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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각 도시 지역

에서 인구구조, 사회경제, 도시환경 등 다양한 변화를 가

져오는 동시에 급변한 기후에 따른 자연현상과 자연재해

도 야기하고 있다. 또한 날로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에 있

어서 도시는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고 민방위 사태를

발생하게 된다. 더불어 현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사회

적 관심과 의식이 부족하고 자연재해와 민방위 사태는 점

차 다양화, 대형화의 추세이며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사회경제적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dongsik.kim@pusan.ac.kr
** 본 논문은 주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심화·발전시킨 연구임.

도시 방재 계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재난과 위

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재적 기능

을 가지고 있는 대피시설은 주로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

며 건축물의 지하시설,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 주차

장1) 등을 위치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 교통시설의 기

능을 포함한 지하철역은 자연재해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지하상가, 지하 주차장과 같은 일반적인 지하공간과

는 당연히 구분이 되어져야 하며 지상역과 지하역으로

구분되는 지하역만이 대피기능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

다. 이러한 지하에 위치한 지하철역에 대한 인지 및 식

별은 지상에 있는 지하 출입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

으며 지하 출입구는 지하철역을 지상과 지하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 출입구에 따른

1) 김대환, 민방위 사태에 대응한 대피체계 구축 및 대피시설의 운영
관리 기술 개발, 용인대학교, 2013,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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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bway station is not only an effective means to solve urban traffic problems, but also a kind of
representative city shelters with a variety of functions such as urban beauty and disaster prevention. At the same
time, the subway station as public facilities need activate the urban functions and through the effective design
schemes for a variety of the facade of underground entrance to improve users' awareness and reliability for the
subway station as a city shelters. This study is conducted to purpose the design direction considering design and
disaster preventing characteristics of the underground subway station entrance. In addition, it will provide a basic
reference for the subway station in the renovation and construction. The study is composed of literature reviews
and field survey. The literature reviews through papers and documents related to the city shelters, the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city shelters, and components and characteristics of facade design of underground entrance
at subway station. Before the field survey through the online surveys with evacuation capabilities and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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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finally selected samples by the SPSS Win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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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사드 디자인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에 따른 동선유도

및 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노선, 위치, 역

명 등 다양한 안내 정보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파사드 디자인

대부분은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재와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 대피시설에 대한 식별은 유일한 단 하나의

표식만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에 사전 안전교육을

적절하게 받지 못한 이용자들에게는 식별이 명확하게 잘

되지 않아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상당히 낮게2)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의 예방

을 위해 대피시설 건립에 대한 적절한 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재 계획 차원에서의

교육 및 유지관리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도시재해예방에 있어서 가중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대피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설치기준이나

입지 선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지하 대피시설이나 파

사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 대

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

자인의 구성요소를 크게 구조적 구성요소와 사인적 구성

요소로 나누어 건축의 일반적인 특성과 방재적 안내시설

에 관한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대피시설로서 효율적인

접근성과 정보전달이 필요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

드 디자인의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인지도 및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지하철역 리모델링이나

공공시설물 계획 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의 건축의 일반적인 특성과 방재적 안내시설에 관

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의 도시

철도 체계로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며 지리적 위

치로 인한 자연재해 및 군사위협을 많이 받는 제주도를

제외한 총 15개의 권역 중 도시 대피시설이 가장 많이

위치한3) 한국의 제2도시인 부산광역시로 한정하고자 한

다. 또한 총 4개 노선 중 지하철 1호선은 개통한 지 20

년이 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 최초로 건설

되어 2017년 4월 20일부터 신평역에서 다대포해수욕장역

에 이르는 연장 구간이 개통된4) 노선으로서 가장 많은

2) 김대환, op. cit., pp.63-64 & 184
3) 김대환, op. cit., p.20
4) [네이버 지식백과] 부산 도시철도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6%80%EC%82%B0_%EB%8F
%84%EC%8B%9C%EC%B2%A0%EB%8F%84

시대적 특성과 변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산 지하철

1호선을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외 연구 문헌과 이론을 배경으로 한국 도

시 대피시설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고찰하였으며 지하

철역 지하 출입구의 파사드 디자인의 구조적 구성요소와

대피시설 안내 기능을 고려한 사인적 구성요소를 분석하

였다.

둘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분석 대상을 효율적

으로 설정하기 위해 인터넷 조사를 선행하여 실시하였

다. 인터넷 조사는 한국 대표적 포털사이트에서 지도의

기능을 이용하여 부산시 1호선 지하철역의 이름을 각각

입력하여 이루어졌다. 최종적인 분석 대상은 ‘거리뷰’ 기

능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피를

가능한 지하역과 각 역의 지하 출입구 번호를 자세히 확

인하여 구분하였다.

셋째, 앞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관련 문헌 및 선

행연구를 통하여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파사드 디자인

의 구성요소를 구조적 구성요소와 사인적 구성요소로 구

분하여 도시 대피시설 특성과의 연계성을 고찰하고 통합

및 정리한 후 각 부문에 맞는 적절한 분석 항목을 도출

하였다.

