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0(6)899-915(2018)

https://doi.org/10.9711/KTAJ.2018.20.6.899

eISSN: 2287-4747

pISSN: 2233-8292

Received January 19, 2018

Revised September 27, 2018

Accepted October 4, 201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18,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899

복층터널 교통표지판 시인성 향상을 위한 

입체표지판 설계 및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상헌1ㆍ황주환2ㆍ한상주3ㆍ안승주4*ㆍ김재훈5

1정회원, 동일기술공사 차장
2비회원, 동일기술공사 대표이사
3비회원, 동일기술공사 연구소장
4비회원, 동일기술공사 전무
5비회원, 동일기술공사 사원

A study on the design and applicability of 

stereoscopic sign for improving the visibility 

of traffic sign in double-deck tunnel

Sang-Heon Park1ㆍJu-Hwan Hwang2ㆍSang-Ju Han3ㆍSung-Joo An4*ㆍHoon-Jae Kim5

1Deputy Department Head, Dong Il Engineering Consultants
2President, Dong Il Engineering Consultants
3Head of Research Center, Dong Il Engineering Consultants
4Executive Director, Dong Il Engineering Consultants
5Employee, Dong Il Engineering Consultants

*Corresponding Author : Sung-Joo An, badasajada@naver.com

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construct an eco-friendly advanced road transportation 

network, the multi-layer tunnel, which is a small-sized car road, is designed to have a 

height of less than 60 cm. However, the shape of the tunnel is low and the height of the 

traffic sign is smal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raffic sign characters were 

designed in three dimensions,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design of the three - 

dimensional sign that can obtain greater visibility than the existing signs at the same 

distance and the possibility verification through virtual simulation were performed. 

The three-dimensional sign is horizontally installed on the ceiling of the multi-layer 

tunnel. To be seen vertically, it is enlarged by a certain ratio by the perspective, and the 

width and height are enlarged. Respectively. In addition, 3D simulation was 

performed to verify the visibility of the stereoscopic signs when the driver ran through 

the stereoscopic sign design specifications. As a result of the design and experimental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tereoscopic sign could be designed through the 

theoretical formula and that it could provide the driver with a larger traffic sign 

character because there is no limitation of the facility limit compared to the existing 

vertical traffic sign. Also, we confirmed that it can be implemented in the side wall by 

using the stereoscopic sign design principle installed on the ceiling part. It was 

confirmed that the design of the stereoscopic sign can be designed to be smaller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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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that the driver visually recognizes the sperm is shorter, the height of the protrusion vertically at the lower part 

of the stereoscopic sign becomes higher. As a result of 3D simulation running experiment based on the design 

information of the stereoscopic sign, it was confirmed that the stereoscopic sign is visually the same as the vertical sign 

at the planned distance. Although the detailed research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stereoscopic signs have not 

been made in Korea and abroad, it is evolved into a core technology of new road traffic facilities through various 

studies through the possibility of designing and applying stereoscopic sign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Expect.

Keywords: Stereoscopic signs, Double-deck tunnel, Facility limit height, Visibility of driver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친환경적 선진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소형차 전용도로인 복층터널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차 전용도로 단면으로(최대 높이가 3.6 m) 시설한계고를 고려하여 터널 내 교통표지판은 60 cm 이하 높이로 설계되

어야 한다. 하지만 터널의 시설한계고가 낮으며, 교통표지판 문자높이가 작아 운전자 시인성 감소로 인한 판단오류가 발

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표지문자를 입체적으로 설계하여 동일한 거리에서 기존 표지판 

보다 더 큰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체표지판의 설계적용 가능성 및 가상시뮬레이션을 통한 가능성 검증을 수행하였

다. 입체표지판은 복층터널 천장부에 수평으로 설치되며, 수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원근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

는 만큼 폭과 높이를 확대시켜 일정거리에서 수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비례식에 의한 이론적인 계산으로 입체표지판 설

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입체표지판 설계제원을 통하여 운전자가 주행하였을 때 입체표지판의 시인형태를 검증하기 위해 

3D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설계 및 실험연구를 수행한 결과 입체표지판은 이론적인 공식을 통하여 설계가 가능하였

으며, 기존 수직형 교통표지판 대비 시설 한계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더 큰 교통표지문자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천장부에 설치된 입체표지판 설계원리를 이용하면 측벽부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입체표지판 설계제원은 운전자가 정자로 시인되는 거리가 짧을수록 입체표지판 하부에 수직으로 돌출높이가 높을수록 

사이즈를 작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입체표지판 설계제원을 토대로 3D시뮬레이션 주행실험결

