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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도 안전표지는 철도 신호의 일종으로 표지가 설치

된 구간을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문자, 형상, 색, 기호 

등을 이용하여 사물의 위치, 방향, 조건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일반선 철도에 부설된 

표지는 문자, 형상, 색, 기호를 이용하여 기관사에게 관

련 정보를 연상시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의미전달이 

어려운 디자인을 기관사가 사전에 숙지하고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다수 사용함으

로서 대상물의 존재 또는 모양이 원거리에서 식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일반선 철도가 최초 일제 강점

기에 부설되었기 때문에 철도 안전표지도 일본철도의 

표지를 거의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 

철도 안전표지 개선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가 철도 

안전표지 잘못 해석하거나 보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에 

철도사고나 장애를 유발시킬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국내 일반선에 운영되고 있

는 철도 안전표지를 대상으로 현행 표지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시인성과 의미전

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표지 디자인을 개

발하여 그 효과성을 확인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철도교통 외의 다른 교통분야의 

표지 디자인 설계 및 개선에 관한 연구는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지만 철도 안전표지의 디

자인 개선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도로

교통의 경우 송민정 등은 국내외 도로표지의 디자인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도로표지의 디자인 개선방안

을 제시1)하였고, 정희정 등은 일본, 유럽 등 선진 사례

조사 및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표지의 개선을 도모2)하였다. 또한 고상근 등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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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간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통안전표지의 문제점 분

석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형광주황색상을 표지에 적

용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3)하였다. 

 연구는 국내 철도 안전표지의 현황 파악 및 형식별 

분류를 정리하고 해당 관계자의 토론을 거쳐 개선범위

를 선정하였다. 그 후 지난 5년간 기관사들이 제안한 

표지에 대한 제안사항(764건) 조사, 해외 철도표지 및 

도로표지와의 비교검토, 기관사(160명)와 학생(100명)

을 대상으로 한 문제점 조사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표지 디자인(안)에 대한 기관사 1200명 대상 2

차 설문조사, 의식조사를 하였으며, 새로운 안의 확정 

후 기대효과 조사 순으로 시행하였다. 

2. 본 론

2.1 철도 안전표지 현황 및 개선범위 선정

2.1.1 철도 안전표지 현황

국내 철도 일반선에 부설되어 있는 표지의 종류는 

Table 1처럼 총 68종이며, 표지의 상치설치 여부에 따라 

상치표지 65종과 임시신호기 3종으로 나뉜다. 해당분야

별로 살펴보면 시설, 영업분야 표지 28종과 전기분야 

표지 37종으로 나뉘며, 이는 표지형식에 따라 표지판형, 

색등형 표지, 구조물형 표지 등으로 구분된다4).

Table 1. Field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

Sign
Temporary 

signalfor track and 
operation

for electricity and 
signalling

number 28 37 3

2.1.2 개선범위 선정

일반선 표지 총 68종(임시신호기 포함) 중 표지 형

식, 구성요소 등을 검토하여 색등형, 구조물형 등 비표

지판형 표지를 제외한 표지판형 표지 51종을 관계자 

토론을 통하여 개선범위를 Table 2로 선정하였고 상세 

표지 디자인은 Fig. 1, 2와 같다.

2.2 철도 안전표지 문제점 분석

현행 일반선 철도 안전표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하여 시인성과 의미전달성에 관

한 설문조사 및 국내외 사례를 비교 하였다. 설문조사

의 표본은 표지의 실사용자인 기관사 그룹(160명)와 철

도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선입견 없이 표지를 바라볼 

수 있는 교통대학교 학생(100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최종 사용자인 기관사들의 표지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

Table 2. Type Classification

Type plate mechanical light

number 51 8 9

Fig. 1. Design Scope for Track and Operation Signs.

Fig. 2. Design Scope for Electricity and Signalling Signs.

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표지 개선방향 

설정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사례조사 및 사용자 요

구사항 검토를 통해 도출된 현행 표지가 가지는 문제

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2.1 시인성 및 가독성 부족

현행 표지의 시인성에 관하여 Table 3과 같이 설문조사

Table 3. Survey result about visibility

 /Survey Details/

 Q. Have you ever had any experience to pass the railway 
sign without any notice during driving? sample: 160 train driver 

Always Usual some
times

Almost 
Never Never

A
n
a
l
y
s
i
s

 There are some 
railway signs which 
have low visibility 
during driving.4% 74% 10% 11% 0%

Result  >“High visibility & legibility” To Be  > change the sign size and color
 > change letter size and color 



시인성 및 의미전달성 향상을 위한 철도 안전표지 형상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제31권 제5호, 2016년 173

Railway sign > low visibility&legibility Foreign case > high visibility&legibility

Fig. 3. Case Study about visibility.

를 시행한 결과, 설문대상 기관사 78%가 표지의 시인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으로 판단되고 표지 및 문자의 크

기, 색상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ig. 3과 같이 국내 철도표지를 해외표지와 비

교하여 표지의 디자인, 크기, 색상면에서 시인성이 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원색 조합 및 시인성이 높

은 색채계획을 수립을 통한 시인성 증진, 숫자 및 문자

의 크기 확대를 통한 가독성 향상 등의 개선방안을 도

출하였다5).

