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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도시의 식별성(legibility)은 도시설계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이용자가 혼돈없이 쉽게 목적지를 찾아다닐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설계
하는 것은 복잡성을 더해가는 현대도시에서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주
의 깊게 설계되고 체계적으로 배치된 보행자 안내체계는 식별성있는 도
시(legible city)의 기본조건이다. 보행자에게 잘 인식되고 명료한 이미지
를 줄 수 있는 도시공간은 가로, 블록, 공공공간, 건축 등 도시공간의 계
획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미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내체계(sign system)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지하공간이 발달하고 밀
도가 높은 현대도시의 경우 안내체계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역을 대상지역으로 보행자 안내체계를 제안한다. 서울
역은 지하철, KTX, 서부역, 공항철도, 백화점 등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보행자들이 길 찾기의 어려움이 큰 곳이다.
보행동선은 지하철 4호선 및 1호선 이용자가 서울역 KTX와 경의선 서
부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에 한정시켜 현재 사인시스템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지하공간의 길찾기에서 혼돈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지점에 필요한 안내정보가 인식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조
사를 통해 지하공간 속에서 이동동선이 나누어져서 보행자의 이동경로
선택이 요구되는 지점을 파악하고, 지점별로 공간구성의 특성 및 사인시
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평가한 후 보행자가 혼돈없이 쉽게 인식할 수 있
는 사인시스템을 재설계/배치하는 연구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레벨이 다층적이어서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이 교차하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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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기능이 집적되어 목적지가 얽혀있는 복잡한 지하공간의 사인시스템
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일반적인 설계지침 보다는
보행자의 정보필요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점별 공간구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면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현장설계 방
식이다. 또한 정보의 제공은 별도의 안내시설물 설치에만 의존하는 접근
보다는 벽면, 계단, 천장 등 지하공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정
보전달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주요어 : 길 찾기, 지하 공간, 사인시스템, 서울역
학

번 : 2014-20604

- 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제 2 장 이론적 고찰 ··································· 3
2.1 길찾기 이론 ·················································· 3
2.2 길찾기와 공간인지 이론 ······································ 4
2.3 선행연구 검토 ················································ 6

제 3 장 대상지 선정 ··································· 9
3.1 대상지 선정 배경 ············································· 9
3.2 대상지 현재 사인시스템 정책 및 설계 가이드라인 ··········· 13

제 4 장 대상지 사인시스템 분석 및 평가 ···············18
4.1 대상지 세부 경로 ············································ 18
4.2 분석의 틀 설정 ·············································· 21
4.3 경로 1-4 사인시스템 분석 ·································· 24

제 5 장 대상지 사인시스템 개선안 ···················· 78
5.1 디자인 목표 ················································· 78
5.2 디자인 전략 ················································· 79
5.3 설계안 ······················································· 85

- iii -

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113

6.1 결론 ······················································· 113
6.2 연구의 한계 ················································ 115

참고문헌 ············································ 116
Abstract ············································ 118

- iv -

표

목

차

[표2-1] 『실내디자인 방법론』에서 제시한 인지적 구성요소별 방법론 중
실내공간 정리

·······························································································································································

5

[표2-2] 길찾기 선행 연구에 활용된 요소와 내용······························································· 7
[표3-1] 서울역 특징

···········································································································································

12

[표3-2]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7대 핵심전략 정리······ 14
[표3-4]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7대 핵심전략 정리······ 15
[표3-5]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에서 제안한 동선 안내 사인 가이드라
인

·······································································································································································

16

[표4-1] 2015년 ‘서울역’ 길찾기 관련 인터넷 민원 정리········································ 19
[표4-2] 대상지에서 공간구조와 사인시스템을 분석해야 하는 경로선택
결정지점들의 종류

···················································································································

21

[표4-3] The Wayfinding Handbook에서 제시한 사인시스템 종류 분류체
계

········································································································································································

[표4-4] 런던 교통국에서 제시한 사인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
[표4-5] 현재 사인시스템 개선 필요 요소

··················

23

·············································································

76

[표5-1] 서울역 사인시스템의 도시설계적 디자인 전략 정리

··························

[표5-2] 안내사인 제공 환승 교통수단 정보 및 안내사인 형태 분류
[표5-3] 경로2 세부 경로 및 경로결정지점별 안내사인 현황

- v -

22

83

·····

86

··························

90

그 림
[그림3-1] 서울역 위성사진
[그림3-2] 서울역 배치도

목 차

···························································································································

······························································································································

[그림3-3] 서울역 3D 맵핑

··························································································································

[그림3-4] 대상지 관련 사인시스템 정책 변화

10
11

···································································

13

····················································································

24

·································································································

25

···················································································································

26

[그림4-1] 서울역 3D 맵핑에 경로 표시
[그림4-2] B2 지하철 1호선 승강장
[그림4-3] B1 지하 환승통로

9

[그림4-4] B2 지하철 4호선 승강장

·································································································

32

[그림4-5] B1 지하 환승통로

····················································································································

33

[그림4-6] B2 지상 보행광장

·················································································································

34

[그림4-7] 1F 서울역 KTX 승강장

·······································································································

45

[그림4-7] 2F 서울역 신역사 1층

········································································································

46

················································································································

47

[그림4-9] B1 지하 환승 통로

[그림4-10] B2 지하철 4호선 승강장

·····························································································

59

[그림4-11] B1 지하 환승 통로

·············································································································

60

[그림4-12] B2 지하 환승 통로

··············································································································

68

[그림4-13] B1 4호선 대합실

····················································································································

69

[그림4-14] B1 4호선 대합실

····················································································································

70

[그림5-1]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page 72

·······················

82

[그림5-2]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85
[그림5-3]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지하2층 지하철 4호선 평면
및 안내사인 현황

·····················································································································

87

[그림5-4]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지하1층 환승통로 평면 및
안내사인 현황

······························································································································

88

[그림5-5]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지상2층 환승통로, 경의중앙
선 입구평면 및 안내사인 현황

- vi -

···············································································

89

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기존 연구에서도 문제제기는 되어왔지만, 2015년 현재에도 길찾기 문제는 개
선되지 못하고 여전히 서울시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서울의 길 찾기는 불
편하고 어렵다. 특히, 지하 공간(지하철, 지하도, 지하상가 등)은 넓어지고 복잡
해져 지하공간과 연계된 보행의 불편함은 더해지고 있다.1)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비해 서울의 사인시스템의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개선책이 없었다. 잘못된 사인시스템
은 보행자에게 혼란을 주고, 육체적 손실을 주게 된다. 특히, 방향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그리고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의 이용이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는 더욱 불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 번째, 보행자를 위한 보행지도 및 사인시스템의 문제인
식을 고취시키고, 두 번째, 현재 길찾기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공간적으로
분석하며, 세 번째, 지상과 지하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새로운 사인시스템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지하공간에서의 길찾기 문제를 개선해줄 수 있는 사인
시스템의 공간적 해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현재 2015년에도 계속적으로 신문과 뉴스 등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2015년 3월
이데일리 뉴스에서는 “[지하서울 살리자]미로에 지뢰밭...난개발에 멍든 지하서울”이라는
제목으로 복잡해지는 서울의 지하공간에 비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한 안내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되었다. 또한, 올해 같은 달 jtbc뉴스에
서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명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길찾기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외국인 길찾기 퀴즈? ... 관광객 안내 못하는 ’엉터리 표지판‘“라는 제목으
로 실제 문제제기가 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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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길 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정보는 크게 사인, 안내판, 지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인에 의한 정보와 건축공간을 통한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2)
선행 연구들에서는 건축공간이 길 찾기에 명료하지 않다면 싸인 정보는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며(Moeser,

1988;Weisman, 1987; Weisman, 1981; Carman 외 1986)3) 공간구조를 분석
하고, 길 찾기에 명료한 공간구조를 고안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축물 특히 지하철, 기차 등의 교통수단을 포함한 건
축물의 경우 길 찾기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는 공간구조를 수정해 해결하기
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대상지의 사인시스템을 공간구조와 함께 분석하되, 실제
보행자들의 길 찾기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선택의 결정점들에서
적당한 평가지표로 현재상황의 문제제기를 한다. 최종적으로는 필요한 곳에 필
요한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해주는 길 찾기 용이한 사인시스템을 설계하
고 배치함으로써 사인시스템의 공간적 확장을 실험하고자 한다.

2) 최재필, 박승호, “공간구조와 길찾기 효율성의 상관관계 분석: 공간구문론을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18, No.7, July. 2002
3) 최윤경, 민병규, “건축공간과 학습이 길찾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계획계』, Vol.14, No.7, Jul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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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설정
2.1. 길찾기 이론
2.2 길찾기와 공간인지 이론
2.3. 선행연구 검토

2.1. 길찾기 이론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 길찾기의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을 도시설계
적 맥락에서 찾고, 도시설계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많은 건축, 도시를
연구한 학자들이 길찾기를 건축과 도시의 맥락에서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고
건축과 도시에서 길찾기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길찾기 좋은 공간은 어떠한
공간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어왔다.
길찾기는 R.Passini가 Wayfinding in Architecture(1985)에서 정의한 것처럼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환경을 지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절차가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Passini가 정의한 것처럼, 우
리는 길을 찾는 여정에서 우리는 건축공간과 그 외 환경적인 요소들을 지각하
고 판단하여 길을 찾는데, 길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해 Weisman은
평면형상의 단순성, 시지각적 접근성, 건축적 식별성, 사인체계4) 4가지로 분류
하며, 그 중 평면의 단순성은 길찾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5)한다고 강조했
다. 이 후, 우리나라에서도 김성준(2005)의 연구에서 길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건축적 차별화, 시각적 접근, 공간의 단순화 그리고 안내 표시체계6) 4
가지로 분류했다.
4) Weisman G.D, 『Wayfinding in the Built Environment : A Study in Architectural
Legibility』,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89
5) 최윤경, 민병규, “건축공간과 학습이 길찾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논문집 계획계』, Vol.14, No.7, July. 1998
6) 김종환, 『건축공간 지각특성과 경로탐색(Wayfinding)측면을 고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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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길찾기와 공간인지 이론
본 연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안내사인을 설계하는 것에 있다. 보행자 입장에
서 안내사인이 잘 디자인되기 위해 길찾기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와 공간과 관
련된 디자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길찾기와 관련하여 공간인지를 언급했던 연구는 학술지 Sharon
MacMinner "Wayfinding : Human Perceptions & Orientation ; in the
Built Environment" 이 있다. 길 찾기에 도움이 되는 공간인지의 시각적 단서
중 가장 명확한 것은 안내사인이지만, 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그리고 복도 등
의 건축적 요소 또한 좋은 시각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7) 그리고 안
내사인과 건축적 요소뿐 아니라, 벽의 색, 재질을 변화시키는 것, 특정 지역의
조명을 최대화 시키거나 최소화 시키는 등의 공간인지를 변화시키는 인테리어
적 처리도 길 찾기룰 위한 시각적 단서로 제공될 수 있다고 했다.8)
또한, 오인욱, 『실내디자인 방법론』 에서는 안내사인을 실내공간의 기본요
소 중 한가지로 실내공간, 실내재료 등과 함께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꼽
았으며, 인간이 인지하는 환경요소로서 실내공간의 디자인에 대해 연구했다. 그
는 사인의 목적을 . 도시환경의 구조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질서있는 정
보를 제공 하며, ⅱ. 형태, 색채, 배치 그리고 최근에는 장치적인 것까지 구사
하여 단순명쾌하게 행동의 능률을 높여주며 마지막으로 ⅲ. 지역 또는 설치 대
상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사인을 만들어 냄으로써 환
경 전체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효과에 있다고 정리했다.9)
그는 이렇듯 공간을 디자인하는데 환경심리학의 관점에서 인지적 접근이 필요
한 이유를 공간 인지 이론은 실제 공간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시퀀스 디자인
(sequence design)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10) 이는 본 연구
가 연속적인 공간을 다루는 도시설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
7) Sharon MacMinner, 『Wayfinding : Human Perceptions & Orientation ; in the Built
Environment』,page 1
8) 위의 글, page 1
9) 오인욱, 『실내디자인 방법론』, 기문당, 2001, page 35-36
10) 위의 책, pag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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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구조와 구성에 따라 보행자가 어떻게 인지할지에 대한 안내사인과 공간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공간의 깊이감 혹은 스케일을 조절했을 때, 끊임없이 움직이는 보행자에게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공간을 보이도록 착각하게
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11) 따라서, 길찾기에서 안내사인을 보고 끊임
없이 이동하는 보행자에가 주로 활용하는 시각과 관련된 공간인지 이론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1] 『실내디자인 방법론』에서 제시한 인지적 구성요소별 방법론 중 실내 공
간 부분 정리12)
공간 디자인 방법

시각 인지 내용
ⅰ. 선 투시도법 : 각각의 직선들이 중앙의 한 점에 집중되도록
하여 공간을 묘사하는 방법
ⅱ. 질감차이를 이용한 투시도법 : 거리에 따라 질감의 강약을

투시도법

조절
ⅲ. 공중 투시도법 : 빛의 산란과 투과성질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라 강약을 조절
ⅳ. 축소 투시도법 : 정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물체의
왜곡된 표현

공간의
깊이감
조절

한 공간의 일부가 옆 공간에 보이는 시야를 부분적으로 가로막
공간의
삽입 및 중첩

아 공간이 연속적으로 겹치도록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다. 중첩
된 공간과 수직,수평적 요소는 공간의 거리감을 고조시킨다. 건
물의 공간적 배열을 중복적으로 배치하는 것부터 가구의 표면처
리를 중복적으로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그림자는 물체 자체에 생기는 그림자와 외부로부터 투사되어

빛 / 그림자

생기는 그림자 두 가지가 있는데, 물체 자체에 그림자를 만들어
줌으로써 움푹 들어가거나 약간 솟아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물체, 무늬, 형태를 서로 반대되거나 대조되게 배치하면 공간

공간의 스케일 조절

을 역동적인 긴장감을 갖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성을 지닌 요
소와 고정되어 있는 외벽과 대조를 이루도록 설치하면 공간의
방향성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다.

