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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2016년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약 25.6%인 1,323만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교통약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로를 다닐 때 신체적 또는 인지적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숫자가 교통약자 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199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은 

제정 된지 10년이 넘었으나 강제성이 적어 도입률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내 

사인(Sign)들은 각각의 교통시설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고, 이러한 혼란은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다양한 대중교통 시설들의 안내 

사인들을 모두 다 통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들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통시설 운영기관들이 

공기업과 민간기업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들이 함께 여러 교통시설 내부의 사인들을 

통일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앞으로 급격히 숫자가 늘어날 교통약자들이 시각적으로 취약하고 

기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보 전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수단들이 도입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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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된 정보 전달 체계를 확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 및 시설을 

뜻하며, 도시철도·시내버스·마을버스를 포함한다. 연구자는 먼저 교통약자들의 

신체적 특성, 그 중에서도 시각 인지 능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소개하고,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한 뒤, 사인 시스템과 복지 디자인에 관한 선진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운행 중인 도시철도와 버스 

내에 배치되어 있는 사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 사인들이 배치된 각 교통 수단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까지 모두 고려하는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통합 사인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대중교통 수단은 이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이한 만큼 내부 시각 정보 안내 

사인들의 통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연구자는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과 교통약자를 고려한 기본적인 시각 정보 시스템 디자인의 

틀이 필연적이라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연구가 누구나 어디서든 

위기상황에서 대처하기 쉽도록 인도해주는 등대같은 사인이 되길 기대한다. 

 

주요어: 시각정보디자인, 교통약자, 정보전달디자인, 사회적디자인,  

            대중교통수단 

학 번: 2016-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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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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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에서 생활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이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동 

수단일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2017년도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162개 시·군에서 하루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는 1151만명으로, 

하루 평균 63.8분 탑승한다고 한다.1 그 중에서도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로를 

다닐 때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한 사람’으로 정의되는 

‘교통약자’는 전체 인구의 약 25.6%에 달할 뿐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외출 시 

주로 버스, 도보, 승용차 순으로 이용하는 일반인과 달리 도보, 버스, 도시철도 

순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은 시각·인지적2 능력과 신체적 기동성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이들을 고려하는 시각 정보 디자인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1996년부터 시행 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정 된지 10년이 

넘었으나 강제성이 적어 도입률이 낮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내 사이니지(signage)들은 각각의 

교통시설들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이함에 따라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고, 이러한 

혼란은 시민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TBS 디자인 연구(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교통약자 도심 

이동성 연구)’를 추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숫자를 

늘리는 등 여러가지 정책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1
 “매일 1151만명 대중교통 탄다.. 하루 64분, 23km 이동”, 이데일리, 2018.2.11 

2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시급”, 

데일리그리드, 201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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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시각 정보 디자인의 관점에서 이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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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대중교통(大衆交通, public transportation)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교통시설 및 수단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3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내의 시각 정보 디자인을 중점으로 

다루었으며, 택시가 포함된 준대중교통(paratransit)과 교통약자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다루지 않았다. 

또한, 교통약자의 범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한다. 그 중에서도 고령자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교통약자 인구의 51.2%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자 

다음으로는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일반인보다 시각 인지 능력과 신체적 기동성이 떨어지는 것을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교통약자의 유형과 신체 특성, 그 중에서도 시각 인지 능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소개하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뒤, 사인 

시스템과 복지 디자인에 관한 국내외의 선진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서울 시내에 운행중인 도시철도와 시내·마을버스 내에 배치되어 있는 사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 사인들이 배치된 각 교통 수단의 특성을 분석한 뒤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일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까지 

모두 고려하는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통합 사인 시스템을 도출하였다. 

																																																								
3
 학문명백과 “대중교통”,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3375&cid=44414&categoryId=4441

4 



14	
	

제 2 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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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교통약자의 유형 

 

2016 년에 개정되어 2017 년 3 월부터 시행중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交通弱者)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 법의 목적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교통약자 인구는 4명 중 1명 

이상으로 전체인구의 약 25.6%인 1,323만명 수준으로 2014년에 비해 약 18만명 

증가하였다. 교통약자의 유형으로는 고령자가 678만명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장애인, 임산부 순으로 높았다. 다음의 표는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서울의 교통약자 현황이다. 2014년 서울의 교통약자는 227만명으로 전체인구의 

22.4%에 달하며, 2009년 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9년 대비 

증가율은 고령자가 22.0%로 가장 높은데 비해 어린이는 19.8%, 장애인은 6.2%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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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서울의 교통약자 현황 (단위: 명, %) 

 

한편, 교통약자의 외출 빈도는 일반인에 비해 10%정도 낮았으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일반사람과는 차이를 보인다. 외출 빈도(주 3회 이상)항목을 

수치로 보았을 때, 각각 일반인 89%, 장애인 78%, 임산부/고령자 79%의 빈도를 

보였으며,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일반인(버스, 도보, 승용차 순)에 반해 

교통약자는 도보, 버스, 도시철도 순으로 나타났다.4 

서울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만족도 점수는 도시철도가 69점(1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약자용 특별교통수단은 61점, 일반 버스는 6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객 시설 만족도 또한 도시철도가 67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버스정류장은 61점으로 낮은 편이다. 

