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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와 위해요소 개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
SAFETY DESIGN FOR MOTORWAY IN SEOUL

‘도로, 안전을 디자인하다’는 ‘도심공공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디자인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에 숨어 있는 위해 요소와 불편 요소를 발굴하고 개선한 솔루션을
홍보하는 책자이다.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더욱 편리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도심공공 안전안심 서비스디자인’은 서울시의 도심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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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디자인을 접목하여 시민, 즉 이용자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A. DISCOVER

실제 서울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Desk Research / 33곳 우선 개선 지역 선발

B. DEFINE

안전하고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시설을 만드는 시민 서비스디자인 사업이며
2015년 6월, 서울시설공단과 서울디자인재단이 MOU를 맺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와 위해요소 개선을 위한 서비스디자인ʼ은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다
4개 주요 문제 발생 지점 정의 / 시민 참여 워크숍 / 6개 Design Principles 도출

기존 도로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전자에게 작은 변화이지만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디자인을 중심으로 도로표지, 보조 사인, 안전 시설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이 사업을

C. DEVELOP

수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전문가 자문 / 13개 최종 유형 채택

D. DELIVER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 강화는 물론 공급자 입장이 아닌 시민, 즉 이용자 입장에서의
안전 공공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민의 심리적 안심까지 도모하였다.

안전안심 도로를 달려보다
1 ) 도로표지 Redesign
2) 도로 여정에 맞는 안내 체계
3) 직관적인 도로 안내
4) 다감각을 활용한 도로 위험 알림
5) 지각적 특성을 활용한 위험 예방
6) 감성적인 안내 ‘Emotional Sign’
7) 차선 Redesign

달라진 올림픽대로를 함께 달려볼까요?

[ 사업 기간 ]

2015.01 ~ 2015.12

[ 사업 기관 ]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서비스디자인팀, 서울시설공단 도로관리처

[ 디자인 수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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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주요 문제 발생 지점 정의
서비스디자인을 통해
공급자 관점이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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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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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or Ideation

6개 Design Principles 도출

디자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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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설치 및 운영

7개 디자인 개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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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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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33곳 우선 개선 지역 선발

4개 주요 문제 발생 지점 정의

DESK RESEARCH, ROAD WATCHING, 준전문가 인터뷰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법령 기준에서

우선 개선 지역을 조사한 결과 자동차 전용도로의 문제점은 인지 부족, 과속, 추돌, 불법 진입 사례로

해결하지 못한 33곳의 우선 개선 지역을 선발하였고 진출입로 5곳, 위해요소 28곳으로 구성한다.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해당 장소의 성격에 따라 정리한 결과 크게 4개의 발생 지점으로 묶을 수 있었다.

진출입로 | 진출, 진입하는

곡선부 | 곡선부에서 속도를

지주, 교각 | 도로 구조물의

불법 진입 | 진입이 금지된

차량들이 방향성을 잃으면서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특성상 새벽 시간대 인지

도로에서 불법으로 진입을

교통 정체가 발생하거나 갈팔질팡

방호벽이나 가드레일 등에

부족으로 추돌 사고가 잦다.

시도하여 차량과 충돌하는

하면서 추돌 사고의 위험이 있다.

충돌할 위험이 있다.

경우가 많다.

Desk Research

Road Watching

시민 참여 워크숍

니즈 분석 워크숍

도로 안전과 표지 디자인 관련 국내외 사례, 법령,
연구 논문, 보고서 등 다양한 문헌을 조사한다.

문제 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2015년 7월 4일에 22명의

위해 5회 이상 도로 현장을

시민이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요 니즈들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Design Principle을 도출한다.

직접 파악하고, 시민 5명이

실제 운전자 측면에서

안경형 캠코더를 착용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직접 운전하여 실제 운전

문제점 및 개선 아이디어를

데이터를 수집한 후

구체화하여 서로 공유해보는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한다.

시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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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13

TYPES

Design Principles

13개 최종 유형 채택

DISCOVER, DEFINE 단계의 분석 내용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령을 만들거나

아이디어 워크숍에서 제안한 93개 아이디어를 6개 DESIGN

기존 법령을 고치는 것이 아닌 상황별 문제점 개선을 위해 6개 DESIGN PRINCIPLES을 제안한다.

PRINCIPLES을 토대로 기존의 법령을 유지하되 위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13가지의 최종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전문가 자문

1. 인지 향상을 위해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다감각적 접근을 고려한다.

