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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년 화재로 인한 사고 건수2017 , 2017

는 총 건 부상 명 사망 명이었으며 최근 년 44,178 , 1,852 345 , 2018

통계에서는 사고 건수 총 건 부상 명 사망 명으로 사42,338 2,225 369

고 건수는 비슷하지만 인명피해는 매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관. 

하여 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하여 인명 피해가 

더 커졌다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화재 시 사망자의 약 . 70~ 

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다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는 시80% . 

야를 가리고 의식을 잃게 하며 장시간 노출 시 폐 손상을 유발하여 대

형화재가 아니더라도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 

방청에서는 초기 대응 후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고 알리고 있다 실제. 

로 화재 발생 후 연기가 퍼지기 시작하면 차오르는 연기 때문에 시야확

보가 어려워지며 그로 인해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계속되어 신속한 대

피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피난을 위한 설비와 피난 요령을 알리고 있다. 

현재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위해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을    , , 

위한 법이며 더불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재난 재해 및 위, 

급한 상황 시 모든 구조와 구급을 위한 소방기본법이 존재한다 그 중 . 

초기 대응을 도와주는 소화 설비와 피난을 도와주는 피난 설비 피난을 , 

유도해주는 유도등 및 유도 표지 띠 형태로 피난을 유도하는 피난유도, 

선 등이 존재하는데 소방기본법은 물론 건축법에서는 이 설비들의 설, 

치 의무를 나타내고 있으며 설치 기준 규격 등이 정해져 있다, . 

소방기본법 중 유도 표지에 관한 법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안   “
전기준 의 제 조유도 표지 설치기준에 따르면 소재 크(NFSC 303)” 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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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표지 면에 나타나야 할 조건 표지 면의 휘도 등은 언급이 되어있지, , 

만 시각화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에서 또한 설치 기준이 정해. , 

져 있지만 사인의 시각적 표준화는 이루어져 있지 않고 대부분은 한국 , 

국가 표준과 국제표준화기구 의 국제표준에 지정된 픽토그램을 번(ISO)

갈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유도등 및 유도 표지 등의 사인은 제. 

조업체에 따라 건물의 컨셉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생산되고 있, 

으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표지도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 혼란

을 야기한다 또한 최소한의 설치 기준으로 많은 정보를 비효율적으로 . 

배치한 사인은 정보 전달력이 현저히 낮아져 실제 대피가 필요한 상황

에서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 현

존하고 있는 유도 표지 및 유도등의 사인 시스템 표준화를 제안하며 현, 

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실제 화재 현장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인

을 새롭게 제안한다. 

본 연구는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발하   

기 위하여 여러 선행 연구와 시각적 요소에 대한 이론과 현직에서 소방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소방 대원 및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바탕

으로 진행된다 피난 유도 설비에 관한 개념과 피난 유도가 필요한 극한 . 

상황에서의 시각 인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소방 시설 및 소방, 

관련 사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현황을 설문조사와 소방 관련 종사

자들과의 인터뷰로 알아본 뒤 국내와 국외일본 영국 등 시내를 중심, ( , ) 

으로 피난 유도 표지 사인들을 수집하여 정보에 따른 시각적 요소의 특

징과 설치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를 통해 현재 소방관련 사인. 

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속한 피난 대피가 필요한 극한 상황에서 효과

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줄 유도 표지를 위해 자료 조사를 토대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과 함께 시각적 요소에 따라 기능성과 심미성이 함께 고려

된 이상적인 시각 요소 표준화를 위해 여러 차례 작품에 대한 연구 과

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작품 결과물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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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신속한 피난을 위한 유도 설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신속한 피난이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 연구된 소방 사인 시스템

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실험 연구와 디자인학 이론을 바탕으

로 앞으로 개선될 유도 표지 및 피난 유도선 등 비상 상황 시 적합한 사

인 시스템 표준화를 제안한다 이 연구는 모든 시민들이 피난이 필요한 . 

상황에서 신속하게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인 사인이 

나오기 위한 또 하나의 연구이며 향후 이 연구를 토대로 최적의 사인 , 

시스템 표준화를 위하여 연구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 

주요어 : 공공 디자인 시각정보 디자인 사인 시스템 소방 장비 표지 기명 , , , , 

사인 피난 유도 사인 , 

학 번    :    2018-2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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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1 

사회의 발달과 함께 위험의 잠재적인 요인이 양적으로 그리고 형태적   

으로 증가하였다 오늘날 도시는 우리의 안전 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실. ‘ ’
질적인 요소들이 산재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감증 이라는 표현을 쓰 ‘ ’
만큼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다1) 하지만 최근 많은 재난과 사고들을 겪으. 

며 안전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고 안전의 요소에 대한 인식이 높아, 

지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안전에 대

한 인식개선에 큰 힘을 싣고 있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환경 전 분야에 안   

전성과 디자인을 결합한2) 안전디자인 이라는 개념이 이슈화 되어 여러  “ ”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안전디자인은 위험을 감지하여 사고를 예. 

방하고 사고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안전의 요소를 도입하는 프로세스를 , 

갖는다.3)본 연구 역시 시각 사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

고 비상 상황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연구이다, . 

매년 인명피해를 동반한 화재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으며 그    , 

피해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화재 발생 건수는 줄거나 비슷한 . 

추세지만 인명 피해 상황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당시 발생한 화재 . 

발생 장소가 노후함과 동시에 소화 설비와 피난 설비 등의 설치가 부족하

여 신속한 피난 대피가 어려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화재 등의 재난 .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방기본법과 건축법 등은 언제 어디서 

최정수 지하복합공간의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1) , 2011, “ ”,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8.
이경돈 최정수 안전디자인 서우2) . , 2014, < >, , p.47.
이경돈 최정수 전게서3) . ,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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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현재의 .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은 모든 소방 시설에 관련한 법들을 제시하고 있지

만 소방 시설을 알리는 사인과 피난을 유도하는 사인 등의 시각물에 대, 

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국제표준화기구 에서 선정한 . (ISO)

픽토그램 혹은 건물 컨셉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 , 

상황들은 낯선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 대응 혹은 신속한 대피

를 위한 인지 판단을 느리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화재 등의 재난 발

생 시 신속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사인의 인지를 

위하여 비상 상황에 최적화된 소방 관련 사인 시스템의 표준화를 제안한

다. 

본 연구는 소방기본법 중 화재현장 속 비상 상황이라는 조건을 최적화   

한 피난 유도 사인 시스템 표준화 연구이다 비상 상황의 정의는 화재가 . 

일어난 후 초기 대응이 불가능하며 피난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

로 정의한다 비상 상황의 경우 화재 발생 후 이미 연기의 움직임이 천. , 

장에서부터 시작된 시기이며 연기가 점점 밑으로 내려오면서 보행자의 시

야 확보를 방해해 초기 대응을 위한 어떠한 일도 제한되며 더 나아가 피, 

난의 행동도 제한된다. 

실제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원인 위인 유독 가스 및 연기가 퍼   1

지기 시작하면 연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며 유독 가스의 질식 위

험이 따르고 화재에 맞서는 인간의 심리적 상태로 인해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져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진다 불이 났을 때 발생하는 유독 가스는 . 

시야를 가리고 의식을 잃게 하며 장시간 노출 시 폐 손상을 유발하여 대

형화재가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청에. 

서는 초기 진압을 교육하고 있지만 신속한 대피를 가장 중요하다고 알리

고 있다. 

화재 발생 시 피난구를 향한 신속한 대피와 초기 대응을 위하여 소방  
법에서는 건물 차량의 내부 혹은 건축물 외부 등에 소화 설비 피난 설, , 

비 경보 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영상음향 누전 차단 피난 유도선 등의 , , , 

기타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이때 초기 대응을 도와주는 소화 설비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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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을 도와주는 피난 설비 피난을 유도하는 피난 유도선의 경우 시각적, 

으로 그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 시스템이 존재한다. 

이 사인 시스템은 한국 국가 표준과 국제표준화기구 의 국제표준   (ISO)

에 지정된 픽토그램을 쓰이고 있으며 사실상 사인의 외형에 관한 표준화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인의 제조업체에 따라 건물의 컨셉에 , 

따라 여러 형태로 변형되어 생산되고 있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표지도 

여러 형태로 존재해 비상 상황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해결을 위한 연,   
구 역시 진행되어 있지만 비상 상황 시 가장 적합한 사인의 색채 픽토, , 

그램 모양 서체 레이아웃 등을 연구하여 종합적인 사인에 대한 시스템 , , 

표준화를 제안하려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존하고 있는 국내외 사인 시스템의 종류와 시각적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정보의 종류에 따른 피난 유도 사인을 분류 후 현, , 

재 사인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난 시 비상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사인 시스템을 표준화하기 위해 비상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사인 시스템

을 표준화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금까지 발표된 선행연구들과 , 

사인 시스템과 관련된 이론 현행법을 종합하여 연구하며 제작 후 간단한 , 

인지 실험을 통하여 효용성을 실험해보며 비상상황에 최적화된 새로운 소

방 관련 사인 시스템의 표준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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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및 방법1.2  

   본 연구는 현행법에서 제시된 사인 시스템의 규격을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연구이다 우선 . 

제정되어있는 소방기본법과 건축법을 기준으로 초기 대응 과 피난 유도‘ ’ ‘ ’
의 의미를 정리하고 소방 시설의 종류와 본 연구에서 진행할 사인의 범위

를 지정하여 사인 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알아본다 그 후 사인의 . 

시각적 요소에 대한 특징과 범위를 정한 뒤 종합적으로 연구의 범위를 , 

제시한다 최종결과물은 필자가 진행한 인식 설문 조사 소방기본법 및 건. , 

축법에 따라 설치된 사인 시스템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정보의 종류

에 따라 분류한 뒤 앞서 진행된 여러 선행 연구를 참고해 종합적인 문제, 

점을 도출하고 보완하여 비상 상황에 적합한 사인 시스템을 제안한다.  

   현행법상 소방기본법에서 언급하는 소방 설비 및 기타 설비 등의 위

치 및 사용법을 알리는 시각물과 피난을 도와주는 피난 유도 시각물을 위

주로 진행한다 이 두 종류는 각각 시각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비상 대피를 돕는 가장 중요한 시각

물이라 판단하여 결정되었다 전자의 경우 소화전 소화기 등의 소화 설비. , 

와 피난 계단 완강기 등의 피난 설비 방화문 피난구 등의 위치를 알려, , , 

주는 기명 사인이며 후자의 경우는 피난 유도등 및 유도 표지 등의 신, , 

속한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 사인이다 소방기본법에서 제정된 규격. 

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정보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 분석 후 판단하여 진행

된다. 

그 후 사인 시스템의 정의와 목적을 알아보고 사인의 시각적 요소인 ,   
색채 픽토그램 및 심벌 서체 레이아웃을 기준으로 각각 비상 상황 시 , , , 

효율적인 시각전달을 위해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하며 기존의 사인 

시스템과의 시각적 인지 효과성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후 적용을 위한 , 

방안을 제안한다. 

이미 진행한 소방 시설에 대한 인식조사와 현존하는 국내외 장소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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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보에 따른 피난 유도 사인을 분류하여 비교·분석한 뒤 국내 피난 , 

유도 사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찾는다 지하 지하철역 지하. ( / 

주차장과 지상 고층 건물 층 이하의 건물 공항 역 의 장소에서 ) ( / 5 / / )

각 목적에 따라 설치된 유도 표지를 수집하고 유도 표지의 모양과 크기, , 

설치 방법 등을 비교한다. 