 

																																																								
4
 “서울의 교통약자는 얼마나 될까?”, 서울인포그래픽스, 제196호, 201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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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교통수단 만족도 점수(2014년, 서울) (단위: 점)5 

 

국토교통부가 진행한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들이 생각하는 개선이 가장 시급한 이동편의시설은 보행 시설로 53.1%를 

차지했으며, 교통수단은 27.1%, 여객 시설은 15.0%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중교통시설에 장애인용 휠체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수단보다 도보를 선호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 디자인재단에서는 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 시스템의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표2-3> 개선이 가장 시급한 이동편의시설(2014년, 서울) (단위: %) 

 

교통약자들이 뽑은 가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교통수단은 버스가 

43.4%로 가장 높았으며, 지하철이 23.1%, 장애인택시가 9.3%를 차지하였다. 

																																																								
5
 국토교통부, “2014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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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교통수단(2014년, 서울)(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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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통약자의 신체 특성 

고령자, 장애인,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임산부가 포함된 교통약자는 

일반인에 비해 시각인지 능력과 신체적 기동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와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고안된 유니버설 

디자인을 대중교통 시스템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찾을 수 있었다. 주요 시각 특성 

연구에서는 노화로 인한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안내표지 내 문자 크기와 

이동저항지수를 산출하여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필요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교통약자의 시각 특성과 신체적 기동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교통약자의 시각인지 특성 

 

인간은 시각을 통해 주변을 인지하고 상황에 따른 행동으로 생존해왔다. 

청각, 후각, 미각 등 다른 감각들도 필수적 요소들이지만 일반적으로 시각을 잃었을 

때의 위험성이 가장 치명적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시각은 인간의 신체기능 중 가장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감각 중 하나이다. 시각의 노화는 시력 뿐만 아니라 색의 

식별, 명도의 후퇴가 시작되면서 일상 생활 활동에서 외부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 못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 시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6 

 

																																																								
6
 윤혜림(2003). “고령자의 시각특성을 고려한 색채환경 계획”.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0(2), p.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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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연령에 따른 시력의 변화 (Peter R. Boyce,  

Human Factors In Lighting, NW : CRC Press, 440) 

 

<그림2-1>(Peter R. Boyce, 2003)은 연력에 따른 시각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Boyce에 따르면 인간은 생후 시력이 점점 좋아져 15-20세에 최고의 시력 

상태가 유지되며, 35세부터 시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하여 50세부터 노안이 

시작된다. 60대부터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어 노안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며 20대의 

평균 시력을 1.0으로 볼 때 65세에서는 0.4가 된다. 70대에 접어들면서 시력은 

20대의 1/2까지 저하되며, 20대보다 2배의 눈부심을 느끼게 되고 노인성 

백내장(Cataract)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시력의 변화 외에도 모양근의 신축력과 

수정체 자체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눈이 순응에 필요한 시간이 길어짐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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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에 대한 적응력 자체가 저하되어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보기가 어렵게 되며7 

특히, 고령자가 색을 인지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시각 변화로 클리스티리안 

단백질이 장기간 동안에 자외선에 의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황색으로부터 

갈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게 되어 수정체가 황색화되고 ‘시계 황변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8 

 

 

<표2-5> 고령자의 신체 반응 특성9 

 

<표2-5>에서는 고령자의 시각 특성을 가독성 및 식별성, 색채 감각, 한/난색 

구별, 색상 대비, 색의 변화,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7
 인테리어협회(2001). “고령자를 위한 조명과 색채”. 경기: 도서출판국제 

8
 신지예, 이찬수(2015). “고령자 시각대응 색인지 및 색 오류 구간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9호. p.18 
9
 전은정(2015). “고령자를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색채 가이드라인 구축”.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29호.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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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규격(KS)에서는 일상생활과 작업장에서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상과 환경에 대하여 빠른 주의를 끌고 특정한 메시지를 신속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안전 색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 색채는 강렬한 고채도의 유채색인 

빨강, 노랑, 파랑, 초록과 보조색인 흰색과 검정으로 구성되어 사용된다. 

 

 

<그림2-2> 안전색의 시뮬레이션 

 

<그림2-2>에서는 안전 색채의 일반성인 시각과 고령자 시각을 비교하고 

있는데, 일반 성인 시각에서는 색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고령자의 

시각에서는 전반적으로 황변화 현상에 의해 흰색의 경우 노란색 기미가 첨가되어 

노란색으로 오인하기 쉬워지며, 파란색은 초록색으로 변화되어 보이며 색채를 

인식하는데 혼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초록색의 경우 노란색과 

파란색의 이차색으로 노란색 기미를 가짐으로써 고령자의 시각에서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파란색과 초록색 등의 한색계열은 명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유사하게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초록색에 파란색이 더해질수록 

색채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이차색에서의 

단파장대역의 색채를 사용함에 있어 노인의 시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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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시력의 저하에 따라 시인성이 떨어짐으로써 명확한 색채 지각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10 

 

2. 교통약자의 신체 특성 

 

서울디자인재단과 눈디자인(nooNdesign)이 함께 작업한 

'서울지하철환승지도'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에서 환승할 때 걸리는 시간은 

평균 22분으로 일반인이 걸리는 3분의 7배가 넘는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장애인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 역에 진입, 진출하는 시간이 약 10분 더 걸린다고 

한다. 이는 역사에 진입하여 승강기를 이용한 뒤, 지정된 휠체어 칸에 승차하고 

하차하고, 환승 통로를 지나 승강기를 다시 탑승한 뒤,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고 