11) 오인욱, 『실내디자인 방법론』,
12) 위의 책, page 190-194

기문당, 2001, page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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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검토

길 찾기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길 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특성을 분석하여 길 찾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대
부분이었다. 아래 <표>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길 찾기를 연구하기 위해 시지각
적요인, 평면구조, 공간구조, 보행습성의 요소를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시지각적요소(김종
환, 1992; 김성준, 2005; 정지석 외, 2006), 건축평면구조(유신영, 1996), 공간구조
(최재필 외, 2002; 백승호, 2002; 이수민, 2008; 이용선, 2011), 보행습성(김영신
외, 1998) 그리고 사인시스템(여혜진 외, 2011)이 경로선택을 하는데 각각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요소들을 도출해 내고 분석하여
앞으로 설계계획을 할 때 길 찾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한 연
구들이었다.
대부분의 연구의 경우 실험 혹은 설문조사를 통해 길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에서 그쳤지만, 향후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전방향 혹
은 설계제안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여러 연구 중 향후 보행자들의 더 나은 길찾기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로
는 김종환의 “건축공간 지각특성과 경로탐색(Wayfinding)측면을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1992)가 있다. 이 연구의 경우 길 찾기 좋은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건축계획
과정에서 보행자의 좌측통행, 지름길을 찾아 걷는 등의 특징을 규정하고 건축공간
을 계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는 보행자의 보행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보행자들의 길찾기가 중요한 공간을 설계할 때 도움을 주는 시사점
이 있는 반면 현재 서울역을 비롯한 길찾기의 용이성이 필요하지만 이미 공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길찾기를 위한 개선안 또한 제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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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길찾기 선행 연구에 활용된 요소와 내용
길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시지각적
요인

건축
평면구조

공간구조

선행연구

내용

김종환, “건축공간 지각특성과
경로탐색(Wayfinding)측면을 고
려한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2

건축공간 내에서 wayfinding
적 경로선택 및 실행과정의
구성적 특징을 좌측통행, 좌
향전, 지름길 등으로 분석하
고, 이를 건축계획과정에 응
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김성준, “지하공간의 길 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시지각적요인에
대한 연구 - 코엑스몰과 명동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
계학 석사논문, 2005

간판, 안내표시체계, 랜드마
크, 색채 등의 시지각적 요인
의 분석 및 평가

정지석, 박혜경, “코엑스몰에서
의 시각적인 길찾기 단서에 따
른 보행자의 길찾기에 관한 연
구”, 대한건축학회, 2006

시각적인 길찾기 단서를 표
지판, 그래픽, 패턴, 색상, 조
명 등이 길찾기에 미치는 영
향 분석

유신영, “건축평면구조가 건물
이용자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1996

Lynch, Weisman, passini가
정의한 명료도의 개념으로
건축명료도 개념 모델을 개
발하여 건축평면의 변수들이
길찾기 과정에서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 분석

최재필, 백승호 “공간구조와 길
찾기 효율성이 상관관계 분석 공간구문론을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 2002

공간구문론의 상의 분석지표
를 통합도, 통제도, 연결도로
두고 VRML, JAVA를 이용하
여 컴퓨터 길찾기 프로그램
설계

백승호, “공간 구조가 길찾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
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
사논문, 2002

행태적, 심리적 측면의 길찾
기를 가상의 공간구조 실험
환경 조성하여 연구

이수민, “강남역 지하공간의 길
찾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
회, 2008

공간구조 인지를 중심성, 위
계성, 영역성, 명확한 기능배
치라는 4가지 요소로 추출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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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공간구조를
반영한
sign 배치에 관한 기초연구”, 대
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
문집, 2011

David Gibson의 ‘공간정보 디
자인’에서
제공한
도면을
space syntax 프로그램으로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사인의
유형별로 어느 지점에 위치
하고 있는지 상관관계를 분
석

보행습성

김영신, 도경석, 안소미, “길찾기
에서 나타난 보행습성에 관한
연구 -도심공간에서의 실험을
통해”, 대한건축학회, 1998

설문으로 인식지도를
보행습성 분석

사인시스템

여혜진, 이동훈, 이창, 『길찾기
좋은 서울(Legible Seoul)을 위
한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안내표지의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 도
출

그려

하지만 우리는 길 찾기를 할 때, 시각적 단서(visual cues)에 주로 의지하게 되는
데13), 그 중 사인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길 찾기 단서14)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길 찾기 의사결정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인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서
울시정연구원의 ‘2011 길 찾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존재
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도 문제분석은 되어있지만 단기-중. 장기로 나누어 정책
적인 해결책을 내놓았고, 실제 공간에 적절하게 설계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적인 고정요소인 대상지의 공간구조와 실제적인 문제
를 비고정요소인 사인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서 도시설계의 입장에서
길 찾기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제 대상지의 공간과 사인시스템 문제를 분석하
고, 적절하게 재설계하며 공간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그 차별성이 있다.

13) Sharon MacMinner, 『Wayfinding : Human Perceptions & Orientation ; in the Built
Environment』
14) 정지석, 박혜경, “코엑스몰에서의 시각적인 길찾기 단서에 따른 보행자의 길찾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22 No.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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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상지 선정

3.1. 대상지 선정 배경
3.2. 대상지 현재 사인시스템 정책 및 설계 가이드라인

3.1. 대상지 선정 배경

네이버 위성사진 사용

[그림3-1] 서울역 위성사진

대상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이다. 서울역은 국내외 교통
허브로서 서울역사, 공항철도, 지하철, 버스 환승 센터 등의 다양한 지상의 공
간과 지하철, 공항철도, 경의선 등의 다양한 지하공간이 얽혀있어 매우 복잡하
며 길 찾기의 편의성이 중요한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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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역무시설 B: 판매시설 C: 보행광장 D:주차장 E: 철도공사서울사옥
F: 서울역문화재 G:광장 H:승강장연결통로 J: 버스승강장

[그림3-2] 서울역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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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서울역 3D 맵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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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대상지 서울역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1] 서울역 특징
서울역 특징

Multi - Modal

내용

지하철, KTX, 공항철도, 교외선, 버스, 보행
지하- 플랫폼, 콘코스

Multi – Level

지상1층- 대합실, 지하출입구, 공공장소
지상2층 이상 – 대합실, 상업, 회의, 업무

Multi - Movement

수평이동- 평면보행
수직이동-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일반인, 노약자, 장애인

Multi – User

내국인, 외국인
서울시민, 지방방문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역사 – 지하철, 철도, 공항철도
쇼핑- 백화점

Multi – Function

국제회의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주변 – 숭례문, 남산, 도심부 등

Multi – Transfromative

공간의 확장, 개조, 노후화, 조정

서울역의 특징은 위의 표와 같이 총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서울역
내에서 보행으로 걷기 이동을 하기도 하고, 버스로 환승하기도 하며,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교외선인 경의 중앙선, KTX, 그리고 공항철도의 교통수단을 탑승하고 이동하기
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Multi-Modal)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교통수단들이 여러 층에 걸쳐(Multi-Level)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거나 통과하
여 지나기 위해 보행자들은 수직과 수평의 다양한 이동형태(Multi-Movement)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여러 연령층의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Multi-User)이 다양한 목적
(Multi-Function)을 가지고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허브이다. 마지막으로, 서울
역의 공간적 특징은 오랜 시간에 걸쳐 교통수단이 추가되고 변경됨에 따라 서울역의
공간이 확장, 개조, 변형, 조정되며 발전이 되기도 하고 노후화가 진행되어왔다는 특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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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지 현재 사인시스템 정책 및 설계 가이드라인
서울역의 사인시스템의 정책 및 설계는 서울 구역사가 생긴 1900년부터 지하철이 개통된
지 30여년 전, 그리고 현재까지 수정되고 추가되어왔다.

[그림3-4] 대상지 관련 사인시스템 정책 변화

현재 서울역과 관련된 사인시스템 관련 정책으로는 가장 최근 2008년에 서울
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제출한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있다. 급속도로 비
대해진 인구와 생활의 질적 상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노후된 정거
장 환경은 개선이 절실한 시점15) 이라고 여겨져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제안했으며, 현재 이 안에 의해 서울역의 지하공간 안내사인이 설계되고 배치
되어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문제점을 고밀도 현상, 안전사고 위험, 비효율적 안내체
계, 복잡한 환승체계, 각종 환승체계, 각종 시설 노후16) 다섯 가지로 꼽았다.
특히, 이 정책제안서의 서언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공간,
안내사인, 시설물 등 지하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 첫 번째
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체계적인 환경정리를 해 나
가고자 했으며, 두번째, 이용자를 다각적으로 배려한 디자인을 계획했고, 마지
막으로, 지하공간이라는 열악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적/문화예술적 공
15) 서울특별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2008.03, page4
16) 위의 책, 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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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제공하는 등의 다각도의 접근으로 설계하고자 했다.17)
위의 세가지 큰 목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디자인의 7대 핵심전략을 제시
했다.
[표3-2]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7대 핵심전략 정리18)
7대 핵심전략

내용

- 불필요한 시설물을 최소화한다.

비우는 디자인

- 공간 환경에서의 돌출 요소들을 줄여서 공간의 개방감
을 느끼게 한다.
- 무질서한 광고와 안내 사인을 최소화하여 보다 효과적
인 시인성을 확보한다
- 건축/자재/사인/시설물 등 하드웨어적 구성요소를 시스
템화 해야 한다.

통합하는 디자인

- 컬러이미지 및 정보의 통합계획으로 디자인 위계질서를
명확히 해야한다.
- 서울 지하철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시켜 문화,
경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더불어 하는 디자인

- 광고를 비롯한 기타 운영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
을 마련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운영 관리자의 이해
를 높인다.
- 전시/공연 등의 각종 시민 참여 문화행사를 통해 활력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마감자재의 규격화, 모듈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디자인

- 체계적이고 관리 시스템속에서 운영, 관리해야 한다.
- 변화하고 발전하는 살아있는 도시, 진화하는 디자인 도
시-서울을 지향한다.

17) 서울특별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2008.03, page4
18) 위의 책, page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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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노약자를
배려한 디자인

- 노약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기능적 배려공간을 계획한
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디자인

- 문화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방안을 연구하되 개방성, 확
장성을 지향해야 한다.
- 전시, 공연 등 문화적 행사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맑고 쾌적한 환경
으로의 디자인

- 여성 배려를 위해 변기수를 대폭 증설하고 파우더룸, 수
유를 위한 복지공간 등을 설치한다.

- 지하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설비개선은 물론 색
상,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한다.
- 그린이미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실내디자인을 통하여 더
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출처 :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

위와 같은 7대 전략으로 공간요소와 시설요소로 디자인 요소를 나누어 가이
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중 사인시스템 즉 안내사인은 시설요소에 포함되며, 안
내사인을 또다시 입구유도사인, 동선유도 정보, 종합안내, 노선안내, 역명안내/
스크린도어 사인, 공공안내/실명안내, 기타 안내로 나누어 각각의 디자인 제안
을 했다.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 2장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2.3 안내
정보 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타는 곳, 나가는 곳, 갈아타는곳, 기타 시
설 안내 사인을 동선 안내 사인으로 정의했다.
[표3-4]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7대 핵심전략 정리19)
구분

세부 항목

1. 타는 곳
2. 나가는 곳
동선안내

3. 갈아타는 곳
4. 기타시설 안내 (표사는 곳,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출처 :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
19) 서울특별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2008.03, pag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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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제 2장에서 이러한 동선안내 안내사
인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3-5]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에서 제안한 동선 안내 사인 가이드라인20)
가이드라인

내용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동선의 혼란을
의무 1

야기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수량을 배치하고 사후 추가 설
치시 디자인 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철저히 적용한다.
모든 표기는 가독성이 용이한 위치에 통합적으로 표기하며

의무 2

내용이 중복되는 사인물의 설치는 피하도록 한다.
환승유도사인은 공간을 분리시키는 노선띠 형식은 금하고,

권장 3

최소 가시권 내에 벽부형 및 천정형 사인을 배치하도록 유도
의 연계성을 확보한다.
바닥과 기둥에는 사인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권장 4

섬식승강장 및 환승통로 입구 등 공간구조상 불가피할 경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와 협의 후 설치한다.
계단 앞에 설치시 계단 마감선에서 최소 2M 이상의 공간을

의무 5

확보하여 설치한다.
통로부분에 설치 시 통로진입부를 기준으로 최소 3M 정도

의무 6

이상의 간격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통로가 긴 경우에는 30M를 최대로 하여 천정형 사인을 반복

의무 7

설치한다.