넷째,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각 역의 지하 출입구 번호를 검증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세한 관찰을 통해 도출된 분

석 항목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각각 적용하여 지하철역

을 중심으로 한 부산 도시 대피시설의 현황을 최대한 객

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시 대피시설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접근성이 높은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디

자인 계획방향을 결론에서 제시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도시 대피시설
(1) 도시 대피시설의 정의

한국 지하공간의 개발 및 이용은 1970년대 이후 경제

가 발달하면서 도시 내의 경제적, 환경적 필요성과 산업

시설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본격화5)되었다. 그

러나 시대 변화 및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지하공

간의 기능과 이용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하철역, 지하

상가,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등의 다각적 개발하고 있

다. 도시화 발전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기 위하여

5) 최재민, 지하대피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연구, 호남대 산업경영대학
원 석사논문, 2014,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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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지하공간은 실용적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적, 경제

적, 환경적, 문화적, 심미적 등 여러 의미를 포함한 상업,

조경, 주거, 수송 등 다목적 기능이 부여되는 복합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또한 지하공간은 도시 토지문제를 해

결하는 효과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

여 다양한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피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다.

도시 대피시설은 도시에서 발생한 다양한 재해와 위협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 비상대응의 기본개념으

로서 중요성을 가지며 비상대피시설의 소요와 구축의 기

준이 된다. 도시 대피시설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어사상을 발생할 수 있는 물리, 생화학적 위협으로부

터 많은 사람(주민, 국민)을 보호하는 집단방호개념을 구

현하는 수단이며 자연재해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주민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독립 대피호, 건축물의

지하시설, 지하철역, 지하상가, 지하 차 보도, 지하 주차

장 등의 지하구조물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시

설이 포함된 지하시설6)로 정의하고 있다.

(2) 도시 대피시설의 구분

한국 현행 대피시설은 <표 1>와 같이 정부 지원시설,

공공용 시설 및 일반용 시설을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

다. 또한 정부 지원시설은 충무 지휘 시설과 주민대피시

설7)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다.

지하철역을 포함한 공공용 대피시설이 전체 대피시설

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 사태 시 정부 지

원시설과 지자체 시설로의 이동은 대다수 아파트와 단독

주택과 같은 거주시설을 이탈하여 대피해야만 하는 불편

과 현실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피가 불가능한 취약

성 때문에 공공용 대피시설에 집중8)되고 있다.

<표 2> 현행 대피시설의 구분9)

구분 형태 대상 방호능력

정부
지원
대피
시설

충무지휘
(장기)

통풍형
민방위 사태
수습용으로
정부기관에서 사용

재래식 무기 공격,
화생방 공격 대응

주민대피
(장기/ 단기)

통풍형
또는
비통풍형

서해 5도 및
접경지역의
위험지역의 주민
대피용

재래식 무기 또는
화생방 공격 대응

공공용
대피
시설

주민대피
(단기)

통풍형

지하시설(주차장, 역사
등) 및
대형 건물의 지상,
지하 층

재래식 무기 공격,
화생방 공격 대응

일반용
대피
시설

일반용
대피시설
(2시간 이하)

비통풍형
(기밀형)

화생방 여과설비가
구비되지 않은 가정
및 사무실

화학, 생물학
작용제, 방사능
낙진 (기밀물자
사용)

6) 김대환, op. cit., p.16
7) 김용철, 도시의 재해 대피소의 적정 위치선정, 연세대 공학대학원
석사논문, 2005, p.9

8) 김대환, op. cit., p.21
9) 김대환, op. cit., p.187

2.2.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및
지하 출입구

(1)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의 개념 및

구성요소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도시환경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현대 지하철역은 과거처럼 가장 기본

적인 교통 기능을 담당하는 통로의 개념만 지니고 도시

외부 교통 체계와 내부 교통 체계의 중요한 기반 시설10)

이 아니라 환경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조경적 및 상

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한다. 또한 시

대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한 현대 지하철역은 주거시설,

상업시설, 대피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종

합적인 공간으로 형성되고 있다.

도시 지하철은 여러 개의 노선 및 역사로 구성되어 있

다. 노선은 도시의 중요한 지역들을 연결하며 역사는 도

시 각 구역 간의 연결해주는 결절점으로서 공간적이고

지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지역 주변 상업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적 및 사회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

지하에 위치한 지하철의 역사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 기

능을 담당하는 통로의 개념11)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다양

한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비상대응의 대피시설의 개념12)도 지니고 있다.

주민지(2001)에서 지하철 역사의 구성요소는 크게 출

입구, 콘코스, 승강장, 승강시설, 지원시설로 구분한다.