2.2.2 의미전달성 부족

현행 표지에 대한 의미전달성 여부 파악을 위하여 

Table 4와 같이 교통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행 표지의 픽토그램이 표지의 직접적인 의미

전달에 적합하게 도안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신

규기관사가 보더라도 보편적으로 인지 가능하도록 디

Table 4. Survey result about legibility

 /Survey Details/

 Q. Please see the sign design and connect the meaning of them. sample: 160 univ. students

sign
Analy

sis

 The design of signs are 
not suitable to transmit 
meaning of them.

Wiring 
End

Forewa
rning 

Tempo
rary 

Speed 
Limit

Train 
Stop

ATPㆍ
ATS

Boundary

fault
ratio 86.6% 86.6% 78.6% 75%

Result  > “Transmit meaning efficiently” To Be  > Improving the design to recognize 
universally 

Railway sign >  Not easy to understand Road sign‧foreign case >  Easy to understand

Fig. 4. Case Study about legibility.

자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4와 같이 국내 철도표지는 도로표지 및 해

외사례에 비해, 표지 픽토그램 디자인이 모호하게 설

계되어 표지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우므로 의미전달이 명확한 표지 디자인 개

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6).

2.2.3 분류체계 부재

철도 표지 분류체계의 필요성에 관하여 Table 5와 

같이 철도 기관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68%의 기관사

가 표지의 설치 목적, 지시행동에 따라 표지의 형상 또

는 색상 등을 통일하는 것이 표지의 도움이 된다고 답

변하였고, 특히 분류체계를 통하여 원거리에서 표지의 

개략적인 목적을 파악함으로서 열차 안전 운행에 도움

이 될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Table 5. Survey result about classification system

 /Survey Details/

 Q. Is it helpful for you to quadrate shape and color of 
signs according to purpose and actions of them? sample: 160 train driver

Very 
helpful Helpful General Not 

helpful
Never
helpful

A
n
a
l
y
s
i
s

 It is helpful to 
recognize the 
sign immediately 
to quadrate shape 
and color of 
signs according 
to purpose and 
actions 

20% 48% 22% 6% 3%

Result  > “Need the classification” To Be  > Quadrate shape and color 

Railway sign > No classification Road sign > Classification

Fig. 5. Case Study about Classification system.

또한 Fig. 5에서 확인 가능 하듯이 도로표지는 규제, 

지시, 주의 분류별로 표지 형상 및 색상을 통일하여 운

전자들이 원거리에서도 표지의 개략적인 의미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4 일제강점기 잔재

특히, 이번 사례조사에서 국내 일반선 철도는 일제

강점기 때 부설되었던 역사적 사실 때문에 Fig 6과 같

이 일본의 철도 안전표지를 거의 대부분(75%)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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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 between Korea & Japan/ Scope : 51 signs

- There have been many signs to follow 
the railway signs in japan.

/Similar case/

Fig. 6. Case Study about Japanese railway safety sign.

사용하고 있었고 한국 철도만의 독창적이고 자주성을 

가지는 표지 설계가 필요한 실정이다7). 

2.3 디자인 개선방안 검토

2.3.1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Fig. 7, 8처럼 시인성 및 의미전달성이 우수한 해외 

철도 안전표지를 벤치마킹하여 색상, 픽토그램 등을 

표지 설계에 반영하였다.

U.K Germany

TSL
Warning unlimited 

clearance Train End Direction

Fig. 7. Best practice about visibility.

India U.K

Panto down Panto up Train End AWS End

Fig. 8. Best practice about legibility.

2.3.2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지난 5년간 기관사들이 제안한 표지관련 안건 764건

을 분석하여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행예고신

호기 및 속도제한표지의 시인성 개선, 비가선구간 표

시방안 등 최종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다. 

2.3.3 철도 안전표지 분류체계 확립

각 표지의 용도 및 지시행동 분석을 통하여 쓰임이

Table 6. Requirements analysis results

/ Suggestion Topic / 

/ Requirements for signs /

Chane the design New signs

 Color change
 - FTSL, Speed limit signs - No wiring Identification

- Line name
- Signs on the track 
- Accident region notice
- Work section notice 
- Track number

 Visibility enhance
 - Signal Identification

 Quadrate shape and color
 - Temporary Speed Limit Clear

Table 7. Sign classification

Instruction Notice

Stop Limit
other 

instruction
Limit 
clear

Section 
Identification Forewarning

other 
Notice

6 9 5 9 12 6 4

비슷한 표지들을 분류화하여 Table 7과 같이 7개의 그

룹으로 소분류하고, 그룹의 성격에 따라 지시표지와 

알림표지 두 가지로 대분류하였다. 

2.3.4 색채조합 검토

시인성 및 의미전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색상조합을 

찾아내고, 표지 설치위치, 계절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하

여 주변 환경의 색상으로부터 표지를 분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Table 8과 같이 표지 색채조합을 검토하였다. 