대합실에서 경사로를 이용한 뒤에야 개찰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2-3> '서울지하철환승지도'의 인포그라픽 

 

버스와 도시철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여 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10

 위의 책,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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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가능-이용불편-이용불가 그룹으로 구분하고 주요 이용자 유형별 특성과 

배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6> 사용자별 배려 사항11 

 

																																																								
11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2016 버스의 도심이동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연구’,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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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의 대중교통 시설 현황 

2017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대중교통 평일 평균 이용 인원은 약 

1,151만명으로 목적 통행량(최초출발지부터 최종도착지까지 통행하는 과정을 

하나의 통행으로 간주)은 약 2,231만 통행, 수단 통행량(1번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통행 단위)은 약 2,914만 통행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은 이용 인원이 약 760만 

명, 목적통행량이 약 1,376만 통행, 수단 통행량이 약 1,738만 통행으로 주말에 비해 

평일의 대중교통 통행량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의 대중교통 이용 인원이 전체 대비 38.8%, 

목적통행량은 43.6%, 수단통행량은 44.9%를 차지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이용 인원 및 통행량은 전체의 23.3-26.0%, 

인천광역시는 6.0%-6.8%를 각각 차지하여 수도권의 이용 인원 및 통행량이 전체의 

7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제외한 특별·광역시 중 이용 인원 및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광역시로 이용 인원 95만, 목적통행량은 203만, 수단통행량은 262만 통행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용 인원 

약 2만3천명, 목적 통행량 및 수단통행량이 약 3만3천 통행, 약 4만 2천 통행으로 

통행이 가장 적은 지역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행정도시로서 인구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이용 인원 

및 통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으며, 경상북도, 충청남도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통행이 적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용 인원 약 6만 3천명, 목적 통행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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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통행량이 각각 약 10만4천 통행, 약 12만 1천 통행으로 나타났다.12 

 

 

 

<표2-7> 평일 이용인원/목적통행량/수단통행량 비교 

 

 

<표2-8> 평일/토/일 평균 이용인원/목적통행량/수단통행량13 

																																																								
12

 교통안전공단, “2017 대중교통 현황조사”, p.13 
13

 위의 자료, p.14 



27	
	

1. 도시철도 현황 

 

1974년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2018년 3월 기준으로 

수도권에는 13개, 부산광역시에는 6개, 대구광역시에는 3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에는 각각 1개의 노선이 개통되어 모두 24개의 노선이 

분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에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역은 총 302개로, 전국 638개 

역사의 47.3%를 차지하고 있다. 

 

<표2-9> 2017년 도시철도 역사 현황 (대중교통현황조사, 국토교통부) 

서울시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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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7년 5월 31일 합병되어 국내 최대 지방 공기업이자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로 재탄생하였다. 서울교통공사 아래의 1-8호선을 

이용하는 시민은 일평균 680만명으로 뉴욕(565만명), 파리(418만명)보다 많다.14 

 

 

2. 버스 현황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버스는 운행 특성에 따라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총 5가지로 분류된다. 먼저 간선버스는 지역간 

중·장거리의 통행 수요를 처리함으로써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교통 흐름이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운행된다. 지선버스는 간선버스·지하철 노선과 

연계하여, 지역 내 통행의 편의를 꾀할 목적으로 운행된다. 순환버스는 도시 및 

부도심 안의 일정 지역을 순환하면서 다양한 통행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행된다. 일부 지역에 따라 간선버스나 지선버스 등이 순환버스 형태로 운행되기도 

한다. 광역버스는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주변 도시와 

대도시의 도심 및 부도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는 

지선버스의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버스로 일반버스 노선의 틈새 구역을 운행하며 

다음에 타고 가야할 일반 버스나 지하철을 연계하는 목적으로 운행된다. 이외에 

기타 버스로는 승객이 많은 시간대에 운행되는 맞춤버스, 심야 시간대에만 운행되는 

심야버스, 주요 지역에서 공항까지 운행되는 공항버스, 관광객을 위한 

																																																								
14

 네이버 기업사전, “서울교통공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609992&cid=43167&categoryId=43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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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티투어버스, 서울시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무료셔틀버스가 있다.15 

 

구분 특성 노선 구분 

 

 

간선버스 

• 시외곽·도심·부도심 등 지역간 연계 

• 신속성·정시성 확보 

 

지선버스 
• 간선버스·지하철과의 연계 환승 

• 지역내 통행수요 처리, 접근성 확보 

 

순환버스 
• 도심·부도심내 지선노선 

• 도심·부도심내, 업무·쇼핑통행 담당 

 

																																																								
15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2016 버스의 도심이동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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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 수도권과 도심을 연계 

• 시계유출입 승용차 이용수요 흡수 

 

마을버스 

• 지선버스의 보조역할 수행 

• 지역에서 가까운 정류소, 지하철역 

연계 

 

<표2-10> 버스의 유형별 특성16 

 

시내버스는 총 386개의 업체가 7,236개의 노선에서 33,210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시내버스 업체가 운영 중인 곳은 서울특별시로 66개의 

업체를 운영 중이다. 마을버스는 총 320개의 업체가 931개의 노선에서 4,480대의 

버스를 운영 중이며, 이 중 서울특별시에서 131개의 가장 많은 마을버스 업체가 

운영 중이다.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을 보유한 곳은 경기도로, 시내버스 1,509개 