2. 혼란 방지를 위해 설치물의 시각적 요소의 일관성을 고려한다.

3. 용어의 의미 전달이 쉽고 명확해야 한다.

4. 설치물의 지속적인 관리가 용이하도록 디자인한다.

5. 운전자의 운전 행태의 변화를 유도한다.

6.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

컬러 레인

●

노면 감속 유도

●

벽 갈매기

●

반사 갈매기

●

차선 변경 금지 라인

●

동물 반사지

●

보조 표지

●

Movable LED Light

●

델리네이터

●

탄력봉

●

노면 요철

●

도로표지

●

안심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에 대해 속도 감속, 인지성
정보 전달 효과를 자문 및 검증 받다.

Indoor Ideation
내부 관계자들이 채택한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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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디자인 개선안
1. 도로표지 Redesign

도로표지 Redesign
상황에 적합한 중요 정보 중심으로 정보를 조정한다.

여러 개 표지판의 일관성 향상

정보의 우선순위 조정

표지판이 개별적으로 디자인되어 다수의 표지판
설치 시 더욱 복잡해 보이는 문제점을 통합 표지 기준의
정보 디자인을 통해 일관성을 향상시킨다.

목적지 지명과 분기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중심으로 정보를 보여준다.

2. 도로 여정에 맞는 안내 체계
3. 직관적인 도로 안내
4. 다감각을 활용한 도로 위험 알림
5. 지각적 특성을 활용한 위험 예방
6. 감성적인 안내 ‘Emotional Sign’
7. 차선 Redesign

| 공사 안내 표지 적용 사례 |
공사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정보 위주의 주야간 표지판을

정보 과다로 경로 결정 지점에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

통해 안내 체계의 가독성을 개선하였다.

정보의 크기 및 배치 조정
한글을 우선시하고 목적지 지명을
2개 이상 표기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정보를 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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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여정에 맞는 안내 체계
운전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진행 방향

우측 대각선 하향 화살표

‘안심 표지’ 안내

분기점(미리 알림)

운전자의 현재 위치에 알맞게
거리에 대한 인지를 강조하는
차별화된 분기점 정보를 제공한다.

| 끼어들기 안내 표지 적용 사례 |

도로 이용자가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한번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왔다는
표기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였다.

우회전

분기점(즉시)
차로 지정

구간에 따라 단계별로 끼어들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보도
차도

갈림 분기점을
알려줄 때

분기점이 가까워짐을
미리 알려줄 때

분기점에서
즉시 빠져야 할 때

➊ 경고
끼어들기 차량에게 경고한다.
➋ 정보 제공
끼어들기를 목격할 경우 제보 방법을 알려준다.
➌ 독려
끼어들기를 안 하고 질서를 지키는 운전자들을 독려한다.

분기점 통과

분기점 통과 후

거리 정보

전체 개요

시안점

판독 시작

행동 개시

소실점

해당 지점

안심 서비스

*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
‘ 도로표지규칙’ 제1조의 규정을
		근거로 아이디어를 구성하였다.

1

2

3

상습
끼어들기
구간

끼어들기 차량
목격하는
구간

기다리는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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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인 도로 안내
자연스러운 정보 체계 디자인은 운전자가 도로 정보를 망설이지 않고 인지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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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감각을 활용한 도로 위험 알림
도로에서 시각적·촉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위험 요소에 대해 미리 알린다.

지정 차로

MOVABLE LED LIGHT

반사 갈매기

도로의 컬러 레인 색상과 동일하게 표지판에 명시하여
해당 도로를 지정 차로로 지정한다. 운전자는 도로의 진출로
정보(진출 방향, 거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시각적 주목성이 높은 ‘Movable LED’를 통해
교통 상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교통 흐름의 분산을 통하여 교통 혼잡을 완화한다.

도로의 선형 및 굴곡 구간에서 시트지로 구성된
반사 갈매기를 통해 앞차의 뒷모습이 살짝 반사되어
곡선 구간을 인지함과 동시에 앞차를 확인할 수 있다.

컬러 레인
복잡도가 높은 분기 지역에서 컬러로 명확하게 분기 지점을 알려준다.

거울 시트지

분홍색: 도심으로 진출하는 레인

파란색: 대교로 진출하는 레인

셰도 실버 시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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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적 특성을 활용한 위험 예방
강제적인 제재보다 자연스러운 행동 유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감성적인 안내 ‘Emotional Sign’
딱딱한 도로 사인에 변화를 주어 재미있고 위트 있게 위험 상황을 경고한다.