Table 8. Color Combination

/ Color combination /

color 
combi
nation

Visivility and 
attrctiveness

   

  

Border 
color

Complementary 
color

  

2.4 디자인 개선(안) 제시

2.4.1 표지형태 및 색상 선정

표지 분류체계에 따른 각각의 소분류그룹에 최적화

된 형태와 색상조합을 선정하여 Table 9와 같이 부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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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ign shape & color plan 

Classfi
cation

Shape Color attrctive
ness

Visivility
Shape Image Color Image eg.

I
n
s
t
r
u
c
t
i
o
n

Stop
invertedpe

ntagon

caution/
down/
stop

stop
/caution
/warning

/risk

★★★ ★★

Limit pentagon
warning/
caution/
Indicate

warning
/risk ★★★ ★★★

other diamond
attention/

eye 
stimulation

allow
/lead

/notice
★★ ★★

clear circle
magnanimity/

allow/
stable

allow
/lead

/notice
★ ★★★

N
o
t
i
c
e

section
rectan
gular

Indicate/
transmit

special
/focus ★ ★★★

other
inverted 
triangle

warning/
Indicate/
consider

special
/focus ★★★ ★★★

fore square
general/
notice

special
/focus ★ ★★★

2.4.2 디자인(안) 제시

철도 안전표지 개선범위인 51종의 표지에 대하여 표

지의 시인성과 의미전달성을 감안하여 각각 2가지의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약 1,200여명의 전국 기관

사를 대상으로 한 선호도 조사, 분류체계간의 상호보

완성 등을 감안하여 Fig. 9의 예시와 같이 디자인(안)을 

제시하였다.

Fig. 9. Example of railway safety sign design.

2.5 디자인(안) 효과성 검토

표지 디자인 개선(안)에 대한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

로 한 효과성 검토를 위하여 현직 기관사 1223명을 대

상으로 현행 표지 대비 새로운 개선안에 대한 표지 시

인성, 픽토그램 개선에 대한 긍정적 영향, 분류체계 확

립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설문하여 현행 표지 대비 시

인성 및 의미전달성 증진 여부를 확인하였다. 

우선 개선된 표지 디자인의 현행 표지 대비 시인성 

증진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Fig. 10에서 볼 수 있

듯이 776명의 응답자 중 70%인 539명의 인원이 시인

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선된 표지 디자인의 현행 표지 대비 의미전

달성 증진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Fig. 11과 같이 

Fig. 10. Design effectiveness about visibility. 

Fig. 11. Design effectiveness about legibility.

Fig. 12. Design effectiveness about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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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명의 응답자 중 70%인 540명의 인원이 시인성 증

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지의 분류체계가 즉각적인 의미판단

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Fig. 12처럼 769명

의 응답자 중 75%인 580명의 인원이 도움이 된다고 응

답하였다.

3.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일반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철도 안

전표지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표지 시인성 및 의미전

달성을 강화하여 기관사의 표지 오인, 지나침 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예방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

해 우선 국내 철도 안전표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51종

의 개선범위를 선정하였다. 또한 국내외 철도 안전표

지 및 도로표지의 사례비교와 최종사용자(기관사)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시인성 및 의미전달

성 부족, 분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표지 

디자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표지 분류체계

(대분류2, 중분류7)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최적 형태와 

색상조합을 선정하였다. 또한 철도 안전표지 51종에 

대하여 표지의 의미전달성 향상을 위한 픽토그램, 사

용자 요구사항 반영 등을 감안하여 각각 2가지의 표지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최종사용자인 기관사를 대상으

로 선호도 조사를 시행하고 분류체계간 상호보완성 등

을 감안하여 디자인(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디

자인(안)에 대한 효과성 검토 설문조사를 통해 표지 디

자인 개발의 시인성 및 의미전달성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철도 안전표지의 디자인(안)을 제시하였으나 

실질적 적용을 위해서는 표지의 재료, 설치위치, 규정 

등에 대한 상세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 설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

과물을 기초로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통하여 철도 안

전표지 표준화 및 열차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나아가 

새로운 표지 개발로 인하여 한국철도의 문화적 존엄성 

또한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References

1) M. Song and S. Lee, “Development Plan for the Road Sign 

Design in Korea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 and Overseas”, Journal of the Korean 

Design Society, Vol.17, No.4, pp.222-232, 2011.

2) H. Jeong and K. Yun, “Reseach of Bicycle Traffic Saferty 

Sign Design for Public Desig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Basic Design & Art, Vol.10, No.2, pp.421-433, 

2009. 

3) S. Ko and K. Choi, “A Conspicuity Effect Study of 

Fluorescent Orange Color Traffic Signs for Work Zone 

Appl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32, No.5, pp. 437-444, 2012.

4) Korean Railroad Corporation. “Railroad vehicle driving 

regulation”, pp. 296-299, 2016.

5) Railway Group Standard, “Lineside Signs”, GK/RT0033, 

pp. 1-40, 2013.

6) W. Meyenberg, “German Signal Aspects and Lineside 

Signs”, pp.1-35, 2013.

7) Japanese Railway Standard, “Japan Railway Signs”, pp. 

1-295,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