출처 :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

현재 서울역의 안내사인 디자인의 디자인 하는 지표가 되는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간의 기본요소별, 안내정보 시설별, 시설물별 디자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음에도 특히 본 연구와 관련된 안내사인에서 안내정보
가 잘 제공되고 있지 않아 보행자들의 길 찾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첫 번째로, 안내사인 패널 내부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
이 대부분이으로 사인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제한적이어서 보행자들이 연속적으
20) 위의 책, page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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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하는 공간/경로와 안내사인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
인시스템을 공간과 보행자들의 공간인지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길찾기의 개
념이 그래픽 사인으로만 생각되어지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서
울역의 경우 같은 다양한 교통수단이 얽히는데 교통수단들에 대한 고려가 부
족했다. 예를 들어, ‘타는 곳’, ‘나가는 곳’, ‘갈아타는 곳’이 겹쳐지는데 이 또한
안내사인의 패널내용과 부착 위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누락된 현 가이드라인
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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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상지 사인시스템 분석 및 평가

4.1 대상지 세부 경로
4.2 분석의 틀 설정
4.3 경로 1~4 사인시스템 분석

4.1. 대상지 세부 경로
서울역을 찾는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경로를 움직이게
된다. 매일 서울역 근처의 수많은 회사들로 출퇴근의 일상생활로 서울역을 이
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수도권 각지에서 서울역을 경유지로 하여 다른 지하
철 노선으로, ktx, 경의중앙선 그리고 버스 등의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기
위해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보행자들의 모든 예상 경로를
분석하여 현재 길찾기에 문제가 되는 원인들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
지만,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경로를 선정하여 서울역의 길찾기와 관련한 도시
설계적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서울역이 출발지인 경우 외부에서 서울역 내부로 들어오는 경로를 거치고, 서
울역을 목적지로 하는 경우에는 지하에서 지상 출구로 나오는 경로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서울역이 서울의 다른 주요 역보다 중요성을 갖
게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한 교통수단에서 또 다른 교통수단으로의 환승경
로를 중점으로 연구하려고 한다. 지하철 1,4호선, KTX, 일반 기차, 경의중앙선,
버스 총 6개의 교통수단이 서울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환승경로 또한 서른여개
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할 경로는 실제 이용
하는 보행자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느끼는 환승 경로를 선정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메트로에서 공개한 민원글을 참고한다. 서울메트로 서울역 공개 민원
글 21개 중 길 찾기 관련 민원글은 모두 다음 표와 같이 환승구간에서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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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표4-1] 2015년 ‘서울역’ 길찾기 관련 인터넷 민원 정리
공개
태

상

민원 날짜

내용

‘ 공항철도를 이용하여 4호선으로 갈아탈때 정면
에 좀더 방향을 보여주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세
공개

2015/8/9

요
정면에서 왼쪽으로 4호선으로 연결되어있는데 무
심코 환승 창구인줄로 착각하고 찍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
‘ 1호선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려고 갈아타는곳
표시대로 따라갔는데 갈아타는곳은 없고 나가는
곳만 있네요 덕분에 다시 왔던길 돌아갔고 심지

공개

2015/5/30

어 환승못하고 요금다시냈습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는 서울 대표역인 서울역에 환승하는게 이리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확인해보시기 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4호선 서울역에서 인덕원역까지
출,퇴근하는 직장인 입니다.
아침 출근길 4호선 서울역에서는, 여행가방을 들
고 명동 방향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많이 목격
합니다. 모두들 명동 방향을 몰라 노선도를 꺼내

공개

2015/1/23

한참을 찾아보거나나, 반대편인 안산방향에서 노
선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크린도어 상단에, 회현역이라는 방향 글씨 외
에, 명동역 방향이라는 안내문구도 함께 넣어주
시면,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
오니,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
출처 : 서울메트로 고객의 소리 공개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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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길찾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전략(2011)’에서 서울
지하철의 내에서의 사인시스템의 문제를 환승안내표시, 출구방향 지역안내표시,
동선결정표시 세가지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상지인 서울역 중 여러
교통수단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다음 세 경로를 세부 대상지로 연구를 진행한
다.
·경로1) 1호선 → 4호선
·경로3) 4호선 → 경의중앙선(경의선)
·경로3) KTX → 1호선
·경로4) 4호선 → 버스환승센터
첫 번째 경로는 서울역 지하철 간의 환승구간이며, 두 번째 경로는 지하철 4
호선에서 경의선의 환승구간이다. 경의중앙선선은 경기도 파주에서 일산과 서
울 중심부를 지나 경기도 용문까지를 잇는 수도권 철도로 서울과 수도권, 특히
일산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가장 중심교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에서
서울로 처음 오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다음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대
표하는 경로인 3번째 경로는 KTX에서 1호선으로 갈아타는 경로이다. 마지막으
로, 4번째 경로는 서울시민의 발인 대표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버스환승센터로
환승하는 경로이다. 서울역의 버스환승센터는 서울역 근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버스 정류장을 2009년 중앙차선에 모아 서울의 동서남북 각 곳으로 뻗어
나가는 여러 버스가 모이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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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의 틀 설정
1) 경로선택 결정 영역
대상지의 세부 경로들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선택 결정점의 사인시스템이 적
절한지 평가 할 것이다.

실제 보행자가 경로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점들을 정

리하였으며, 이 결정점들은 앞서 제시한 ‘Multi – Modal, Multi – Level,
Multi – Movement, Multi – User, Multi – Function’ 다섯 가지의 서울역
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요소이기도 하다.

[표4-2] 대상지에서 공간구조와 사인시스템을 분석해야 하는 경로선택 결정지점들의
종류
경로선택 결정 지점

내용

평면 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선택이 되는 지
방향 선택 영역

점으로, 직선이동에서 몸의 움직임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틀어야 하는지 선택하는 영역이다.
서울역과 같은 다층구조에서 수직 이동을 어디서

수직-수평 전환 영역

하는지, 한 후 어느 곳에 도달하게 되는지 알고 선
택하는 영역이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는 서울역에서는 보

프로그램 전환 영역

행자들은 공간의 용도가 변화하는 영역에서 선택을
하게 된다.
서울역과 같이 환승 구간의 거리가 긴 경우 보행

경로 확인 영역

자들은 자신이 걷는 경로가 맞는 경로인지, 아닐 경
우 돌아가기 위해 확인 하고 싶어 함으로 일정 구간
에 한번씩 경로를 확인, 재선택 하게 된다.
서울역에서 다른 종류의 교통 수단으로 갈아 탈

개찰구 영역

때에는 개찰구를 꼭 지나게 된다. 한 번 나간 후에
는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개찰구 앞에서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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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인시스템의 종류 및 분류체계
사인시스템의 종류 및 분류체계는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왔다. Sims Mitze는
‘Sign

Design’에서

Orientation,

Information,

Regulatory,

Directional,

Ornamental sign 다섯가지로 분류하였고, David Gibson은 ‘The wayfinding
handbook’에서 Identification, Orientation, Direction, Regulatory 네가지로
분류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사인시스템을 분류하여 연구한 사례로는 서울시정
개발 연구원의 보고서 ‘2011 길찾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전략’에서 지하철 역사
내 안내정보를 안내표지판, 광고, 안전정보, 운해정보, 지하철 운영자 공익정보,
서울시 공익정보, 중앙정부부서 공익정보, 보안/선거/복지 관련정보 8가지로 나
누기도 하였다.21) 서울역의 사인시스템을 분석하기에는 David Gibson의 분류
체계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그의 저서인 The wayfinding handbook에서 제
시한 다음과 같은 종류 분류체계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류체계가 결정점에서
안내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표4-3] The Wayfinding Handbook에서 제시한 사인시스템 종류 분류체계22)
종류

인지사인
(Identification)
방향사인
(Orientation)
위치사인
(Directional)
규제사인
(Regulatory)

내용

예

장소의 이름이나 기능에 대한 시각적

‘서울역’

표지물
보행자의 움직임과 길찾기의 신호, 단서

‘갈아타는 곳→’

가 되는 방향표지
보행자들에게 자신들의 위치와 주변
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사인 및

‘종합안내도’

지도
해야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규제
에 대한 사인

‘들어가지

마시

오’

출처 : David Gibson, The Wayfinding Handbook

21) 여혜진, 이동훈, 이창, 『2011 길찾기 좋은 서울을 위한 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2) David Gibson, 『The wayfinding Handbook』, 2009, page 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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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점에서 사인시스템 평가 가이드라인
대상지 세부 경로의 각 결정점의 사인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가요소를 참고하여 평가한다.
[표4-4] 런던 교통국에서 제시한 사인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23)
종류

내용

예상 가능한

보행자가 예상할 수 있는 필요한 위치

(Predictable)

에 사인을 배치해야 한다.

생각을 하지 않고도 이해 가능한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요구되는

(Don’t make me think)

순서대로 사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어린이, 노약자, 몸이 불편한 사람 등

인간의 체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령과 체형의 보행자를 위한 유

(Human scale)

니버설 디자인의 사인을 사용해야 한다.

중간에 끊김이 없이 아주 매끄러
운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가는동안 사인시
스템이 끊기지 않게 배치되어야 한다.

(Seamless)
단계적인 정보제공
(Progressive disclosure)
포괄적인

보행자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각 위
계의 단계적인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담

(Inclusive)

고 있어야 한다.

절약, 인색

정보의 과다, 중복을 피하고 필요한 정

(Parsimony)

보만 명확하게 전달한다.

장소에 이름 붙이기
(Name the place)

혼동이 생기기 쉬운 언어 혹은 ‘거기’
가 아닌, 목적지들의 위계에 따라 적당한
이름을 붙인다.

출처 : Transport for London, Legible London

23) Transport for London, 『Legible London』, 2007,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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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경로 1~4 사인시스템 분석

■

경로1

■

경로2

■

경로3

■

경로4.1

■

경로4.2

[그림4-1] 서울역 3D 맵핑에 경로 표시

4.1에서 위의 도판과 같이 대상지의 세부 경로를 4가지로 선정했다. 현재 장
에서는 각 경로마다 공간구조와 안내사인을 함께 분석하여 도시설계적 이슈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도면에 보행자의 예상 이동경로를 표시
한 후 보행자가 경로를 결정하게 될 예상 경로 결정지점을 찾는다. 두 번째로
다음과 같은 표로 분석틀을 만들어 공간구조와 안내 사인을 함께 분석한다.

현재 모습 (사진)

공간구조 다이어그램

— 공간구성 요소 — 선택 가능 경로 — 필요 사인 — 보이는 모든 사인

공간구조 다이어그램에는 바닥, 벽, 천정 등의 공간 구성 요소, 보행자의 이동
방향, 보행자가 보게 되는 모든 사인들 그리고 보행자가 이동하는데 꼭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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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인을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진과 공간구조 다이어그램으로 현재
안내사인시스템을 평가한다.

4.3.1. 경로 1 세부 분석
첫 번째 경로는 지하철 1호선에서 지하철 4호선까지의 환승구간이다. 이 구간
에서 보행자는 ‘지하철1호선 승강장 → 지하철 1호선 대합실 → 환승통로 →
4호선 대합실 → 지하철4호선 승강장’을 지나게 된다.

—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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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B2 지하철 1호선 승강장

—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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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B1 지하 환승통로

1) 경로1 선택 결정점1

· 경로 선택 결정점1-1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하차 후, 앞, 좌, 우 방향 중 어디로
가야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 보면, 방향 표시 외에도
수많은 사인과 광고들로 인해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사인이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지하철에 내려 보행자의 위치가 어디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사인이 서울역과 같은 복잡한 공간구조를 가진 장소에서는 필요한데
빠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경로1 선택 결정점2

· 경로 선택 결정점1-2 : 경로 확인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하차 후, 방향을 틀어 환승 출구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다. 정확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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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방향사인이 필요하다. 현재 4호선으로 가는 방향사인은 기둥에 띠가
둘러진 형태로 되어있다. 수많은 사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3) 경로1 선택 결정점3

· 경로 선택 결정점1-3 : 방향 선택 지점,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에스컬레이터가 중복적으로 가까이 위치하여
사람들이게 어느 에스컬레이터가 4호선 환승으로 가는 것인지 혼란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밀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직 이동 후 어느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지 보행자들이 예상가능하게 하는
안내 사인이 필요하다.
4) 경로1 선택 결정점4

·

경로 선택 결정점1-4 : 방향 선택 지점,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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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하차 후, 방향을 틀어 환승 출구를 찾으러
가는 여정이다. 정확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연속적인 방향사인이 필요하다. 현재 4호선으로 가는 방향사인은 기둥에 띠가
둘러진 형태로 되어있다. 수많은 사인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5) 경로1 선택 결정점5

· 경로 선택 결정점1-5 :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윗 층으로 올라갔을 때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보행자에게 필요한 안내사인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지만, 안내사인이
진행방향 직각으로 위치하고 있어 좁은 에스컬레이터의 입구에서 혼란을
겪거나 맞는 입구임에도 사인을 보지 못해 뒤를 돌아 첫 번째 에스컬레이터로
다시 돌아가기도 한다.
6) 경로1 선택 결정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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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선택 결정점1-6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에 위치하는 지하철과 공항철도 역으로 들어오
는 다양한 출발지와 목적지를 가진 보행자들의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또
한, 사람들이 항상 이동하고 모여드는 넓은 평면 공간으로 스케일이 확장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반복되는 방향사인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다양한 목적지들
의 인지사인 배치가 되도록, 기둥들에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4호선 환승 안내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
7) 경로1 선택 결정점7

· 경로 선택 결정점1-7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이전 위치에서는 사인이 보이지 않았다면, 현재
위치에서는 기둥들에 사인이 기둥 부착 형태, 천정 부착 형태, 띄 형태, 벽의
패널 형태 네가지로 중복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8) 경로1 선택 결정점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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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선택 결정점1-8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긴 환승통로에서 본인이 제대로 환승경로를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 필요하다. 이 통로에서는 연속적으로 띠가
부착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상, 하행 4호선을 모두 탈 수 있는지, 목적지
뿐 아니라 노선을 보여주는 종합 안내 사인이 필요하다.

