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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돕는 사인시스템 디자인

Sign system design for rapid evacuation in earthquake evacuation situations

유가희*, 오광명**

Ga-hee Yoo*, Kwang-myung Oh**

요 약 피난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인시스템은 벽의 상단부에 있다는 점에서 고개를 숙인 채 대피해야 하는 지진 상황

에서 유용하지 않다. 본 연구는 지진 대피 상황의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진 대피를 위한 대책으로서 사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진 대피 상황의 동영상 분석을 바탕으로 지진 상황을 이해한다. 둘째, 지진 상황

에서 안전한 대피를 돕는 사인 시스템이 가져야 할 필요요건을 도출하였다. 셋째,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인시스템이 지진대피 상황을 위한 피난설비로서 적절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적합성을 고찰하였다. 동영상 분석

및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피난유도등의 설치만으로는 지진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피난유도등 근처에 사인시스템을 설치하여 문의 사용성을 돕는 사인시스템을 제안한다.

주요어 : 지진, 재난, 사인시스템, 대피, 디자인

Abstract Most of the sign systems involved in evacuation are not useful in seismic situations where people have to 
evacuate with their heads bowed, given that they are at the top of the wall. Based on the analysis and 
understanding of seismic evacuation situations, this study proposes a sign system as a measure for rapid seismic 
evacuation. First, understand the seismic situation based on the video analysis of the earthquake evacuation situation. 
Second, the need for a sign system to help secure evacuation in earthquake situations was derived. Third, the on-site 
survey examined the suitability of the Sine system installed in Korea as an escape facility for the earthquake 
evacuation situation. Based on the video analysis and on-site survey, it was concluded that the installation of escape 
guidance lamps alone could not induce rapid evacuation in the earthquake situation. In this study, a sign system is 
proposed to help the use of doors by installing a sign system near an emergency exit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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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과거 발생했던 지진의 관측기록을 보면 대형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진의 규

모가 작고 빈도가 현저히 낮아[1]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려왔다. 그러나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이 두건이나 발생해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경주와 포항 등 한국의 지진

최고 강도의 평균은 5.6으로 이제 한국의 건축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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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진 중 흔들릴 때 지진이 멈췄을 때

집안 탁자 아래로 들어가 전기와 가스를

표 2. 지진대피요령

Table 2. evacuation tips for an earthquake

지진재난을 필수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다.[2] 2016년 6월 기준 내진설계 대상에 해당하는 약

150만동 중 33.5%만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서울, 부산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내진율은

30% 미만으로 지진이 발생 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3] 지진 재해를 대비하여 내진 설계의 기준

강화와 건물 보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건물 내에서 화재, 지진 등 재난발생하면 가장 우선

적으로 건물 밖으로의 대피가 진행되어야 한다. 건물

내에는 건물 밖으로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유도등, 사

인시스템 등 재난 상황 시 재실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여러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다.[4] 그러나 유도등과 같은

대부분의 피난설비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벽의 상

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지진대피 시 고개를 숙이고 머리

를 보하며 대피해야 하는 국민안전처의 지진 발생 시

대피 메뉴얼의 상황과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지진 대피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진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지진대피 상황에 적합한 사인시스템의 디자인을 제

안하기에 앞서 지진대피 상황의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

루어 져야 한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각종 문헌조사

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진의 발생현황과 대피요령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지진은 재

해의 특성상 임의묘사가 불가하여 실제 지진대피 영상

을 통해 지진대피 상황을 이해·분석하였다. 셋째, 현장

조사를 통해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과 관련된 사인

시스템이 지진대피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설

비로서 적절한 기능을 갖추었는지 적합성을 고찰하였

고 이것을 토대로 디자인 범위와 방향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디자인 방향을 토대로 신속한 지진

대피를 위한 사인시스템의 디자인을 제안하였고 휴리

스틱 평가를 통한 효용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Ⅱ. 지진발생 현황 및 대피요령

1. 지진발생 현황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여겼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2년

연속으로 대형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

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여러 글들이 주장되고 있다. [표

1]은 기상청이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8년(이하 예년)의 지진발생 횟수를 정리한 자료이다.