각 구성요소별에 따른 특성에 있어서 기능적 측면, 환경

지각 및 인지적 측면 그리고 강조될 색채기능의 측면으

로 나누어 고찰한다.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출입구에 따

른 인지성과 용이성, 콘코스 승강장에 따른 동선의 합리

성과 명확성, 환경지각 및 인지적 측면에 있어서 심리적

긴장감, 시각적 자극요소 정체성, 그리고 강조될 색채기

능의 측면에 있어서 식별기능 및 상징기능, 미적 조화기

능, 안전기능13) 등 다양한 특성을 나타난다.

(2)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구성요소 및 특성

지하철 출입구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

(2012) 제456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에, 지하도 출입시설과 출

입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하도 출

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 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

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 등으

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10) 주민지, 공공지하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색채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장식미술과 석사논문, 2001, p.2

11) 문풍, 중한 지하철 시각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동서대 디자인
학과 석사논문, 2010, pp.8-9

12) 김대환, op. cit., p.50
13) 주민지, 공공지하공간 환경개선을 위한 색채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1,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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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계단 또는 출입 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

을 말한다.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 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부분14)을 말한다.

인지하는 수단으로서 도시 지하철역의 출입구는 화강

석마감의 외벽, 상부를 가리는 덮게, 출입구와 보도사의

계단 및 램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대시설로서

는 환기구와 엘리베이터 시설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다.

도시 대피시설로서 지하철역의 지하 출입구는 지하철 이

용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고 길을 찾기 위해 지

하철역 입구를 주로 활용하는 기능적, 조경적 및 심미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영향15)을 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

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요소이다. 또한 이경아

(2016)에 따르면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특성16)

순번 요인 내용
1 접근성 지상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외부로부터 인지가 쉽고 편리한 출입
2 연속성 지하공간의 단절되지 않고 방향성을 확보
3 심미성 시각의 지각 능력 저하를 방지하고 시각적 쾌적함과 아름다움을 추구

4 안전성 비상 상황 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비롯한 물리적 안전을 물
론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 안전과 편안함을 제공

5 인지성 사용자의 지각 능력에 상관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소통이 가능

3.1. 조사대상의 선정 및 분석항목의 설정
(1) 조사대상의 선정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

사드 디자인의 일반적인 특성과 방재적 안내시설에 관한

특성을 효율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부산 도시 지하철 4개

의 노선 중 시대적 특성과 변화가 뚜렷한 지하철 1호선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로 크게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사전조사인 온라

인 조사를 통해 먼저 자연재해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대

피가 가능한 지하철역으로만 제한하고 우선적으로 선별하

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호선의 34개 역의 251

개 지하 출입구만 본 연구의 사전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각 역의 지하 출입구의 번호를 실질적으로 검증하기 위하

여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실제적으로 부재하는 지하 출입구

번호와 별도로 승강장만 설치되어 있는 지하 출입구는 모

두 제외하여 <표 3>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하였다.

14) 이황명, 김진욱, 서울 지하철 역사 출입구 캐노피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6, No.4, 2016, p.8

15) 윤성융, 도시전철역 출입구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 방안연구, 동아
대 박사논문, 2012, p.32

16) 이경아, IPA분석을 통한 지하철역사 사인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서
울과학기술대 석사논문, p.40

역
지하출입구 분포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S1 l l - - l l l l - - - - - - - - -
S2 l l l l l l l l - - - - - - - - -
S3 l l - - l l l l - - - - - - - - -
S4 - - - - l l l l - - - - - - - - -
S5 l - l l l l - l - - - - - - - - -
S6 l l l l l l l l - l - l - l - l -
S7 l l l l l l l l - - - - - - - - -
S8 l l l l l - - l l - - - - - - - -
S9 l l l l l - l l - - - - - - - - -
S10 l l l l l l l l l l l l l - l - -
S11 l l l l l l l l - - - - - - - - -
S12 l l l l l l l l l l - l - - - - -
S13 l l l l l l l l - - - - - - - - -
S14 l l l l l l l l - - - - - - - - -
S15 l l l l l l l l l l - l - - - - -
S16 l l l l l l l l - l - - - - - - -
S17 l l l l l l l l - l l l l l l - l

S18 l - l l l l l l - l - - - - - - -
S19 l l l l l l l l - l - - - - - - -
S20 l l l l l l l l l l - - - - - - -
S21 l l - - l l l l - - - - - - - - -
S22 l l l l - - - - - - - - - - - - -
S23 l l l l - - - - - - - - - - - - -
S24 l l - - l l - l - l - - - - - - -
S25 l l l l - l - - - - - - - - - - -
S26 l l - - l l - - - - - - - - - - -
S27 l l l l l l l l l l l l - - - - -
S28 l l l l l l l - l - - - - - - - -
S29 - l l l l - - - - - - - - - - - -
S30 l l l l l l - - - - - - - - - - -
S31 l l l l - - - - - - - - - - - - -
S32 l l l l - l - - - - - - - - - - -
S33 l l l l - - - - - - - - - - - - -
S34 l l l l - - - - - - - - - - - - -