그리고 이미 연구된 선행연구와 비상 상황에 맞는 이론들 소방 관련 ,    
종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시각적 요소에 따라 분석하고 적용하여 여러 

개의 샘플을 제작한 뒤 선호도 조사 및 피드백을 거쳐 그래픽 연구를 진, 

행하고 그 효용성을 위한 실험을 설계해 진행한다 실험 방법은 본 연구. 

가 설정한 비상 상황에 맞게 설정하여 공간을 지정해 진행되며 제작된 사

인 시스템의 효용성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피난을 유도하는 사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연령층의 집단  
에서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비상 상황이 대비될 가장 최적의 사인 시스템을 적용해야 할 것

이다.

이후 제작된 사인은 패키지 형식으로 전시되며 모든 사람이 쉽게 사인  

을 설치하고 사용하며 소방 사인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각

물을 함께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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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이론적 배경2 

 

 

이론적 개념에서의 피난 유도2.1 

 

야외가 아닌 건물 등의 실내 장소에서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 관계인 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초기 대응 혹은 신속한 피난이 필, 

요하다. 

 

 

그림 재난 발생 후 초기 대응 및 신속한 대피[ 1] 

 

소방 관련 많은 기관에서는 그림과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일단 상황

을 알리는 초기 대응을 실행하며 작은 불의 경우 주변의 소화 설비를 사

용해 초기 대응을 한 후 건물 밖으로 대피하거나 혹은 화재 상황을 늦게 

발견하여 소화 등의 초기 대응은 포기한 채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을 권장

한다 이때 우리는 각 건물에 설치된 사인을 보고 초기 대응을 하며 유. , 

도등 혹은 유도 표지 등의 사인을 보고 대피하게 되는데 유도등 혹은 유, 

도 표지를 보고 비상구를 향해 가는 행위는 길 찾기 라고 할 수 있다 길 ‘ ’ . 

찾기라는 용어는 길을 잃다 라는 상황에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하‘ ’
여 조합된 용어4)로 원하는 목적지로 도달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행위이다. 

이 길 찾기는 정보를 위치 관계로부터 파악하고 이러한 환경의 의미를 읽

4) 김성준 지하공간의 길 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지각적 요인에 대한  , 2004, “ 
연구 코엑스몰과 명동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p.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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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려고 하는 공간의 지각·인지 능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화재 상. 

황에서 평소의 행동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행동들이 생겨나며, 동시에 사

람들은 비상시 위급 상황에서 탈출하는 행동을 보이게 되며 무의식적으, 

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동 특성을 보이게 된다.

표 피난 행동 특징 [ 1] 

출처 원승기 외 명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지하공간 비상유: 2 , 2006, “
도등의 효율적인 위치선정 방법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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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기가 일반적

으로 불투명하고 피난로에 침입하면 피난 유도를 위한 표지의 식별이 방

해되어 피난 행동을 저해하며 또한 를 비롯한 독성가스 등으로 인간CO2

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입히게 된다 이때 연기 속을 피난할 때 연기의 . , 

농도와 자극성 그리고 호흡곤란 등에 의해 피난자는 심리적으로 동요하, 

게 된다5).

  특히나 지하 공간 화재 시 정전에 의한 암흑 때문에 피난 방향의 
확인이 곤란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외계와의 시각적 관계가 결여 심벌의 , , 

부족으로 방향 및 위치 확인이 곤란해지기 쉽다 또한 이용자가 불특정 . 

다수일 경우 공간 인식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복잡하게 꺾어진 통, , 

로 평면 형상에 따라 방향감각을 잃기 쉬워 헤매기 쉽다, 6).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2.2 

    우리는 대부분의 생활을 건물 내에서 하고 야외와 비교해 건물 내, 

에 위치한다면 재난 시 대피를 위해 대비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 소. 

방기본법과 건축법에서는 대피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7) 소방기본법 내에는 재난 발생 시 대피방안에 관한 사. 

항이 존재한다.

5) 나욱정 지하공간비상유도등의 성능평가 및 피난유도 향상에 관한 연 , 2007, “
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37. 
6) 전규엽 지하공간의 비상시 인간행동 및 인지특성을 고려한 피난시스 , 2005, “
템 개발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p.48-49.
7) 소방기본법 제 조목적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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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방안에 대한 관련 사항< >

제 조의 소방4 3 ( ·방화시설 등의 종류 개정 법 제 조의 제 항의 < 2002.3.30>) 8 2 1

규정에 의한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1999.7.29., 

2002.3.30>

소방시설1) 

가 소화 설비 소화기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 약제에 의한 간이소. : ( ).

화 용구·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나 피난 설비 유도등 및 유도표지. :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피난
기구

다 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 ·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 방화문2) : ·비상구
기타시설 영상음향 차단 장치3) : ·누전차단기·피난 유도선 
본조신설 [ 1997.9.27.]

  
소방기본법과 더불어 건축법에서도 건물 내 피난을 위한 피난 규칙이 

존재한다 건축법의 경우 재난 시 건물 밖으로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구. 

역이나 공간을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다.

건축법 피난 규칙< >

제 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37 ( ) 3

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

을 설치하여야 한다.

더불어 소방법령에는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이 존재한다   .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

로 피난 구역 바닥으로부터 높이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1.5m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1) 

직통 계단(2) ·직통 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호 및 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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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4) 

통로 유도등< >

복도 통로 유도등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바닥(1) : 

으로부터 높이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1m 

거실 통로 유도등 거실의 통로에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2) : 

로 거실 주차장 등의 거실 통로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계단 통로 유도등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 유도등으로 (3) :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1m 

표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종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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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 

객석 유도등 설치개수 개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 ) = (m)/4 1– 

유도 표지< >

통로 유도 표지의 경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이하가 되는 15m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 벽에 설치할 것 그 외의 유도 표지는 장소와 필요에 따, 

라 임의로 설치할 것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며 대형피, 

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 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 유

도등을 중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 유도등을 설치, 

하게 할 수 있다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 ,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유도 표지의 규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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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피난구 유도등의 규격[ 4] 

소방기본법과 건축법을 살펴보면 각각 건물 내에서 신속한 대피를 위

한 소방 시설 방화 시설 기타 시설 및 피난과 관련한 공간의 설치에 대, , 

한 규정이 되어있다 특히나 소방법령의 경우 피난을 유도하는 유도등 및 . 

유도 표지에 대한 설치 기준과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유도등 및 유도 사, 

인에 나타나 있는 시각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

다 피난구 유도 표지와 유도등의 크기 규격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 

통일된 그래픽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을 기준으로 피난구 유도 표지1:1

에 제시된 비율을 활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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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시설 종류2.3 

 

소방 시설은 화재를 탐지 감지 해서 통보함으로써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 )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 단계에서 즉시 소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 

자동 설비 또는 수동 조작에 의해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기
구 및 시스템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 

서 정의하고 있다.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아파트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 , ,   
등의 장소를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하는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 

특정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 

는 소방시설을 중앙소방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 에 따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을 설치’ , ·유지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는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 항에 따라 소방 시설을 유. 1 
지·관리할 때 소방 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을 (

포함한다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 시설의 점), . , 

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소방 시설은 소화 설비 피난 구조 설비 경보 설비 소화 용수 설, , ,   

비 소화 활동 설비를 포함한다, . 

그림 소방 시설의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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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설비는 물 또는 그 밖의 소화 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      

계·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화기 간이 소화 . , 

용구 자동확산 소화기 등의 소화 기구 자동 소화 장치 옥내 소화전 설, , , 

비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포함한다, . 

 

 

 

 

그림 소화 설비 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 3, 4, 5] , , -– 

피난 구조 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피난사다리 구조대. , , 

완강기 등의 피난 기구 방열복 등의 인명구조 기구 피난 유도선 피난구 , , , 

유도등 유도 표지 등의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포함, , 

한다. 

 

그림 피난구조 설비 완강기 피난 사다리 [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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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피난구조 설비 [ 8, 9, 10, 11] 

유도등 유도 표지 피난 유도선 휴대용 비상조명등 , , , - – 

유도등 및 유도 표지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또는 비상구와 피난        

설비까지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방향을 안내하는 등화 혹은 표지이다 유. 

도등과 유도 표지는 비상구를 알리는 형태와 비상구와 피난 설비가 있는 

방향을 알리는 두 형태가 있으며 통로 유도등과 객석 유도등의 경우 후, 

자에 속한다 유도 표지의 경우 유도등과는 다른 형태로 표면을 방사성 . , 

물질을 사용해 표시하는 것으로 화재 시 연기로 인해 조도가 떨어지는 , 

곳에서 피난구의 위치와 피난의 방향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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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경보 설비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비상경. , 

보 설비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 설비 누전 경보기 가스누설 , , , , 

경보기 등이 있다. 

 

 

 

 

그림 경보 설비[ 12]   

소화 용수 설비는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     

하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 저. , 

수조 등의 소화 용수 설비를 포함한다. 

 

 

 

 

 

그림 소화용수 설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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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활동 설비란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 구조 활동을 위해 사용      

하는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연 설비 연결송수관 설. , 

비 연소방지 설비 등을 포함한다, . 

 

 

 

 

 

 

그림 소화활동 설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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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정보 전달 기능으로서의 사인 시스템2.4 

 
 2 .2

사인 시스템의 정의 및 목적2.4.1  

   인간은 환경에 자기 존재의 흔적을 남기려는 저항할 수 없는 욕

구를 지닌다 때로는 이러한 사인에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저 . , 

존재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아마도 일부 동물이 남기는 영역 , 

표시와 비슷하다8) 우리 사회는 사인에 둘러싸여 존재한다 각자의 위치. . 

를 알리며 그 위치로 유도하고 매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역시 그 유도 , 

사인을 먼 곳에서부터 알려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처음 . 

보는 것 처음 가는 곳 잘 모르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시각물을 보통 , , 

우리는 사인 이라 한다‘ ’ .  
사인은 뜻을 전달하는 표지라는 의미로서 기호 신호 몸짓 간판 , , ,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문자나 기호 신호를 전달 매체로 하여 커뮤니케, , 

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즉 사인은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서 의미와 내. , 

용을 가진 기호이며 사람이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 

정보 전달의 수단이 된다 특히 공공 정보를 전달하는 사인 시스템은 누. 

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과 동시에 오늘날 사인

의 의미는 의사소통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며 그 효용 가치 또한 매우 ,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는 사인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공공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간과의 조화, 

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돼야 한다9) 더불어 사인은 다른 정보디자인과. 

는 달리 간결하고 단순한 형태이며 많은 내용을 담기 보다는 한두 가지

의 내용을 담으며 특히 공공의 사인 시스템은 표준화를 갖추어 대중에게 

의미를 익힐 수 있고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사인 및 사인 , . 

8) 에도 스미추이젠 공공디자인교과서 두산동아 , 1998, < >, , p.181.
9) 박현진 정보디자인으로서의 효율적인 시각인지를 위한 사인디자인 연 , 2009, “
구 복합 건축물의 안내 유도 사인시스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 . ”, 
문,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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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매체이며 사인은 이 정보를 사, 

람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가독성 높게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각 . 

디자이너는 이 정보를 잘 전달함과 동시에 더 보기 좋게 만들어야 한다. 

즉 기능성 과 심미성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 ’ .