4.3.2. 경로 1 종합
· 결정점 4 와 같은 경우처럼 수직이동 수단이 중복적으로 가까이 위치할 경
우, 각각 이동 후 목적지를 명확히 표시해 주어야 한다.
· 결정점 5 와 같은 경우처럼 진행방향과 사인의 부착 위치가 직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결정점 6 과 같은 환승 경로 교차 영역이 되는 넓은 평면 공간에서, 다양한
목적지들의 안내가 한 공간 안에서 다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방향사인들의 배치가 적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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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경로 2 세부분석
두 번째 경로는 지하철 4호선에서 중앙 경의선까지의 환승구간이다. 이 구간
에서 보행자는 ‘지하철 4호선 승강장 → 지하철 4호선 대합실 → 환승통로1
수직이동) → 환승통로2 (보행광장) → 경의 중앙선 입구’를 지나게 된다.

—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4] B2 지하철 4호선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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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5] B1 지하 환승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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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6] B2 지상 보행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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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2 선택 결정점1

· 경로 선택 결정점 2-1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하차 후, 앞, 좌, 우 방향 중 어디로
가야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지점이다. 1호선 환승으로의 띠 사인, 서울역,
경의선으로 환승하는 패널 사인, 출구사인이 무질서하게 혼재한다.
2) 경로2 선택 결정점2

· 경로 선택 결정점 2-2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하차 후, 긴 대합실 끝에 위치한
경의선으로의 환승 통로 입구까지 보행자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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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로2 선택 결정점3

· 경로 선택 결정점 2-3 : 경로 확인 지점, 수직- 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하차 후, 긴 대합실 끝에 위치한
경의선으로의 환승 통로 입구까지 보행자들은 여러 출구로 향하는 수직
이동수단인 계단을 만나게 된다. 그 때마다 보행자들의 목적지에 맞는 수직
이동수단이 있는 곳의 방향을 안내해주는 사인이 필요하다. 사인은 이동하는
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해야 한다.
4) 경로2 선택 결정점4

· 경로 선택 결정점 2-4: 경로 확인 지점, 수직- 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지하철로
환승하기 위해 내려오는 사람들, 환승과 출구를 위해 지상으로 올라가는 사람
들이 모이는 대합실의 가장 북쪽 부분이다. 보행자는 이 방향 결정점에서 내려
오는 방향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위치 천정 부착형 사인에서 경의선 환승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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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찾아야 한다. 다양한 경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인시스템이 적절하게
배치되어야한다.
5) 경로2 선택 결정점5

· 경로 선택 결정점 2-5 : 수직- 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1호선의 환승 안내사인 2개, 서울역의 안내
사인 아래 경의선이 작게 추가되어 있다. 수직 이동 후 보행자가 도달하게 되
는 목적지들을 같은 위계로 명시해야 한다.
6) 경로2 선택 결정점6

· 경로 선택 결정점 2-6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입구 부분에서부터 환승 통로를 이동하는 동안 1호
선 환승은 계속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경의 중앙선의 경우에는 입구부분에서
1호선가 함께 명시된 후 안내되지 않고 있어 보행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환승통로 입구에서 명시한 목적지들을 함께 연속적으로 명시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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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로2 선택 결정점7

· 경로 선택 결정점 2-7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비교적 좁은 환승 통로 복도에서 넓은 구간으로 진
입하는 지점이다. 또한 왼쪽으로 공항철도 환승 통로가 새롭게 신설되어 양 방
향의 환승구로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 지점에서 지하철 1호선 환승사인만 천정
형으로 부착되어 있고, 경의 중앙선뿐만 아니라 서울역으로의 환승 통로 안내
사인이 없다.
8) 경로2 선택 결정점8

· 경로 선택 결정점 2-8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넓은 보행 교차 평면으로 들어오면, 출구2개와 1호
선 환승 통로가 보인다. 멀리 있는 기둥에 서울역 환승과 함께 표시되어 있기
는 하지만, 광고판, 1호선 환승통로와 ‘나가는 곳’ 출구 안내사인들 순서로 배
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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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로2 선택 결정점9

· 경로 선택 결정점 2-9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경의선으로의 안내 사인이 진행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다. 보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두 담고 있기는 하지만, 천정에 출구 안
내, 기둥에는 서울역, 경의선, 또다시 1번 출구 서울역 안내가 패널 형으로 부
착되어 정보의 중복으로 명확성이 떨어진다.
10) 경로2 선택 결정점10

· 경로 선택 결정점 2-10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교통 카드를 찍고 1번 출구이자 서울역, 경의선 환
승통로로 나가기 위해 수직 이동 수단인 에스컬레이터로 가는 과정이다. 경의
선이 1번 출구이고, 1번 출구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임을 정확하
게 안내해야 한다. 또한, 서울역 방향을 설명하는 안내사인이 다양하게 부착되
어 있지만 정보들이 중복되거나 흩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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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로2 선택 결정점11

· 경로 선택 결정점 2-11 :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수직 이동점에서 보행방향과 일치하게 사인이 부착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1번 출구 경의선, 경의중앙선, 서울역/경의선으
로 표현되어 왔기 때문에 혼동이 생길 수 있다.
12) 경로2 선택 결정점12

· 경로 선택 결정점 2-12 :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수직 이동점에서 수평이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또한, 여러 교통수단으로의 환승이 갈라지는 구간이고, 대형마트, 철도 경찰대
등의 프로그램들로 향하는 첫 구간이다. 하지만, 경의 중앙선은 현재 보다 아
래층 레벨에 위치함에도 북동쪽을 향하는 화살표로 되어 있어 경의 중앙선으
로의 위치예상이 잘못될 수 있다. 안내사인도 교통수단과 프로그램이 혼재되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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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로2 선택 결정점13

· 경로 선택 결정점 2-13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긴 보행광장의 첫 진입 지점이다.
14) 경로2 선택 결정점14

· 경로 선택 결정점 2-14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위치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신역사 2층에 있는 보행광장을 지나야 경의중앙선
으로 환승할 수 있다. 이 때, 익숙하지 사람들에게 이 보행광장은 꽤 큰 공간
감을 주어 반복적인 환승 방향 안내가 필요하다. 대형 마트에 가려 있어 그 목
적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지사인과 방향 안내
사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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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로2 선택 결정점15

· 경로 선택 결정점 2-15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위치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경의 중앙선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대형 마트에 가
려 있어 그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지사
인과 방향 안내사인이 필요하다. 게다가, 마트로 들어가는 차량 램프에 목적지
로 가는 횡단보도가 놓여 있어 환승통로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보행자들이 다시 신역사 쪽으로 가게 되는 왼쪽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길을
헤매게 된다. 환승 통로 입구로 인식되기 힘든 공간구조를 가진 이 경로 선택
점에서 중요한 방향 안내사인이 빠져있다.
16) 경로2 선택 결정점16

· 경로 선택 결정점 2-16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위치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경의 중앙선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대형 마트에 가
려 있어 그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인지사
인과 방향 안내사인이 필요하다. 게다가, 마트로 들어가는 차량 램프에 목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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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는 횡단보도가 놓여 있어 환승통로로 인식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많은
보행자들이 다시 신역사 쪽으로 가게 되는 왼쪽 방향을 선택하게 되어 길을
헤매게 된다. 환승 통로 입구로 인식되기 힘든 공간구조를 가진 이 경로 선택
점에서 중요한 방향 안내사인이 빠져있다.
17) 경로2 선택 결정점17

· 경로 선택 결정점2-17 : 방향 선택 지점,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경의 중앙선의 입구는 이 곳 한군데이다. 하지만 다
른 지하철역들의 기둥형 사인이나 비교적 큰 사인들에 비해 입구표시가 잘 되
어있지 않아 보행자가 내려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한다.
18) 경로2 선택 결정점18

· 경로 선택 결정점2-18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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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위치는 동선이 갈라지 는 곳에 위치하여 비교적 정
확하나, 방향표시가 위 쪽을 향하는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어 보행자가 혼돈할
수 있다.
19) 경로2 선택 결정점19

· 경로 선택 결정점2-19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보행자가 수직 이동을 한 후 큰스케일의 광장에서
기둥들 옆 좁은 경의 중앙선 입구로 진입하는 지점이다. 입구의 표시가 되어있
기는 하지만, 좀 더 입구성이 느껴지는 사인이 필요하다.

4.3.4. 경로 2 종합
· 이동경로 대부분에서 지하철 1호선, 서울역,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의
환승안내사인, 출구안내사인이 부착 위치와 디자인이 불규칙적이다. 규칙과
위계를 가지고 보행자들이 예상 가능한 위치에 정보가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 결정점 3처럼, 수직이동수단이 존재할 경우, 수직이동 후 도달하게 되는
도착지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 결정점 1,6에서의 문제처럼, 다양한 이동수단의 환승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안내된 교통수단이 중간 이동과정, 방향이 갈리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도착점에서까지 연속적으로 누락되거나 끊기지 않게 안내되어야 한다.
· 결정점 10,12 에서처럼 기둥에 부착되는 안내사인은 내용의 중복을 피한다.
· 결정점 12에서처럼 천정형 안내사인의 경우 특히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화살표의 사용을 적절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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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경로 3 세부분석4
세 번째 경로는 KTX 하차지점에서 지하철 1호선까지의 환승구간이다. 지방에
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 각 곳으로 이동하는 대표 경로로 구간에서
보행자는 ‘KTX 승강장 (서울역 신역사 1층)→ 서울역 신역사 2층 → 환승통로
1 (수직이동) → 지하철 1호선 대합실’을 지나게 된다.

—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7] 1F 서울역 KTX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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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8] 2F 서울역 신역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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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9] B1 지하 환승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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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3 선택 결정점1

· 경로 선택 결정점3-1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나오는 방향으로는 정면에 사인이 없어서 보행자가
문을 나온 뒤 방향에 대해 미리 예상할 수 없다.
2) 경로3 선택 결정점2

· 경로 선택 결정점3-2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위치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나와서 왼쪽 방향으로 보았을 때 모습이다. KTX
열차 탑승자들을 위한 안내 사인은 존재하지만, KTX에서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하거나, 출구를 찾는 보행자들을 위한 안내표시는 이 곳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 48 -

3) 경로3 선택 결정점3

· 경로 선택 결정점3-3 : 방향 선택 지점,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B1층에는 환승 관련한 안내 사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내사인을 보고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윗 층으로 올라가면
출구가 있을 것이라는 경험 혹은 예상으로 보행자들은 이동하게 된다. 아랫
층에서는 전방에 안내사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올라가기 전 위치에서도 위
층의 도착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4) 경로3 선택 결정점4

· 경로 선택 결정점3-4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보행자들이 서울역을 통해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지, 서울역 외부로 나갈지 결정하게 되는 처음 결정점이다. 서울역
근처의 지리가 익숙한 경우에는 ‘청파동 방면’, ‘숭례문 방면’으로 출구를 나갈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출구의 번호로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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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나가는 안내 표시도 출구 번호와 함께, 그리고 서울역 내부를 통해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타야하는 보행자들을 위한 안내도 필요하다.
5) 경로3 선택 결정점5

· 경로 선택 결정점3-5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위치사인,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서울역 나가는 곳, 환승하는 곳에 대한 안내가 없어
대합실 내에서 보행자들이 혼돈할 수 있다.
6) 경로3 선택 결정점6

· 경로 선택 결정점3-6 : 프로그램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나가는 곳’사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문을 지나서
서울역 밖으로 나가게 되는지, KTX 대합실에서 나가게 되는 것인지, 이 문을
지나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이전에도 이
지점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 50 -