과, 계획된 일정거리에서 운전자가 입체표지판이 수직표지판과 동일한 시인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아직 국내

외적으로 입체표지판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및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입체표

지판에 대한 설계 및 적용가능성을 통한 여러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도로교통시설물의 핵심기술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주요어:입체표지판, 복층터널, 시설한계고, 운전자 시인성

1. 서 론

1.1 개 요

최근 국내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인 글로벌 녹색국토를 설정하여 국내 도

로교통 분야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녹색교통 통합 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진화 도로교통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서는 도심지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를 개선하여야 하며, 특히 

시간, 경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교통정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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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집중 및 정체로 인하여 2002년에서는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바탕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5

년도에서는 33조원에 달하여 2002년도 이후 연평균 약 1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Fig. 1)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Source: Korea transportation research institute

Fig. 1. Korea transportation institute national transportation DB center statistics

국외 선진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지 교통혼잡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지하도로(Fig. 2~7)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마다 도심지 의 다양한 기능과 목적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운

영되고 있다. 

Fig. 2. Underground road of France M30 Fig. 3. Underground road of Sinjuku line in Japan

Fig. 4. Underground road of Madrid M86 line in Spain Fig. 5. SMART tunnel i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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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nderground toad of Seattle line in America Fig. 7. Istanbul strait road tunnel in Turkey

최근 국내에서도 국외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혼잡으로 인한 문제가 많은 서울특별시(제물포 지하도로 등) 및 부

산광역시(만덕-센텀 지하도로)에서도 Fig. 8과 Fig. 9와 같이 지상녹지화, 교통혼잡비용 최소화, 선진 교통기반구

축을 위해 대심도 지하도로 건설 계획 및 추진(KICT, 2015)이 되고 있다. 

Fig. 8. Seoul metropolitan underground road plan

Fig. 9. Plan of underground road tunnel in Busan city

위와 같이 국내에 도심지 대심도 지하도로 구축계획 및 추진에 따라 국내 환경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설계지침 개정 목적으로 ‘대심도 복층터널 설계 및 시공 기술개발’(2014~2019) 정부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study on the design and applicability of stereoscopic sign for improving the visibility of traffic sign in double-deck tunnel

903

R&D가 추진되고 있으며 설계분야, 시공분야, 화재안전분야로 나누어 연구를 수행하고 Fig. 10, 11과 같이 터널 

시공방법에 따라 최적단면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Fig. 10. Drawing of cross section of double-deck tunnel planned NATM

Fig. 11. Drawing of cross section of double-deck tunnel planned shield

위의 Fig. 10, 11과 같이 복층터널 표준단면의 경우, 기존 쌍굴터널 대비 경제성을 갖기 위해 상하층 편도기준 

터널 형고가 약 3.5 m으로 설계(KICT, 2012)되었다. 복층터널 단면은 기존 터널대비 소단면으로, 운전자가 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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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터널주행시 낮은 시설한계로 인한 밀폐감 및 중압감이 발생되며 터널길이의 장대화로 운전자의 집중력 감소 

등의 문제점이 발생 될 수 있다. 

또한 복층터널 상부에 설치될 교통표지판의 경우, 최대 60 cm 이하로 문자크기가 작으며 설치위치도 낮기 때

문에 인식을 위한 운전자의 표지정보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시인거리가 짧아진다. 이러한 수직형 표지판

의 문자확대를 할 수 있는 높이의 한계 때문에 도로교통표지 시설 중에 하나인 LCS 표지판을 통하여 LED 발광으

로 먼 거리에서도 운전자가 문자를 시인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2004)이 있으나, 

1개소 당 설치비용이 고가이며, 유지관리(교통통제, 수리비 등) 때문에 LED 많은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내용에서는 대심도 지하도로 단면특성으로 인한 기술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표

지판 문자크기를 시설한계고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입체표지판에 대한 적용방안 → 설계 →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입체표지판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진행

2.1 입체표지판 원리

복층터널 입체표지판이란 사다리꼴 모양의 교통표지판을 터널 천장부에 수직이 아닌 Fig. 12와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여 일정거리에서 운전자가 수직표지판처럼 시인할 수 있는 교통표지판이다.

Fig. 12. Concept of stereoscopic traffic sign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볼 때 시각의 원근효과로 인하여 멀리 있을수록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는 형태로 보

이는데, 이때 원근에 의해 일정한 비율로 작아지는 비율만큼 물체의 크기를 확대시켜주면 수직으로 보이는 효과

가 발생된다. 터널 천장부에 Fig. 13과 같이 설치가 되면, 운전자가 일정거리에서는 Fig. 14와 같이 교통표지판이 

수직으로 보이게 되는 원리이다.

