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노면표지 설치 ․관리매뉴얼｣을 펴내며...

  도로의 발달과 자동차의 증가라는 교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교통경찰에게 새로운 목표와 각오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교통환경과 국민의 편익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연구 ․노력을 계속하여 왔으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번에 교통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교통노면표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필요한 지점에 정확히 설치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낭비적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충

분히 개선․보완 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이 교통노면표시의 설치 ․관리에 대해 좀더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도와 올바른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2005년  10월

경찰청 교통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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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법적 근거 | 3

제1장  일 반 원 칙

제1   노면표시 설치목   기능

◦목 : 노면표시는 도로교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

조를 보존한다.

◦기능: 노면표시는 독자 으로 는 교통안 표지와 신호기를 보완하

여 도로이용자에게 규제 는 지시의 내용을 달한다.

【해설】노면표시는 교통안 표지 등 교통안 시설물과 유기  결합을 

통해 교통사고 방  원활한 소통을 한 규제와 지시 등의 의무, 

노면의 상태, 통행방법 등에 한 정보를 달한다. 노면표시는 비, 

, 먼지 등에 의한 시인성의 제한과 과 차량 등에 의한 내구성의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치목 과 기능 그리고 도로조건에 따라 

도로표시용 도료, 반사테이 , 표지병 등을 히 용, 설치한다.

제2   법  근거

도로교통법 제4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안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②제1항의 안 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   설치장소는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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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는 “안 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 에 필

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  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는 선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리)에서는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안 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리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3조1(노면표시)에서는 “도로교통의 안 을 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는 선으로 도

로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시”라고 노면표시를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2에

서는 그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   설치장소를 별표

1에 임하고 있다.

제3   노면표시의 분류

기 

노면표시는 규제표시와 지시표시가 있으며 각각 다음과 같다.

◦규제표시: 도로의 교통안 , 소통  도로구조 보존과 련한 각종 

제한, 지 등의 규제내용을 달하는 표시이다.

◦지시표시: 도로의 교통안 , 소통  도로구조 보존과 련한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의 지시내용을 달하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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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색의 의미

기 

  노면표시의 색은 백색, 황색, 청색을 기본색으로 사용한다.  이들 색

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경계 표시

◦황색: 반 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지시 표시 

◦청색: 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권 장

◦흑색: 기본색의 비효과에 의한 시인성 확보를 한 것으로서 단독

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본색(백색, 황색, 청색)의 보조색으로 사용한다. 

제5   신호기, 교통안 표지 그리고 

노면표시간의 계

【해설】 노면표시는 도로조건과 교통상황에 따라 규제  지시의 기능

을 확보하기 하여 교통안 표지와 병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교통안 표지와 노면표시 모두를 규정하

고 있는 경우에는 둘 는 하나만 설치하고, 하나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만 설치하여도 규제 는 지시의 효력을 갖는

다. 교통안 표지와 노면표시의 설치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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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교통안 표지와 노면표시간의 계

노면표시의 종류
안 표지  
노면표시 병설

노면표시만 
설치 

노면표시 우선 
안 표지 병설

안 표지 우선 
노면표시 병설

601 앙선 ○

601-1 유턴구역선 ○

가변차선 ○

602 차선 ○

602-1 버스 용차선 ○

603 길가장자리구역선 ○

604
604-1
604-2

진로변경제한선 ○

605 노상장애물 ○

606 우회 지 ○

606-1 좌회 지 ○

607 직진 지 ○

608 좌우회 지 ○

609 유턴 지 ○

610 주차, 정․주
차 지

보․차도 구분 있음 ○

611 보․차도 구분 없음 ○

612 속도제한 ○

613 서행 ○

614 일시정지 ○

615 양보 ○

701 평행주차 ○

701-1 직각주차 ○

701-2 경사주차 ○

702 정차 지지 ○

703 유도선 ○

704
704-1
704-2

유도 ○

 705-1 횡단보도 ․후방 주차 지 ○

706 정지선 ○

707 안 지 ○

708
708-1

횡단보도 ○

709
709-1

자 거횡단도
자 거 용도로

○

710 어린이보호구역 ○

711 진행방향통행구분 ○

712
712-1
713
713-1

진행방향  방면 ○

713-2 비보호좌회 ○

 714 차로변경 ○

 715 오르막경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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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

제1   선의 구성  의미

기 

◦선의 의미

  노면표시에서 사용하는 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선:  허용

  ∙실선:  제한

  ∙복선:  의미의 강조

◦선의 구성

  노면표시에 사용하는 선은 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하며, 이들 각각

은 선의 종류에 따라 도색길이(ι1), 빈길이(ι2), 폭원(w), 간격(s)으로 구

성한다. 도색길이(l1)는 노면표시  도색된 면의 길이를, 빈길이(l2)는 

노면표시  도색하지 않은 면의 길이를 의미한다. 다음 [그림 4.1]은 

선의 종류별 구성이다.