7) 경로3 선택 결정점7

· 경로 선택 결정점3-7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문을 나가며 나간 후 어느 곳으로 향할지
보행자들은 방향을 예상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전방에 보이는 안내사인이
없어 방향 예상이 힘들다.
8) 경로3 선택 결정점8

· 경로 선택 결정점3-8 : 프로그램 전환 지점,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위치사인,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KTX 승강장에서 나와 서울역 신역사에 진입하는
지점이다. 왼쪽과 오른쪽 양 방향으로 갈리는 경로 선택점이다. 왼쪽으로 갔을
경우 공항철도, 오른쪽으로는 지하철과 경의 중앙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갈림
지점이지만 양쪽 어느 경로에 대한 안내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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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로3 선택 결정점9

· 경로 선택 결정점3-9 : 방향 선택 지점,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위치사인,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보행자가 KTX승강장에서 대합실을 거쳐 서울역
신역사로 나와 환승구를 찾아 돌아다니게 될 때, 보행자는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싶어하며 환승구를 향해 나가게 되는 지점이다. 외부로 나가는
신역사의 동쪽문이 보이기는 하지만 환승에 대한 안내 사인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10) 경로3 선택 결정점10

· 경로 선택 결정점3-10 : 경로 선택 지점,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신역사 2층으로 갈 수 있는 방향과 지하철역과 2번
출구로 갈라지는 지점이다. 출구로 나갔을 때 환승할 수 있는 안내가 비교적
잘 되어 있다

- 52 -

11) 경로3 선택 결정점11

· 경로 선택 결정점3-11 : 프로그램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KTX에서 나왔을 때 보았어야 하는
‘ç공항철도,경의선’, ‘é지하철(1,4호선),2번 출구’, è1번 출구‘가 이 지점에
부착되어 있다. 서울역 신역사 내부에 좀 더 경로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사인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출구에만 두 위계의 안내사인이 너무
가깝게 붙어있다.
12) 경로3 선택 결정점12

· 경로 선택 결정점3-12 : 방향 선택 지점, 프로그램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위치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환승 통로, 대형마트, 서울역 광장 이 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다. 천정형 안내사인이 멀리 위치하기는 하지만 방향을
선택하는 지점 앞쪽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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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로3 선택 결정점13

· 경로 선택 결정점3-13 :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선택점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서울역 내부에서 ‘나가는 곳’이 많다보니 서울역
외부로 나가는 것인지, KTX에서 신역사로 나 가는 것 같이 프로그램이
변화하는 것을 나가는 곳이라 할 때와 같이 혼용하고 있다.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 또한, 아래로 내려가는 수직이동 이기 때문에 é보다는 ê이 적당하다.
14) 경로3 선택 결정점14

· 경로 선택 결정점3-14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두 층을 이동하는 엘리베이터에서는 내려가는
중간에 에스컬레이터의 목적지에 대해 알려주는 안내사인이 필요하다. 현재
필요한 사인이 적당한 위치에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바로
직전 안내사인에서 단계적으로 내려온 하나의 안내사인시스템으로 보행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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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면 더 연결성 있는 안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5) 경로3 선택 결정점15

· 경로 선택 결정점3-15 : 프로그램 전환 지점,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보행자가 수직이동 후 도착한 곳에 대한 정보와
이동할 목적지의 방향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하는 지점이다. 적당한 위치에
적절한 안내사인이 부착되어 있다. 하지만, 공항철도, 지하철1호선,
지하철4호선의 안내가 수직 이동 전부터 현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일괄되게
표현되어있었다면 더 중간에 끊김이 없는 매끄러운 사인시스템으로 제공될 수
있었을 것이다.
16) 경로3 선택 결정점16

· 경로 선택 결정점3-16 : 프로그램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1호선 환승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 55 -

17) 경로3 선택 결정점17

· 경로 선택 결정점3-17 : 방향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이전에서 누락되었던 1호선 환승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타난다. 공항철도, 지하철1호선, 지하철 4호선의 환승구 방향이
보행자의 경로 방향으로 잘 제공 되어 있다.
18) 경로3 선택 결정점18

· 경로 선택 결정점9-18 : 프로그램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교통카드 찍고 들어오자 마자 환승 하거나 출구로
나가는 사람들의 보행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보행자의 이동 방향에 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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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로3 선택 결정점19

· 경로 선택 결정점3-19 :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아래 층으로 이동 후 1호선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다.
천정형 사인에 1호선의 주요 목적지들과 아랫방향 표시, 기둥 부착형에는
1호선으로의 방향안내가 부착되어 있다.
20) 경로3 선택 결정점20

· 경로 선택 결정점3-20 :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내려가는 곳에 1호선 갈아타는 곳의 띠 안내사인이,
올라 오는 쪽에는 4호선 갈아타는 곳의 안내사인이 적절하게 부착되어 있다.
천정형으로 1호선 승강장의 안내도 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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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경로 3 종합
· 계속적으로 KTX, 공항철도, 지하철, 1,4호선, 경의 중앙선의 경로가 겹치게
되는 신역사 내에서 이와 관련된 안내사인이 부족하다.
· 경로 1~3에서 알 수 있듯이 KTX 승강장에서부터 신역사 출구 전까지 다
른 교통수단에 대한 환승 안내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출구와 환승 가능한 교
통수단에 대한 단계적인 정보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
· 경로 4에서 알 수 있듯이 출구에 대한 안내의 경우 서울역 근처의 지리가
익숙한 경우에는 ‘청파동 방면’, ‘숭례문 방면’으로 출구를 나갈 수 있지만, 많
은 경우 출구의 번호로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서울역 외부로 나가는
안내 표시도 출구 번호와 함께 안내해야 한다.
· 경로 6에서 처럼 ‘나가는 곳’사인이 존재할 때에도, 서울역 밖으로 나가게
되는지, KTX 대합실에서 나가게 되는 것인지, 이 문을 지나 다른 교통수단으
로 환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 경로 11에서와 같이 단계적으로 제공되었어야 하는 정보들이 한 곳에 몰려
있다.
· 서울역 내부에서 ‘나가는 곳’이 많다보니 서울역 외부로 나가는 것인지,
KTX에서 신역사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을 나간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분리가
필요하다.
· 경로 17에서와 같이 중간에 누락되거나 목적지 근처에서만 안내되고 있는
사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여러 교통 수단이 시작점부터 경로가 갈리는 부분,
그리고 목적지까지 중간에 끊김없는 매끄러운 시스템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58 -

4.3.7. 경로 4.1 세부분석
네 번재 경로는 지하철 4호선에서 버스 환승센터로 환승하는 구간이다. 이
때, 이용자가 지하철의 앞쪽에서 내린 경우와 뒤쪽에서 내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4.1과 4.2로 나눈다.
경로4.1은 지하철의 뒤쪽에서 내려 지하철 4호선 대합실 북쪽 끝 계단/엘리베
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이며, ‘지하철 4호선 승강장-지하철 4호선 대합실-지하철
환승통로’를 지난다.

—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10] B2 지하철 4호선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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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11] B1 지하 환승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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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로4.1 선택 결정점1

· 경로 선택 결정점 4.1-1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보행자가 버스 환승센터가 9-1번 출구로 나가야 한
다는 것을 알 경우, ‘나가는 곳’ 천정형 사인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1호선과 공항철도의 안내는 천정형 안내사인에 붙어있는데 버스
환승 센터의 경우에는 따로 안내사인이 없다. 이 지점의 경우 1호선의 경우 직
진하여 수직이동 환승이고, 공항철도와 나가는곳의 경우 직진하고 뒤를 돌아
계단으로 환승하라는 안내사인인데, 생각을 하지 않고 이해 가능한 사인이 아
니며, 1호선과 같이 갈아타는 곳으로 나가면 더 가까운 출구도 존재한다.
2) 경로4.1 선택 결정점2

· 경로 선택 결정점 4.1-2 : 수직-수평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위치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이 출구는 1호선과 서울역사로 향하는 ‘나가는 곳’
1번출구, 그리고 버스 환승센터로 나갈 수 있는 9-1번 ‘나가는 곳’으로 연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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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출구이다. 하지만, 이 수직-수평 전환점에는 1호선 갈아타는 곳에 대한 안
내밖에 되어 있지 않다.
3) 경로4.1 선택 결정점3

· 경로 선택 결정점 4.1-3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수직이동 전과 마찬가지로, 주요 환승 통로임에도 1
호선 외에는 보행자가 찾을 수 있는 안내사인이 없다.
4) 경로4.1 선택 결정점4

· 경로 선택 결정점 4.1-4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특히, 서울역의 현재 환승통로의 경우 오른쪽의 출
구 통로가 잘 보이는 공간구조를 가지는데, 이때 보행자들은 버스 환승센터로
나가는 곳을 기둥과 기둥 사이로 발견할 수 있다. 보행자들이 진입할 수 없지
만 훤히 잘 보이는 이 지점에서 보행자들은 어떻게 버스환승센터로 나가는 곳
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서서 궁금해하며 혼란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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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4.1 선택 결정점5

· 경로 선택 결정점 4.1-5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나가는 곳’ 또는 버스 환승센터에 대한 안내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6) 경로4.1 선택 결정점6

· 경로 선택 결정점 4.1-6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KTX/경의중앙선으로 가는 신역사 나가는 곳인 1번
출구, 첫 번째 1호선 입구, 9-1 버스환승 센터로 나가는 곳으로 방향이 세군데
갈리는 곳이다. 나가는 곳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버스 환승센터가 9-1인 것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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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로4.1 선택 결정점7

· 경로 선택 결정점 4.1-7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두 번째 1호선 입구, 9-1 버스환승 센터로 나가는
곳 두 방향으로 갈리는 곳이다. 이 지점 또한 나가는 곳에 대한 안내가 있지
만, 버스 환승센터가 9-1인 것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안내가 필요하다.
8) 경로4.1 선택 결정점8

· 경로 선택 결정점 4.1-8 : 프로그램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카드를 찍고 완전히 서울역에서 나갔을 때, 다시 들
어오면 요금이 이중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는
9-1번 나가는 곳이 서울버스 환승센터임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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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로4.1 선택 결정점9

· 경로 선택 결정점 4.1-9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오른쪽 두꺼운 기둥 사이로 들어가야 출구로 향하
는 통로로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안내 사인이 필요하다.
10) 경로4.1 선택 결정점10

· 경로 선택 결정점 4.1-10 : 방향 선택 지점,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버스 환승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는 없지만, 출
구 나가는 곳의 표시는 천정형 진행방향으로 적절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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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로4.1 선택 결정점11

· 경로 선택 결정점 4.1-11 : 방향 선택 지점,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방향의 전환이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야 하는 지점
이다. 보행자가 예상 가능하도록 왼쪽으로 회전 후 도착지점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12) 경로4.1 선택 결정점12

· 경로 선택 결정점 4.1-12 : 수직-수평 전환점지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다양한 교통수단 관련 공간들이 연결되며 생겨난
단차를 수직으로 이동하는 지점이다.

이동 중이 아닌 이동 전에 경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인이 부착되어 중간에 끊김이 없이 매끄러운 사인 배치가 가능
하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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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로4.1 선택 결정점13

· 경로 선택 결정점 4.1-13: 프로그램 전환 지점, 수직-수평 전환점, 방향 선
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인지사인, 방향사인, 위치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이전 지점들에서는 서울역 버스 환승 센터에 대한
안내사인이 없었다. 이 지점에서는 벽보형, 기둥부착형, 천정형 안내사인이 한
지점에 모여있다. 이 사인들이 보행자들의 예상 경로에 단계적으로 제공 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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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경로 4.2 세부분석
경로4.1은 지하철의 앞쪽에서 내려 지하철 4호선 대합실 중간의 계단/엘리베
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이며, ‘지하철 4호선 승강장-지하 2층 지하철 4호선 대합
실-지하 1층 지하철 4호선 대합실’를 지난다.

—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12] B2 지하 환승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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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13] B1 4호선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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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경로

● 경로 선택 지점

[그림4-14] B1 4호선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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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선택 결정점 4.2-1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서울역 인지사인이 가장 크게 보이고 1호선 환승
띠 사인이 부착되어 있다. 버스 환승 센터는 ‘나가는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
지점에서는 찾을 수 없다.

· 경로 선택 결정점 4.2-2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인지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지하철 1호선, 15번 출구의 공항철도의 환승 안내
사인이 천정에 부착되어 있고, 기둥에는 1호선 환승안내 띠사인이 붙어있다. 1
번출구의 KTX의 환승, 그리고 9-1번 출구의 버스 환승센터의 안내사인의 추
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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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선택 결정점 4.2-3 : 수직-수평 전환 지점,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계단 옆 천정 사인에 인천국제공항’, ‘15번출구’, ‘공
항철도’ 그리고 계단 바로 위와 옆 기둥 사인에도 공항철도 사인이 부착되어있
다. 이 계단은 나가는 곳이기도 한데, 공항철도 갈아타는 곳의 안내사인 위주
이고, 특히 9-1번 출구로 나가면 버스환승센터가 나오는 것에 대한 안내는 부
족하다.