Fig. 13. Shape of stereoscopic traffic sign Fig. 14. Shape of stereoscopic traffic sign from a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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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교통표지판으로서의 적용이 된 사례는 없지만 도로노면표지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국외 일본에서는 Fig. 15와 같이 고속도로 및 진출입 램프에 역주행 방지 시인거리 향상을 위해 입체 도로노면표

지가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노면(Fig. 15) 및 도심지 어린이 보호

구역(Fig. 16)에 운전자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입체노면표지 시범설치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Fig. 15. Application example of stereoscopic sign marking of road design (Japan)

Fig. 16. Application example of stereoscopic sign marking on road and expressway (South Republic Korea)

2.2 연구진행 방안 및 설계

복층터널용 입체표지판 구현가능여부에 대해서는 Fig. 17과 같이 연구진행을 설정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적

용되고 있는 입체노면표지의 설계방안을 토대로 천장 수평형 입체표지판의 적용방안을 Fig. 18과 같이 복층터널

의 소형차 전용도로 통행 차량(승용차기준)의 시인되는 눈높이를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Fig. 17.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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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rithmetic calculation for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입체표지판 설계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본조건으로 적용하였을 때, 식 (1)과 같은 비례산술을 통하여 입체표지

판의 높이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터널높이, 시인높이 등)에서도 수학적인 계산접근이 가능하다.

- 터널단면: 복층터널 단면기준으로 형성

- 운전자 눈높이: 1.3 m (소형차 전용도로 기준)

- 입체표지판 운전자 시인거리: 20 m

- 터널의 높이: 3.55 m

    

  tan
  



    tan

  





 



 



 (1)

2.3 타입별 입체표지판 설계

2.3.1 입체표지판 높이변화에 대한 설계

입체표지판 설계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수직표지판 설계제원을 바탕으로 공식에 의해 변환되며, 입체표지판

의 문자크기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높이 변화에 따른 입체표지판 설계를 수행하였다. Case 1에 대해서는 

복층터널의 시설한계고에 의한 수직 한계높이(60 cm)를 고려한 입체표지판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Case 2에서는 

기존 수직표지판 대비 표지판 높이가 약 30% 증가된 수직표지판에 대한 제원을 바탕으로 입체표지판 설계를 하

였다.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A study on the design and applicability of stereoscopic sign for improving the visibility of traffic sign in double-deck tunnel

907

1) Case 1 입체표지판 설계

Case 1에서 Fig. 19는 입체표지판 설계를 위한 수직표지판 제원이며, Fig. 20은 복층터널에 설치하였을 때의 

터널 단면도로 나타낸다. Fig. 21은 Fig. 19의 제원을 바탕으로 입체표지판으로 변환된 설계도이다. Fig. 22는 복

층터널 평면에서 보이는 설치 형태이며, Fig. 23은 운전자 시야를 고려한 설치 종단면도이다. 

Fig. 19. Vertical traffic signs design (Case 1) Fig. 20. Drawing of cross section in road tunnel (Case 1) 

Fig. 21.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Case 1) Fig. 22. Floor plan applicated stereoscopic traffic sign 

(Case 1)

Fig. 23. Longitudinal tunnel section applicated stereoscopic traffic sig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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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2 입체표지판 설계

Case 2에서는 Case 1과 마찬가지로 Fig. 24는 입체표지판 설계를 위한 수직표지판 제원이며, Fig. 25는 복층터

널에 설치하였을 때의 터널 단면도로 나타낸다. Fig. 26은 Fig. 24의 제원을 바탕으로 입체표지판으로 변환된 설계

도이다. Fig. 27은 복층터널 평면에서 보이는 설치 형태이며, Fig. 28은 운전자 시야를 고려한 설치 종단면도이다. 