노선과 마을버스 421개 노선이 분포되어 있다.17 

 

																																																								
16

 위의 책, p.14 
17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2016년 대중교통현황조사 종합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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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1> 시내버스 현황 (대중교통현황조사, 국토교통부) 

 

 

<표2-12> 마을버스 현황 (대중교통현황조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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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수단 중 평일 버스이용자가 가장 많은 노선은 서울시 143번으로 

나타났다. 이 노선은 정릉과 개포동을 연결하며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약 

4만5천명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은 부천시 대장동 종점과 여의도 환승 센터를 

잇는 88번 노선으로 서울에서 인천까지 주요지역을 경유하여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8 

하루에 발생한 버스 정류장 별 평일 이용 인원은 수도권 지역의 정류장 

순위가 상위권을 차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 정류장이 4개소, 인천광역시는 1개소, 

경기도는 5개소가 순위에 올랐다. 총 이용 인원이 가장 많은 정류장은 3만 

6천여명이 이용한 서울특별시의 사당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도 수원시의 

수원역, 성남시의 야탑역, 종합버스터미널로 집계되었다.19 

 

																																																								
18

 위의 자료, p.26 
19

 위의 자료,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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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3> 전국 평일 최다 이용 정류장 (단위: 명/일) 

 

순위에 오른 모든 정류장은 도시철도와 연계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시철도와 버스 간의 환승 뿐만 아니라, 광역환승센터와 같은 버스 간의 환승 여건 

또한 양호한 것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사당역의 총 이용 인원이 약 3만 6천여명으로 가장 

혼잡한 정류장으로 분석되었다. 사당역 정류장은 대중교통 환승의 주요 거점임과 

동시에 업무, 상업, 주거 시설 등이 밀집한 곳에 위치해있다. 그 밖에도 수요가 많은 

대부분의 정류장은 주로 도시철도와 버스 수단 간 환승이 용이한 환승 거점 

지역이고 다양한 토지이용 특성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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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4> 서울특별시 평일 최다 이용 정류장(단위: 명/일)20 

 

이 연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상이함에 따라 여러가지 대중교통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공통된 가이드라인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는 

1호선부터 8호선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9호선은 서울메트로9호선이, 그리고 

분당선과 신분당선까지 운영하는 기관들이 모두 분리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는 66개의 업체가 운영 중이며, 마을버스는 각 구마다 관리하여 이를 모두 

취합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20

 위의 자료, p.45 



35	
	

제 4 절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 

 

2001 년 1 월, 지하철 4 호선 오이도역에서 70 대 장애인이 장애인 

승강기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역사(驛舍)가 개통된 지 6 개월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에 장애인단체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동권 쟁취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장애인이 도시철도 내에서 사고를 당한 사건은 그 

전부터 수없이 있어왔다. 

 

사고 일시 일어난 장소 피해자 장애유형 사고 내역 

1997년 6월 서울 4호선 혜화역 지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 

1998년 10월 서울 1호선 청량리역 시각장애인 지하철 노선 위로 추락 

1998년 12월 서울 3호선 흥제역 시각장애인 지하철 노선 위로 추락 

1999년 10월 서울 5호선 천호역 지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가드레일 

파손으로 인한 추락 위기 

2001년 1월 서울 4호선 오이도역 지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망) 

2002년 5월 서울 5호선 발산역 지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망) 

2006년 9월 인천 1호선 신연수역 지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 

2008년 8월 서울 1호선 화서역 지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망) 

<표2-15> 지하철 내 장애인 추락 사고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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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전무했던 장애인 인권 운동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장애인 올림픽이 아닌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원금을 써야한다는 단식 농성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88올림픽 이후 장애인의 권익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도시철도 내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끊이지 않자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이동권연대)'가 조직되어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사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동권 

투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으로 이어졌고, 2005년 1월 이동편의법이 제정되었다.21 

1976년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저상버스는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차체 

바닥이 낮으며, 경사판(슬로프)이 장착되어 있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거나,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오르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말한다. 1990년대 초부터 독일, 영국, 덴마크, 캐나다 등 선진국의 대도시에 

일반화되었고, 일본에서는 1997년부터 운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장애인단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보도의 

높이가 도로에 따라 다르고, 정류장 근처에 불법 차량이 있을 경우 버스가 보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듯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는 도로 여건상 많은 문제가 있어 

도입되지 못하였다.22 2003년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를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한 이후부터 시범운행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는 시내버스 보급률 

																																																								
21

 “[교회와 장애인사역1] 장애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뉴스앤조이, 2017.8.6 
22

 “저상버스”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294&cid=40942&categoryId=32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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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저상버스 보급률을 22.4%로 전체 시내버스 3만 3796대 중 7579대의 

저상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저상버스 보급률을 

41.5%까지 높이겠다는 2차 증진 계획의 목표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저상버스 보급률의 1차 원인으로는 계획은 뒷받침하지 못하는 예산 

편성을 들 수 있다.23 

 

 

<그림2-4> 휠체어용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23

 “[장애인들의 빼앗긴 권리] ‘공약’이 된 저상버스 확대… 대중교통 이동편의 개선 

‘게걸음’, 세계일보, 201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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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선행연구 



39	
	

제 1 절 국내의 사례 

 