· 경로 선택 결정점 4.2-4 : 방향 전환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계단에서 올라오면 기둥 경로 선택 지점에 지하철
4호선, 공항철도의 갈아타는 곳의 안내사인이 부착되어 있다. 그 뒤에 벽 부착
형으로 공항철도의 갈아타는 곳과 나가는 곳의 안내사인이 있다. 안내사인들이
순차적으로, 빠지는 안내사인 없이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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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선택 결정 지점 4.2-5 : 방향 전환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9-1 출구가 버스

환승 통로라는 안내는 없지만 보

행자의 이동 방향과 시선에 맞는 안내사인이 부착되어 있다.

· 경로 선택 결정점 4.2-6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천정형 안내사인으로 출구번호와 9-1 버스환승센터
안내사인이, 추가로 설치된 임시 안내판에는 서울역과 경의선 안내사인이, 벽에
는 1번,3번,9-1 나가는 곳의 상세 안내 사인이 부착되어 있다. 여러 목적지들
이 누락되고, 중복 되어 부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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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선택 결정점 4.2-7 : 경로 확인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길고 좁은 환승 통로가 계속된다. 천정에 1호선 환
승 안내사인과 나가는 곳 사인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 경로 선택 결정점 4.2-8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보행자들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볼 수 있는 사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 경로 선택 결정점 4.2-9 : 프로그램 전환 지점, 수직-수평 전환점, 방향 선
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인지사인, 방향사인, 위치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경로 4.1과는 다르게 이 지점 이전에 버스 환승 안
내 사인이 몇 번 등장 하기는 했지만, 단계 적으로 제공되지는 못했는데 이 지
점에서는 벽보형, 기둥부착형, 천정형 안내사인이 한 지점에 모여있다. 이 사인
들이 보행자들의 예상 경로에 단계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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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선택 결정점 4.2-10 : 방향 선택 지점
· 필요한 사인의 종류 : 방향 사인
· 현재 사인시스템 평가 : 버스 정류장이 상, 하행 그리고 지역에 따라 나뉘어
져 있다. 초행자들을 위한 전체 버스 안내도가 왼쪽 작은 안내판에 적혀있다.

4.3.9. 경로 4 종합
· 서울역 근처의 모든 버스 정류장을 모아서 만든 환승센터에 대한 환승 안
내 정보가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환승 안내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
고 환승센터 입구 외에는 안내 사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 출구 9-1이 서울역 버스 환승센터임을 알지 못하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버
스 환승이 힘들다.
· 지하철 1번 출구가 서울역 신역사의 입구이고, 지하철 9-1번 출구가 버스
환승센터의 입구인 것의 혼돈이 많은데, ‘(지하철 혹은 KTX 서울 신역사)서울
역에서 ‘(KTX 서울 신역사 혹은 지하철)서울역 찾기’가 계속 되지 않도록 장소
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름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 4번 지점과 같이 넓은 지하 경로 교차점에서 좁은 기둥 사이로 지나가야
하는 스케일의 변화가 큰 경우, 환승의 안내가 필요하다.
· 경로 4.1-8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카드를 찍고 나가야 하는 경우, 경로
안내가 개찰 구 넘어서가 아닌 개찰구 전에 보여져야 한다.
· 버스환승 센터 출구에 다양한 위계의 버스환승 센터 안내 사인이 붙어있다.
이처럼 목적지 출구에만 붙어있으면 경로 안내가 힘들다. 보행자의 환승 예상
경로에 연속적, 단계적으로 안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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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정리
앞서 경로별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현재 보행자의 입장에서 길찾이게 문제가
있는 원인을 찾아 정리하였다. 아래 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뽑아 종합하여 정리했다.
[표4-5] 현재 사인시스템 개선 필요 요소
공간구조

개선 필요 내용

보행자의 진행 예상 방향과 사인의 부착위치가 직각이 되
도록 한다.
기둥에 부착되는 임시 안내사인은 내용의 중복을 피한다.
출구의 주요 목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전체 사인

서울역의 주요 5개의 교통수단인 KTX, 공항철도, 지하철,
경의중앙선, 버스환승센터의 환승 안내 사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한다.
주요 교통수단의 나가는 곳과 갈아타는 곳의 이름을 정확
하게 정의하고 이름 붙인다.
다양한 이동수단의 환승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이동과정,
방향이 갈리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도착점까지 안내가
연속적으로

누락되거나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안내

되어야 한다.
환승과 출구가 계속적으로 겹쳐지는데 출구와 목적지를
정확한 이름으로 이동순서에 따라 위계를 가지고 표현한
방향 선택 영역

다.
출구와 환승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단계적인 정보제공
필요
목적지에 정보가 몰려있지 않게 예상 경로에서 단계적으
로 나눈다.
천정형 안내사인의 경우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화살표 사
용에 조심한다.
수직이동 후 도달하게 되는 도착지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

수직-수평
영역

전환

하다
수직 이동수단이 중복적으로 가까이 위치 할 경우 화살표
안내와 도착 지점에 대한 안내를 특히 명확히 한다.

- 76 -

여러 환승경로 교차점 다양한 목적지의 인지사인과 반복되는
방향사인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배치한다.
환승 경로가 교차되는 광장에서 좁은 길로 스케일의 변화가
큰 지점에서 안내사인이 필요하다.
신역사 내 여러 교통수단의 경로와 프로그램이 겹치게 되는
프로그램

전환

영역

데 안내사인 부족하다
신역사 내 초행자들을 위해 안내 사인에는 ‘청파동’과 같은
지역 이름보다는 출구번호와 주요 목적지로 안내한다.
신역사 내 ‘나가는 곳’이 밖으로 나가는지 ‘갈아타는 곳’인지
프로그램이 바뀌는 곳인지 분명히 나누어 안내한다
신역사 내 서울역 신역사와 서울역,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 경의중앙선 서울역을 구분한다. (서울역에서 서울역
찾기 피하기 위해)

경로 확인 영역
개찰구

교통 수단의 시작점부터 경로가 갈리는 부분, 그리고 목적지
까지 중간에 끊임없는 매끄러운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개찰구로 나가기 전에 안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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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대상지 사인시스템 개선안

5.1 디자인 목표
5.2 디자인 전략
5.3 설계안

5.1. 디자인 목표
앞 장에서는 대상지에서 보행자들이 길찾기에 문제를 느끼는 원인을 도출해
내었으며, 5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도시설계적 디자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자 한다.

Ⅰ. Don't make me think

24)

보행자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안내사인을 보고 출발점부터 목적지까지
쉽고 편하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인시스템

Ⅱ.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복잡한 공간의 서울역에서 공간
의 구조와 형태를 고려한 안내사인으로 교통수단간 연결성을 좋게 한다.

24) Transport for London, 『Legible London』에서 제시한 사인시스템의 설계 가이드라인
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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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디자인 전략

Ⅰ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 서울역의 환승 안내사인 ‘갈아타는 곳’의 경우 교통수단의 시작
점부터 경로가 갈리는 부분, 그리고 목적지까지 중간에 끊임없는
매끄러운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 환승안내의 시작점부터 목적지까지 안내 사인을 위계가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1. 다양한 이동수단의 환승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이동과정, 방향이 갈리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도착점까지 안내가 연속적으로 누락되거나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안내 되어야 한다.
2. 환승과 출구가 계속적으로 겹쳐지는데 출구와 목적지를 정확한 이름으로
이동순서에 따라 위계를 가지고 표현한다.
3. 목적지, 출구, 그리고 환승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단계적인 정보제공 필
요하다.
4. 수직이동 후 도달하게 되는 도착지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5. 공간의 스케일이 변화하는 곳에서도 연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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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내용(정보)의 명확성
- 정보의 과다, 중복을 피하고 필요한 정보만 명확하게 전달한
다.
- 다양한 교통수단의 환승이 이루어지는 서울역에서, '타는 곳', '
나가는 곳', '갈아타는 곳' 의 정확한 안내로 교통수단 간의 연결
성을 좋게 한다.

1. 안내사인의 내용의 중복을 피한다.
2. 서울역의 주요 5개의 교통수단인 KTX, 공항철도, 지하철, 경의중앙선, 버
스환승센터의 환승안내 사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한다.
3. 출구의 주요 목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4. 공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름 붙인다.
- 주요 교통수단 및 공간의 명칭을 통일한다.
- ‘나가는 곳’이 밖으로 나가는지 ‘갈아타는 곳’인지 프로그램이 바뀌는 곳
인지 분명히 나누어 안내한다.
- KTX가 있는 신역사 서울역과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철 서울역 그리고
경의중앙선 서울역을 구분하여 이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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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탈 디자인
- 현재 서울시에서 제안한 토탈 디자인25) 개념을 계속 활용하되,
안내사인을 포함한 서울역의 공간들에 실제 반영되도록 한다.
- 공간과 안내사인을 별개로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닌, 안내사인을
패널에 한정하지 않고 공간 구성요소들이 안내사인이 되도록
공간과 안내사인을 종합적으로 디자인한다.
- 안내패널을 남용하여 어지러운 공간이 되지 않도록 패널의 활
용을 최소화하여 안내사인을 명확하게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앞서 3장에서 언급한 서울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 디자인 제
안서에서 제시한 7대 개념 중 ‘토탈 디자인26) ’개념을 서울역의 안내사인과 공
간을 디자인 하는데 활용한다. 서울시에서 제시한 토탈 디자인 즉 통합하는 디
자인의 내용은 크게 세가지이다.

ⅰ. 건축/자재/사인/시설물 등 하드웨어적 구성요소를 시스템화 해야 한다.
ⅱ. 컬러이미지 및 정보의 통합계획으로 디자인 위계질서를 명확히 해야한다.
ⅲ 서울 지하철 이미지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화시켜 문화, 경제적 가치를 높여
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토탈디자인의 개념을 안내판 내에 국
한시켰으며, 그 또한 잘 실행되지 않고 있다.

25)
26)

서울특별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2008.03, page 17
서울특별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2008.03, pag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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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page 72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토탈 디자인의 개념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내용
에 따른다. 하지만, 현재 서울역의 디자인은 서울시에서 제안한 토탈 디자인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탈디자인을 실
행하는 안내 사인시스템 디자인 전략에 있어서는 토탈 디자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디자인 하도록 한다.

토탈디자인 : 현재 사방에 흩어져 누락되고 중복되어 있는 안내사인의
내용을 통합하고, 안내사인을 판/패널에 국한시키지 않고 보행자의 즉각
적인 공간인지로 공간 자체가 안내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다.
토탈디자인에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안내사인에 적힌 정보의 내
용이며, 두 번째는 공간과 안내사인의 디자인이다.
서울역에는 KTX, 공항철도 등 교통수단이 시기마다 추가되어 왔고, 이전 교
통수단과의 연결을 위해 새로운 연결 공간들을 만들어 냈었다. 그로 인해 서울
역의 안내사인들은 여러 패널이 무질서하게 추가되며 공간이 어지러워져 깔끔
하게 다듬어지지 못하여 보행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안내사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사방에 흩어진 안내사인 패널의 정보들은 누락되기
도 하고,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후에 추가함에 따라 내용이 다량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패널을 최소화시키고 명확한 안내만 하는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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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간 자체를 적극 활용하여 패널안네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안내를 유동적으로 공간으로 흡수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보행자의 눈에 띄어야 하는 비상구 유도등과 같은 소방안전 유도사인을
제외하고는 공간을 정리하여 보행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눈에 잘 들어오도록
공간과 안내사인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디자인한다.
[표5-1] 서울역 사인시스템의 도시설계적 디자인 전략 정리
디자인 전략

내용

1. 다양한 이동수단의 환승이 시작되는 시작점에서 이동과정,
방향이 갈리는 부분 그리고 각각의 도착점까지 안내가
연속적으로 누락되거나 끊기지 않고 매끄럽게 안내 되어야
한다.

안내사인의 위
계와 연속성

2. 환승과 출구가 계속적으로 겹쳐지는데 출구와 목적지를
정확한 이름으로 이동순서에 따라 위계를 가지고 표현한다.
3. 목적지, 출구, 그리고 환승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단계
적인 정보제공 필요하다.
4. 수직이동 후 도달하게 되는 도착지점에 대한 안내가 필요
하다
5. 공간의 스케일이 변화하는 곳에서도 연속적인 안내가 필
요하다.
1. 안내사인의 내용의 중복을 피한다.
2. 서울역의 주요 5개의 교통수단인 KTX, 공항철도, 지하철,
경의중앙선, 버스환승센터의 환승안내 사인이 누락되지 않도
록 안내한다.