    좋은 사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년 뉴욕의 근대미술관1967

에서 개최된 교통표식 회의에서 명확성 최소한의 의미 표준(1) (2) (3) 

성 반복성 등을 거론하였다 또한 국제항공운송협회 에서는 국(4) . (IATA)

제공항에서 여러 국적을 가진 대중을 위해 흐름을 유도하는 기능성과 주

변 환경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심미성을 더하여 사인의 일반원칙을 제안

하였다 이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같은 내용을 익히고 사용 가능 하. 

도록 통일성과 연계성을 강조하며 더불어 사인은 단순하게 표현하여 가

독성을 높이도록 강조하였다 현재도 많은 사인이 이 원칙을 바탕으로 . 

제작되며 사인의 기본 원칙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국제항공운송협회 사인의 일반원칙[ 15] IATA ‘ ’

사인 시스템의 종류2.4.2  

수많은 정보는 기능에 맞게 분류되어 나열되며 이용객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효율적인 정보를 선택하여 인지한다 아래의 구분은 . 

철도역 사인의 가독성과 픽토그램의 인지성 증대에 관한 연구 한석우< >, , 

진미자 과 효과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서울시 지하철 유도 사인 , 2003 <

디자인 연구 김지연 에 나온 철도역 사인의 기능적 분류를 >,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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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해 재구성한 사인의 기능적 분류이다. 

 

표 사인의 종류[ 5] 

그림 기명 사인 안내 사인 규제 사인의 예  [ 16, 17, 18] , , 

스키폴 국제공항‘ ’ Schiphol International Air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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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사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화       . 

설비 및 피난 설비 등 특정 사물이나 명칭을 나타내는 기명 사인과 피난 

방향을 알리는 유도 사인이다.

사인 시스템의 시각적 구성 요소2.5 

사인 시스템의 시각적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색채 픽토그램 및 ,   
심벌마크 서체 레이아웃 등 가지이며 본 연구를 전개하기 위하여 , , 4

기본으로 사용하게 된다.

 
 

색채2.5.1    

   빛은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특정한 범위의 전자기 방사 주

파수이다 시각적 스펙트럼이 낮은 주파수 끝부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 

지는 못해도 방사가 충분히 강할 때는 느낄 수 있는 적외선 영역이 있‘ ’ 
다 높은 주파수 끝부분에는 자외선 영역이 있으며 보이지는 않아도 햇볕. , 

에 피부가 타는 등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중립적인 백색 일광은 하나의 . ‘ ’ 
파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일광은 가시적 스펙트럼의 모든 색채의 조. 

합이다 무지개는 그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보여 준다 일광의 색은 전. . 

혀 일정하지 않으며 낮 동안 변하고 날씨 조건 계절 지구상의 지리적 , , , , 

위치에 좌우된다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색채에는 절대적이거나 안정적인 . 

면이 극히 적다10).

사인 시스템에서의 색채는 정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  
며 환경과의 조화로운 이미지를 이루는데 중요한 정보 수단이 된다 또한 , . 

환경에서 색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면 복잡한 공간은 사용자에게 효과적

으로 인지될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11) 또한 색을 . , 

10) 에도 스미추이젠 전게서 , , p.479.
11) 박현진 정보디자인으로서의 효율적인 시각인지를 위한 사인디자인  , 2009, “
연구 복합 건축물의 안내유도 사인시스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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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하고 반응하기 위해 표상화 되어 있는 기억들이 표출될 때 우리는 , 

단순히 특정 색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색을 특정 이미지와 관련 지어 

인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들이 연계되어 인간의 인지 과정이 수행되는 , 

것이다12) 색채 요소는 사인에서 인간의 심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요소. 

로 기본적으로 빨강은 금지 위험 초록은 안전 보호를 노랑은 느낌표의 , / , / , 

형태와 함께 주의를 의미한다13).

 

 

 

그림 금지 위험을 나타내는 빨간 사인[ 19, 20] /

그림 안전 보호를 나타내는 초록 사인[ 21, 22] /

그림 주의를 나타내는 노란 사인[ 23, 24] 

문, p.15.
12) 이지양 모바일 콘텐츠에서 사용자의 색채인지속성에 관한 연구 게 , 2009, “ : 

임 콘텐츠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p.38.
13) 박현진 정보디자인으로서의 효율적인 시각인지를 위한 사인디자인  , 2009, “
연구 복합 건축물의 안내유도 사인시스템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 . ”, 
문,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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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상의 색은 각각 색의 대비가 일어난다 주위 색의 명도2 .   
에 따라 원래 색의 명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현상인 명도 대비 주위 색의 , 

색상에 따라 두 색의 색상 차가 커지는 현상인 색상 대비 주위 색의 채, 

도에 따라 원래 색의 채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채도 대비 보색끼리의 색, 

이 상대방의 채도를 높아 보이게 하며 상대 쪽의 색을 뚜렷하게 하는 보

색 대비 한색 계통의 색과 난색 계통의 색을 대비 시켜 한색은 더욱더 , 

차갑게 난색은 더욱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한란 대비 같은 색일지라도 , , 

면적이 클수록 명도 채도가 높아 보이고 면적이 작을수록 명도 채도가 , , , 

낮아 보이는 면적 대비 색과 색이 인접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대비 현상, 

인 연변 대비가 있다14).

 

그림 색채 대비의 종류 [ 25] 

14) 에도 스미추이젠 전게서 , , p.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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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토그램2.5.2.     

   상형 기호는 픽토그램 픽토그래프 아이콘 그래픽 심벌 혹은 간, , , 

단히 심벌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부류의 기호를 결합하는 것은 알파벳 . 

일부도 아니고 알파벳에서 파생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구분이 되는 기. 

준은 시각적 표현의 추상화 수준 혹은 의미의 복잡성이다 픽토그램과 . 

심벌의 유익한 점은 개별 언어의 장벽과 심지어 문맹 여부를 떠나 압축

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점이다15).

픽토그램이란 픽토 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 의 , (picto) (telegram)  
합성어로 무언가 중요한 사항이나 장소를 알리기 위해 그 어떤 사람이 , ‘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는 그림으로 된 언어체계이다 픽토그. 

램의 목적은 어떠한 장소나 의미를 담은 그림 문자를 통해 그곳의 문자

와 언어를 모르더라도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에 있기 때, 

문에 몇몇 픽토그램은 국제 규격으로 정해져 있다 사람은 평범한 문자. 

보다 한눈에 들어오는 그림 문자를 더 빠르게 알아보기 때문에 긴급 상, 

황에 탈출을 유도하기 위한 표식은 문자와 함께 픽토그램으로 표시돼 있

다16).   
픽토그램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안내의 기능이,   

다 박람회나 올림픽 행사에 사용되는 각종 심벌과 안내 표지의 일부가 . 

이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어떠한 것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둘째로는 , . 

행위 유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명령 기능으로 도로표지나 금연 표

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말한다17).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인 

속 픽토그램은 짧은 텍스트 및 내용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 

현재 소방 관련 사인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      ISO

는 픽토그램으로 제안된 안의 효과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을 개발했다. 

검사는 이해도 판단 검사와 이해 검사라는 두 개의 별도 부분으로 나뉜

15) 나무위키픽토그램 ‘ ’ .
16) 나무위키픽토그램 ‘ ’ .
17) 서선영 대학교 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옥외사인 , 2004, “ Sign System : 

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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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 번째 검사에서 참가자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대안적인 . 

그래픽 심벌을 보여준다 그다음에 각 참가자에게 각각의 대안을 적절하. 

게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의 숫자를 추정하게 한다 이에 대한 응답은 나. 

중에 점수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 검사는 역으로 개별 그래픽 . 

심벌을 사실적인 배경에서 참가자에게 보여 주고 각 심벌의 의미를 어떻

게 생각하는지 개별적으로 질문한다 는 정답의 비율에 따라 평가 범. ISO

주를 마련했다 는 최소 라는 점수를 받아야 공공 사인으로 공개. ISO 67%

할 것을 권장한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작되는 픽토그램은 에 . ISO

의해 평가받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한 번에 인식할 수 있도

록 제작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쉽게 교육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방향을 알리는 유도 사인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살표 이, ‘ ’  
다.  화살표는 정보 그래픽이나 다이어그램 길 찾기 안내 등에 일반적으, , 

로 등장하는 그림문자이다 우리의 눈과 주의를 유도하고 인지를 이끄는 . 

데 아주 효과적이라 자주 사용된다19).

화살표는 방향을 알려주는 삼각형과 직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심      

벌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화살표는 삼각형보다는 긴 직선을 사용해 . 

화살표의 모습을 완성한다. 

 

 

그림 화살표의 기본 형태 [ 26] 

18) 서선영 대학교 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 2004, “ Sign System ”, 
논문, p.28. 
19) 코니 말라메드 디자이너를 위한 시각 언어 안그라픽스 , 2008, < >, ,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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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2.5.3     

서체는 이용자에게 더 쉽고 정확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시각 요  
소이며 로고 타입은 심벌마크와 함께 일정한 형태로 사용된다 사인에 쓰, . 

이는 문자는 잘 보이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 

이루어야 한다20). 

또한 자간 행각 굵기 크기 비례 서체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 , , , , ,   
고 잘 읽히도록 하는 시인성과 가독성과 함께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자체로는 명조체와 고딕체가 있다 명조. . 

체는 문자에 의한 이미지 전달 효과가 섬세하고 우아하며 부드러운 여성

적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근래 감각적이고 주목성이 뛰어난 사인의 선호 

경향으로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고딕체는 끝부분에 각이 주어져 명. 

쾌한 느낌을 주므로 사인에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나 딱딱하

고 남성적인 느낌이며 가늘게 되면 스마트하고 유연한 느낌이지만 굵어, 

지면 무겁고 강한 느낌이 된다21) 공공 사인에서 사용되는 문자는 타임 . 

체 고딕 명조 나 헬베티카 체처럼 빨리 읽히는 기본 서체와 정체를 사용( , )

해야 한다22). 

 

 

 

 

 

그림 고딕체와 명조체를 보여주는 예 네이버 나눔 고딕 명조[ 27] : ‘ / ’ 

20) 오병근 강성중 정보 디자인 교과서 안그라픽스 , , 2008, < >, , p.192. 
21) 목재영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2005, “ ”, 
석사학위논문, p.26. 
22) 고필종 박유선 도시환경과 사인 디자인 미진사 , , 2005, < >, ,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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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서체 의 조형성의 중점은 판별성과 가독성에 있는데 판별성은 ( ) ,   
시지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하나의 문자가 형태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끔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문형이어야 하며 가독성은 문자 집단으로

써 의미를 독해하기 위해 통일성과 적당한 시각 자극 외에 어떠한 곳에서

도 견디어낼 수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23) 또한 가독성은 문자의 크기. 

에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서체와 문자의 배열도 중요하다 문자의 배열. 

은 눈의 수평 이동에 따라 세로 배열보다는 가로 배열이 더 가독성이 높

으며 문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보이기 보다는 읽히게 되는 경우가 있

다 문자의 두께도 가로획보다 세로획이 굵어야 시각적인 균형이 이루어. 

지며 일반적으로 한글이나 숫자와 같은 단순한 문자의 선의 굵기를 문자 

높이의 정도로 설정해 주는 것이 좋다1/6 ~ 1/8 24) 또한. , 사인은 멀리

서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라이트한 서체보다는 볼드한 서체를 선호

한다 하지만 너무 볼드한 서체는 오히려 가독성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 

다. 