교통약자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 개선을 위한 

연구가 국내에서 수차례 시도되고 있다. 공공디자인 분야에서 교통약자를 고려한 

디자인연구들이 진행되는가 하면, 서울특별시와 그 외 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는 그 중 몇가지 주요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7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세대학교 

창업동아리 MLP는 '한국형 경사로 FFF(First Floor Free)'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1,000m^2이하의 업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닌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시작되었다. 상업시설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따를 뿐 아니라, 비장애인이 이동하기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않아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경사로를 새로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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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한국형 경사로 FFF 

 

FFF 프로젝트에서는 고정형 경사로가 설치 및 철수가 불편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이유로 필요할 때마다 설치하고 철수할 수 있는 이동형 경사로를 

개발하였다. 이 한국형 경사로는 가볍고 가공이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한 소재인 

EVA폼을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지역의 장애인단체와 협력하여 상업시설 관리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후보 시설을 뽑아 각 시설의 환경에 맞는 경사로를 설계, 

제작하였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도시철도와 버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제품, 환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을 디자인할 때 

다양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게 하는 디자인으로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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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외국인 등을 배려한 디자인 사고방식을 의미한다.24 

2016년에 진행된 ‘버스의 도심이동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연구’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일반성인 등 

많은 이용자들이 버스, 버스정류소 이용과 버스운행정보 인식에 어려움을 겪고, 

온라인 정보입수에도 문제가 많아 불편함을 겪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버스정류소 

쉘터 내에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적절한 대기 공간이 부족하고 버스정류소를 

찾아가기도 어렵고 버스를 분간할 수가 없는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 버스정류소, 온 오프라인 버스 

이용 정보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려 하였으나, 국내외에서 스마트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버스와 버스정류소 시설 및 

운행 정보에 대한 적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25 이 연구에서 제안한 버스 가이드라인은 실내외 안내방송 / 승객의 승차 

공간 / 편의시설 / 외부 운행 정보 LED 표시 장치 / 내부 운행 정보 LCD 표시 

장치이며, 버스정류소에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주변시설 / 버스정류소 접근을 위한 

시설 및 지원 시스템 / 승강장 및 버스정차위치 / 승객의 대기 장소 / 교통약자 

예약시스템 / 운행 정보 표지판 / 역상형 버스정류소 / 지주형 버스정류소 /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이다. 

 

																																																								
24

 고영준, ‘사용자 중신의 유니버설 디자인 방법과 사례’, 아담북스, 2011 
25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2016 버스의 도심이동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연구’,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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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실내외 안내방송 

 

 

<그림3-3> 승객의 승차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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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편의시설 

 

 

<그림3-5> 외부 운행 정보 LED 표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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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내부 운행 정보 LCD 표시 장치 

 

 

<그림3-7> 버스정류소 주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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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8> 버스정류소 지원시스템 

 

 

<그림3-9> 버스정류소 승강장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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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0> 버스정류소 대기 장소 

 

 

<그림3-11> 버스정류소 승차예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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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2> 버스정류소 운행 정보 표지판 

 

눈디자인(nooNdesign)이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작업한 '서울지하철 

환승·이동 정보체계 디자인'에서는 교통약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환승, 이동하는 

시간이 7배 이상 차이나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UI/UX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이 어플은 각 도시철도 역에서 환승을 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가 가장 

가까운 출구와 개찰구를 알려주고 최단 경로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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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3> 서울지하철 환승·이동 정보체계 디자인 가이드북 

 

이 UI/UX가이드라인은 기획과 제안 단계는 완료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실제 구동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 디자인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취약한 고령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를 함께 진행한 서울디자인센터의 신윤재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의 대중교통 시스템에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여 많은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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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의 사례 

 

1. 영국의 사례 

 

영국 런던교통청(Transport for London, Tfl)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이 지도와 별도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종류의 종이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교통약자용 종이 지도는 Step-free Tube Guide, Avoiding stairs 

Tube guide, Tube Map for Tunnels, Toilet Facilities 등이 있다. Step-free Tube 

Guide, Avoiding stairs Tube guide 사례를 통해 영국은 보행에 취약성이 있는 

교통약자의 필요를 안전보행접근로 및 주 출입구, 환승 및 이동 여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와 계단, 승강장(열차와 플랫폼 사이의 틈)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이 지도에 각 정보를 텍스트와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종이 지도 특성상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 종류의 

지도를 통해 종합적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워 개인이 각각의 종이 지도를 종합하여 

참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26 

 

																																																								
26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2017 서울지하철 환승,이동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 -교통약자를 위한 환승지도 개발-”,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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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4> Step-free Tube Guide 종이 지도 

 

런던교통청의 홈페이지에서는 런던지하철, 지상 전철, 경전철 구간을 

대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이동편의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역사 내 

물리적 시설뿐만 아니라 역무원을 호출하거나 동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정보 

또한 제공하는데, https://tfl.gov.uk/transport-accessibility/help-from-staff에서 

확인할 수 있다. 