[그림 2-1] 선의 종류별 구성



| 제2장 노면표시의 설치기준10

제2   선의 종류  규격

기 

◦선의 종류 

  선의 종류는 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 용차

선, 유턴구역선  유도선으로 구분한다. 

  ∙ 앙선

     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폭원은 15～20㎝이다.

    실선: 폭원은 15～20㎝이다. 

    복선: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이다.

  ∙차  선

     선: 도색길이는 300～1,000㎝, 빈길이는 도색길이의 1.0～2.0배, 

폭원은 10～15㎝이다.

    실선: 폭원은 10～15㎝이다. 

  ∙길가장자리구역선

    실선: 폭원은 15～20㎝로 앙선의 폭원과 같다. 

  ∙진로변경제한선

    실선: 폭원은 15～20㎝로 앙선의 폭원과 같다. 

     선  실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인 선과 실선의 조합이다.

    폭원이 어드는 선  실선: 도색길이는 300㎝, 빈길이는 200㎝, 

폭원은 50㎝에서 20㎝로 어드는 선과 간격은 각각 10㎝, 폭원

은 15㎝인 실선의 조합이다.

  ∙ 용차선

    실선: 폭원은 10～15㎝로 차선의 폭원과 같다. 

     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300㎝, 폭원은 10～15㎝이다.

    복선: 폭원과 간격은 각각 10～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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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구역선

     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 폭원은 30～45㎝로 앙선

의 폭원과 같다.

  ∙유 도 선

     선: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각각 50～100cm, 폭원은 10～15cm로 

차선보다 도색길이와 빈길이는 짧고 폭원은 같은 짧은 선이다.

기 

◦선의 규격 

  도로구분에 따른 선의 설치규격은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선의 종류  규격

단 : ㎝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도시지역

도로

지방

지역도로

자동차

용도로

(고속도로)

앙선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폭원(w) 15～20 15～20 15～20 15～20

실 선 폭원(w) 15～20 15～20 15～20 15～20

복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차선

실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선

도색길이(l1) 300～1,000 300 500 1,000

빈길이(l2) (1～2) l1 500 800 1,000

폭원(w) 10～15 10～15 10～15 10～15

길가장자

리구역선
실 선 폭원(w) 15～20 15～20 1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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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도시지역

도로

지방

지역도로

자동차

용도로

(고속도로)

진로변경

제한선

실 선
폭원(w) 10～20 10～20 10～20 10～20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200～300 200～300 200～300 200～300

폭원(w) 10～50 10～50 10～50 10～50

유턴

구역선
 선

도색길이(l1) 50 50 50 

빈길이(l2) 50 50 50 

폭원(w) 30～45 30～45 30～45 

용차선

실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선

도색길이(l1) 300 300 300 300

빈길이(l2) 300 300 300 300

폭원(w) 10～15 10～15 10～15 10～15

복 선
폭원(w) 10～15 10～15 10～15 10～15

간격(s) 10～15 10～15 10～15 10～15

유도선  선

도색길이(l1) 50～100 50～100 50～100 50～100

빈길이(l2) 50～100 50～100 50～100 50～100

폭원(w) 10～15 10～15 10～15 10～15

제3   색 기

기 

  노면표시의 색 기 은 한국산업규격 백색, 황색  청색의 도료기

에 하여야 한다. 한국산업규격의 도료기 은 다음 <표 2-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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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색별 도료기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 색  37875

          허용치 

          ΔE=1 이내
황 색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멘트)

청 색  35250

주) 한국산업규격 (KSM 5322, KSM 5333, KSM 5336) 도료의 기

권 장

  노면표시의 색은 한국산업규격 도료기 에 하여 용하지만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비를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다음 [그림 2-2]의 국제조명 원회(CIE)의 색도좌표계 기

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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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IE 색도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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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노면표시의 반사  조명

1. 유리알 살포기

【해설】 페인트류의 노면표시의 반사성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유리알

을 도료에 첨가하거나 살포한다. 도료종류별 유리알의 살포기 은 

다음 <표 2-3>에서 <표 2-6>까지 제시한 것과 같다.

<표 2-3> 상온식 도료의 수동식  기계식

(10㎡당)

종  별 단  수  량 비  고

페인트 ℓ 3.1
   폭 15㎝기

유리알 ㎏ 2.9

<표 2-4> 가열식 도료의 기계식

(10㎡당)

종  별 단  수  량 비  고

페인트 ℓ 4.2
   폭 15㎝기

유리알 ㎏ 4.6

주) 융착식 도료는 KSM 5333에 따른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5> KSM 5333 도료의 유리알 함유량

도료종류 유리알 함유량     용

1 호 15 ～ 18% 백    색

2 호 20 ～ 23% 황    색

3 호 25%  이상 황    색

주) 단 면 당 도료사용량과 유리알 살포율은 표 품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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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융착식 도료의 사용량  유리알 살포기

(10㎡당)

시공방식 총계(kg) 유리알 포함(Premix) 도료 량(kg)
유리알 살포

(Drop-on)

기계식 49.3 45.3 4kg

수동식 47.3 45.3 2kg

주) ’95 건설표 품셈, 건설연구원(1995).