서체의 획의 굵기는 숫자 또는 로마자의 경우 서체 높이 에 대      10

하여 에서 정도가 기준이 되며 한글과 같이 단순한 서체의 경우는 1 1.7 , 

중략 검은색 배경에 흰색 서체의 경우는 흰색 배경에 검은색 서체의 수( ) 

치보다 정도의 획의 굵기를 가늘게 하는 것이 보기 쉽다10%~20% 25). 

그리고 인쇄물에서는 처음에 독자가 텍스트에 주목하고 편안하게 텍스트

를 읽도록 유도하는 일과 글자 크기가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사이니지에. 

서는 읽는 거리가 글자 크기를 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대략 높이. x-

가 편안한 최대 읽는 거리 높이의 약 배 배와 관련이 있다 읽(x- 300 ~600 ) . 

는 거리에서 다소 편차가 큰 이유는 정상적인 범위에서도 시각 능력의 ‘ ’ 
개인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건물에서 대부분의 사인은 사용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읽게 된다      . 

가장 편안한 읽기 각도는 우리 눈과 직각을 이루는 평면이다 가까운 읽. 

23) 오병근 강성중 전게서 , , , p.192.
24) 목재영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2005, “ ”, 
석사학위논문, p.26-27.
25) 류승희 옥외광고 디자인 전략 조형사 , 1995, < >, ,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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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리에서는 사인 패널을 이 요구에 맞추어 자리 잡을 수 있다 읽는 . 

거리가 중간 정도나 길 때는 패널을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다 수평으로 . 

배치한 사인은 문가에 높인 환영 인사 매트처럼 아주 가까운 읽는 거리‘ ’ 
에서만 기능한다 옥외 도로의 수평 사인은 아주 간단하고 지극히 길게 . (

늘인 형태이다.) 

 

 

 

그림 사인을 인지하고 읽을 수 있는 거리[ 28] 

우리가 사인을 인지하고 읽을 수 있는 거리는 글자 높이의      x-

배이다300~600 26).

레이아웃2.5.4     

우리는 사인 혹은 여러 그래픽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시선을 이동,   
하며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들. 

은 그래픽 구성을 고민하며 제작하게 된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디. , 

자이너가 의도한 순서대로 주의를 끄는 방법과 중요도 있는 정보를 먼저 

볼 수 있게 의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미지를 볼 때 시선을 움직이는 공통된 경향이

나 선입견이 있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왼쪽 위 부근을 시작점. 

으로 한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선이 움직인다. , 

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시선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 . 

처음 몇 번은 시선을 고정한 후 이미지의 요점을 대략 파악하고 이어서 , 

26) 에도 스미추이젠 전게서 , , p.4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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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의 내용 수평 혹은 수직의 방향 우리 자신의 내부적 영향 등에 , , 

따라 시선을 옮겨간다27)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이 특징을 이용해 레. 

이아웃을 선정하게 된다. 

레이아웃 은 편집 디자인의 용어로 특정 공간 안에 문자 이미지 ‘ ’ ,   
등의 구성 요소를 보기 쉽게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작업을 일컫는다 단순. 

히 공간 안에 모든 요소가 규칙적으로 배치된 것만이 아닌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하며 글은 읽기 쉽게 이미지는 목적에 적합하게 써, , 

야 하며 사용자가 바로 의도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일관된 구조와 조합 , 

등이 균형 잡혀 배치되어야 한다28).

 

 

 

 

         

 

 

그림 영국 도로 조사연구소의 대    [ 29] Road Research Laboratory 

문자 및 소문자에 대한 가독성 실험 모델

본 연구는 소방기본법에 제시된 규격에 따라 제작되기 때문에 레이     , 

아웃 역시 그 규격에 따라 행하며 유도등뿐만 아니라 유도 표지에 제시된 

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 

27) 잭 프레데릭 메이어스 시각예술의 언어 레이아웃 , < >, ‘ ’
28) 나무위키 레이아웃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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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선행 연구3 

 

 

소방 시설 및 소방 관련 사인에 대한 인식 및 현황3.1 

소방 시설 및 소방 관련 사인에 대한 인식 조사3.1.1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필자는 다양한 연령층에 따른 피난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 . 10~50

명이 참여하였으며 피난 설비 중 유도 표지와 그 외 사인 시스템을 얼30 , 

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설문조사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형태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장소,   
에 설치된 소화 기구 및 피난 기구에 대한 인지 피난 안내도의 숙지 여, 

부 피난 유도선의 중요도 인지 여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그림  [ 30] 

피난 유도 설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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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현재 거주하고 생활하는 장소의 소화 기구와 피난 기구의 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 종류만 알고 있고 위치 혹은 설치 여부를 알지 ‘ , 

못한다가 명 원래 소화 기구 및 피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명’ 9 , ‘ ’ 9

으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설

치된 소화 기구 및 피난 기구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이는 평소 소방 시설에 대한 인지가 되어있지 않으며 실제로 화재 ,   
비상 상황 시 초기대응 혹은 대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

단되며 반드시 인식 개선이 필요하였다. 

화재 현장에서의 소방 관련 사인에 대한 현황3.1.2 

실제 화재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소방 사인물은 큰 도움이 될까에 대

한 대답은 현직에서 소방 활동을 하는 여러 소방관분들의 인터뷰를 통해 

진행되었다. 

실제로 화재 발생 후 화재 발생 경보음이 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피난을 위해 행동을 취하며 특히나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시엔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비상 상황에 마주하게 되어 유도 사인이 큰 역할을 한다. 

최근 설치되어있는 다수의 소방사인은 전원식 유도등으로 예비 전력을 이

용해 최장 분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시 노후하거나 파손이 20 , 

있을 시 소방관할에서 관리를 바로 못 하는 점 그리고 전력을 사용하기 , 

때문에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앞서 언급한 비상 상황의 . 

경우 모든 전력이 차단되기 때문에 건물 내 전기를 사용한 모든 조명은 , 

꺼지게 되고 암전의 상황에서 간혹 존재하는 작은 유도등 불빛을 따라 피

난하게 되는데 이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연기가 차오르기 시, 

작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되면 피난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게 된

다 그리고 기둥이나 계단 등의 피난에 방해가 되는 구조물을 만나게 되. 

면 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2 . 

유도등의 픽토그램과 관련해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오랜 기간 . 

사용되어 온 비상구 픽토그램의 경우 비상구로 사람이 뛰어나가는 형태를 



32

하고 있는데 사람이 뛰어나가는 방향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어 적지 않은 , 

사람들이 혼동을 느끼고 설치를 잘못하거나 수정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

이 나온다. 

모든 화재 발생 시 방화 셔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방화 셔터

가 작동하게 되는데 이때 방화 셔터는 연기가 다른 구역에 퍼지지 못하, 

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화염보다 . 

연기 질식에 의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방화 셔터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로운 역할을 하는 방화 셔터도 실제 현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으

로 만들기도 한다 지하철 참사 당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 

로 피난을 하다가 차단된 방화 셔터 근처에서 방화 셔터 내 비상구를 찾

지 못하여 그 주변에서 질식한 경우이다 대부분의 방화 셔터에는 그 구. 

역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비상구가 존재하는데 이 비상구의 존재를 모르는 , 

경우가 대부분이며 비상구를 알리는 표지마저 필수가 아니여서 많이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피난 유도선 역시 설치가 필수로 지정된 공간이 아니면 주변 경

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설치를 꺼리고 있지만 화재 발생 후 , 

구조대원들도 유도선 소화 장비를 착용하고 통과할 정도로 피난 유도선은 

화재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 사인물은 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아직 완성되

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크고 작은 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2

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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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피난 유도 설비 종류 및 설치 현황3.2 

 

 피난 유도 설비와 관련한 논문 중 대부분은 지하 공간과 관련한 논

문이 대다수 존재한다 그 이유는 지하 공간은 지표 아래에 고립된 형태. 

로서 피난 통로의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화재나 홍수 붕괴 등의 재난 재, 

해 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산할 우려가 있고 자연채광이 미치지 않거나 , 

외부와의 접촉이 어려우며 익숙하지 못한 공간에 대해 탈출이 어렵다는 , 

심리적 불안감 폐쇄감 붕괴의 두려움 등 심리적 측면에 대한 문제가 발, , 

생한다29) 그렇기 때문에 안전 법규 역시 지하 공간에 한정해 존재하며. , 

많은 선행 연구들이 지하 공간에서의 피난 유도 설비에 대해 연구하였다. 

29) 김지인 도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안전정 , 2015, “
보그래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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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내외 사례 표[ 6, 7] 

그래서 본 연구의 사례 조사는 지상고층 건물 층 이하의 건물( , 5 ,   
공항 역 뿐만 아니라 지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피난 유도 사, ) ( , )

인의 설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정보의 종류 기명 사인, ( , 

유도 사인 에 따라 분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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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례3.2.1  

지상A. 

백화점 고층 건물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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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고층 건물b.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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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층 이하의 건물c.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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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시장 건물 층 이하 건물 d.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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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및 터미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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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B. 

지하철 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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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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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례3.2.2  

지상A. 

백화점 고층 건물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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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층 이하 건물b.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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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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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B. 

지하철 역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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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하공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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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종류에 따른 피난 유도 사인 분류3.3 

피난구 및 설비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사인3.3.1 

피난구 및 설비의 위치를 알리는 기명 사인의 경우 정사각형의 사      

인이 대다수였으며 비상구 이외의 기명 사인은 텍스트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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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방향을 알리기 위한 사인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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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방향을 알리는 유도 사인의 경우는 화살표와 픽토그램 텍스트    , 

가 함께 포함되어있다 사인의 경우 각 부분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 1:1 , 

때문에 소형 사인의 경우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 정보를 읽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혹은 의 사인을 사용해 픽토그램과 화살표를 각각 2:1 3:1

배치해 보다 레이아웃을 적절히 사용해 정보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1:1

다. 

피난 유도선의 경우 법으로 지정된 설치 장소를 제외한 지상의 대부    

분의 공간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설치된 모습 또한 장소마다 여러 ,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한글과 영어를 함께 배치하거나 영어만 사용하. 

는 경우도 있어 혼란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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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 관련 사인 문제점3.4 

본 연구는 비상구 기명 사인 피난 유도 사인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 

소방 관련 사인 시스템의 시각적 표준화를 위한 연구이다 앞서 정리한 . 

것처럼 현재 설치된 소방 관련 사인은 소방기본법 및 건축법에 의해 대부

분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거나 새롭게 만들어지, 

는 건물일수록 기명 사인 이외의 유도 사인도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

다 소방 관련 사인 시스템은 큰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설. 

치된 사인 시스템인 만큼 비상 상황에 많은 사람이 짧은 시간에 사인을 

인지하고 빠른 판단으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하지만 . 

소방기본법과 건축법 내 지정된 설치 기준 소재 위치 규격 외에는 시각 , , , 

요소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결국 같은 내용을 내포하는 사. 

인들이지만 각자 다른 형태로 존재하며 일부 사인은 기능성보다는 심미성

을 강조해 빠른 인지를 방해하기도 한다.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방 관련 사인 시스템 내의 시각적 요소로 

화살표의 형태 텍스트의 형태 한글 영어의 사용 사인의 색채 등이 있, , / , 

다. 