규모 2.0부터 3.0까지의 지진 발생 횟수는 2015년 이전

에는 50건 이하의 수치를 보이나 2016이후에는 매년

100건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5] 2016년과 2017

년의 규모 2.0과 3.0사이의 지진은 대부분 대형지진에

의한 여진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그러나 2018년에

서 대형지진이 일어났던 관측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110건이나 발생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는 지

진발생 빈도가 점차 늘어난다는 것을 시사하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구분  ≤  ≺   ≤  ≺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

“1999~‘

2008년
32.2 8.1

“2009~‘

2015년
46.7 9

2016년 218 30

2017년 204 17

2018년 110 4

표 1. 국내 지진 발생 현황

Table 1. Status of Earthquakes in Korea

출처: 국내지진 발생추이, 기상청, 2019

2. 지진대피 요령

국민 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으로

상황별과 장소별로 구분하여 대피 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6] 상황별 행동요령은 지진으로 인해 흔들릴 때와

멈췄을 때로 구분하여 제시하며, 장소별 행동요령은 집

안, 집밖, 엘리베이터, 학교 등 세밀하게 구별되어 행동

요령을 제시한다. 그러나 장소와 상황을 구분되어 제시

하면 중복으로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다룬 내용으로 [표 2]의 지진발생 장소에 따

른 상황별 행동요령을 참고하였다.[7] 그 결과. 장소와

관계없이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에는 머리와 몸을 소

지품을 이용하여 보호해야 하고 지진이 멈췄을 때는 건

물 밖으로 대피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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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보호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확보할후대피

학교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음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

전철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안내에 따라 행동

문화

시설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자리에

앉음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피

편의

시설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

물건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밖으로

침착하게 대피

집밖

떨어지는 물건에 대피하여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

차안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키를 꽂아 두고 차

밖으로 대피

엘리

베이

터

모든층의 버튼을눌려가장먼저 열리는층에내린

후 계단을 이용

구분

A B

시점 지진발생 중 지진발생 중

표 3. 실제 지진대피 영상 분석

Table 3. Real Earthquake Massive Image Analysis

진도 5.4 5.4

장소 유치원 마트

인원 15 3

행동

특성

ㆍ사물의 흔들림을 통해

지진이 일어남을 인지

ㆍ지진대피 요령에

적합한 대피 방법으로

탁자 아래로 몸을 보호

ㆍ출입문주변으로사람이

밀집되어대피가늦어짐

ㆍ지진대피 요령에

적합한 대피 방법으로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

ㆍ탁자옆으로몸을숨김

ㆍ마트 방문객의 경우

출입문을 향해 대피를

하나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함

구분

C D

시점 지진발생 중 지진발생 직후

진도 8.0 5.4

장소 식당 상점

인원 10 1

행동

특성

ㆍ지진대피 요령에

적합한 대피 방법으로

소지품으로 머리를 보호

ㆍ절반가량의 인원은

출입문을 향해 대피를

시도하나 피난구의

위치를 단번에 인지 못함

ㆍ출입문의 형태가

당기는 여닫이 문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대피가

시급한 상황으로 미려는

시도를 함

구분

E F

시점 지진발생 직후 지진발생 직후

진도 5.4 6.4

장소 학교 집

인원 12~14 1

행동

특성

ㆍ손을 올리고 고개를

숙이며 신속히 대피

ㆍ출입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 하나의 출입문으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함

ㆍ평소에 생활했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림

ㆍ어두워서 출입문의

위치가눈으로쉽게인지

불가능

출처 : 국민안전처

Ⅲ. 지진대피 상황의 이해

지진이라는 것은 재난의 특성상 임의묘사가 불가하

다. 지진대피 상황에 대한 이해의 선행연구의 부재로

실제 지진대피 영상을 통해 지진대피 상황의 이해와 필

요조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 지진발생에 대

비한 연구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대피 영상

4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진대피 상황에 대하여 다양

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을 하고자 해외발생 지진의 영상

2건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지진 발생 인지 직후인지

에 대한 지진발생 시점, 지진의 규모(진도), 인원수, 장

소,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동영상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6개의 분석대상 영상 중 4개의 영상이 지진대피요령

에 적합한 대피가 이루어 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진

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으로의 대피를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두운 대피환경과 불특

정 다수의 이용이 잦은 마트, 식당 등의 다중이용시설

일 경우 출입문의 위치파악과 피난경로 판단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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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층별평균