Tfl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교통약자를 고려하며 구체적으로 

임산부와 유모차 이용자, 시각장애자와 청각장애자를 위한 페이지를 별도로 갖추고 

있어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역무원의 

동행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어 지하철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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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5> Tfl 홈페이지 내 Passenger Assistance Website :  

역무원 동행서비스 예약신청 화면 

 

런던교통청에서 제공하는 'Making Rail Accessible : Helping Older and 

Disabled Customers'는 핸드북 형태로 안전보행접근로 및 주 출입구 정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경사로와 계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핸드북에는 

장애인화장실 위치, 역사 내 인적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으로서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상세한 지하철 접근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약자의 좌석 

이용, 발권 기계, 매표소, 도우미 만남의 장소, 편의시설 및 소매상가, 지정주차 공간, 

역내 안전센터, 안전 승인 지하철역, 역사 내 역무원 상주 여부, 계단 회피 접근 정보 

등을 포함함으로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종이 지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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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이 있다.27 

 

 

 

<그림3-16> Making Rail Accessible : Helping Older and Disabled Customers 

핸드북 

																																																								
27

 위의 자료, p.28 



54	
	

2. 미국의 사례 

 

미국 뉴욕 맨해튼 지하철공사(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뉴욕권역의 2가지 지하철 

네트워크(New York City Transit/Staten Island Railway)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접근 및 환승·이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안전보행접근로 및 주 출입구, 

환승이동경로, 경사로, 개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 별 승강기 점검 정비 

현황과 연계교통 (버스) 호츨, 역무원 호출 서비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뉴욕 지하철의 경우 지하철 역에 여러 노선이 다니는 경우 층을 이동하여 

환승해야 하는 경우와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노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MTA 

홈페이지에서는 휠체어 및 개인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지하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여건과 플랫폼까지의 승하차 경로를 텍스트로 설명한다. 또한 

휠체어 및 개인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없는 역의 경우 다른 역으로 

진입하여 환승할 수 있도록 동일 플랫폼에서 환승이 가능한 역과 환승 노선을 

간략히 안내하고 있다. 한편, 승하차 경로의 경우 텍스트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 

경로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28 

 

																																																								
28

 위의 자료,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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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7,18> 뉴욕 MTA 홈페이지 - MTA Guide to Accessible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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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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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시내에 있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 시설물과 운송수단 내부에 있는 사인 시스템의 사진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제 1 절 국내 도시철도 실태 분석 

 

도시철도 시설에서 수집한 사인 자료들은 주요 역 외부에 설치된 출구, 

장애인 승강기 주변, 출구/환승 정보 안내, 장애인 화장실과 수유실 주변, 전동차 

내부의 응급/위기 상황 대처 안내 문구, 그리고 심장 제세동기와 비상구 주변의 

사인이다. 

 

  

<그림4-1,2> 당산역 2번 출구 근처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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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4> 당산역 장애인 승강기 외부 모습 

 

<그림4-5> 서울대입구역 장애인 승강기 외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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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7> 장애인 승강기 입구의 안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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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8,9,10,11,12> 장애인 승강기 내부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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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3,14,15> 2호선 당산역 내부의 장애인 승강기 앞 사인 

 

 

<그림4-16> 장애인 승강기 안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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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7,18,19> 당산역 9호선 역사 내 사인 

 



63	
	

 

 

  

<그림4-20,21,22,23> 당산역 9호선 역사 내 화장실 안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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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4,25> 화장실 입구 사인 

 

  

<그림4-26,27> 장애인화장실 내부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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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8> 영유아 동반자 시설물 사인 

 

 

<그림4-29> 어린이용 화장실 입구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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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0,31> 에스컬레이터 안전 관련 사인 

 

   

<그림4-32,33,34> 전동차 내부 안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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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5> 소화기 안내 사인 

 

  

<그림4-36> 승강기 출입문 응급 손잡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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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7> 교통약자 배려 좌석 안내 사인 

 

  

<그림4-38,39> 개찰구 내부의 구호용품 보관함 안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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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버스 실태 분석 

 

시내버스에서 수집한 사인 자료들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내부에 있는 

응급/위기 사인과 장애인 배려석 관련 사인들이다. 

 

  

<그림4-40,41> 버스 하차 문에 붙어있는 경고 문구 

 

  

<그림4-42,43> 버스 하차 문 앞 좌석 아래에 있는 비상 밸브와 수동 문 개폐 알림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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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4,45> 버스 내부와 운전기사 좌석 뒷 편에 붙어있는 안전 사인 

 

 

<그림4-46> 비상용 망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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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7> 노약자석 창틀에 부착된 노약자석 문구 

 

 

<그림4-48> 좌석 등받이에 부착된 노약자석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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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작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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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작품 스케치 

여러 기업들이 분리 운영하는 국내의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그리고 

마을버스가 함께 공유하는 사인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된 많은 

연구들이 이해관계자로 인해 현실에 도입되지 못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에서 교통약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 

정보 시스템을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쉽다는 의미의 시각 상징을 스케치해보았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도입할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목표로 하였다.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 상징과 차별화 

되면서도 이것이 교통약자를 위한 상징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쉽도록 디자인하였다. 

 

 

<그림5-1>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장애인 시각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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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 1차 핸드스케치 

 

 기존의 장애인 시각상징을 조금 더 활동적이고 활기찬 이미지로 디자인 

하였다. 핸드스케치를 바탕으로 진행한 1차 시각상징 스케치는 다음과 같다. 

지팡이를 든 고령자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조합한 상징과 임산부와 휠체어를 

조합한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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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 1차 시각상징 스케치 

  

 기울어진 모양의 시각상징이 불안정해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2차 

스케치는 추상적으로 진행해보았다. 여러가지 기호 중 information의 첫 철자인 i를 

뒤집은 모양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느낌표(!) 기호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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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았다. 