 

그림 여러 형태의 화살표 [ 31, 32] 

그림 텍스트의 형태 한글 영어의 사용[ 33, 34, 35] , / ,  

사인의 색채가 다른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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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서로 다른 형태의 피난 유도선  [ 36, 37] 

표준화되지 않은 사인은 새로운 건물 혹은 공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오히려 혼란스러운 사인들을 배제하고 주변 환경의 컨셉에 . 

맞추어 제작된 소방 사인들이 사용되고 있기에 평소 위치를 인지하고 있

어야 하는 기명 사인의 경우 주변 환경에 맞추어 제작되고 이러한 소방 , 

시설들이 인테리어 디자인의 방해물로 취급받아 눈에 잘 띄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의 경우 평소 인지하고 있어야 할 소방 시설을 . 

무심코 지나칠 확률이 높아지며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 찾지 못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림 공간의 컨셉에 맞추어 제작되어 눈에 띄지 않는 [ 38, 39] 

기명 사인의 예

또한 시각 사인으로서 문제가 되는 점 중의 하나는 정보과다로 인한 

레이아웃의 문제점이다 보통의 시각물을 포함한 사인은 정보의 양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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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레이아웃이 결정되고 더욱 높은 가독성과 시인성을 위해 배치된다 여, . 

기서 가독성은 정보를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를 뜻하며 시인성은 사

인이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눈에 쉽게 띄는지에 대한 정도를 뜻한다 정. 

보를 알리는 사인의 경우 가독성과 시인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존하는 소방 사인의 경우 높은 가독성과 시인성을 위한 레이아

웃은 배제된 채로 한 곳에 많은 정보를 배치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잘못된 레이아웃의 예[ 40, 41] 

그림 과 그림 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화기 사인[ 40] [ 41]

이다 의 소화기 기명 사인에 한글 이름 정보 영어 이름 정보 화살. 1:1 , , 

표 사용법에 대한 설명 및 픽토그램 등이 함께 배치되어 있는데 이 모, , 

든 정보가 함께 배치됨으로써 빈틈없이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

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배치로 인한 글자의 자평 및 자간 등이 임의로 조

절되어 가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림 비상구 사인이 크게 설치되어 있는 일본의 모습[ 42] 

그림 비상구 사인이 작게 설치되어 있는 예[ 43] 



53

사인의 설치 또한 엄격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공간의 크기에 비해 

대다수의 경우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소방 사인을 선택하고 있었

다 비상구 사인이 출입구 위에 크게 설치된 그림 에 비해 한국은 그. [ 42] [

림 과 같이 최대한 작은 사인을 설치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43]

고 있다. 

또한 픽토그램의 형태로 인한 오해로 설치가 잘못되어있는 사례도 다

수 존재했다.

그림 비상구 픽토그램[ 44] 

그림 잘못 설치된 비상구 픽토그램의 예[ 45] 

많이 알려진 비상구 픽토그램의 경우 그림 와 같이 비상구로 나[ 44]

가는 사람 픽토그램이 왼쪽으로 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림 를 , [ 45]

보면 이를 왼쪽으로 나가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는 잘못된 형태‘ ’ . 

로 비상구의 위치에만 사용해야 하며 왼쪽으로 가면 비상구가 있다는 의, 

미는 비상구의 픽토그램과 방향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혼란. 

을 주는 픽토그램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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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참고 논문3.5 

표 선행연구 참고 논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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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최종 작품 연구4 
 

 

최적화된 피난 유도 사인 시스템의 시각적 구성 요소4.1 

 
 

색채4.1.1  

김영삼 은 비상구 사인이 녹색으로 이루어진 것에 관해서는 (2003)  
년 일본의 현재 소방법이 법률화된 소방법 실행 규칙 유도등 및 유1961 [

도표식의 기준 과 비상구 사인의 필요성 및 전문가의 견해를 검토하여 실]

시하였는데 비상구 등에 관한 최초의 문헌으로 년 일본 화재학회에 , 1987

발표된 유도등 녹색의 유래 로 비상구 사인에 녹색을 적용하게 되는 계< >

기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차 세계대전이 끝난 얼마 후 동경소방서에 . 2 , 

의해 비상구 표식에 녹색의 사용이 정해졌다 사회통념으로서 빨강은 위. 

험 초록은 안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한 , , 

유도등에 녹색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는 것이었다30) 즉 비상구의 색. , 

은 비상 상황에 최적화된 색채는 아니며 평소에 그 위치를 인지해야 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재 비상구를 알리는 유도등 및 유도 표지는 흰색 바탕에 녹색   
픽토그램을 함께 쓰고 있다 대부분의 사인은 년 일본에 의해 만들. 1892

어진 국제표준화기구 에 따라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한국의 경우 규(ISO) , 

격과 설치 의무만 정해져 있을 뿐 설치 시 크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 . 

그래서 대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가장 작은 크기의 유도등과 유도 표

지를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 일본 의 경우 한국과는 비교가 될 만큼 . ( ) , 

역의 경우 아주 크고 여러 개의 유도등을 동시에 설치하기도 한다 이는 . 

비상구만큼은 멀리서도 아주 크게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30) 김영삼 피난유도 사인시스템의 형태에 관한 연구 비상구 사인의  , 2009, “ – 
색 형태 위치에 관하여 일러스트레이션 학회, , -”, , vol.19,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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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체로 큰 크기의 유도등을 설치한 [ 46, 47] 

일본의 한 백화점 건물 내부

 

비상구를 알리는 표식 외의 다른 설비를 알리는 사인은 대부분 자  
유롭다 이 역시 설비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의무만 있을 뿐 주변 경관. , 

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모두 주변 환, 

경에 최대한 맞춰 제작하고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소화 설비의 . 

경우 화재가 발생한 후 가장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누구나 ,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비상구처럼 평소에도 인지할 수 있도. 

록 해야 하며 주변 경관과 맞추어 제작하여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없어야 ,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소화기 소화전 등의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 . , 

시설 사인에 컬러 배경을 사용해 평소에도 많은 사람이 인지하도록  제안

한다 손종영 홍원화 배영훈 이 진행한 방화 셔터 출입구의 표시 . , , (2018)

요소 및 색상을 고려한 최적 표시 방법에 의하면 노랑 바탕 빨강 사인, , , 

빨강 테두리의 표시 방법이 가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노랑 바탕, , 

파랑 사인 파랑 테두리 역시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연기가 짙은 투과, . 

율이 의 상황에서는 빨강 바탕 노랑 사인 노랑 테두리가 가장 인식하7% , , 

기 좋았다 그중 실험 참가자들에게 영향이 큰 요소는 출입구의 배경색이. 

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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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노란 테두리의 방화셔터 문[ 48, 49]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채도가 높은 빨강 노랑 초록의 기능, ,   
에 맞추어 사인을 분류해 항상 눈에 띄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초기 진압. 

을 도와주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경우 소방시설임을 알리는 빨간색 비상, 

구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은 안전과 보호를 뜻하는 초록색 방화 셔터의 , , , 

경우 주의를 나타내는 노란색으로 지정하여 진행한다 주변 경관을 해친. 

다는 이유로 설치를 꺼리는 피난 유도선의 경우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암전 시 큰 역할을 하는 축광 재료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픽토그램 4.1.2 

   앞서 언급했듯이 비상구를 알리는 사인의 픽토그램은 년 일본1892

에 의해 제작된 국제표준화기구 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이후 (ISO) . 1970

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 당시 픽토그램 밑 비상구 라는 한자의 ‘ ’
문자가 작아 연기 속에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문자를 없애고 픽토그램, 

을 다시 재정비하는 등의 수정 보완을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상구 , 

사인이 만들어졌다.

 

 

 

31) 손종영 홍원화 배영훈 방화셔터 출입구의 표시 요소 및 색상을 고 , , , 2018, “
려한 최적 표시방법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집 권 호”, , 32 , 2 ,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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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 일본과 한국의 예 [ 50, 51] ISO 

하지만 비상구를 향하는 사람의 형태가 왼쪽으로 향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향하면 비상구로 간다는 오해를 사 간혹 잘못된 설치 형

태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비상구 픽토그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 

인식되어 왔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비상구 픽토그램이 제작되어야 할 것

이다.

소화기와 소화전 등 소화 설비의 경우 여러 형태의 픽토그램과 심,   
벌마크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사용 설명과 함께 표시되어 있으며 최근에. 

는 건물의 컨셉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림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소화기 사인[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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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유도선의 경우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 혹은 삼각형 등의 ‘ ’   
형태를 이용하여 선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정해진 규격이나 표준화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화살표는 상징처럼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을 . 

보는 사람에 의해 해석된다 화살표는 그것의 꼬리와 기둥 삼각형 모양의 . , 

머리 등을 하나의 지각 단위로 인식하며 이는 사용자의 장기 기억 속에 ,  

있는 화살표 스키마와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화살표의 상징은 매우 친숙. 

하여 그것의 의미나 인지 작용은 쉽고 즉각적이다 사용자는 화살표와 같. 

은 시각적 암시를 지각할 때 순간적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 정보를 파

악한다 정황은 화살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비스듬. . 

하게 누워 있는 듯한 삼각형 형태 같은 것을 모두 화살표로 인식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떤 다이어그램의 계속 진행 혹은 플레이 버튼, ‘ ’ ‘ play’ 
을 나타낼 때 비스듬한 삼각형을 화살표로써 인식한다. 32)

 

 

그림 화살표 혹은 삼각형 형태로 이루어진 피난 유도선[ 54, 55] 

하지만 앞서 언급한 화살표의 기본 형태는 방향을 알리는 삼각형       

보다 직선을 길게 나타내어야 화살표로서 인식할 수 있다 직선이 생략되. 

는 경우 방향을 알릴 수 있는 꺽쇠 형태 및 삼각형의 반복으로 사용되고 

있다. 

32) 코니 말라메드 전게서 , ,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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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4.1.3  

앞서 진행한 국내외 유도등 및 유도 표지 등과 같은 소방 관련        

사인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다 김지인 은 서. (2014)

울시 지하철 역사 내 안전정보 그래픽 사례를 분석하며 고딕체와 명조체

가 함께 사용되어 정보 전달에 혼란을 준다고 판단하였고33) 홍주희, 

는 논문을 통해 병원 등과 같이 길 찾기가 중요한 장소에 설치된 (2010)

사인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체는 헤드라인 체 윤고딕 체 윤 , , 

체임을 밝혀냈다34). 

정보 전달이 우선인 소방 관련 사인인 만큼 가독성과 시인성을 최       

대화하기 위하여 명조체보다는 고딕체를 써야 하며 고딕체와 명조체를 , 

함께 사용하여 정보 전달에 혼란을 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서 류승희. 

에 의해 언급된 서체의 굵기는 멀리서 인지하기 위하여 라이트한 (1995)

서체보다는 볼드체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너무 볼드한 서체는 오히려 가독

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서체 높이의 을 유지하여야 한다 영어, 1/6~1/8 . 

와 함께 사용될 경우 같은 서체 혹은 비슷한 서체를 사용하되 함께 배치

되어 있을 때 뭉쳐있는 느낌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명 사인의 경우 소방 시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눈에 띌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조절해야 하며 시설의 사용 방법 등의 텍스트는 사인의 비율을 

조절하여 적절하게 배치되어 각자의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3) 김지인 도시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 지하철 역사 내 안전 , 2015, “
정보그래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59-70.
34) 홍주희 종합병원 사인시스템의 정보전달 효과 연구 안내 유도 , 2010, “ : , 
사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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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4.1.4  

국내 사례 조사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레이아웃의 문제점은 픽토그      

램과 텍스트가 함께 배치될 때 여백이 없어 가독성이 떨어진 점과 다수, 

의 픽토그램 역시 함께 배치될 때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글을 쓸 때도 자간과 행간을 조절하여 읽기 편하게 수정하듯 사, 

인 시스템 역시 읽는 사람이 편하게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

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소방 관련 사인 시스템은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 

인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인에 많은 정보를 담기 보다는 간단명

료한 정보를 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기명 사인 중 소화기나 소화전. 