표 품셈  KSM 5333 기 의 유리알 함유량과 표 품셈의 단 면 당 

유리알 살포율을 함께 용한 유리알 사용기 은 다음 <표 2-7>에 따

른다.

<표 2-7> 단  면 당 도료사용량, 유리알 함유량  살포량 기

(10㎡당)

시공

방식

도료

종류

총 량

(kg)

분체상 도료 (kg) 살포유리알

(Drop-on)
비고

순수도료 유리알 소계

기계식

1호 49.3 37.8 7.5 45.3 4.0kg 백색

2호 49.3 35.6 9.7 45.3 4.0kg 황색

3호 49.3 34.0 11.3 45.3 4.0kg 황색

수동식

1호 47.3 37.8 7.5 45.3 2.0kg 백색

2호 47.3 35.6 9.7 45.3 2.0kg 황색

3호 47.3 34.0 11.3 45.3 2.0kg 황색

주) 도료에 따라 설치 두께가 다를 수 있으나 3㎜를 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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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간반사성

기 

◦노면표시는 야간, 기상조건등 조명이 없는곳에서도시인성을확보하여

야 한다.

◦노면표시의 기 반사성능은 다음 <표 2-8>, <표 2-9>을 만족하여

야 한다.

권 장

  노면표시 반사성능 값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유리알의 탈리 등으로 

인해 차 낮아지며, 이는 교통량  차량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값이 다음 <표 2-8>의 재도색 

시기 기 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재도색을 권장한다.

<표 2-8>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 : mcd/㎡․Lux

입사각 찰각 구   분

반사성능

 비고
백  색 황  색

청  색
(백색의 
8%)

 88.76°   1.05°

설치시 130 90  6 기

재도색 

시기

도시내 외곽 도시내 외곽

50 80 30 50  2 권장

주)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직후부터 공시 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 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 으로 본다.

      기 은 설치기술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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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테이 식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 : mcd/㎡․Lux

입사각 찰각 구   분
반사성능

백  색 황  색 청  색

  86.50°   1.0° 설치시 300 175 64

  86.50°   1.5° 설치시 240 136 48

  88.76°    1.05° 설치시 160 87 32

주) “재설치”의 반사성능의 기 은 도료형 노면표시 반사성능의 재도색시기의 기 치와 같다. 

【해설】 교통안 시설물은 주․야간 는 기상조건 등에 계없이 도

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노면표시의 시인성

과 련한 기 치는 차량의 조등에 반사되는 입사면의 재귀반사

명시도를 주로 사용한다. 재귀반사명시도는 입사각, 찰각 그리고 

도색 후 시기  재도색 시기에 따라 색채별로 기 치를 가진다.

  노면표시의 반사휘도 측정은 10㎞ 이내의 경우 1㎞당 최소 3개소를 

과하지 않는 범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이상의 경우 1㎞당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  90%가 기 치 이상이어야 한다.

  입사각과 찰각은 국제 으로 통일된 값이 없으나 통상 거리 30m에

서 자동차의 조등 높이 65㎝, 운 자 의 높이 1.2m를 표 으로 할 

때 입사각은 88.76°, 찰각은 1.05°이다. 다음 [그림 4.3]은 입사각과 

찰각의 설명 시도이다. 

(입 사 각 )
(관 찰각 )

 

[그림 2-3] 입사각과 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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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규제표시

제1   련법규

【해설】 규제표시는 선규제, 통행방법규제, 정차․주차규제, 장애물규

제 등으로 구분하며, 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선규제 

  도로에서 통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반드시 선으로 규제표시를 설치

하며, 선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앙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진로변경제한선

  ∙도로교통법 제13조제2항:  용차선 

◦통행방법규제

  도로에서 진행방법을 규제할 때에는 통행방법에 한 규제표시를 설

치하며, 통행방법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우회  지, 직진 지, 좌우회  지

  ∙도로교통법 제15조: 속도제한

  ∙도로교통법 제16조제2항: 유턴 지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서행

  ∙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일시정지

◦정차․주차규제

  도로에서 자동차의 정차․주차를 규제할 때에는 정차․주차에 한 

규제 표시를 설치하며, 정차․주차규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28조:  정차  주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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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규제

  도로교통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로통행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는 노상장애물로 인한 험이 장기 으로 있을 

경우에 노상장애물을 표시하는 규제표시를 설치한다.

