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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은 국민의 환경보호와 건강의식이 갈수록 높
아짐에 따라 차에서 내려 걷는 보행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교통
사고 사망자 10명 중 3~4명이 보행자고, 이 수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가장 중요한 것
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 건수가 다른 곳
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것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이동
이 가장 많은 공간으로 보행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운전
자의 교통법규위반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래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표지
가 운전자에게 더 눈에 뛰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디자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횡단보도 
안전표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한국에 설치된 횡단보도 안전표지를 대상으
로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고 국내외 
사례조사 분석 및 디자인 전문가 10명 대상으로 심층면
접을 통해 디자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분석한다.

Ⅱ. 방재디자인 기반의 횡단보도 안전표론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2.1. 방재디자인의 개념

  방재디자인(Disaster prevention design)은 “재난(재해)
에 의해 인간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한 디자인으로 여러 형태의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복구를 
신속 원활하게 하는 디자인”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재난의 
대응에 따라 ①경감, 예방디자인(Mitigation, Prevention 
design) ②대비디자인(Preporedness design) ③대응디자
인(Response design) ④복구디자인(Recovery design)으
로 나눌 수 있다.[1]

2.2. 횡단보도의 개념과 사고발생 현황

  횡단보도(橫斷步道)는 도로를 건너기 위한 보행자 시
설이다. 하얀 선을 도로와 수평으로 그어 놓은 것과 신호
등이 있다. 보통 평면 교차로에 설치되며, 인구의 통행량
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도로 한 가운데에 그어 놓기
도 한다.

표 1. 횡단보도 2012-2016 사고건수

횡단보도 상/부근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1   13569   372   15477
2012   10731   339   12295
2013   8616   257   9665
2014   8480   245   9568
2015   8435   234   9586

자료제공: [대한민국 경찰청]

  횡단보도의 사고는 2011년도에 비하여 2015년에는 많이 
줄었으나 점차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안전표지의 개념 

  도로교통법 제 2조 16항에서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바닥에 표시
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안전표지(Safety Sign)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의표지(Caution Sign), 규제표지
(Control Sign), 지시표지(Indicating Sign), 보조표지
(Secondary Sign), 노면표시(Road Strip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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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최근 교통에 대한 관심도 환경보호와 건강의식이 강화됨에 따라 차량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대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중심으

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보행자이고, 이 수치는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본 연구는 방재디자인기반의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표지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로 디자인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디자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현재의 횡단보도안전표지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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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인시스템의 요건

  사인시스템이 가져야할 요건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적 측면과 주변환경과 조
화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쾌적성을 확보하는 심미적 측면
을 함께 고려하여 개발되어져야 한다.[2]

표 2. 사인시스템의 요건

기능적 측면    심미적 측면

1) 가독성: 서체, 글자 크기
2) 단순성: 정보, 요소
3) 통일성: 시각, 기능
4) 연속성: 행동, 기후, 주야

1) 신뢰감: 친밀한, 편안한, 안전한
2) 아름다움: 멋있는, 조화로운
3) 쾌적함: 명료한, 깔끔한  

2.5. 안전표지의 시각적 요소 

  사람들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각이
다.[3] 안전표지의 시각적 요소는 정보전달에 가장 중요
한 요소로 레이아웃, 색채, 문자, 픽토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6. 횡단보도 안전표지디자인의 현황

  대한민국 지시표지 중 일방통행표지의 기호부분은 청
색바탕에 백색기호로, 문자부분은 백색바탕에 흑색문자
로 한다.[4]   

표 3. 횡단보도 안전표지 디자인 현황

색채
    하양  N 9.25

  검은 남색  7.5PB 2/2

배치
기호부분과 문자부분은 청색바탕에 

백색기호로 한다.

비고 : 색채표준은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
임(허용치 △E=1 이내) 

         
2.7. 국내외 횡단보도 안전표지디자인 사례 분석
 
표 4. 국내외 횡단보도 안전표지디자인  분석

국가 횡단보도표지 색채  형태 선갯수  사람의 형태

한국
하양

오각형 4개
남자가 여유롭게 
걷고 있는 모습파랑

일본
하양  

오각형 2개
중절모를  쓴 신사가 
활발하게 걷는 모습파랑

독일

하양  

정사각형 5개
사람이 당당하게 
걷고있는 모습

파랑

검정

미국
노랑 

마름모형 0개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주의하며 

걷는 모습검정

중국
하양  

정사각형 5개
사람이 팔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며 걷는 모습

파랑
검정

영국

하양 

정삼각형 2개
사람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빠르게 
걷는 모습

빨강

검정

2.8. 횡단보도 안전표지디자인의 문제점

  한국의 횡단보도 안전표지에 사용된 걷는 사람은 국제
표준(ISO 7010)의 픽토그램에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글
씨와 픽토그램 함께 사용돼서 픽토그램의 주목성이 떨어
지고 글씨의  가독성도 떨어진다. 사람의 형태는 단순성
이 부족하고 긴장감이 없어 주의 메시지를  표현하지 못
하고 있다. 

Ⅲ. 결론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국 횡단보도 안전표지판
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표.3>을 보면 픽토그램의 주목성과 가독성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주목성과 가독성이 낮아 레이아웃
의 배치가 단순성이 가져야 한다. 픽토그램이 먼 거리에
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어야 해서 모양과 크기가 정당
히 표기되어야 한다. 그래서 픽토그램에 대한 다음과 같
은 의견을 도출하였다.
① 글씨와 픽토그램을 분리하여 주목성을 높여야 한다. 
② 바닥의 횡단보도선을 좀 더 단순화 시켜야 한다. 
③ 사람의 형태는 국제표준(ISO 7010)에 맞추어 픽토그

램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사람형태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긴장감을 주는 

몸자세로 표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주의 메시지
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표지판의 형태는 국제표준(ISO 7010)의 표준에 
맞게 지시표지인 삼각형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노랑색을 사용하는 주의표지도 제작하여 횡단보
도에 대한 주의 주목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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