의 경우엔 사인 속 사용법도 함께 배치되어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

다 이 경우 짧은 시간에 모든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게 레이아웃이 배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인을 기준으로 모듈로 활용해 1:1 

전달될 정보량에 따라 면적이 커져 적절히 배치되도록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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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연구 과정4.2 

기명 사인4.2.1 

기명 사인의 경우 소화기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에 설치될 소형 사     , 

인과 비상구 피난안전구역 등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야 할 대형 사인으로 , 

나누어 진행하였다 모든 사인은 사인을 기본으로 정보량에 따라 점. 1:1 

점 비율이 커지는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소형 사인의 경우는 사인에 , 1:1

텍스트와 픽토그램 외에 화살표를 배치할 수 있도록 제작하며 대형 사인, 

의 경우 사인에 소방 시설의 명칭을 기본적으로 배치한 뒤 픽토그램2:1 , 

과 화살표를 로 제작해 공간의 크기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설치할 1:1

수 있도록 제작된다 사인을 기준으로 소형 사인의 경우 가로 . 1:1 

세로 로 진행되며 대형 사인의 경우 가로 와 150mm, 150mm , 250mm

세로 로 진행된다 현재 소방법에 제정된 범위에 어긋나지 않게 250mm . 

소형의 경우 에서 까지 대형의 경우 에서 까지 제작한다1:1 2:1 , 1:1 4:1 . 

색채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소화기 소화전의 경우 빨간색 비상     , , 

구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은 초록색 방화 셔터의 경우 노란색으로 진행, , , 

하며 픽토그램의 경우 시설에 따라 여러 그래픽 스타일로 시도해보았다. 

그림 색채 예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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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경우 윤고딕 체 산돌고딕 체 체 등 현재 많이      , , Noto Sans 

사용되는 서체 외에도 그래픽 스타일에 따라 필자가 제작한 서체를 사용

해 시도해보았으며 레이아웃의 경우에도 텍스트와 픽토그램의 배치를 서

로 달리하며 진행해보았다 여러 그래픽 스타일로 진행해보기 전 가장 기. 

본적인 스타일로 진행하며 점점 더 다른 그래픽 스타일로 진행했으며 도

중에 선호도 조사를 통해 다시 정리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초기의 픽토그램 연구 기본형[ 57] – 

픽토그램의 경우 소방 시설의 모습과 흡사하게 진행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여러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기본 테두리형[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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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테두리형의 경우 테두리가 없는 기본형보다 사인의 경계를 알     

려주며 조금 더 통일된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피난안전구역과 같이 픽. 

토그램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인들과 통일성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기본 텍스트형 화살표[ 59] + – 

기명 사인의 경우 소방 시설 가까이 설치되지만 간혹 그 위나 옆에      , 

설치할 경우 화살표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화살표와 함께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화살표와 함께 사용하게 되면 픽토그램이 빠져야 적절. 

한 레이아웃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둥근 라인형[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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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에 사용한 픽토그램을 라인형으로 변형해 진행해 본 그래픽 스    

타일이다 전체적으로 기본형보다는 라이트한 라인을 사용해 간단한 픽토. 

그램을 완성하였으며 픽토그램이 존재하지 않던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하

나의 공간이라는 의미로 완성해보았다 더불어 같이 쓰인 서체는 픽토그. 

램에 사용된 라인에 따라 새로운 타이포그래피를 제작했지만 볼드한 기존

의 서체보다는 사인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둥근 라인형[ 61] –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62] 

비상구 픽토그램 중 달려 나가는 사람 형태 연구 -– 

라인형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본 형태이다 소화기와 소화전의 경우     . 

그 형태를 유지하되 소화를 위해 물이 뿜어져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 조금 

더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었으며 비상구의 경우 그림 과 같[ 41]

이 달려 나가는 사람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진행해보며 문도 그 시점에 

맞게 시도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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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둥근 볼드형[ 63] – 

볼드 라인형은 기존의 라인형에서 조금 더 볼드하게 진행해본 그래픽    

스타일이다 소화기와 소화전은 기존의 소화기와 소화전 형태와는 다르게 . 

직접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손과 함께 나타내보았지만 

생소한 형태로 많은 사람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피난계단은 계단과 . 

함께 피난안전구역을 함께 나타내 기존의 계단에서 기능을 추가하였고 피

난안전구역의 경우 불 픽토그램을 추가해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구역임

을 표현하였다 서체의 경우 기존의 라인형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짐을 확. 

인해 년대 사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휴먼견출고딕체를 사용해 둥80~90

근 스타일을 유지하되 더 텍스트가 읽히기 쉽도록 배치하였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각진 볼드형[ 64] – 

앞서 시도해본 둥근형과는 반대로 정사각형의 사인 형태와 비슷하게     

각진 볼드형을 시도해보았다 둥근형은 컬러 바탕을 사용했다면 각진 볼. 

드형의 경우는 흰 바탕에 컬러 픽토그램 및 텍스트를 배치하였으며 픽토

그램이 각져있음과 동시에 서체 역시 각진 형태로 제작되었다 텍스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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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ㅇ 이 들어가는 경우 원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 어색한 모습을 볼 수 ‘ ’ , 

있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모듈형[ 65] – 

기존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에서 사용된 중앙정렬의 기본 레이아웃에     

벗어나 명칭 픽토그램 방향을 모듈에 맞추어 배치해보았다 가로로 칸, , . 2 , 

세로로 칸으로 나누어 명칭 텍스트를 세로로 각각 배치하며 그 위치는 6

화살표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그 반대 공간에는 위에는 픽토그램 아래에. , 

는 방향이 위치해 모듈형을 시도해보았다 하지만 세로 읽기는 가로 읽기. 

보다 가독성이 떨어짐을 감안하면 가로 읽기에 대한 모듈형 연구가 필요

했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모듈 가로형[ 66] – 

위의 모듈형보다 모듈을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고 가로 읽기를 위한     , 

모듈 가로형을 시도했다 피난안전구역의 경우 다른 명칭에 비해 많은 글. 

자 수로 인해 글씨크기가 현저히 작아짐을 확인한 뒤 의미에 영향이 없는 

피난 구역으로 수정하였고 픽토그램 역시 비상구의 경우 막힌 직사각형, 

을 사용하고 피난 구역과 피난 계단의 피난 구역의 경우 양쪽이 뚫려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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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을 이용해 제작했다 라인형보다는 도형을 사용해 제작하였으며 . 

세로 읽기에 비해 가독성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자음 ㅇ 과 ㅍ 의 형태 수, ‘ ’ ‘ ’
정이 필요해 보였다. 

그림 초기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 사선 화살표형[ 67] – 

이전의 그래픽 스타일 연구보다는 과감히 시도해 본 그래픽 스타일이    

다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를 보다 중요한 정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화살. 

표를 가장 크게 배치해보았고 특히나 정사각형에 정확히 들어가는 형태로 

사선 화살표를 배치해 소방 시설 명칭과 함께 배치해보았다 하지만 사선 . 

화살표 형태는 기존의 기명 사인에는 잘 쓰이지 않으며 실제 많이 사용되

는 양쪽과 위아래를 나타내는 화살표의 경우 사인 전체 레이아웃을 효율

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또한 꽉 찬 화살표의 경우 . 

직선의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 화살표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점을 발

견할 수 있었다. 

여러 그래픽 스타일 중 본 연구의 결과물을 결정하기 전 앞서 연구     

한 그래픽 스타일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년 월 일. 2019 11 22

부터 일 일간 진행된 선호도 조사는 각 그래픽 스타일을 한꺼번에 관24 3

찰한 뒤 가장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스타일을 가지 골라 스2

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 동안 총 명의 시민210

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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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래픽 스타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 68, 69, 70, 71] 

선호도 조사 결과 위는 표로 기본 테두리형이 선택되었고 그      1 103 , 

뒤를 이어 표로 기본 텍스트형 화살표 표로 둥근 볼드형이 선택67 + , 65

되었으며 각진 볼드형이 표로 위 모듈형이 표로 위 둥근 라인형49 4 , 36 5 , 

이 표로 위 둥근 라인형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가진 후보34 6 , 

가 위를 기록하였다7, 8 . 

표 선호도 결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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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 조사 결과 위인 기본 테두리의 경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1

있는 사인인 만큼 화려한 그래픽 혹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스타일보다 가

장 기본의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위의 경우도 같은 2

의견으로 공공사인인 만큼 과도한 그래픽은 지양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둥근 볼드형의 경우 둥근 라인형과 둥근 라인 응용형 등에 비해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서체의 볼드함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둥근 라인, . 

형과 둥근 라인 응용형은 라이트 한 픽토그램과 함께 서체도 라이트 한 

스타일이지만 둥근 볼드형의 경우 휴먼견출고딕 체를 사용해 볼드 한 스

타일로 표현되어 훨씬 더 가독성 있게 표현되어있다 각진 볼드형 역시 . 

볼드 한 서체가 바로 읽힌다는 의견이 많았고 모듈형의 경우 방향이 다, 

른 정보보다 빠르게 읽히고 잘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다 투표에 참여한 .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인일수록 화

려한 픽토그램 그래픽보다는 간결한 픽토그램 그래픽을 선호하였고 특히

나 명칭을 나타내는 서체의 경우 볼드 한 서체를 선호하였다 이 후 볼드. 

한 서체를 가진 체를 수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방향을 함께 알Noto Sans , 

리는 경우 화살표 및 삼각 형태 역시 텍스트만큼 중요한 크기로 진행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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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사인4.2.2 

유도 사인의 경우 피난 유도선과 기타 유도 사인을 포함한다 화재      . 

발생 시 피난을 위해 모든 공간에는 최적의 피난 대피 루트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피난 유도선과 유도 사인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진. 

행된 필드 리서치에 의하면 피난 유도선의 경우 필수로 설치되어야 하는 

공간이 한정적이라 그 외의 공간에서는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있으며 

오래된 공간일수록 설치된 형태마저 표준화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유도 사인은 기명 사인과는 다르게 비상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사인     

이다 평소에 그 위치를 인지해 가는 곳마다 피난 방향을 숙지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또한 화재 발생 후 전기가 끊기고 연기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비상 상황의 경우 평소 자주 방문하는 공간이라도 방

향 감각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비할 수 있는 사인을 제작하

여야 한다 기명 사인의 경우 소방 시설의 명칭과 픽토그램 등 여러 정보. 

를 전달하는 기능이었다면 유도 사인의 경우는 주로 피난 방향을 알려주

며 피난 시 방해가 되는 방해물을 알려주거나 계단 등의 특수한 공간을 

안전하게 거쳐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난 유도선의 경우 긴 피난로를 알려주기 때문에 를 기본 모듈     1m

로 계속해서 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소재의 경우 전기가 다 끊. 

기는 비상 상황 시에 기능해야 하기 때문에 축광 재료를 사용하여 암전된 

상태에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제작하고 피난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와 방

해물을 알려주는 형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도 사인에서 가장 중요한 화살표 연구이다 화살표는 이미 많은      . 