내 용 (정 보 )의
명확성

3. 출구의 주요 목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4. 공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이름 붙인다.
- 주요 교통수단 및 공간의 명칭을 통일한다.
- ‘나가는 곳’이 밖으로 나가는지 ‘갈아타는 곳’인지 프로그램
이 바뀌는 곳인지 분명히 나누어 안내한다.
- KTX가 있는 신역사 서울역과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철 서
울역 그리고 경의중앙선 서울역을 구분하여 이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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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사방에 흩어져 누락되고 중복되어 있는 안내사인의

내용을 통합한다.
2. 안내사인을 판/패널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간 자체가 안내
토탈 디자인

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3. 보행자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안내사인/규제사인(소방시설,
비상구 안내등)이 명확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공간과 안내사
인을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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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설계안
5.3.1 대상지 경로2 환승 안내 사인시스템 현황

[그림5-2]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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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디자인 목표와 전략을 실제 대상지에 적용해보려
고 한다. 앞 장에서 공간다이어그램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선정한 경로2
의 사이트를 대표로 설계해 보려고 한다. 이전 장에서 보행자의 예상경로에서
보행자가 걸으면서 보게 되는 안내사인과 그 공간들에 대해 분석했지만, 이 장
에서도 설계의 전 후 비교를 위해 도면과 안내사인의 현황을 파악한다.
예상경로를 표시하고 보행자들이 그 예상경로를 지나갈 때 그 공간들에 존재
하는 모든 안내사인들을 번호와 함께 기입하여 모든 안내사인들을 파악알 수
있도록 했다. 번호를 붙인 안내사인들이 주는 정보를 교통수단은 알파벳 대무
자로, 사인의 부착 형태를 알파벳 소문자로 아래 표에 따라 적는다. 즉, 모든
안내사인들은 ‘대문자-소문자-고유번호’ (ex. A-a-001) 형태로 도면 위에 표
기된다.

안내사인 내용 (교통수단)

안내사인 형태

A

지하철 1호선

a

천정부착 type

B

서울역 KTX

b

벽부착 패널 type

C

공항철도

c

벽부착 라인테이프 type

D

경의 중앙선

d

지주 type

[표5-2] 안내사인 제공 환승 교통수단 정보 및 안내사인 형태 분류

그 후 앞 장에서 보행자들에게 안내사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영역인 ‘방향선
택 영역’, ‘수직-수평 전환 영역’, ‘프로그램 전환영역’, ‘경로확인 영역’, ‘개찰구’
로 분류한다. 이는 현재 각 영역별로 보행자들에게 환승경로에 필요한 안내사
인이 적절한 내용과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경로 2의 도면과 예상경로, 예상 경로 위 경로선택 결정영역들 그리고 영역
공간 위에 위치한 모든 안내사인들을 파악이 완료된 후에는 영역마다 앞서 제
시한 디자인 목표와 전략에 의해 중복된 안내사인들은 제거하고, 필요한 안내
사인으로 대체하며 영역의 공간구조와 안내사인이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적절
한 안내를 보행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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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지하2층 지하철 4호선 평면 및 안내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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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지하1층 환승통로 평면 및 안내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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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5] 경로2 (지하철 4호선-경의 중앙선) 지상2층 환승통로, 경의중앙선 입구평면 및
안내사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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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 경로2 세부 경로 및 경로결정지점별 안내사인 현황
영역
번호

1

2

3

4

5

경로선택 결정 영역 종류

환승 안내
교통수단

사인
형태

번호

AC

c

001

A

c

002

AC

b

003

A

c

004

AC

a

005

AC

b

006

A

b

007

C

b

008

AC

a

009

C

a

010

AC

b

011

BCD

b

012

AC

a

013

A

c

014

AC

b

015

A

c

016

A

c

017

AC

b

018

A

c

019

A

b

020

A

c

021

A

b

022

A

c

023

A

b

024

A

c

025

A

c

026-027

A

b

028

A

c

029-030

경로 확인 영역(1)

방향 선택 영역
+
수직-수평 전환 영역
(1)

경로 확인 영역(2)

수직-수평 전환 영역 (1)

수직-수평 전환 영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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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방향 선택 영역(1)

방향 선택 영역
+
개찰구

A

b

032-035

A

c

036

A

c

037-041

A

b

042

AC

b

043

A

c

044

A

c

045

BD

b

046

BD

b

047

BD

c

048

8

수직-수평 전환 영역 (3)

BD

c

049

BD

c

050

9

방향 선택 영역
+
수직-수평 전환 영역

BCD

b

051

BCD

d

052

D

a

053-054

D

d

055

D

d

056

D

a

057

10

경로 확인 영역
+
경로선택 영역

11

방향 선택 영역

12

경로 확인 영역

13

수직-수평 전환 영
역

14

수직-수평 전환 영역
방향 선택 영역

이전 장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경로 2는 지하철 4호선에서 경의 중앙선으로
환승하는 경로로 서울역에서 가장 깊은 지하 2층에서 지상으로 이동 후 다시
지하로 이동하는 경로이다. 따라서, 수평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선택
영역 뿐 아니라 여러 수직-수평 전환 영역을 지나게 된다. 모든 안내사인들을
영역과 안내정보, 그리고 형태로 표로 나눈 표에서도 결정영역 종류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91 -

5.3.2 대상지 경로2 환승 안내 사인시스템 설계 제안
1) 영역1 : 경로 확인 영역 유형(1)
현재모습

도면

사진

현황분석 지하철에서 내려 정확한 장소에 내렸는지 확인하는 위치이다. 현재
는 기둥에 띠형태로 지하철 1호선으로의 환승안내사인, 패널로 서울역과 공항
철도로의 안내사인만 존재한다. 현재 영역에서는 환승안내 사인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그 디자인도 공간을 분리시키는 노선띠 형식이다.27)

현황평가
보행자들이 내리자 마자 자신이 서울역에 내
Don't make me think

렸는지 위치를 확인 하기 위해 두리번 거리게
된다.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지하철에서 내린 승객들이 다음 이동은 물론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27) 서울특별시, 『지하철 정거장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pag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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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기둥에 불필요하게 환승안내, 인지사인을 과다하게 부착하기 보다
는 보행자에게 명확하게 ‘서울역’만 인지되도록 한다. 특히, 서울역의 경우 시
설물이 벤치가 기둥에 붙어있기 때문에 보행자에게 잘 인지될 수 있는 더욱
간결하고 명확한 사인만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선전략 1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내용(정보)의 명확성

토탈디자인

환승경로의 시작점부터 목적지까지 매끄럽
게 안내되도록 한다.
필요한 정보는 서울역이라는 목적지 안내사
인이다.
기둥에 중복되는 정보가 담긴 패널을 추가
하여 부착하는 것을 지양한다.

이미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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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지하철에서 내리는 보행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서울역의

도착 정보를 개선방안1보다 공간인지를 변화시키는 조명과 벽의 색을 변화시
키는 방안으로 주목시켜 안내한다
개선전략 2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내용(정보)의 명확성

(개선전략1과 동일)
텍스트에서 벗어나 벽체를 최대한으로 이용

토탈디자인

하여 보행자들의 공간인지를 최대화 시킨다.
이 때, 조명이 들어간 컬러 패널을 이용한다.

이미지 예시 2
조명 :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쪽부터 조명이 한개부터 네 개까지 한 개
씩 더하여져 켜지며,

보행자들의 주요 경로 결정지점에 정보가 제공된도록 한다.

색 : 교통수단마다 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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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역2 : 방향 선택 영역 + 수직-수평 전환영역 (1)

도면

사진

현황분석 서울의 지하철역의 대합실은 외국의 지하철역과는 다르게 지하철이
길기 때문에 현재 영역처럼 나가는 곳 혹은 환승을 위한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가 대합실마다 약 4개씩 존재한다. 보행자들은 이 영역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동시에 수직이동을 할지 수평이동을 할지 결정하게 된다.

현황평가
보행자가 환승하려고 하는 경의선에 관한 안
Don't make me think

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자는 뒤를 돌
아보거나 지도를 찾아보는 등 생각하게 만든다.
위로 올라갈지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지
점에서 지하철 1호선을 갈아타는 것이 중복적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으로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공항철도로 갈아타
는 교통수단만 안내되어 있다. 서울역KTX와
목적지인 경의선과의 연결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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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수직이동을 하게 될 경우, 계속 수평이동 할 경우의 모든 목적지와
수평이동을 할 경우 목적지가 모두 한꺼번에 안내되어야 한다.

개선전략 1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모든 교통수단이 같은 위계로 안내되어야
하며, 교통수단의 안내가 중간에 끊기지 않게
한다.

내용(정보)의 명확성

수직이동 후 목적지들과 그대로 이동을 진
행했을 때의 목적지가 누락되지 않게 모두
표기한다.

토탈디자인

수직이동을 벽, 기둥, 천정형 패널로 이곳 저
곳에 화살표와 함께 부착하는 것이 아닌 진
행방향에서 보일 수 있게 계단쪽벽과 이동쪽
벽에 바로 기입한다.

이미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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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필요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정보가 모두 컬러코딩되어 공간과 함
께 제공되어 보행자들이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공간인지가 가능하여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개선전략 2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개선전략1과 동일)

내용(정보)의 명확성

수직이동의 상승 방향, 수평이동의 연속적인 수평

토탈디자인

이동일정간격에 위치한 색 코딩 패널로 방향성이 강
조된 공간인지로 경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지 예시 2
조명 :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쪽부터 조명이 한개부터 네 개까지 한 개
씩 더하여져 켜지며, 따라서 현 서울역은 조명이 4개, 나머지 목적지들은 시작부분이
기 때문에 가장 아래 1칸만 켜지도록 한다.
색 : 교통수단마다 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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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역3 : 경로 확인 영역 (2)
현재모습

도면

사진

현황분석 경로확인 영역(1)과는 다르게 경로 확인 영역의 두 번째 경우인 영
역3에서는 영역2에서도 언급 했듯이, 서울의 지하철역의 대합실은 서울 지하철
10량에 맞게 비교적 길기 때문에, 수평-수직 이동 영역에서 수평이동 후 목적
지를 안내했더라도 대합실 복도에서 보행자들이 스스로 제대로 잘 가고 있다
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사인이 필요하다.

현황평가
보행자가 환승하려고 하는 경의선에 관한 안
Don't make me think

내가 존재하지 않아 좁은 대합실 공간에서 혼
란을 겪는다.
보행자의 진행방향에 지하철 1호선을 제외하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고 경의선을 비롯한 여러 교통수단에 대한 환
승 안내가 없어 교통수단간의 연결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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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안내사인을 판/패널에 국한시키지 않고 또 안내사인패널과 띠를
중복적으로 부착하고 또 부착하여 보행자들로 혼란을 주지 않는 디자인 전략
을 가지고 디자인 하지만, 경로 확인 영역에서는 보행자들의 이동 방향에 맞게
천정 안내사인형태로 안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개선전략 1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목적지로 가는 긴 환승 구간에서 중간 단계
의 위계로 안내가 필요하다.

내용(정보)의 명확성

나가는 곳과 5개의 교통수단에 대한 환승
안내를 모두 한다.

토탈디자인

패널형태를 지양하지만, 긴 대합실 통로에서
보행자들의 이동방향에 맞는 안내를 위해 복
도에서의 천정형 안내는 패널형으로 적당한
높이에 한다.

이미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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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경로 확인 지점에 필요한 방향성에 대한 안내와 환승이동 뿐 아니
라 나가는 곳의 안내가 함께 주어지도록 한다.
개선전략 2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개선전략1과 동일)

내용(정보)의 명확성

현재 위치에 대한 안내(조명이 모두 켜진 형태로
안내), 경로 확인에 대한 안내(교통수단별 색조명이

토탈디자인

목적지까지 어느정도 도달했는지 조명의 개수로 안
내), 그리고 나가는 곳에 대한 안내는 따로 천정패널
로 한다.

이미지 예시 2
조명 :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쪽부터 조명이 한개부터 네 개까지 한 개
씩 더하여져 켜지며, 보행자들의 주요 경로 결정지점에 정보가 제공된도록 한다.
색 : 교통수단마다 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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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역4 : 수직-수평 전환 영역 (1)
현재모습

도면

사진

현황분석 영역4의 경우 지하철 1호선, KTX, 버스 환승센터 그리고 경의 중앙
선으로 가는 수직 영역이다. 현재 영역에서는 지하철 1호선으로의 안내사인들
만 존재하며, 부착형태 또한 벽에 패널 형태와 라인테이프 형태 그리고 천정부
착 형태로 세 번이나 중복적으로 부착되어있다.

현황평가
Don't make me think

수직이동 직전임에도 경의선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보행자에게 혼란을 준다.
서울역과 경의선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임에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도 지하철 1호선에 대한 환승안내밖에 되어 있
지 않다. 다른 지하철 1호선 외의 교통수단과
의 연결성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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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보행자들의 이동 경로에 적절하게, 수직으로 이동 후 목적지만
명확하게 벽에 부착한다.
개선전략 1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환승경로 중 중요한 중간 지점이다. 수직이
동 후 도달하게 되는 모든 도착지점에 대한
안내가 높은 위계로 안내되어야 한다.

내용(정보)의 명확성

밖으로 나가는 곳과 갈아탈 수 있는 교통수
단을 모두 안내한다.

토탈디자인

높은 위계의 안내사인이 필요하다. 천정타입,
벽과 기둥의 라인테잎타입을 중복적으로 안내
하기 보다 에스컬레이터 옆 주요 지점에 공
간을 크게 활용하여 안내를 명확하게 부착한
다.