감속 유도 노면 표시

벽면 갈매기

동물 반사지

FUN SIGN

운전자의 주행 속도를 시각적 효과만을 이용하여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는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 또는 저항을 줌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감속을 유도한다.

방호벽의 시인성을 높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과 방호벽 간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고 곡선부 구간에서
감속을 유도한다.

도로 전방의 선형을 알려주는 ‘반사 갈매기’ 표지와
기능은 유사한, 풀 숲, 화단 등에 설치하여
재미있게 도로의 위험 요소를 안내, 경고한다.

곡선 도로에서서의 전복 위험을 재미있는(Fun) 디자인을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감속 유도 노면 표시 유형 중 Peripheral Transverse Line 2
(왼쪽 그림 참고) 방식의 노면 표시는 미설치 구간에 비해
속도 감속 차가(14.3km/h) 가장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노관섭(2010),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감속 유도 노면 표시의 효과연구>,
한국도로학회

일반 반사 (주황색)

야간 반사지 (흰색)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빛이
반사되어 야간에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예방한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 적용 사례 |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를
일차원적으로 방지하는 시설물이 아닌
교량의 상징적, 감성적 기능을 더하여
교각을 시민들이 찾아보고 랜드마크화한다.
디자인 시안

실제 설치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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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1

차선 Redesign
차선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 동작대교 800m 지난 합류부

합류부에서 무단으로 차선 변경하여 추돌 사고가 잦은 구간으로 방음림 부분을 헐어, 앞쪽으로

Solution 2

합류 차로를 추가(5차로), 미리 합류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혼잡을 개선한다.

Before

반포대교 반포대로 부근의 차로를 안전지대와 연장시켜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
올림픽대로에서 빠져나오는 차로를 확보하여 반포대로 진출이 원활하게 한다.

After

Before

→ 안전지대 연장
→ 전용 차로 확보

After
→ 미리 합류할 수 있는 차로 추가
병목현상
일단정지

달라진 올림픽대로를 함께 달려볼까요?

김포공항 진출부

김포공항 진출부는 분기점 구간에서 갈림부를 인식하지 못해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컬러 레인, 안심 서비스 및 노면 픽토그램을 적용하고 도로표지판을 개선하였다.

700m

400m

300m

0m

3차선 도로 각각을 지정 차로로 설정하여 원활한

4차선 도로가 두 방향으로 분기되는

갈림길이 있는 도로 갈림부 이정표를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도로에 진입하면

교통 흐름을 유도한다. 분기점까지의 거리를 강조하여

도로 상황을 직관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설치하여 운전자가 운전 방향에 대한

안심 표지판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출해야 할 때를 예상할 수 있고, 김포공항 방면은

다수의 표지판을 연결할 때, 표지판 요소들의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운전하고 있음을 알려 안심시킨다.

픽토그램과 컬러 레인을 통해 의미 전달이 분명하다.

일관성과 배열을 유지하여 복잡함을 최소화한다.

김포공항
Gimpo Airport

48

강화 Ganghwa
김포 Gimpo

경인항

Gyeonin Port

39

부천 Bucheon
김포공항
Gimpo Airport

700m

300 m

48

김포 Gimpo

39

부천 Bucheon
김포공항
Gimpo Airport

Before

Before

Before

달라진 올림픽대로를 함께 달려볼까요?

잠실대교 하부 곡선부

잠실대교 하부 지점은 내리막 및 곡선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점으로 감속 유도 노면 표시,
델리네이터, 곡선 주의 표시, 방호벽 주의 표시를 설치하고 잠실대교 표지판을 개선하였다.

도로변 지주가 설치된

가로등과 지주가 단독 설치되어

곡선 주의 표시(Fun Sign)을

방호벽 시작 부분에 방호벽

잠실대교 표지판이 기존 이정표와

화단에 동물 반사지를

충돌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통해 운전자가 곡선 도로에

안전 표시(벽면 갈매기)를 통해

유사하여 운전자를 혼란시키는

설치하여 밤에도 운전자가

감속 유도 표시와 델리네이터를

대비하여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운전자가 방호벽을 쉽게

경우가 빈번하여 잠실대교 표지판에

지주를 쉽게 인지한다.

통해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노면 감속 유도를 통해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한다.

차별성을 주어 설치한다.

운전자가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속도 감속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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