연구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림 과 같이 방향을 알리는 꺽쇠 . [ 26]

혹은 삼각형의 형태와 직선이 함께 결합하여 화살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의 경우 공통점은 꺽쇠보다 직선이 길다는 점이다 직선이 없는 꺽쇠 . 

혹은 삼각형의 형태도 존재한다 또한 더 나아가 두 가지 이상의 방향을 . 

알리는 경우 직선을 꺾거나 방향을 그리며 나타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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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여러 화살표 연구 예시[ 72] 

출처 : https://liveweb.tistory.com/3

유도 사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연구는 피난 시 방해물 혹은 계단 등     

의 특수한 경우를 알려주는 경우이다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와는 반대. 

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하거나 방해가 되는 부분을 전달해야 한다 이 . 

경우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예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리라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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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노란색과 검은색 사선이 반복되어 [ 73] 

접근 금지 혹은 위험을 나타내는 예시

그림 초기의 방화셔터 그래픽 연구 기본형[ 74] – 

방화 셔터의 경우 기명 사인에 해당하지만 유도 사인과 함께 비상      , 

상황 시 꼭 알려져야 하는 소방 시설이기 때문에 위의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작되었다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곳은 평소 물건이 적재되면 안 . 

되기 때문에 기명 사인처럼 평소에도 사람들이 위치를 인지하도록 제작되

어야 하지만 비상 상황 시에는 방화 셔터가 내려옴과 동시에 피난에 큰 ,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방화 셔터에 . 

비상구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다는 점을 바탕으로 비상구 위치에는 사선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로 나타내 향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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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의 방화셔터 그래픽 연구 [ 75] 

암전시 나타나는 방화셔터 그래픽– 

피난 유도선의 경우 피난 방향을 알리는 화살표의 기능이 주된 역할     

이며 실험에 앞서 화살표만 있는 예시와 피난 유도선 명칭을 함께 나타낸 

예시를 제작하였다 피난 유도선의 경우 평소 주변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 

로 많은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려하면 평소에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으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초기 그래픽 연구는 안전을 의미하는 초록색, 

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초기의 피난 유도선 그래픽 연구 [ 76, 77] 

기본 화살표 형태와 방향을 알리는 꺽쇠만을 이용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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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초기의 피난 유도선 그래픽 연구 [ 78] 

텍스트와 함께 배치한 예시– 

또한 피난 유도선은 직진 이외에 급격하게 방향을 꺾어야 하는 공간     

과 큰 기둥이 있는 경우를 인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화살표의 형태를 다. 

르게 반복하여 설치하면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그림 초기의 피난 유도선 그래픽 연구 [ 79] 

방향이 꺾이는 공간 혹은 기둥 등에 사용될 예시– 

최종 결과물을 제작하기에 앞서 실제 비상 상황과 흡사한 암전의 상     

태에서 기본 화살표의 기능과 텍스트의 기능 방화 셔터와 계단 등의 장, 

애물을 알려주는 사선 그래픽의 기능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한 공간은 층에서 층 비상구까지의 경로이며 계단을      2 1

내려와 꺾인 복도를 지나 다시 계단을 내려가야 하는 경로이다 계단 옆 . 

벽에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고 방향이 꺾이는 방향에는 그림 의 그, [ 41]

래픽을 그리고 계단에는 사선 그래픽을 이용하여 계단 끝을 알려주도록 , 

설치하였고 더불어 피난 방향을 함께 나타내었다 실험 대상은 총 명으. 4

로 대 남자 대 여자 대 남자 대 여자로 진행하였고 암전 상50 , 50 , 20 , 20 , 

태와 함께 비상 상황과 흡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하여 년 한국화재2015

소방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호 에 실린 연기농도별 최대 가시거11 89-90p ‘
리에 따른 피난구 유도등의 인지성에 관한 연구 오륜석 최준호 홍운화’ ( , , )

에서 사용된 불투명 안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이 불투명 안대는 최대 . 

가시거리에 따라 단계별로 반투명 비닐과 선팅 필름을 사용하여 제P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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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최대 가시거리 평균 가시광선 투과, 20~30m, 

율 의 의 불투명 안대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반투명 8.26% Level 3 . PVC 

비닐 장과 선팅 필름 장으로 제작되지만 장소가 이미 암전의 상태였으1 2 , 

므로 선팅 필름은 장만 사용하여 진행되었다1 . 

그림 실험이 진행된 공간 및 유도 사인 설치 장소[ 80] 

그림 계단에 설치된 사선 그래픽과 방향을 알리는 그래픽[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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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축광 테이프와 시트지를 사용해 임의로 제작된 [ 82, 83] 

피난 유도선 그래픽과 설치된 모습

그림 [ 84, 85, 86] 

암전시 보이는 유도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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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한 공간은 층에서 층 비상구까지의 경로이며 첫 번째      2 1

계단을 내려와 수직으로 꺾이는 복도를 지나 다시 두 번째 계단으로 내려

가 왼쪽에 있는 비상구로 향하는 경로이다 계단 유도등의 경우 임시로 . 

전원을 끄고 완전한 암전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사전 실험이기 때문에 

대 남자 대 여자 대 남자 대 여자로 총 명의 실험자가 참여50 , 50 , 20 , 20 4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피난 유도선 등의 그래픽은 초기 그래픽 시안을 사      

용해 진행되었으며 실험이 진행된 후 피드백하여 다시 재구성될 예정이

다 실험은 총 번 진행된다 완전한 암전의 상태에서 아무런 소방 사인. 3 . 

물의 도움 없이 피난 경로를 통해 통과하는 차 암전 상태에서 피난 유1 , 

도선 등의 사인이 설치된 후 도움을 받아 피난 경로를 통과하는 차 그2 , 

리고 앞서 언급한 실험용 불투명 안대를 착용한 뒤 연기 효과를 더하여 

진행하는 차로 진행하며 초 단위로 기록된다3 .

실험 장소에 설치된 피난 유도선 및 사인은 계단의 경계를 알려주      

는 사인 계단에 설치된 피난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과 꺾이는 복도 모서, 

리를 알려주는 사인 벽에 설치된 피난 유도선이다, . 

그림 계단에 설치된 사인[ 8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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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9, 90, 91] 

실험에 사용 된 피난 유도선 종류

실험 결과 전기 및 예비 전원이 없는 암전 상태에서 소방 사인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 가장 긴 시간 피난 시간을 기록하였으며 소방 사, 

인물 설치 후 진행된 차 실험에서 기록된 시간은 평균 배 이상 짧아졌2 2

으며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하여 착용한 실험용 불투명 안대와의 차 실험, 3

에서는 차 실험 결과보다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차 실험 결과보다는 2 1

평균 초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7.8 . 

표 실험 결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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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들은 계단의 경계를 알려주는 사인과 피난 유도선의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피난 유도선의 경우 화살표의 모양이 너무 작아 사실 인지

하기 힘들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한글로 된 명칭의 경우에도 서체 크기 

때문에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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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작품 결과물4.3 

본 연구에서 최종 작품으로 나올 기명 사인과 유도 사인은 기본적으     

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사인물에 대한 시각 요소 표준화 연구이며 더불

어 새롭게 제안될 사인물도 포함한다 비상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 

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도등이 아닌 유도 표지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제작, 

될 결과물 역시 축광 재료로 제작된다 현행법상 유도 표지는 소형 중형. , , 

대형으로 나뉘어 정해져 있지만 기명 사인 중 소화기와 소화전과 같은 , 

초기 대응을 도와주는 경우 소형만 존재하며 비상구 피난 계단 피난 구, , 

역과 같은 경우 소형과 대형으로 진행되며 피난 유도선의 경우 시중에 , 

판매되는 축광 테이프 규격인 폭 로 진행되었다40mm . 

기명 사인4.3.1 

기명 사인은 소방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알려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     

에 평소 많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항상 눈에 띄어야 한다 그 때문. 

에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채를 선정하였고 소방 사인에서 많이 쓰이는 , 

빨간색과 노란색 초록색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우선 초기 대응을 도와, . 

주는 소화기와 소화전의 경우 비상 상황보다는 평소 그 위치를 인지하고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빨간색 바탕에 제작되며 그 외의 비상구와 피난 , 

계단 피난 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흰색 바탕에 초록색 그래픽으로 제작되, 

었다 비상구와 피난게단 피난구역은 비상 상황 시 대피하여야 하는 통로. , 

이자 공간이기 때문에 암전의 상태에서 축광 재료가 더 눈에 띄어야 하는 

이유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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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암전 상태에서 배경색에 따른 시인성[ 92] 

픽토그램과 서체는 둥근형보다는 각진형으로 통일되어 진행되었으며      

픽토그램의 경우 복잡한 형태보다는 간단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앞서 진

행한 그래픽 연구에서 레이아웃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되어 제작되

었으며 한글 서체의 경우 기존의 서체를 이용하지 않고 픽토그램 그래픽 

스타일에 맞게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연구 과정 당시 어색하던 ㅇ 의 형. ‘ ’
태 조절과 자간 조절 등을 진행하였으며 명칭 작성 시 세 글자와 네 글자 

간의 규정은 크기 조절로 해결하였다 레이아웃의 경우 소형 사인 규. 1:1 

격을 기본으로 명칭 모듈 픽토그램 모듈 화살표 모듈로 나누어 가장 기, , 

본적 조합은 명칭 모듈과 픽토그램 모듈이며 방향을 같이 알리고 싶을 경

우 픽토그램 모듈을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킨 뒤 화살표 모듈을 

조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립하였다 이 모듈들은 전체적으로 사인 테. 

두리에서 일정 간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소형 사인의 경우 을 유1:1

지하며 가로 와 세로 로 지정하여 제작한다 이 크기는 150mm 150mm . 

시중에 판매 중인 소형 사인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이다10~5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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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명칭 모듈과 픽토그램 모듈[ 93] 

그림 양방향 모듈이 적용된 모습[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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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인 테두리에서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전체 모듈[ 95] 

그림 모듈이 적용된 소화기 사인 [ 96] 

그림 모듈이 적용된 소화전 사인[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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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모듈이 적용된 비상구 사인[ 98] 

그림 모듈이 적용된 피난 계단 사인[ 99] 

그림 모듈이 적용된 피난 구역 사인[ 100] 

대형의 경우 모듈 내 그래픽은 동일하지만 화살표의 경우      , 1:1 

모듈을 기준으로 정사각형에 들어가도록 비율이 정해졌으며 소형 사인

보다 더 볼드한 형태이며 기본 모듈은 명칭 모듈이다 먼 거리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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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공간에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대형 사인인 만큼 크고 정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픽토그램 모듈보다는 명칭 모듈을 기본으로 픽토그램 

모듈과 방향 모듈의 경우 임의로 조립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 사인의 경우 명칭 모듈은 로 그 외의 모듈이 추가로 조립될 2:1

때 마다 씩 늘어나 총 혹은 로 늘어난다 이는 사인의 1:1 3:1 4:1 . 1:1 

가장 취약점인 비효율적인 배치를 효율적으로 크고 정확한 정보를 전

달하기 위함이며 정보의 선택을 부여함으로써 공간에 따라 정보와 비

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대형 사인 역시 명칭 모듈 픽토. , 

그램 모듈 화살표 모듈로 나누어 가장 기본적 조합은 명칭 모듈과 픽, 

토그램 모듈이며 왼쪽을 가리키는 경우 방향 모듈을 가장 먼저 오른, 

쪽을 가리키는 경우 방향 모듈을 가장 마지막으로 조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립하였다 이 모듈들 역시 전체적으로 사인 테두리에서 일. 