<표 3> 부산시 지하철 1호선의 지하 출입구 분포도

S1:범어사역, S2:남산역, S3:두실역, S4:동래역, S5:교대역. S6:연산역, S7:시청역,
S8:양정역, S9:부전역, S10:서면역, S11:범내골역, S12:범일역, S13:좌천역, S14:부
산진역, S15:초량역, S16:부산역, S17:중앙역, S18:남포역, S19:자갈치역, S20:토성
역, S21:동대신역, S22:서대신역, S23:대티역, S24:괴정역, S25:사하역, S26:당리역,
S27:하단역, S28:신평역, S29:동매역, S30:장림역, S31:신장림역, S32:낫개역. S33:
다대포역, S34:다대포해수욕장역

(2) 분석항목의 설정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구성요소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그림 1>을 추가하여 각각 구분하였다.

<그림 1>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구성요소

더불어 파사드 디자인의 구성요소는 <표 4>과 같이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184

기능에 따라 건축물의 기본적인 조형부분으로서 쉽게 변

화되지 않는 구조적 요소와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동선17)을 유도하는 사인적 요

소로서 구분하였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조적 요소에

있어서는 외벽, 캐노피, 계단, 램프, 난간 및 에스컬레이

터로 분류하였고 사인적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역명안내

사인과 대피시설의 표식으로 분류하였다.

구조적
요소

대표 이미지
사인적
요소

대표 이미지

외벽

역명
안내
사인

캐노피

계단

램프

대피
시설의
표식

난간

에스컬레
이터

<표 4>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
자인의 구성요소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분석 항목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도시 대피시설과 지하철역 지

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특성을

고찰하여 다음 <표 5>와 같이 분석하였다.

특성
김용철
(2005)

김태환
(2013)

최재민
(2014)

이호숭
(2014)

주민지
(2001)

김민희
(2009)

이경아
(2016)

이황명
김진욱
(2016)

최소성 l
활용성 l
안전성 l l l l l
인지성 l l l l l l
식별성 l l l l
효율성 l
경제성 l
접근성 l l l
심미성 l l l l l
쾌적성 l
공평성 l
편리성 l
주목성 l
시인성 l
합리성 l
가시성 l
환경성 l
방향성 l
연속성 l
상징성 l
내구성 l
유지 관리성 l

<표 5> 분석 내용관련 선행연구

17) 오연순, 가로변 건축물의 파사드 구성유형에 관한 연구, 부경대 석
사논문, 2009, pp.8-9

도시 대피시설에 따른 특성은 인지성, 시인성, 쾌적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 접근성, 식별성, 공평성, 최소성,

활용성, 주목성 및 안전성으로 나타났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파사드 디자인에 따른 특성은 연속성, 편리성,

접근성, 환경성, 심미성, 방향성, 안전성, 합리성, 상징성,

인지성, 내구성, 식별성, 가시성 및 유지 관리성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도시 대피시설의 특성과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특성은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연계성에 관한

구체적인 특성을 <그림 2>와 같이 통합 및 정리하였다.

<그림 2>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 특성의 도출과정

최종적으로 진입방식과 관련된 접근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시각적` 쾌적감과 관련된 심미성, 심리적 안전감

과 관련된 안전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 및 지각과 관

련된 인지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내표식의 명확한 구별

과 관련된 식별성 총 다섯 가지의 디자인 특성을 도출하

였다. 각 특성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특성 내용

접근성

지하 출입구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고 지하로 진입하는 통로로서
방향성, 연속성, 편리성 및 합리성을 가지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다. 노약자, 장애인 등을 포함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되는
통로로서 진입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고 접근이 용이하여야 한다.

심미성
공공시설로서 도시 환경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는 지하철역 지하 출
입구는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및 조경성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쉽게 지각될 수 있도록 시각적 쾌적성 추구하여야 한다.

안전성
도시 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호하는 대피시설로서
신속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기 위하여 안정감과 편안함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인지성
도시 재해 발생 시 지하 대피공간을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로서 출입
구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용자들에게 친근함
과 빠른 인지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식별성
지하철역은 도시 각 구역 간의 연결해주는 결절점과 동시에 비상 상
황 발생 시 도시 대피시설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하철역 지하 출
입구에 대한 인식과 식별이 빠르고 용이하게 전달해야 한다.