Fig. 24. Vertical traffic signs design (Case 2) Fig. 25. Drawing of cross section in road tunnel (Case 2) 

Fig. 26.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Case 2) Fig. 27. Floor plan applicated stereoscopic traffic sign 

(Case 2)

Fig. 28. Longitudinal tunnel section applicated stereoscopic traffic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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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과 Case 2의 입체표지판을 설계한 결과 수직표지판 제원을 기준으로 시인효과가 동일한 입체표지판 설

계는 가능하며, 교통표지 문자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입체표지판 높이가 일정비율로 커져야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ase 2의 경우, Case 1보다 20 m 거리에서 운전자가 시인되는 문자크기가 약 0.164 m (30%확대)로 문자크기

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입체표지판은 기존의 시설한계고에 제한된 수직형 표지판(60 cm 이내)

보다 더 큰 교통표지문자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3.2 입체표지판 시인거리 및 돌출 길이에 대한 설계

입체표지판은 수직표지판 제원을 통한 입체표지판 설계가 가능하다는 연구를 통하여 입체표 표지판의 다양한 

설치 조건 및 정자로 시인되는 거리에 따른 입체표지판의 설계제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조건을 고

려하여 입체표지판 설계를 수행하였다(Case 3, Case 4). 

- 조건 1: 운전자가 입체표지문자가 정자로 보이는 시인거리(20 m, 30 m, 40 m) 변화에 따른 입체표지판 설계의 

변화

- 조건 2: 입체표지판 하부의 돌출높이 변화에 따른 입체표지판 설계의 변화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입체표지판 설계를 위한 수직표지판 제원은 Fig. 29~33과 같으며, Fig. 34는 Case별 설계

를 위한 조건들을 보여주었다. 

Fig. 29. Vertical traffic signs design (Case 3) Fig. 30. Drawing of cross section in road tunnel (Case 3)

Fig. 31. Vertical traffic signs design (Case 4) Fig. 32. Drawing of cross section in road tunnel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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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Design conditions for stereoscopic traffic sign

Case 3의 수직표지판의 제원을 바탕으로 입체표지판을 설계한 도면은 Fig. 34, 35와 같이 설계가 가능하며, 

Fig. 34는 입체표지판 문자가 수직으로 보이는 정자인식 거리를 20 m일 때 표지판 하부의 돌출길이를 0 m, 0.2 m, 

0.4 m로 하였을 때의 입체표지판 설치 높이이며, Fig. 35는 입체표지판 문자가 수직으로 보이는 정자인식 거리가 

20 m, 30 m, 40 m 일 때 입체표지판 설치 높이를 말한다.

Fig. 34.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Case 3: height: 0.4 m, distance: 20 m)

Fig. 35.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Case 3: height: 0.0 m, distance: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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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과 Case 4의 입체표지판에 대한 운전자가 정자로 시인되는 거리별 및 돌출높이 변화에 따른 입체표지판 

설계 높이에 대한 결과는 Fig. 36 (Case 3) 및 Fig. 37 (Case 4)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입체표지판은 

운전자가 정자로 시인되는 거리가 길수록 입체표지판은 더 크게 설계되어야 하며, 입체표지판 하부에 돌출길이

가 클수록 입체표지판의 설계높이가 작아짐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Fig. 36. Production height of three-dimensional traffic sign by visual distance and projecting height (Case 3)

Fig. 37. Production height of three-dimensional traffic sign by visual distance and projecting height (Case 4)

2.3.3 입체표지판 측벽부 적용에 대한 설계

Case 1~Case 4까지는 입체표지판을 터널 천장부에 적용하였을 때의 설계가능성 및 설계조건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였으며, Case 5는 입체표지판 설계가 천장부뿐만 아니라 터널 측벽부에서도 설계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 안전표지판에 대한 추가적인 입체표지판 설계를 수행하였다.

도로 측면에 설치되는 대비를 위한 비상구 표지는 상황발생시 시인성 향상을 목적으로 내부조명을 통한 자체

발광으로 시인성이 좋으나, 유지관리 및 비용이 고가이며 페인팅을 통한 표지방식은 터널 주행방향을 기준으로 

페인팅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은 우수하나 시인성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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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형태의 개선점을 고려하여 터널 측벽부에 입체문자설계를 고려하여 페인팅을 한다면 일정거리에

서 수직으로 돌출되어있는 형태로 시인되기 때문에 시인성이 우수하고 경제적인 터널 내 도로교통표지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입체표지판 설계를 수행하였다. 