정 간격을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대형 사인의 경우 을 유지하며 가2:1

로 와 세로 로 지정하여 제작한다500mm 250mm . 

그림 이 기본인 명칭 모듈과 [ 101] 2:1

이 기본인 픽토그램 모듈과 방향 모듈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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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 기본인 명칭 모듈과 [ 102] 2:1

이 기본인 픽토그램 모듈과 방향 모듈 예시1:1

그림 명칭 모듈과 픽토그램 모듈이 결합된 예시 [ 103] (3:1)



88

그림 명칭 모듈과 픽토그램 모듈 방향 모듈이 결합된 예시[ 104] , (4:1)

그림 방화셔터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명 사인[ 105] 

방화 셔터 기명 사인의 경우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구역에 직접      
설치한다 비상문이 함께 있는 일체형 방화 셔터의 경우 최소 의 . 0.9m
비상문 표시를 함께하며 비상문을 향한 화살표를 함께 설치하고 사선 
그래픽의 경우 제거한다. 

유도 사인4.3.2 

유도 사인은 기명 사인과는 반대로 화재 현장 혹은 암전 상태에서      

큰 역할을 하며 평상시에는 기명 사인처럼 꼭 눈에 띄어 사람들에게 위치

를 인지시킬 필요는 없다 실제로 피난 유도선처럼 직접적으로 피난 방향. 

을 지속해서 알려주는 사인이 없는데 형태가 밖으로 드러나게 설치되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많은 건물에서 설치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명 사인과는 다르게 색채를 거의 쓰지 않고 축광 재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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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피난 방향을 알리고 설치되어있음을 알리기 위해 특정 구역에

만 안전을 의미하는 초록색을 이용해 피난 유도선임을 알린다 방향을 알. 

리는 사인이므로 화살표의 기능 역시 중요하게 판단된다 화살표는 라이. 

트한 형태보다 볼드한 형태를 사용하였으며 사전 실험을 통해 받은 화살, 

표의 모양이 피난 유도선에 비해 작아 방향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피드백

을 위해 화살표의 크기를 유도선 너비와 동일하게 설정해 가장 크게 크기

를 조절하였으며 유도선과 함께 갑자기 꺾이는 벽 모서리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사인 역시 화살표가 아닌 꺽쇠의 반복을 통해 급격하게 꺾여있음

을 알릴 수 있게 제작하였다 또한 계단의 경계와 기둥 등의 방해 구조물. 

이 있음을 알리는 경계 의미의 사인은 앞서 언급한 방화 셔터 사인과 동

일하게 노란색과 검은색 사선 그래픽을 사용해 설치한다 피난 유도선의 . 

크기는 시중에 판매 중인 축광 테이프 중 가장 보편적인 로 통일하40mm

며 기준으로 밝은 곳에서도 피난 유도선임을 알리는 컬러 버전과 암1m 

전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축광 버전으로 나뉘며 나머지 그래픽은 모두 

축광 재료를 사용해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제작하며 현행법에 나와 

있는 대로 높이에 설치한다0.5m . 

그림 피드백을 얻어 재구성 된 피난 유도선[ 106] 

그림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축광식 피난 유도선[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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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벽 모서리 혹은 기둥에 설치될 피난 유도선[ 108] 

그림 모서리에 설치 될 피난 유도선 부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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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전시4.4 

작품 전시는 전시장 내 시설물을 직접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부득     
이한 경우 실제 크기를 함께 표시하며 설치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계
획하였다. 

그림 전시 계획[ 110] 

전시장은 양 문으로 된 비상구가 있으며 그 외의 소화기 소화전     , 
은 존재하지 않아 실제 사이즈에 맞추어 시트지 커팅으로 제작하여 사
인들이 설치되어야 할 높이에 설치하였으며 종합적인 사인의 위치를 한
꺼번에 알 수 있도록 가장 왼쪽에 표시하였다 비상구뿐만 아니라 방화 . 
셔터의 경우도 비상구 근처에 방화 셔터가 내려옴을 설정하여 임의 설
치하였다. 

그림 실제 전시 모습[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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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 사인과 유도 사인의 경우 설치 위치에 설치됨과 동시에      비례
에 따른 모습으로 설치되었으며 사인 시스템에 관한 정보들은 리서치 , 
페이퍼를 통하여 전시되었다.

그림 실제 전시 모습 및 리서치 페이퍼[ 112, 11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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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5 

본 연구는 현존하는 화재 비상 상황 시 초기 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위   

한 소방 시설을 알리는 소방 관련 사인 시스템의 시각 표준화 연구였다. 

최근 몇 년간 대형 화재 등을 겪으며 화재 등 재난 비상 상황을 대비   

하기 위하여 많은 교육과 새로운 법 제정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각적, 

으로 먼저 인지하고 판단해야 하는 사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존재하

지 않았다 사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가독성 등을 지칭하는 기능성 과 . ‘ ’
시각 디자이너로서 또한 고려해야 하는 심미성 을 위하여 연구는 여러 과‘ ’
정을 거쳤다.

우선 현재 사용되는 소방 관련 사인을 모두 모아 사인의 종류에 맞게    

분류하여 기명 사인 유도 사인으로 분류하여 범위를 정하고 사인의 시/ , 

각 요소 색채 픽토그램 서체 레이아웃으로 분류하여 국내외에서 사/ / / 

용되고 있는 소방 관련 사인에 대해 필드리서치를 진행하였다 유도등 및 . 

유도 표지의 경우 장소마다 설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설치 개수 등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사인의 모습 속 문제점을 파악할 , 

수 있었고 시각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생긴 오용 사례도 찾을 , 

수 있었다 국외 사례의 경우 국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보완점 등을 . 

엿볼 수 있었다 소방대원 및 관련 종사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실제 화재 . 

현장에서의 피난 행동 유형과 소방사인이 도움을 주는 실질적인 부분들,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새롭게 제안할 수 있는 상황 등 데스크 리서치로

는 알 수 없었던 현장 상황을 얻어 또 다른 시각물 제안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최종 결과물은 크게 기명 사인과 유도 사인으로 진행되었으   

며 기명 사인 중 초기 대응에 사용되는 소화기 소화전의 경우 평소에도 , , 

시설 및 설비의 위치를 알리기 위하여 비상 상황은 물론 항상 눈에 띄도

록 제작했고 비상구 피난 계단 피난 구역 등 비상 상황에도 눈에 띄어, , , 

야 하는 대형 사인의 경우 현재 법으로 지정된 흰색 바탕 축광 과 초록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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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으로 제작된다 유도 사인의 경우 기명 사인과는 반대로 비상 상황. 

에 더 기능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많은 사람이 평소에 . 

눈에 띄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한 만큼 축광 재료를 사용하여 눈에 띄지 

않지만 비상 상황 시에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며, , 

방화 셔터와 구조 방해물 등에 설치 가능한 새로운 사인 시스템 제안은 

실험 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재 등의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   

에 늘 그 상황에 대비하고 또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신속한 판단이 이루, 

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 시설에 대한 정보는 늘 숙지하고 있어. 

야 하며 화재 상황에도 신속하게 판단하고 잘 대처해야 한다 그러기 위. 

해서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사인 시스템이며 이 사인 시스템은 정, 

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적화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 

없이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제안된 사인 시스템처럼 .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고 발전된다면 앞으로의 재난 대비 혹은 대처를 위

한 시민들의 의식과 상황 대처 능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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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in the Visual 

Standardization of Evacuation 

Guidance Sign System 

for Emergency Evacuation

- Focused on the signature and 
induction signs -

Choi Myungji

Visual Design Major, Faculty of Craft &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the 2017survey by Statistics Korea, the total 

number of the accident caused by fires is44,178 including 1,852 

injuries and 345 fatalities. In 2018, statistics show a similar 

result with 2017 as a total of 42,338 including 2,225 injuries 

and 369fatalities, but it is increasing every year. Investigators 

have reported that many people were unable to evacuate 

quickly at the time of the accident, resulting in greater 

casualties. About 70-80% of deaths in fires are asphyxiation by 

smoke. Toxic gases generated during a fire can obstruct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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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ause loss of consciousness and long-term exposure to 

lung damage, resulting in large casualties, even in large fires. 

For this reason, the Fire Department advises it is important to 

evacuate quickly after an initial response. In fact,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vision due to the rising smoke, which leads to an 

unstable psychological state, which makes it difficult to 

evacuate quickly. 

 

Currently, there is the Basic Law for the Fire Protection to 

guard and to suppress of fire for initial and rapid evacuation 

and fire fighting for all structures and first aid in the event of 

a disaster and emergency with the aim of contributing to 

maintaining public well and organized and improving welfare 

by protecting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mong them, there is fire-extinguishing equipment to help the 

initial response, evacuation equipment to help evacuation, 

guidance lamp to guide evacuation in the form of band. In 

addition to the Basic Fire Act, the Building Law also indicates 

the obligation to these facilities, and installation standards and 

standards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Article 8 of the Act on the Fire Protection 

Standard of Guidance Lights and Guidance Signs (NFSC 303) of 

the Act on Induction Labels, the material, size and conditions 

to appear on the Cover Page, the brightness of the Cover Page 

are mentioned, but the Visualization is not standardized. In 

addition, although the installation standards were set in the 

architectural law, no visual standardization of signs was made. 

Most use pictograms designated for Korean national standard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alternately. Signs such as lead-lamps and 

induction signs are currently produced in various form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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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concept of manufacturers and buildings, and 

signs containing the same contents may exist in many forms, 

causing confusion. In addition, the signaling system of existing 

guidance signs and guidance lights is proposed as the cause of 

inefficient placement of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on a 

minimal installation basis can cause great confusion in 

situations where actual evacuation is needed, making it difficult 

to evacuate quickly. A new sign that does not currently exist 

but can be of great help at the actual fire site is proposed.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of various previous studies 

and visual factors and the opinions of fire fighters and related 

workers who are conducting firefighting activities in their 

incumbents in order to encourage all citizens to be able to 

recognize and act. Introducing the concept of evacuation 

guidance facilities and a prior study on visual recognition in 

extreme situations that require evacuation guidance, the 

public's perception and status of firefighting facilities and 

fire-related deaths were examined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with fire-related workers, and the 

evacuation-inducing signers were collected from the local and 

overseas (Japan, Britain, etc.)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installation methods of visual elements according to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data, prior studies conducted 

based on data surveys to detect problems of fire-related causes 

and effectively convey information in extreme situations that 

require rapid evacuation, together with work results that have 

been finalized after several studies on the work for 

standardization of ideal visual elements, where functionality and 

aesthetics are considered in accordance with visual factors.

 

Based on experimental research and design theory, the 

researcher proposes suitable standardization of sign system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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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mergency situation, such as lead signs and escape guidance 

lines to be improved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among 

ordinary citizens about guided facilities for rapid evacuation 

and to be used effectively in an emergency situation. This  
study is another study to find the most ideal sign so that all 

citizens can quickly recognize and cope with the situation in 

need of evacuation. Based on this study, we hope that the 

study will continue for optimal standardization of the sign 

system.

Keywords : Public Design, Visual Information Design, Sign 

System, Fire-Fighting Equipment Sign, Signature Sign, Induction 

Sign for Evacuation

Student Number : 2018-2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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