제2   선 규 제

1. 앙선(601)

기 

◦ 앙선은 반 방향의 교통류를 분리, 제한, 지시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의 통행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노면표시이다.

◦차도 폭원 6m 이상인 도로가 양방향 교통류일 경우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의 기하구조상 반드시 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등을 고려하여 황색 

선, 실선 는 이들을 조합하여 복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차로의 설치)에서는 “동법 제13조

(차로의 설치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에 의하여 앙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한 “차로의 비는 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변차로의 설치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75m 이상으

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 6m 이상이고 

양방향 교통류일 경우 앙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앙선은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 반드시 도로의 앙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앙선의 종류는 통상 으로 단선의 경우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설치하며,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는 앙분리 가 없는 다차선

도로의 경우에는 복선으로 설치한다. 한 앞지르기 허용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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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 실선 는 이들의 조합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기

은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차로수, 기하구조 등에 따라

야 한다. 속도에 따른 앞지르기 시거는 앞지르기 차량의 속도와 피

앞지르기 차량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하며, 체 앞지르기 시거와 

최소 앞지르기 시거로 구분한다. 다음 <표 3-1>는 속도에 따른 소

요 앞지르기 시거를 제시한 것이다. 

<표 3-1>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

앞지르기

차량속도(km/h)

 피앞지르기

차량속도(km/h)

체 앞지르기 

시거(m)

최소 앞지르기

시거(m)

100 85.0 715 502

 80 65.0 527 368

 60 45.0 354 251

 50 37.5 277 197 

 40     30.0 211 151

 30 20.0 150 109

 20 10.0  95  71

주) 도로의 구조 시설기 에 한 규정 해설  지침(2000)

권 장

◦도로의 곡선구간이나 언덕길 꼭 기 등에는 자동차의 통행방향을 명

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해설】 앙선은 도로 횡단구성의 심 축으로서 향하여 진행하는 

교통류를 분리, 도로이용자의 안 한 도로이용과 교통의 원활한 소

통을 도모하기 하여 설치한다. 앙선은 도로이용자의 시각  안

내와 유도에 필요한 시인성의 확보가 필수 이며, 이를 해 기존 

노면표시 이외에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다. 표지병의 설치방법

은 「제5장 표지병」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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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앙선은 앞지르기 허용 는 지 여부에 따라 황색 선, 황색실선 그

리고 이들의 조합에 의한 복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와 기 은 다음과 같다.

◦황색 선

  ∙반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양방향 모두에서 넘어갈 수 있다.

  ∙반 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황색실선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에서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앞지르기 지구간에 설치한다.

◦황색실선의 복선

  ∙황색실선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양방향 모두

에서  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앙분리 가 없는 고속도로에 설치한다. 

◦황색실선과 선의 조합

  ∙ 선구역에서 반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

  ∙2차로 이상의 도로와 앙분리 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반 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

거가 확보된 구간에 설치한다.  

  ∙이 실선의 구간길이는 공학  단에 따른다. 

【해설】 앙선에서 선의 의미는 반 방향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조건과 속도에 따른 소요 앞지르기 시거가 확보된 구간에서 앞

지르기를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단 앞지르기를 시작한 자동차는 가

능한 최단시간 내에 본래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한다.

  황색실선과 선의 조합은 선이 있는 쪽에서만 앞지르기를 허용하

며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앞지르기를 지하는 표시이다. 그리고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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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모두에서 앞지르기를 지하는 이 실선의 구간길이는 속도 등에 

한 공학  단에 따른다.

  앙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는 앙선(601) 표시의 종류별 설치 시도이다.

[그림 3-1] 앙선(601) 표시 설치 시도

2. 가변차선

기 

◦가변차선은 교통량에 따라 앙선을 시간 별로 변이하여 진행방향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통행방향에 따른 교통량을 조 하여 소통효율을 

높이기 한 노면표시이다.

◦3차로 이상인 도로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황색 선의 복선 는 황색실선의 복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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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가변등을 사용하여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그

림 3-1] 참조).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가변차선을 “시간

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하게 다른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

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 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해 차로의 진

행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서는 차로의 비를 3m 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변차로의 차로당 비를 최소 2.7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변차로가 통상 앙차로에 설치된다는 을 고려하여 가  차

로의 비는 3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변차선을 진행하는 자동차는 가변형 가변등의 지시에 의해서만 진

행하는 차로에서 가변차로로 진입과 복귀를 할 수 있다. 가변차선이 교

차로에 연장되는 경우, 교차로 방에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황색실선의 복선을 설치한다. 가변차선을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나, 가변차선 구간이 연장되는 도로의 차로가 좁아

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의 소통을 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차선

을 설치하기 에 설치구간이 연장되는 도로의 여건에 한 공학  검

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가변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2]는 가변차선(601-2)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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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가변차선(601-2) 표시 설치 시도

권 장

◦ 앙선을 변이하여 가변차선을 설치할 경우, 본래의 앙선을 황색

선의 복선으로 설치한다.