설치수)

위치 및 설치조건 특징

피난

안내도(6)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주변의 벽

문의열리는방향이나

위치 표시가 없음

화장실 출입구

주변의 벽

현위치기준, 피난안내

방향을모두표시

엘리베이터주변의벽
소화기의 사용법과

위치를 제시

긴 복도 통로의 벽
화재대피 상황의

위주의 정보를 제공

피난구

유도등

(4~5)

실외로의대피가가능한

정문등의출입구

출입구의 상단에

부착되어 설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 주변

공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고장 및 작동 오류에

대한 문제는 없음

안전구획 공간으로의

출입구

설치기준장소에

장식물로대체되어설치

복도ㆍ거실

통로

유도등

(9)

복도나 거실의

통로에 설치

복도 통로유도등의

수는 현저히 적음

구부러진 복도의

거리 20m마다 설치

병원의 시설의

안내사인시스템에

가림

복도 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설치

시선의 왼쪽에

피난구가 위치할

경우 피난구유도등의

주변에 설치되어

피난구의 방향을

알려줌

거실 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에 설치

계단 통로

유도등(4)

각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설치
대피로의 방향과

층수를 동시에 안내

: 한정된 범위 내에서

두 개의 정보를

제시하여 표시부의

크기가 작아 가시성이

떨어짐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표 5. 현장조사 대상건물의 사인시스템의 현황

Table 5. Status of Signature System in Building Subjected to

Field Survey

을 겪는다. 동영상 분석을 통해 실제 지진대피 환경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를 국민

안전처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진대피 매뉴얼과 종합하

여 사인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

다. 동영상에서 노출의 빈도가 높은 행동을 우선으로

체크리스트 표를 작성하였으며 체크리스트 도출과정에

서 선행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참고하였다. [7] 지진 대

피 행동에 따른 도출된 체크리스트는 [표 4]와 같이 도

출되었으며 총 9개로 구성된다.

1
몸을 숙이며 밖으로 대피한다.

대피자의 시선의 하단부에 위치하는가?

2
짧은 시간안에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짧은 문구, 픽토그램 등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가?

3
익숙한장소가아닐경우, 출입문의위치파악이어렵다.

출입문의 위치를 알려주는가?

4
어두운 공간일 경우, 출입문의 위치파악이 어렵다.

명도가 밝은 색상으로 구성되었는가?

5
넓은 공간일 경우, 출입문의 위치파악이 쉽지 않다.

사인시스템의 규격이 공간의 크기에 비례하는가?

6
갈림 길인 경우 어디로 대피를 해야할지고민한다.

피난방향을 알려주는가?

7
어두운 심야·야간 시간대에 지진이 발생한다.

조명, 야광물질 등으로 빛을 내는가?

8
어두운 대피환경에서 출입문의 손잡이를 볼 수 없다.

손잡이의 위치를 알려주는가?

9

여닫이문의 개폐방향의 헷갈림으로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하다.

여닫이문의 개폐방향을 알려주는가?

표 4. 사인시스템 개발을 위한 체크리스트

Table 4. Checklist for Signature System Development

Ⅳ. 사인시스템의 현황

동영상 분석단계를 통해 신속한 지진대피를 위한 대

책마련의 기준으로 사인시스템이 가져야할 필요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도출된 필요조건을 기준으로 현장조

사를 통해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인시스템이 지

진대피 상황을 위한 피난설비로서 적절한 기능ㆍ역할

을 갖추고 있는지 적합성에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현장

분석의 대상건물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잦은 건물일

수록 구조적 인지가 적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

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이 잦은 시

설로 선정하였다. 부산광역시 소재지의 한 대학병원의

본관건물을 대상으로 현장분석을 실시하였다. 피난과

관련한 물리적 요소를 포함한 사인시스템의 설치 현황

(피난설비의 종류, 위치 및 특징 등)을 파악하였고 [표

5]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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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현장조사 대상건물인 병원에 설치되

어 있는 사인시스템은 피난안내도와 유도등 두 종류로

나뉘며 병원의 방문객, 직원, 환자 등 재실자 모두를 위

한 건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고장과 작동 오류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의 방

문으로 벽에 부착된 사인의 시선을 가리는 점을 고려하

여 피난유도등을 설치한 것인지는 정확이 모르겠으나

복도 통로유도등의 수는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거실 통로유도등을 통해 피난구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