이미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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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방안 2 수직이동 후 목적지를 글자를 읽지 않아도 인지할 수 있도록 색으
로 교통수단을 안내하고, 수직이동 방향성을 주기 위해 상승 방향으로 패널을
일정 거리마다 부착한다.
개선전략 2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개선전략1과 동일)

내용(정보)의 명확성

현재 위치에 대한 안내, 수직 이동에 대한 안내(교

토탈디자인

통수단별 색조명이 수직 이동방향성을 제공하는 상
승 패널 배치와 목적지에 상승이동 후 목적지 안내),
그리고 나가는 곳에 대한 안내가 모두 되도록 한다.

이미지 예시 2
조명 :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쪽부터 조명이 한개부터 네 개까지 한 개
씩 더하여져 켜지며, 보행자들의 주요 경로 결정지점에 정보가 제공된도록 한다.
색 : 교통수단마다 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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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역5 : 수직-수평 전환 영역 (2)
현재모습

도면

사진

현황분석 수직이동 후 수평이동을 하게 되는 영역이다. 보행자들이 제대로 수
직이동을 하였는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긴 환승통로의 시작점이
기 때문에 환승통로 끝의 목적지에 대해 정보를 주어야 한다.

현황평가
수직이동 시작부분에서도 안내가 없었는데, 도
Don't make me think

착지점에서도 경의선에 대한 안내가 없어 보행
자들에게 정확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계속
적으로 의심하게 한다.
이 부분에서도 지하철 1호선을 제외하고 나머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지 교통수단에 대한 연결성이 낮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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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환승통로 끝에서 갈아탈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나가는 곳에 대
해 누락되지 않게 내용을 기입하여 정보의 명확성을 준다. 정보의 형태는 긴
환승통로의 기둥에 공간을 분리시키며 불필요한 중복적인 안내 형태인 띠 사
인형태를 지양한다. 보행자가 계단/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와 가장 잘 보이는
벽체를 따라 명확하게 안내정보를 기입하여 디자인한다.
개선전략 1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내용(정보)의 명확성

환승통로를 지나 도달하게 되는 모든 도착지점
에 대한 안내가 높은 위계로 안내되어야 한다.
경의선에 대한 안내가 없으며, 밖으로 나가는 곳
과 갈아탈 수 있는 교통수단을 모두 안내한다.
보행통로를 지나가는 중에 갈라지는 경로가 중

토탈디자인

간에 없어, 공간을 크게 활용하여 목적지들의 안
내를 명확하게 부착한다.

이미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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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개선방안1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교통수단의 환승 안내와 공간
을 인지할 수 있는 방향감을 강화시키도록 디자인 한다.
개선전략 2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내용(정보)의 명확성

(개선전략1과 동일)
수직이동 후 이동가능 한 목적지들에 대한 안

토탈디자인

내를 컬러코딩된 조명을 보행자들이 방향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거리마다 중첩 배치한다.

이미지 예시 2
조명 :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쪽부터 조명이 한개부터 네 개까지 한 개
씩 더하여져 켜지며, 보행자들의 주요 경로 결정지점에 정보가 제공된도록 한다.
색 : 교통수단마다 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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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역6 : 방향 선택 영역 (1)

도면

사진

현황분석 긴 환승통로의 끝에서 공간의 스케일이 커지는 영역이다. 여러 목적
과 경로를 가지는 보행자들이 이 넓은 공간을 지나게 되어 경로가 얽히는 장
소이다.

현황평가
공간의 스케일이 좁은 보행통로에서 넓게 확
Don't make me think

장되는 공간이다. 이 때, 사람들은 여러 방향으
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 선택에서 혼란을 느끼
게 된다.
공항철도로 가는 통로, 개찰구, 여러 경로의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사람들이 얽히는 넓은 공간에서 안내가 부정확
하여 교통수단간의 환승이 쉽지 않아 연결성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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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현재 경로2를 지나는 보행자의 예상경로 위에서는 환승통로가 끝나는
이 지점에서 나가는 곳과 갈아타는 곳이 앞쪽 레이어와 뒤쪽 레이어로 나뉘게된
다. 따라서, 한꺼번에 안내되는 것이 아닌 위계를 가진 안내정보가 필요하다. 보행
자 쪽에 위치한 기둥에 나가는 곳 안내사인을, 개찰구와 가까운 뒤쪽 벽에 갈아타
는 곳 안내를 부착한다. 보행자들은 같은 위치에서도 공간의 깊이에 따라 안내된
정보를 한번에 습득할 수 있다.

개선전략 1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내용(정보)의 명확성

개찰구로 나가서 환승하는 경우 중요한 결정지점이
기 때문에 가장 큰 위계로, 출구로 향하는 경우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안내를 한다.
공간의 구조를 고려하여 앞쪽 켜에는 나가는 곳에
대한 안내를, 뒤쪽 켜에는 넓은 벽에는 공간을 넓게

토탈디자인 1

활용하여 공항철도로 환승하는 방향, 그리고 경의선
을 포함한 나머지 교통수단으로 환승하는 것을 안내
한다.

이미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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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기둥으로 나누어져 있는 넓은 공간에서 공항 철도로 들어가는 왼
쪽 기둥 사이, 나가는 곳과 지하철 1호선으로 갈 수 있는 기둥 사이, 그리고
개찰구로 나가서 갈아탈 수 있는 교통수단들에 대한 안내를 생각하지 않고 시
각적 인지만으로 보행자들이 경로를 선택하여 이동 가능하도록 안내한다.
개선전략 2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내용(정보)의 명확성

(개선전략1과 동일)
넓은 공간에서 여러 목적지들로 갈라지는 기

토탈디자인

둥 사이로 이동할 수 있는지 한번에 안내되도
록 한다.

이미지 예시 2
조명 :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쪽부터 조명이 한 개부터 네 개까지 한 개
씩 더하여져 켜지며, 보행자들의 주요 경로 결정지점에 정보가 제공 되도록 한다.
색 : 교통수단마다 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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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역7 : 방향 선택 영역 + 경로 확인 영역

도면

사진

현황분석 막다른 길에서 경의 중앙선에 대한 안내가 사라진다. 현재 위치에서
보행자들은 가장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 되는 것이, 대형 마트로 들어가는 지
상주차장 길에 놓여있는 횡단보도로 건너야지만 경의중앙선 입구로 도달할 수
있는데, 그 어떠한 안내사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황평가
보행자들에게 현 경로 선택 지점에서 어떤 안내사
인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보행자들이 방향 선택을

Don't make me think

하는 데에도, 긴 보행광장을 지나온 것이 맞는 경로
였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보행자들이 오래 생
각한 후에도 맞는 길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
공간적으로도 대형 지상주차 건물 사이를 지나야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함으로 건물 너머의 공간을 예상할 수 없고, 안내
또한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아 경의 중앙선과 다른
교통수단들과의 연결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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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1 특수한 공간구조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를 지나게 되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과 건물 너머의 예상하기 힘든 공간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횡단보도
건너에도 안내를 한번 더 해준다.
개선전략 1
막다른 길에서 안내사인의 연속성이 깨진다. 특수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한 공간구조이므로, 현 지점에서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 그리고 후의 공간을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현재 경의 중앙선으로 가는 길의 안내가 어느 곳에

내용(정보)의 명확성

도 없으므로, 중요한 현 경로 결정 지점에서 경의중
앙선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토탈디자인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과 지난 후 막다른 벽을 최대
한 활용하여 안내한다.

이미지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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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2

목적지까지 거의 다 왔지만 공간구조상 경로선택하기 어려운 지

점이다. 경로선택지점과 다음 이동방향을 시각적 인지로 생각하지 않고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선전략 2
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내용(정보)의 명확성

(개선전략1과 동일)
목적지의 3/4 도달했다는 것을 안내하되 자

토탈디자인

동차 길을 횡단보도로 건너야 하는 경우이므
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경로가 예상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미지 예시 2
조명 :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래쪽부터 조명이 한 개부터 네 개까지 한 개
씩 더하여져 켜지며, 보행자들의 주요 경로 결정지점에 정보가 제공 되도록 한다.
색 : 교통수단마다 색을 코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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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및 연구의 한계
6.1. 결론
6.2 연구의 한계

6.1. 결론
지하공간의 사인물 계획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28)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인 배치는 배치계획의 기준 없이 경험과 직관에 의해29)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연구의 대상지였던 서울역의 경우 타 지역과 연결하는 KTX와 광역버스
그리고 공항철도와 연결되어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음에도 길찾기와 관련한 연
구가 약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평면과 공간구조만으로 현재 길 찾기의 문
제를 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공간구조와 사인시스템의 관계
를 분석하여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사인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첫 번째
로, 길 찾기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연구를 위해 현재 문
제라고 생각되는 서울역의 사인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파악했고,

해외

선진

사례들을

참고하였다.

두

번째로,

Multi-Modal,

Multi-Level, Multi-Movement, Multi-User, Multi-Function의 특징을 갖는
대상지 서울역의 분석을 했다. 분석의 틀로 사람들이 길찾기를 할 때 경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로선택 지점/영역’들을 ‘방향 선택 영역’, ‘수직-수
평 전환 영역’, ‘프로그램 전환 영역’, ‘경로 확인 영역’, ‘개찰구’ 총 다섯가지로
정리했다. 예상 지점들을 대상지 서울역에서 보행자들이 길 찾기에 가장 혼란
을 느낄 환승 경로 네가지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각각의 예상 경로에서 예상
경로 선택 지점의 분석을 위해 현재모습과 공간구조 그리고 경로선택지점에
28) 김영신, 도경선, 안소미, “길찾기에서 나타난 보행습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대회 계획
계』, Vol.18, No1, 1998
29) 이용선, “공간구조를 반영한 sign 배치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 Vol.31, No.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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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안내가 필요한 곳에 잘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한 경
로를 선택하여 대표 지점의 안내사인을 배치하고 설계하여 대표 모델을 제시
했다.
설계안 디자인은 두 번째 경로를 선택하여 진행했다. 먼저, 두 번째 경로의
경로선택 결정영역에서 안내정보의 내용을 정리했다. 디자인의 목표를 ‘Don’t
make me think’와 ‘교통수단간의 연결성 강화’ 두 가지로 잡고, 이 목표를 실
행하는 전략으로 Ⅰ안내사인의 위계와 연속성, Ⅱ내용(정보)의 명확성, Ⅲ토탈
디자인으로 진행했다. 그 후 선택 결정영역 유형별로 현재모습과 현황을 분석/
평가를 한 후, 영역별 대표모델을 두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현
재 패널틀에 담겨져 있는 안내가 아닌 텍스트가 공간, 특히 벽과 기둥을 최대
한으로 살려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디자인했다. 두 번째 안은 길찾기와 관
련된 공간인지이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방향성 혹은 공간감을 텍스트가 아닌
시각적 인지로 바로 안내할 수 있는, 디자인 목표가 바로 반영된 생각하지 않
고도 공간의 면, 색, 패턴으로 정보전달과 방향성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
는 디자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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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의 한계
향후 이 연구는 길 찾기에 영향을 주는 고정적 요소인 공간구조에 사인시스
템이 보완작용을 하여 길 찾기 좋은 공간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
만, 이 연구의 한계는 첫 번째, 네가지 대표 환승 경로 외 다른 예상 경로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본 연구에서 지났던 예상 경로와 사람들
이 많이 지나는 경로에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안내사인을 배치
하고 설계하는데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안 안내
사인시스템을 실제 공간에 적용했을 때, 길 찾기에 얼마나 도움을 줄 것인지
대상지에서 직접 보행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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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legibility is an important value in urban design. Designing urban
spaces is becoming more important so that visitors can search for
destinations easily without chaos.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legible
cities is a pedestrian guidance system, which is designed carefully and
allocated systematically. City space has to be considered from the
designing step such as streets, blocks, public spaces and architecture in
order for pedestrians to recognize it well and give a clear image.
However, the role of the sign system is important when space has
already been formed. The importance of the sign system is being
especially magnified in the modern city, which has developed both
underground space and a dense population.
This research suggests a pedestrian sign system of Seoul Station. In
Seoul Station, underground spaces like the subway, KTX, 서부역, Airport
Railroad, department stores and so on in addition to ground spaces that
have been intricately formed, thus pedestrians have difficulty finding
their way at Seoul Stati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walking line
that users of subway lines No.4 and 1 decide to take at the Seoul
Station KTX and Western Part of Seoul-Station. We then determined the
problem

of

current

sign

systems

and

suggested

a

proposal

for

improvement. This paper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 major cause
of confusion in finding directions in underground spaces is that
guidance information is not located in spots where users need the
information nor has the information been installed to be easily identified
by users. Accordingly, we surveyed the spots in which pedestrians
demand to choose their routes because the moving line is divided in
underground space. After we analyzed and evaluated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organization and problems with the sign system in each spot,
we performed research by redesigning and rearranging the sign system
to be recognized by pedestrians easily without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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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e

suggest

a

new

approach

method

for

complex

underground spaces where horizontal movement and vertical movement
intersect

because

of

multiple

layers

and

several

functions

that

accumulate so destinations are intricate. This method more accurately
determines the spot where pedestrians need the information compared to
existing design principles and provides necessary information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 of space organization in each spot so that
pedestrians can recognize guidance information easily. We also proposed
that utilizing an overall underground space such as walls, stairs, ceilings,
etc. would be more efficient in providing the information than an
approach that depends on separate guidanc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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