랜드리더십 확보 전략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가 비
록 사운드 스케이프의 단계적 연구에 있어서 시작점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사운드
스케이프 체계와 채집된 다양한 소리들은 향후 서울의 도시브랜드리더십 체계 구축에 있어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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