<표 6>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특성

또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통하여 지하철역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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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구성요소 및 다섯 가지 특성의

연계성을 고찰하였으며 교수 3명 및 박사 3명을 포함한

전공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에 의해 각 구성요소에 따른

디자인 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그림 3>과 같이

정리하였다.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통로는

지하 대피공간에 대한 진입하는 방식과 관련이 되며 접

근성과 안전성이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

노피는 차양으로서 눈과 비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만 도시 환경적 측면으로서는 다양한 형태를 통하여 도

시 가로 환경과의 조화성 및 주변 경관의 통일성을 지니

며 도시 미관과 공간인지에 도움이 되어 심미성과 인지

성18)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난간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누구나 접근이 쉽고 용이하

게 하는 시설로서 접근성과 안전성으로 나타났다. 외벽

은 캐노피의 설치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도시미관

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심미성, 또한 도시에서 자연재

해 및 민방위 사태를 발생 시 외벽은 외부와 지하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이용자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안전한 공간 이미지를 제공함으

로써 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인적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역

명안내사인과 대피시설의 표식은 주변에 무수히 설치되

어 있는 상업적인 광고판과는 쉽게 구별됨과 동시에 정

보의 효율적으로 전달이 중요함으로 인지성과 식별성이

가장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따른 특성

본 연구의 분석항목을 다음 <표 7> 및 <표 8>와 같

이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 접근성을 나타내는 통로는 진입

방식에 따라 외부계단, 램프, 내부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로 구분할 수 있었다.

외부계단은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가 80cm이하19)로

18) 이황명, 김진욱, 서울 지하철 역사 출입구 캐노피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6, No.4, 2016, p.7

19) 박봉규, 韓·美 兩國의 建築法上 避難施設에 關한 比較 硏究, 서울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단 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

다. 일반적으로 외부계단은 3개의 계단 높이로 제작되어

‘3개 이하’ 또는 ‘3개 초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 또한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외벽 끝선으로부터 외부계단이

돌출된 경우를 ‘돌출’로, 외벽 끝선으로부터 외부계단이

매입이 된 경우를 ‘매입’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램프는 평면 형태에 따라 ‘ㅡ자’ 및 ‘ㄱ자’로 구분이 가

능하였으며 또한 위치에 따라서 외부계단과 동일한 기준

으로 ‘돌출’ 및 ‘매입’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난간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외부난간’과 ‘내부난간’

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심미성 및 인지성을 가지는 캐노

피는 다양한 형태에 따라 ‘수평’, ‘경사’ 그리고 ‘곡면’으로

분류하였다. 외벽은 높이에 따라 ‘전체높이’, ‘부분높이’,

‘낮은 높이’로 나눌 수 있었다.

사인적 측면에 있어서 역명안내사인은 부착 위치에 따

라 ‘캐노피 부착’, ‘벽면 부착’ 그리고 ‘캐노피와 벽면에

모두 부착’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식별성을 지닌 대피시설 표식은 유형 및

부착 위치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유형에 따

른‘A 유형’과 ‘B 유형’, 그리고 부착 위치에 따라서 ‘외부’

와 ‘내부’로 구분하였다. 외부에서는 ‘외부 정면에 부착’

과 ‘외부 보도 방향 면에 부착’으로 분류하였고, 내부에

서는 ‘내부 도로 방향 면에 부착’과 ‘내부 도로 반대 방

향 면에 부착’으로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분류된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대피시설로서

의 부산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구성요

소에 각각 적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4.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파사드 디자인에 따른 분석

4.1. 조사개요
사전조사와 달리 현장조사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관계로 인공조명에 따른 변화가 있는 밤

시간대 보다 각 구성요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관찰하고

인식되어지는 낮 시간대에 진행되었다. 조사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이었다. 사전 조사결과를 효과적

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가능한 각 역 지하 출입구 정면으

로부터 약 3미터 거리를 확보하고 카메라 시점이 사람의

눈높이와 동일하게 맞추어 파사드 디자인의 현장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자세한 관찰을 통하여 도출

된 분석 항목을 세부적으로 체크하였다. 조사 자료의 분

석은 통계분석프로그램인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산업대 석사논문, 2005, p.19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186

평가부문 구성요소 특성 분석 내용 명칭 대표 이미지 비고

구조적
측면
[S]

통로

외부
계단

접근성
안전성

수량

3개 이하 S1 계단 수 3개 이하

3개 이상 S2 계단 수 3개 이상

위치

돌출 S3
계단이 외벽 끝선
부터 도출

매입 S4
계단이 외벽 끝선
까지 매입

램프
접근성
안전성

평면형태

"ㅡ자ˮ S5 램프 ‘ㅡ자’형

"ㄱ자ˮ S6 램프 ‘ㄱ자’형

위치

돌출 S7
램프가 외벽 끝선
부터 도출

매입 S8
램프가 외벽 끝선
까지 매입

내부
계단

접근성
안전성

- S9
지하로 진입하는
계단

에스
컬레
이터

접근성
안전성

- S10
지하로 진입하는
에스컬레이터

난간

외부
난간

접근성
안전성

- S11
외부 통로에 따라
설치하는 난간

내부
난간

접근성
안전성

- S12
내부 통로에 따라
설치하는 난간

캐노피
심미성
인지성

형태

수평 S13
횡단면이 수평형
태가 되는 캐노피

경사 S14
횡단면이 경사형
태가 되는 캐노피

곡면 S15
횡단면이 곡면형
태가 되는 캐노피

외벽
심미성
안전성

높이

전체높이 S16
캐노피까지 전체
높이를 가지고 폐
쇄적인 외벽

부분높이 S17

기둥을 통하여 캐
노피와 연결이 되
고 부분높이의 외
벽

낮은 높이 S18
캐노피가 없이 외
벽 높이가 낮은 것

<표 7> 구조적 측면 분석 항목의 설정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6권 6호 통권125호 _ 2017.12          187