◦차로의 폭원 등 도로여건이 부득이 한 경우, 황색 선을 단선으로 변

이구간에 설치한다.

◦시인성을 확보하기 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3. 유턴구역선(601-1)

기 

◦유턴구역선은 편도 폭 9m 이상의 도로에서 인  교차로간 거리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자동차의 유턴이 허용된 구간 

는 장소내의 필요한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턴허용으로 인한 교통장애 사고 험이 상되는 지 은 제외한다.

◦교통안 표지(308)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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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턴구역선(601-1)은 유턴을 허용하는 교통안 표지가 있는 

교차로 는 단일로에서 자동차가 유턴하는 구역임을 표시하는 것

이다([그림 3-2] 참조).  유턴을 하는 자동차는 교통안 표지에 지

시된 내용에 따라 반 방향  선행차량 그리고 보행자 등의 통행

을 방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유턴을 하여야 한다. 유턴표지의 설

치는 해당지 에 설치하여야 하나 앙분리 의 유․무 등 도로여

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 (arm)에 설치할 수 있다. 단, 도로의 

물리  특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통장

애  사고 험이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 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유턴구역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규격’을 참조한

다. 다음 [그림 3-3]은 유턴구역선(601-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3-3] 유턴구역선(601-1) 표시 설치 시도

권 장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승용차 2～3 에 해당하는 12～18m로 하되, 교

통량, 차로수, 신호주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유턴허용차량은 승용차로 제한한다. 다만, 폭원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안 표지에 의하여 다른 차량의 유턴을 허용한다.

 l1 = l2 = 50㎝

 w2 = 30～45㎝

 d1 = 2～3㎝

 d2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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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  용차로(좌회  포켓)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해설】 유턴허용구간에서 유턴방법은 교통안 을 하여 순차 으로, 

유턴허용차량은 회 반경 등을 고려하여 승용차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차로의 폭원 등 도로여건에 따라 자동차의 회

반경, 차종별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 표지에 의하여 승용

차 이외 차량의 유턴을 허용할 수 있다. 유턴구역선의 길이는 단일

로  교차로 등 설치장소의 교통여건과 운 자의 행동특성에 근거

한 공학  단에 의하여 결정하지만, 최소 승용차 2～3 에 해당

하는 길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승용차 1 당 6m로 하여 산정한다.

4. 차선(602)

기 

◦차선은 도로구간 내 차로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동일방향의 교

통류를 분리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는 노면표시이다. 

◦편도 2차로이상의인 한차로가있는차도구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 선과 백색실선을 사용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백색 선: 동일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

다.

  ∙백색실선: 차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진로변경제한선(604)이라고 

한다.

◦차로의 폭원은 3m 이상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2.75m 이상 설치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차마의 교통을 원

활하게 하기 하여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마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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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선은 차로를 경계하는 것으로서 자동차는 차선이 표시된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단, 교량, 곡선구간, 오르막길의 정상부분, 

터  내, 교차로의 정지선 부근이나 자동차의 유출․입 구간 등에

서는 안 과 소통을 해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차선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신호의 시기  방법에 의하면 동일방향으

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로 이  30m 

이상의 지 에서 신호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진로

변경제한선의 최소길이는 30m 이상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진로변

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공학  단에 따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차로의 폭원은 3.0m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75m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로 폭 2.75m의 용은 교통사고의 

험이 있는 가변차로  간선도로는 피하고, 좌회 기차로 같은 지

에만 용할 것을 권장한다.

  교차로에서 진행방향별 유출부(교차로 후방) 차로 수는 유입부(교차

로 후방) 차로 수보다 어서는 안된다. 유출부의 차로 수가 유입부의 

차로 수보다 을 경우는 진행방향별 차량간의 측면  후미 추돌사고

의 험이 있고 체 교통용량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유출

부의 차로수는 유입부의 차로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2개의 좌

회  차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좌회  방향의 유출부는 2차로 

이상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차로수를 설치할 수 없으면 2차로의 좌회  

차로를 계획하여서는 안된다.