 

 

 

<그림5-4> 2차 시각상징 스케치 

 

 

<그림5-5> 2차 시각상징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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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 information과 고령자, 그리고 휠체어 바퀴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조합한 시각상징을 디자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통합 사인 가이드라인을 위한 

스케치를 진행하였다. 

 

 도시철도 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통합 사이드라인에서 다룰 수 있는 시설은 

출입구, 장애인 승강기, 심장제세동기, 전동차 내부의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보았다. 

2차 시각상징을 적용해 본 도시철도의 1차 통합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색상은 

식별하기 쉽고, 기존의 지하철 노선도에 겹치지 않는 짙은 자주색을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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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6,7,8,9> 도시철도 출입구, 장애인 승강기, 전동차 내부, 심장제세동기 

가이드라인 1차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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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위한 통합 사인 가이드라인 스케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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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0,11,12> 버스 안내 표지판, 버스 정류장, 버스 내부 가이드라인 1차 

스케치 

 

 

 

 

 



81	
	

제 2 절 최종 작품 연구 

1. 시각화 방법 연구  

 

 1차 가이드라인 스케치를 진행한 후, 도시철도와 버스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사인 가이드라인을 효과적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중점적으로 

고려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누구나 보고 인식하기 쉬울 것. 

 2. 단순한 브랜딩 작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을 것. 

 3. 가이드라인의 실제로 적용 가능 여부. 

이 세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도시철도 시설 내부를 탐구한 결과, 도시철도 시설 

곳곳에 배치된 지도를 참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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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3> 2호선 당산역 외부에 배치된 출입구 표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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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4> 9호선 당산역 내부에 배치된 상점 위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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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5> 2호선 강남역 내부에 배치된 역 이용 안내도 및 비상대피로 

 이처럼 도시철도 시설 내에는 출입구 위치 표시, 상점 안내, 역 이용 안내 및 

비상대피로를 위한 지도가 종류별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버스정류장에서는 이러한 

지도 및 안내도를 찾을 수 없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 없이는 버스 

정류장의 위치를 알 수 없었고, 버스에서 도시철도로 환승할 경우 지상 

안내표지판이 존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동선을 찾기 어려웠다.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반 성인 이용객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최신 전자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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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느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하여 최종 작품은 하나의 단면에 버스와 도시철도 지도를 함께 

배치하되,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과 사이니지를 별도로 표시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문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을 계층을 고려하여 문자 사용을 

자제하고, 영어에 친숙하지 않을 계층을 고려하여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강력한 색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러가지 색상들을 실험하였다. 

비상구나 병원 등 안전을 상징하는 초록색과 눈이 편안한 하늘색을 고려하였으나, 

두 색상 모두 현재 운행되는 도시철도 노선 색상과 겹치는 문제점이 있어 두 색상을 

섞은 민트 계열 색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5-16> 최종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색상 

 

 1, 2차 스케치의 시각상징들을 최종 작품에 여러차례 적용해 보았으나, 처음 

보는 사람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자문을 받아 현재 있는 장애인 시각상징에서 크게 

변형하지 않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동반자, 유모차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시각상징을 



86	
	

선정하게 되었다. 

 

 

<그림5-17> 최종 가이드라인에 적용하는 시각상징 

 

 이 시각상징은 가로로 길다는 특성이 있어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시, 상황에 

따라 5개의 상징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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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결과물 

 

 최종 결과물은 A0(1189mm*841mm)사이즈의 통합 가이드라인과 

A2(594mm*420mm)사이즈의 버스 전용 가이드라인과 도시철도 전용 가이드라인, 

그리고 8개의 시뮬레이션 일러스트와 이 시뮬레이션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4분 

가량의 동영상으로 구성하였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지상의 버스 차로와 정류장, 

지하 1층과 2층의 도시철도 역 내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 통합 

가이드라인에 표기된 시설물들과 사이니지들은 지도의 측면에 별도로 확대 

표시하였다. 또한, 교통약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이용객이 버스에서 하차한 뒤,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숫자로 

표시하였다. 이 지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기준으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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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8> 교통약자를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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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19> 교통약자를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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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0> 교통약자를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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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1> 교통약자를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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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2> 교통약자를 고려한 통합 가이드라인(확대) 

 

 

 

 



93	
	

 버스 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저상버스 내부에 마련된 교통약자 전용 공간과 

저상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하였을 때 경사로 위치를 표시하였다. 내부의 

교통약자 전용 공간에는 버스 하차 위치에 가까운 곳에 배려석을 배치하는 것으로 

구상하였으며, 하차 시 저상버스의 경사로가 위치하는 곳을 바닥에 표시하여 버스 

대기 및 승하차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5-23> 교통약자를 고려한 버스 전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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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 전용 가이드라인에서는 열차에 교통약자 배려칸을 지정하고 

표시했으며, 이 배려칸의 외부/내부 디자인을 구상하였다. 교통약자 배려칸은 8량의 

열차와 6량의 열차에 각각 지정하였고, 열차 외부에도 교통약자를 배려색을 

표시하여 배려칸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상하였다. 