평가부문 구성요소 특성 분석 내용 명칭 대표 이미지 비고

사인적
측면
[V]

역명안내
사인

인지성
식별성

부착위치

캐노피에만 부착 V1 캐노피에만 부착

벽면에만 부착 V2 벽면에만 부착

캐노피 및 벽면에
모두 부착

V3
캐노피 및 벽면에
모두 부착

대피시설
표식

인지성
식별성

유형

A 유형 V4 크기가 큰 A유형

B 유형 V5
크기가 작은 B유
형

부착위치

외
부

정면 부착 V6
외부의 정면에 부
착

보도
방향 면 부착

V7
외부의 보도 방향
면에 부착

내
부

도로
방향 면 부착

V8
내부의 도로 방향
면에 부착

도로
반대방향 면
부착

V9
내부의 도로 반대
방향 면에 부착

<표 8> 사인적 측면 분석 항목의 설정

평가부문 구성요소 합계(곳) 퍼센트(%)

구조적
측면[S]

통로

외부계단만 설치 190 76
램프만 설치 44 18
외부계단과
램프 모두 설치

11 4

외부계단과
램프 모두 미설치

6 2

합계 251 100
내부계단만 설치 217 86
에스컬레이터만 설치 15 6
내부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모두 설치

19 8

내부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모두 미설치

- -

합계 251 100

난간

외부난간만 설치 - -
내부난간만 설치 207 82
외부난간과 내부난간 모두
설치

44 18

외부난간과 내부난간 모두
미설치

- -

합계 251 100

캐노피
설치 98 39
미설치 153 61
합계 251 100

외벽
설치 251 100
미설치 - -
합계 251 100

사인적
측면
[V]

역명안내
사인

설치 240 96
미설치 11 4
합계 251 100

대피시설
표식

설치 108 43
미설치 143 57
합계 251 100

<표 9>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 구성요소에 따른 분석 4.2.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석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부산 지하철 1호선의 지

하철역은 총 34개로 조사되었고 지하 출입구는 총 251개

로 조사되었다. 현장에서 각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

드 디자인의 구성요소에 따른 분석결과를 <표 9>과 같이

정리하여 구분하였다. 구조적 측면에 있어서 진입방식을

결정하는 통로는 외부계단, 램프, 내부계단, 그리고 에스

컬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계단만 설치’는 190곳

(76%)으로 ‘램프만 설치’ 44곳(18%)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고 ‘외부계단과 램프를 모두 설치’는 11곳(4%)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부계단과 램프

모두 미설치’는 6곳(2%)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램프보다

는 외부계단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고 외부계단과 램프 모두 미설치된 지하 출입구도 존

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계단만 설치’는 217곳(86%)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는 15곳(6%)으로 상당히 낮

은 수치를 보였다. 그리고 위급상황에 대처가능하며 편

리성 및 접근성이 우수한 ‘내부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모두 설치’는 19곳(8%)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부난간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외부난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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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외부난간과 내부난간 모두설치’에 있어서 이용

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부난간은

단지 44곳(18%)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미적 기능과 인지적 기능을

하는 캐노피가 ‘설치’된 곳은 98곳(39%)으로 ‘미설치’ 153

곳(61%) 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벽은 대

부분 설치되어 있었지만 높이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

였다.

사인적 측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역명안내사인’이

240곳(96%)으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지만 미설치가 13

곳(4%)으로 조사되었고 부산의 시대적 특성이 반영된

1호선에서 역명안내사인이 설치되지 않는 지하 출입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피시설의 표식’은 자연재해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이용자들에게 공간 대피기능으로 인식 및 판단되는 유일

한 수단으로서 대피시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그의 부착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하지만 대피시설 표식이 부착된 지하 출입구는 단지

108곳(48%)이며 여전히 미부착된 출입구가 143곳(57%)

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일반적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외부계

단, 램프, 캐노피, 그리고 외벽을 중심으로 구조적 요소

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결과를 <표 10>와 <그림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평가
부문

구성요소 분석 내용
합계
(곳)

퍼센트
(%)

합계
(곳)

퍼센트
(%)

구
조
적

측
면
[S]