  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4]은 차선(602)  진로변경제한선(604) 표시의 설치 시도이

며, [그림 3-5]은 교차로에서 차로수의 균형에 한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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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단일로 횡단보도 근처의 차선(602)  진로변경제한선 표시 

설치 시도

[그림 3-5] 차로수의 균형

진로변경제한선(604)

w=10～20㎝

l1=300～1,000㎝

l2=(1～2)l1
차선=10～15㎝

차선(602)

유출부의 차로수가 2

차로이므로 직진차로 

2차로 설치

좌회 이 1차로이며 방의 

차로수가 2차로이므로 유출

부의 차로수는 최소 2차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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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스 용차선(602-1)

기 

◦버스 용차선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하여 차의 종류 는 승차

인원 등에 따라 일 혹은 시간 별로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

록 차로를 지정, 운 하는 도로구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편도 3차로 이상의 차도구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청색의 선으로 표시하고 그 기능에 따라 선, 실선, 단선, 복선을 사

용한다.  선의 종류별 의미는 다음과 같다. 

  ∙ 선: 차마가 진출 는 진입할 수 있다.

  ∙실선: 차마가 진출 는 진입할 수 없다. 

  ∙단선: 출․퇴근 시간 등 시간제 운 구간으로 지정된 시간 이후에

는 일반차로로 운 한다.

  ∙복선: 일제로 운 하는 구간이다.

◦교통안 표지(321, 322)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용차로의 설치)에서는 “시장 등은 원

활한 소통을 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는 경찰서

장과 의하여 도로에 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일반도로에

서의 용차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의2(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에서는 “경찰청장이 고

속도로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통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고속도로에서의 

용차로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버스 용차선은 반드시 교통안 표

지와 함께 설치하며 버스 용차로(321)와 다인승차량 용차로(322)

로 구분한다. 버스 용차선의 선의 의미로서 청색실선은 용차로

로 차마의 진출․입을 지하는 표시이다. 청색 선은 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마가 넘어갈 수 있고, 용차로를 통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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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차마는 용차로로 진입하거나 용차로에서 진출하고, 용차

로 최  시작 에서 일반차로로 진입하기 하여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표시이다.

  버스 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제조건으로는 첫째, 특정구간의 교

통정체가 심하고, 둘째, 버스 통행량이 일정수  이상이고 승차인원이 

한 명인 승용차의 비율이 높이며, 셋째, 도로의 기하구조 여건이 용차

로를 수용할 만한 수 이어야 한다.

  버스 용차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규격’을 참조한

다. 다음 [그림 3-6]은 버스 용차선(602-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권 장

◦버스 용차선의 선구간길이는속도, 차로수등에 한 공학  단

에 따른다.

◦버스 용차선(602-1) 표시 이외에 용차로를 의미하는 문자나 지정

시간을 알리는 숫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해설】 청색 선의 구간길이는 주행속도, 교차로 크기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구간의 길이가 무 길면 우회하는 

일반차량의 유입으로 용차로의 기능이 하되고, 무 짧으면 우

회 하려는 차량의 갑작스런 차로 변경  우회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교차로의 경우에는 장소, 차량속도, 기차량 수, 우회  

교통량의 비율, 진진차로의 V/C(교통량/용량)와 우회  차로의 V/C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 으로 교차로에서 우회

을 한 버스 용차로 진입구간의 최소 선 구간 길이는 교차로에 

근하는 차량들의 평균속도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다음 <표 3-2>

를 참고하여 장 실정에 맞는 공학  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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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회  차량의 경우 회 한 후 원활하게 버스 용차로를 벗어

나 승용차 주행차로로 진입하기 해서는 가속차로 길이와 가속에 필요

한 테이퍼 길이가 필요하다. 우회 한 후 승용차 주행차로로 진입하기 

한 버스 용차로 진출구간의 최소 선길이는 도심지역에서는 77m, 

외곽지역에서는 87m 이상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용차로 구간 내에 용차로  운 시간을 알리는 문자나 숫자를 

병기할 수 있으나,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기능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3-6] 버스 용차선(602-1) 표시 설치 시도

<표 3-2> 교차로 평균속도에 따른 버스 용차로 최소 선구간 길이

교차로 평균 근속도(㎞/h) 최소 선구간길이(m)

30 50

50 75

65 110

80 150

d=공학  단에

   함

W1=15～20㎝

W2=s=10～15㎝

l1=l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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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길가장자리구역선(603)

기 

◦길가장자리구역선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행가능지역

을 구획하고 도로이용자의 시각  안내와 유도를 하는 노면표시이다.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도로 폭원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 지(610), 정차․주차 지(611)를 설치할 경우에는 본 표시를 별

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교차로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차로의 설치)에서는 “보도와 차도

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에는 그 도로의 양쪽에 보

행자 통행의 안 을 하여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

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 폭원과 차로수에 계없이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 한 통행과 기상조건 등

에 따른 불량한 시계조건에서 시각  안내와 유도의 기능을 한다.

    교차로에서 길가장자리구역선은 교차되는 도로의 길가장자리 구역

선과 연결하며, 교차로에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도로에 주․정

차 규제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정차 규제 표시는 연석 측면

에 설치하며, 연석이 없는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선 (보도 방

면)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규격’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7]은 길가장자리구역선(603)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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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 앙선의 유․무와 계없이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으나 두 면의 높이가 같은 곳에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의 높이가 같으나연석으로 구획되지 않은 곳에 설치한다.