터널 측벽부 입체표지문자를 설계하기 위해 Fig. 38의 제원을 기준으로 운전자 또는 대피자가 20 m에서 수직

으로 시인되는 조건으로 설계한 결과 Fig. 39처럼 설계를 하였으며, Fig. 40, 41처럼 20 m에서 돌출된 수직형태로 

시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8. Vertical traffic signs design (Case 5) Fig. 39.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Case 5)

Fig. 40. Drawing of cross section in road tunnel (Case 5)

Fig. 41. Floor plan applicated stereoscopic traffic sign (Case 5)

측벽부에 적용된 입체표지판(Case 5)은 계획된 수직표지판보다는 약 37.5%감소되어 시인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된 도면에 대해 비율을 고려하여 입체표지문자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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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행 시뮬레이션을 통한 입체표지판 시인성 검증

Case 1~Case 5를 통하여 입체표지문자에 대한 설계결과를 다양한 조건을 통하여 도출하였으나, 설계자료를 

통하여 실제 운전자가 주행하였을 때 시인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 3D 모델링 및 주행동영

상을 통하여 시인효과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형차전용도로의 복층터널 설계단면 제원을 바탕으로 운전자 시야높이(1.3 m)를 고려하였으며, 천장부에 설

치된 수직표지판(Case 6), 입체표지판(Case 7) 및 측벽부에 설치된 입체표지문자(Case 8)에 대한 설계를 수행하

였다. Case 6은 복층터널 시설한계고를 고려한 수직표지판의 시인형태를 주행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 Fig. 42의 

제원을 토대로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Fig. 43과 Fig. 44는 수직표지판 기준으로 Fig. 42보다 약 30% 확대된 크기

의 문자를 입체표지판으로 구현시켜 시인하기 위해 Fig. 44와 같이 입체표지판 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45와 

Fig. 46은 측벽부 입체표지문자가 수직으로 시인되는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운전자 주

행 시뮬레이션 동영상 제작을 통하여 입체표지판이 일정거리에서 수직으로 시인되는 형태를 검토하였으며, 주행

시뮬레이션은 3D Ma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형상 모델링 후 주행동영상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42. Vertical traffic signs design (Case 6) Fig. 43. Vertical traffic signs for stereoscopic traffic sign 

(Case 7)

Fig. 45. Vertical traffic signs design (Case 8)

Fig. 44.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Case 7) Fig. 46. Stereoscopic traffic sign design (Cas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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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Case 6 (Fig. 47)과 Case 7 (Fig. 48)을 비교 검토한 결과 입체표지판이 기존의 수직표지판보다 더 

큰 문자로 시인되는 것을 운전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se 8 (Fig. 49)도 기준거리에서 돌출된 표지판

형태로 시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7 (Fig. 48)에서 입체표지판 특성상 20 m보다 멀리 있을 경우 아랫변이 큰 사다리꼴 모양으로 표지문자가 

시인되며, 20 m보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윗변이 아랫변보다 큰 사다리꼴 보양으로 시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자로 시인되는 기준거리를 제외한 위치에서는 입체표지판이 수직형태가 아닌 사다리꼴 형태의 문자로 시인

되나 기존 표지문자높이보다 크고, 사다리꼴 모양으로도 충분히 운전자가 시인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물제작 및 실제 주행을 바탕으로 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Fig. 47. Simulation video of vertical traffic sign by distance (Case 6) 

Fig. 48. Simulation video of vertical traffic sign by distance (Case 7) 

Fig. 49. Simulation video of vertical traffic sign by distance (Case 8) 

3. 결 론

복층터널용 입체표지판은 기존의 수직표지판과는 달리 천장부 또는 측벽부에 평행하게 설치되는 교통표지문

자이다. 이러한 입체표지문자를 터널용 도로교통표지판 적용에 대해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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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체표지판은 운전자가 일정한 거리에서 수직교통표지판과 동일하게 수직으로 보이는 시인효과를 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 기존 터널에 설치되는 수직형 교통표지판의 한계인 시설한계고(60 cm) 이하로 설계제약이 있지만, 입체표지

판은 도로 천장부에 수평으로 설치되며, 입체표지판 설계 높이를 크게 설계할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에 시설한

계고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큰 문자(60 cm 이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입체표지판의 크기 최소화를 위해 터널의 천장부에 입체표지판의 상하부 높이차를 적용한 결과 정자로 시인

되는 거리에 따라 설계높이가 달라지며, 하부 돌출높이가 커질수록 입체문자 설계높이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터널 천장부 입체표지판의 수학적 산술방식을 바탕으로 측벽부에 적용하여 입체표지판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수평형 표지판과는 다르게 기존 설계된 크기보다 37.5% 작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입체표지판 천장부 및 측면부 설계데이타를 운전자 시야를 기준으로 3D 주행 시뮬레이션을 모델링 한 결과 

설계내용과 동일한 시인효과를 확인하였다.

복층터널 입체표지판은 기존 높이제약을 받는 수직표지판보다 많은 장점이 가능한 표지판이지만, 다양한 연

구(실내실험 및 Test Bed, 경제성검토 등)를 통한 기술의 발전을 시키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연구를 통

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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