통
로

외부
계단

수량
3개 이하 188 94

201 100
3개 초과 13 6

위치
돌출 96 48

201 100
매입 105 52

램프

평면
형태

"ㅡ자ˮ 49 89
55 100

"ㄱ자ˮ 6 11

위치
돌출 50 91

55 100
매입 5 9

내부계단 236 100
에스컬레이터 34 100

난
간

외부난간 44 100
내부난간 207 100

캐노피 형태
수평 73 75

98 100경사 3 3
곡면 22 22

외벽 높이
전체높이 43 17

251 100부분높이 55 22
낮은 높이 153 61

<표 10>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구조적 요소에 따
른 세부적인 분석

S1:외부계단 3개 이하, S2:외부계단 3개 초과, S3:외부계단 돌출, S4:외부계단 매입,
S5:램프‘ㅡ자형’, S6:램프‘ㄱ자형’, S7:램프 돌출, S8:램프 매입, S9:내부계단, S10:에
스컬레이터, S11:외부난간, S12:내부난간, S13:캐노피‘수평형’, S14:캐노피‘경사형’,
S15:캐노피‘곡면형’, S16:외벽‘전체높이’, S17:외벽‘부분높이’, S18:외벽‘전체노출’

외부계단은 총 201곳(80%)의 지하 출입구에 설치되었

으며 분석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계단 수 ‘3개 이하’는 188

곳(94%)으로 ‘계단 3개 초과’ 13곳(6%) 보다 월등하게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단 위치에 따라 ‘매입’은 105

곳(52%)으로 ‘돌출’ 96곳(48%)보다 비교적 많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램프에 있어서는 평면 형태에 따른 ‘ㅡ자형’은 49곳

(89%)으로 ‘ㄱ자형’ 6곳(11%) 보다 많았고 위치에 따른

‘돌출형’은 50곳(91%)로 ‘매입형’ 5곳(9%)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캐노피는 형태에 따라 ‘수평형’, ‘경사형’ 그리고 ‘곡면

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수평형’은 73곳(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곡면형’ 22곳 (22%), ‘경사

형’ 3곳(3%)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캐노피의 설치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외벽은

높이에 따라 ‘전체높이’, ‘부분높이’ 그리고 캐노피가 없

는 ‘낮은 높이’로 구분하였다. 지하철역 1호선의 캐노피

가 설치된 곳은 외벽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중

에 ‘부분높이’ 55곳(22%)과 ‘전체높이’ 43곳(17%)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는 ‘낮은 높이’

은 153곳 (6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구조적 요소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다음으로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

의 사인적 요소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표 11>

와 <그림 5>와 같다.

평가
부문

구성
요소

분석 내용
합계
(곳)

퍼센트
(%)

합계
(곳)

퍼센트
(%)

사
인
적

측
면
[V]

역명
안내
사인

부착
위치

캐노피에만 부착 5 2

240 100
벽면에만 부착 186 78
캐노피와 벽면에
모두 부착

49 20

대피
시설
표식

유형
A 유형 84 78

108 100
B 유형 24 22

부착
위치

외
부

정면 부착 9 8

108 100

보도
방향 면 부착

2 2

내
부

도로
방향 면 부착

69 64

도로
반대방향 면
부착

28 26

<표 11>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사인적 요소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V1:역명안내 사인 캐노피에만 부착, V2:역명안내 사인 벽면에만 부착, V3:역명안내
사인 캐노피와 벽면에 모두 부착, V4:대피시설표식 A유형, V5:대피시설표식 B유형.
V6:대피시설표식 외부 정면 부착, V7:대피시설표식 외부 보도 방향 면 부착, V8:대
피시설표식 내부 도로 방향 면 부착, V9:대피시설표식 내부 도로 반대방향 면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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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안내사인에 있어서는 ‘벽면에만 부착’은 186곳

(78%), ‘캐노피 및 벽면에 모두 부착’은 48곳(19%), 그리

고 ‘캐노피에만 부착’은 5곳(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의 역명안내사인은 벽면에 부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피시설 표식에 있어서는 크기에 따라 사이즈

가 큰 ‘A 유형’이 84개(78%)로 사이즈가 작은 ‘B 유형’

24개(22%)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착위치에 따라 외부의 경우 ‘정면 부착’ 9곳(8%)과

‘보도 방향면 부착’ 2곳(2%)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내부의 경우 ‘도로 방향 면 부착’은 69곳(64%)

으로 ‘도로 반대방향 면 부착’이 28곳 (26%)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사인적 요소에
따른 분석

4.3.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분석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대피시설로서 지

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접근성, 심

미성, 인지성, 안전성, 그리고 식별성으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12>과 <그림 6>으로 정리하였다.