◦시각  안내와 유도를 해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장 표지병 참조).

【해설】 길가장자리구역선의 설치는 도로 폭원, 앙선  차선의 설

치 유․무 등 도로의 물리  특성 그리고 보행자의 안 과 자동차

의 시각  안내  유도의 필요성 등 도로의 기능  특성에 한 

공학  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자주 발생하는 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구획  주거지 도로, 보도

와 차도가 연석으로 구분되지 않는 도로 등에서 그 필요성에 따라 

설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 운 자의 시각  

안내와 유도를 하여 설치한다.

[그림 3-7] 길가장자리구역선(603) 표시 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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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로변경제한선(604, 604-1, 604-2)

기 

◦진로변경제한선은 자동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로서 설치

장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교차로 는 횡단보도 등 진로변경을 지하는 도로구간 (604)

  ∙도로가 분리 는 합류되는 구간, 장소내의 필요한 지  (604-1)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 용도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도로가 분리 는 합류되는 구간, 장소내의 필요한 지  

(604-2)

◦백색으로 실선 는 실선과 선을 조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의 합류구간이나 유출․입 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이 허용되나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

변경을 제한한다.

◦진로변경제한선의 길이는 차로수, 교통량, 교차로 넓이 등 도로  교

통조건에 한 공학  단에 따른다.  

◦교차로 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의 구간 내에 방향  방면지

시를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

표1  표 도에 따른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차마는 안 표지

로서 특별히 진로변경이 지된 곳에서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다만, 도로의 손,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해물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방향별 

자동차간의 진로변경에 따른 상충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

기 해 필요한 지 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방에 설치하는 진로변경제한선은 직진  좌․우회 하는 교통류를 

분리하는 기능을 하며, 도로의 유출․입구간에 설치하는 진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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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선의 실선과 선의 조합은 선이 있는 쪽에서만 진로변경을 

허용하고 실선이 있는 쪽에서는 진로변경을 지하는 것이다. 진로

변경제한선의 설치규격은 ‘<표 2-1> 선의 종류  규격’을 참조한

다. 다음 [그림 3-8], [그림 3-9]는 진로변경제한선(604-1, 604-2)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3-8] 진로변경제한선(604-1) 표시 설치 시도

[그림 3-9] 진로변경제한선(604-2) 표시 설치 시도

w=s=10～15㎝

l1=l2=300㎝

l1=200㎝

l2=300㎝

w1～w2=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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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통행방법 규제

1. 우회 지(606)  좌회 지(606-1)

기 

◦교차로 등 우회  는 좌회 을 지하는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211, 211-1)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

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우회  는 좌회 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는 지 의 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하는도로는 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간격으로설치

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0]은 우회 지(606)  좌회 지(606-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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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우회 지(606)  좌회 지(606-1) 표시 설치 시도

2. 직진 지(607)

기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직진을 지할 필요가 있는 지 에 설치하여

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210-1)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직진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는 지 의 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하는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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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1]은 직진 지(607)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3-11] 직진 지(607) 표시 설치 시도

3. 좌우회 지(608)

기 

◦자동차가 교차로 등에서 좌우회  하는 것을 지할 필요가 있는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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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좌우회 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는 지 의 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하는 도

로는 방 300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추가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지  제한)에서는 “지방경찰청장

은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

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통행 지 는 제한의 고시)에서는 “통

행을 지 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12에 의한 고시 을 설치하여

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회 지, 직진 지, 좌우회

지 노면표시는 도로의 손, 공사구간 등 교통통제구간이나 일

방통행과 같은 자동차의 통행과 련하여 교차로 는 통행을 지

할 필요가 있는 지  는 주변 교통여건 등에 한 공학  단결

과 등에 의해 교통안 과 소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통안

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다음 [그림 3-12]는 좌우회 지(608) 표

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3-12] 좌우회 지(608) 표시 설치 시도

d: 시가지도로 25m(권장)

  자동차 용도로 300m(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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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턴 지(609) 

기 

◦자동차의 유턴을 지하는 도로의 구간 는 장소 내의 필요한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실제 진행하여야 할 방향의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유턴등으로교통장애 사고 험이 상되는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212-1)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화살표와 ‘X’ 기호를 조합하여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6조(횡단 등의 지)에서는 “차마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 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는 후진을 

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턴 지(609) 표시는 유턴 지(212-1) 표지가 있는 교차로 

는 단일로에서 자동차의 유턴을 지할 필요가 있는 지 이나 도

로의 물리  특성 등 교통여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유턴에 따른 

교통장애  사고 험이 있는 도로구간이나 지 에 교통안 표지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3-11] 참조).