 

 

<그림5-24> 교통약자를 고려한 도시철도 전용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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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제작한 8개의 시뮬레이션은 교통약자의 

시점에서 전용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 후 전용 도시철도 출입구를 통해 도시철도 

역사 내에 진입하고 전용 시설물을 이용하며 도시철도 열차에 탑승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시뮬레이션은 연구자가 직접 강남역의 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 시설 내에서 8개의 과정을 촬영한 뒤, 디자인을 합성하고 이 장면들을 

일러스트로 옮기는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8개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에서 하차 

2-1. 도시철도의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로 진입 

2-2. 도시철도의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진입 

3. 화장실 이용 

4. 개찰구 통과 

5.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2층 승강장으로 이동 

6.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 

7. 교통약자 배려칸에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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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5> 시뮬레이션1: 버스에서 하차(합성) 

 

<그림5-26> 시뮬레이션1: 버스에서 하차(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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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7> 시뮬레이션2-1: 도시철도의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로 진입(합성) 

 

<그림5-28> 시뮬레이션2-1: 도시철도의 에스컬레이터 출입구로 진입(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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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29> 시뮬레이션2-2: 도시철도의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진입(합성) 

 

<그림5-30> 시뮬레이션2-2: 도시철도의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진입(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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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1> 시뮬레이션3: 화장실 이용(합성) 

 

<그림5-32> 시뮬레이션3: 화장실 이용(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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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3> 시뮬레이션4: 개찰구 통과(합성) 

 

<그림5-34> 시뮬레이션4: 개찰구 통과(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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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5> 시뮬레이션5: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2층 승강장으로 이동(합성) 

 

<그림5-36> 시뮬레이션5: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2층  

승강장으로 이동(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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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7> 시뮬레이션6: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합성) 

 

<그림5-38> 시뮬레이션6: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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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39> 시뮬레이션7: 교통약자 배려칸에 탑승(합성) 

 

<그림5-40> 시뮬레이션7: 교통약자 배려칸에 탑승(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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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가이드라인과 시뮬레이션 과정을 바탕으로 제작한 동영상은 통합 

가이드라인에 표시한 숫자를 순서대로 시뮬레이션과 배치하여 가이드라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작업하였다. 교통약자가 버스 정류장에 하차하여 도시철도로 

환승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보여주며 나레이션 음성이 이를 설명한다. 

 

 

<그림5-41> 통합 가이드라인 동영상의 한 장면 

 

 

<그림5-42> 통합 가이드라인 동영상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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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품 전시 

 

 

<그림5-43> 전시 장면 

 

 

<그림5-44>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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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5> 전시 장면 

 

 

<그림5-45> 전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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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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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편리하고 시설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지만, 본 연구에 앞서 진행한 자료 조사 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과 

시설물은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정부와 여러 

사회 단체들이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으나, 재정적인 

문제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성공적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 고령화가 계속 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언젠가 교통약자가 될 

것이 자명 한데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점이 이 연구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었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너무나도 방대한 범위에 압도되어 과연 개인 

연구로 이 문제에 맞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서울 디자인 연구소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수년을 투자하여 

조금씩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큰 원인 중 하나인 교통수단 별로 통일된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현실도 자료 취합을 

힘겹게 만든 요인이었다.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취합한 뒤, 문제해결을 향해 

연구하는 와중에도 이 연구가 단지 표피적인 시각화 작업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 디자이너로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한 명의 디자이너가 국가의 정책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또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통약자들이 보다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최종결과물은 도시철도와 버스라는 두개의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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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을 취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이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나, 이를 시작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교통약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아간다면 진정으로 이상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이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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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on Effective Visual Information Design 

of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Considering  

Mobility Handicapped 

 

 YOO, YEWON 

Dept.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ccording to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LIT), more than one out of four people are “Handicapped 

Transportation User” in Korea. Handicapped Transportation User refers 

to those who have disadvantages in cognitive and physical ability, 

including elderly person (65 years or more), child, person with disability, 

and pregnant person. With medical development followed by increase in 

human life expectancy, the elderly people are 51.2 % of Handicapped 

Transportation User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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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96 did MLIT enact “Improvement of Handicapped 

Transportation User” to improve Handicapped Transportation User’s 

experience; however, its lack of unification of signs misleads the 

transportation users. Seoul City has recognized its problematic flexibility 

and is planning to improve it, but it appears to be unrealizable to have 

same signs on transportation system, as transportation institutions include 

private and public institutions. Handicapped Transportation Users who 

have disadvantages in sight and mobility are forecasted to increase, so it is 

necessary for Seoul City to come up with new system that accounts those.  

 

In this research, I construct an unified way of conveying 

information that public transportation institutions can implement for 

those with disabilities. The public transportation refers to a transportation 

service that normal audience can use, such as city railway, city bus, and 

town bus. I will introduce theoretical foundations of Handicapped 

Transportation Users’ visual cognition and demonstrate the interview I 

had with an expert and research on precedent sign system and welfare 

designs. Based on collection of signs in city railway and buses in Seoul, I 

will present problems that current signs in each transportation system has. 

Then, I will demonstrate the system that accounts for all transportation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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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s in transportation system are not unified as they are governed 

by different institutions, and foundational design for all transportation 

users is necessary. I expect this research to be what anyone can rely on 

when confronted with emergency. 

 

Keywords: Visual communication design, Mobility disabled,  

       Infographic, Social design, Public transportation 

Student Number: 2016-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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