특성 분석 항목
합계
(곳)

퍼센트
(%)

접근성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 0,
S11, S12

1033 28

심미성 S13, S14, S15, S16, S17, S18 349 9

인지성
S13, S14, S15, V1, V2, V3, V4, V5, V6, V7,
V8, V9

554 15

안전성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S16, S17, S18

1362 36

식별성 V1, V2, V3, V4, V5, V6, V7, V8, V9 456 12
합계 3754 100

<표 12>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분석 항목

안전성이 1362곳(3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접근성은 1033곳(28%)으로 다음 순으로 조사되었

다. 또한 심미성, 인지성, 그리고 식별성은 비슷한 수치

를 보였지만 그중에 인지성은 554곳(15%)로 식별성의

456곳(12%)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심미성은 349

곳(9%)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 지하철역 1호선은 도시 대피시설에 있어

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으며 자연재해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이용자들의 빠른

이동과 용이한 접근성 보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

고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잡한 주변 환경에서 가장 쉽게 인지하고

유효적인 대피공간을 빨리 인식하는 인지성과 식별성,

그리고 공공시설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되는 심미성 순으로 우선적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1호선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드 디자인의 특성에 따른 분석 항목

5. 결론

본 연구는 도시 대피시설 기능을 고려한 지하철역 지

하 출입구의 구성요소를 구조적 구성요소와 사인적 구성

요소로 크게 나누어 건축의 일반적인 특성과 방재적 안

내시설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시 대피시

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물 계획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하철역 리모델링이나 건축

계획 시 참고할 만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으로 통로에 있어서는 램프보다 외

부계단, 에스컬레이터보다 내부계단이 더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이 지하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는 계단을 사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는 외부에서 지하공간으로 유일

한 진입하는 통로로서 인간을 중심으로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들의 출입이 원활하면서 접근이 용이하고 안

전하게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외부계단

과 램프’, ‘내부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설치된 지하

출입구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외부계단의 설

치에 있어서 계단 수 ‘3개 초과’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대피시설로서 지하철역 지하 출

입구 통로를 계획할 때 계단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위한

램프도 같이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단이나 램프

를 설계할 때 주변 지형에 맞는 합리적인 계단 수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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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계단과 램프에 있어서 안전 및 보조 장치로서 난

간은 외부난간보다 내부난간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외부난간의 설치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지하철역은 비상시 대피시설로 활용을 가능하지만

평소에는 도시 토지이용의 활성화 시키는 공간으로서 복합

적이고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 개념으

로는 상징적이며 도시미화적 측면과 관련성이 깊다. 특히

차양, 눈, 비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지하철역의 지하

출입구 캐노피는 도시가로의 공공시설물로서 도시미관과

공간인식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부산 도시 지하철역의 대

부분 지하 출입구에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곡

면’ 형태 및 ‘경사’ 형태 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하철

역 지하 출입구 디자인을 계획할 때 기능적 측면뿐만 아니

라 캐노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상징성, 도시가로환경과의 조화성, 그리고 도시경관과의 통

일성 등이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캐노피

가 없는 것보다 기능적이고 심미적 특성을 가지는 캐노피

설치 및 유형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외벽에 있어서는 캐노피의 설치여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비상 상황 시 외부와 지하공간을 분리시

키는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사람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

를 해소하도록 안전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디자

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사인적 측면에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

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동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역

명안내사인은 거의 대부분 지하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었

지만 미설치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벽면에만 부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고 ‘캐노피 및 벽면에 모두 부착’은 비교적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역명안내사인은 이용자들에게 공간에

대한 인지와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효율적 부착유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거주민을 포함하여 지하철역 이용자들은 지하

출입구에 붙이는 유일한 대피시설의 표식을 통해서 대피

시설로서 인식하고 식별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식의 미

설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크기 및 부착 위치가 각기

다르게 나타나 이용자들의 인지 및 식별에 큰 혼동을 초

래하게 된다. 특히 부착 위치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의 동

선과 함께 자연스럽게 인지가 가능한 ‘벽면 내부의 도로

방향 면 부착’이 인지가 ‘벽면 내부의 도로 반대방향 면

부착’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도로 반대방향

면 부착’시 보도에 다니는 이용자들이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상 시 빠른 인식이 불가능하여 미리 사전 교육

을 받지 못한 이용자일 경우 재난 사태에 식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따라서 비상 시 도시 대피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인지와 식별을 위하여 지하철역 지하 출

입구 파사드 디자인을 계획할 시 대피시설 표식의 부착

여부 및 위치를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으로 확인하

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대피시설로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 파사

드 디자인을 최종적으로 접근성, 심미성, 인지성, 안전성,

그리고 식별성으로 도출하였을 경우, 부산 1호선 지하철

역은 이용자들이 지하로 진입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

리적 안정감과 안전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안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이한 접근성이 다음 순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대피시설로서 자연재해 및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빠른 인지성 및 공간의 식별성이 매우 중요하지

만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시설로서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고 이용자들에게 시각적 쾌적함을

제공하는 심미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인지성 및 식별성뿐만 아니라 심미성을 나타나는 디자인

계획이 전체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도시 대피시설로서 지하철역 지하 출입구의 파

사드 디자인은 안전성 및 접근성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

보를 쉽게 인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식별이 될 수 있는 디

자인 및 도시 환경에 있어서 심미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

양한 측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또한 본 연구가 지하철역이 안전한 대피시설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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