으로 이전 동영상 분석 단계에서 도출한 필요요건과 대

조하여 지진대피 상황 시 대피 상황의 오류 없이 신속

한 대피가 이루어지는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적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의 첫 번째, 거실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

터 1.5M 이상에 설치되기 때문에 시선의 상단부에 위

치하여 고개를 숙이며 대피해야 하는 지진의 대피상황

에 적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피난구 유도등의 위치는 시선의 상단부에

있어 거실통로 유도등과 동일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피

해야 하는 지진의 대피상황과 맞지 않다.

세 번째, 동영상 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필요요건 중

하나로 문의 사용성의 도울 수 있는 사인시스템이나 피

난설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

네 번째, 공간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은 표시부와 형태

로 가시성이 낮은 사인시스템의 설치가 이루어 져있다.

Ⅴ. 사인시스템 제안

동영상분석과 현장조사 단계를 바탕으로 지진대피를

위한 사인시스템의 개선방향을 도출할 수 있었고 신속

ㆍ정확한 지진 대피를 위해 문의 사용성을 돕는 사인시

스템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필요

요건은 현장분석을 통해서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기존

에 제작ㆍ설치되어 있는 사인시스템과 달리 새롭게 창

작되는 사인시스템으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

서는 지진 대피상황 시 문의 사용성을 도울 수 있는 사

인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문

의 구조와 현황은 여닫이문의 설치비율이 79.6%로 가

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며 그 중 양방향 개폐형의 여닫

이문의 비율이 77.1%이며 단방향의 여닫이문이 2.5%를

차지한다.[8] 이처럼 지진대피 상황 시 여닫이문의 사용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닫이문

을 중심으로 사인시스템 디자인을 진행하였고 디자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최종디자인 (Top view)

Figure 1. Final design (Top view)

그림 2. 최종디자인 적용예시

Figure 2. Application of final design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인시스템이 실제 지진대피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도울 수 있는지 효용성을 검증

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휴리

스틱 평가를 실시하였다. 실제 환경에 사인시스템을 설

치하여 제안된 시간 안에 건물 밖으로의 대피를 실시하

는 모의실험을 다음 [그림 3]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3. 효용성검증을 위한 모의실험

Figure 3. Simulated Experiment for Validation

그 후 평가리스트를 바탕으로 휴리스틱 평가를 실시

하였다. 평가리스트는 동영상 분석결과 도출된 체크리

스트를 기준으로 심미성과 관리용이성 등을 추가하였

다. 휴리스틱 평가리스트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휴리스틱 평가 결과 이전의 동영상 분

석단계에서 도출된 체크리스트에는 적합하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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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관리용이성 부분에서 다소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다.

그림 4. 휴리스틱 평가 리스트 결과

Figure 4. Results by Heuristic Evaluation List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인시스템은 피난구유도등 주

변의 출입문 바닥에 설치되어 문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고 신속하게 여닫이문을 열 수 있도록 행동을 유도하

는 사인시스템으로 건물 밖으로의 신속한 대피가 우선인

지진대피 상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인시

스템의 설치방법에 따라 관리용이성 부분에서는 다소 부

족할 수 있어 설치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필요로 한다.

Ⅵ. 결론

우리나라는지진의규모가작고빈도가낮았던 과거와

달리 지진의 규모가 높아지고 발생 빈도도 점차 늘어

나고 있다. 지진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건물의

관리감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피 사인시스템은 시선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어 고

개를 숙이며 대피해야 하는 지진대피 상황에 적합하지

않아 지진대피 상황을 위한 사인시스템의 마련을 필요

로 한다. 이처럼 지진대피 상황의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진대피 상황 시 필요로 하는 사인시스템

의 필요요건을 도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지진대피 상황

을 위한 사인시스템의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동영상

분석과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피난유도등 등의 피난설

비의 설치만으로는 지진대피 상황 시 재실자의 신속한

대피를유도하기에는부족하다는결과가도출되었으며

문의 사용성을 돕는 사인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사인시스템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공시

설이나 편의시설 등의 실내디자인에 적용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접촉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피를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사인시스템으로

의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로 휴리스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 제안한 사인시스템문

제점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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