    유턴 지(212-1) 표지는 해당 지 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앙분리 의 유․무 등 도로여건에 따라 교통신호등 부착 에 설치

할 수 있다. 유턴 지 표시의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3]은 유턴 지(609)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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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유턴 지(609) 표시 설치 시도

권 장

◦폭 9m 미만인 도로에 설치한다.

◦교통량, 인 교차로간의 거리, 신호주기 등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한다.

◦유턴할 우려가 있는 교차로 는 지 의 방 25m에 설치하고,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5. 속도제한(612)

기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지정한 구역 는 구간 내의 필요한 지 에 설

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220)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의 숫자로 표시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d=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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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

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역 는 구간을 지정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자동차의 속도)와 제13조(자동차를 견

인 할 때의 속도)에서는 도로등   차종별 속도 그리고 기상조건

에 따른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속도제한은 도로등 별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그에 하는 도로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속도제한에도 불구하고 구역 는 구간을 지정

하여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교통안 표지와 병설하며 구체 인 사항은 

‘안 표지부문 4장3 5항’을 참조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4], [그림 3-15]는 

속도제한(612)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3-14] 속도제한(612) 표시 설치 시도(1)

a=100～220cm

b=150～360cm

d=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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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속도제한(612) 표시 설치 시도(2)

권 장

◦교통안 표지(220)를 복하여 설치할 경우, 간지 에 노면표시를 

설치한다.

◦교통안 표지(220)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표지로부터 방 

50m, 교차로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입구로부터 방 50m 

지 에 각각 설치한다.

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612-1)

기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제한하기 하여설치한다.

◦교통안 표지(220)와 함께 설치하며, 기타 사항은 속도제한(612) 노면

표시와 같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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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제한(612-1) 표시 설치 시도

7. 서행(613) 

기 

◦자동차가 서행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2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각 차로마다 서행 (천천히) 표시를 설치하여

야 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서행할 장소)에서는 운 자가 서행할 장소

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둘째,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셋째, 비탈길의 고갯

마루 부근. 넷째, 가 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한 소통을 확보하기 하



| 제3장 규제표시48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안 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  

서행(223) 표지를 우선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한다.  

서행표시는 각 차로마다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 인 사항은 

‘안 표지부문 4장3 7항’을 참조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

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3-17]은 서행(613) 표

시의 설치 시도이다.

권 장

◦서행(223) 표지를 복 설치할 경우, 노면표시는 표지의 간지 에 

설치한다.

◦서행(223) 표지를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표지로부터 방 50m,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경우에는 교차로 입구로부터 방 50m 지 에 

각각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그림 3-17] 서행(613) 표시 설치 시도

a=230㎝

b=15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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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시정지(614) 

기 

◦자동차가 일시정지 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 횡단보도 

등 해당 지  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224)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일시정지할 장소)에서는 운 자가 일시

정지 하여야 할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교통정리

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

번한 교차로. 둘째,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

통의 안 한 소통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통안

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 구체 인 사항은 ‘안 표지부문 4

장3 8항’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8]은 일시정지(614) 표시의 설

치 시도이다.

권 장

◦자동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3m 방에 설치한다. 

[그림 3-18] 일시정지(614) 표시 설치 시도

a=220㎝

b=150～240㎝

w=30～60㎝

d1=2～5m

d2=b×2=30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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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양보(615)

기 

◦자동차가 양보하여야 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교차로나 합류부 도로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225)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백색삼각형기호로양보하여야할 장소의 300～600㎝ 방에 설치한다.

◦노면표시의 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해설】 「양보」는 교차하는 두 도로의 교통량이 ‘일시정지’를 사용할 

경우보다 을 경우 는 어느 한 도로의 교통량이 을 경우에 설

치한다. 교차로에서 각 진행방향의 모든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며 

교통량이 은 도로에만 설치하여야 한다.

    양보(225) 표지를 우선 설치하고 노면표시(615)를 병행하여 설치한

다. 구체 인 사항은 「안 표지부문 4장3 9항」을 참조한다. 다음 

[그림 3-19]는 양보(615)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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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양보표시(615) 표시 설치 시도

제4   정차․주차 규제

1. 주차 지(610) 

기 

◦자동차주차를 지하는구간의길가장자리 는연석 측면에 설치하여

야 한다. 

◦황색 선을 차도 가장자리 는 연석측면에 설치한다. 단, 주차 지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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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 지장소)에서는 자동차의 주차를 

지하는 장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  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 을 넣는 구멍으로부

터 5m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터  안  다리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길가장자리로부

터 5m 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권 장

◦ 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

표지(214)를 병설한다.

◦교통안 표지(214)를 병설할 경우, 보조표지에 상차량과 시간을 표

시한다.

【해설】 「주차 지」는 노면표시가 교통안 표지에 우선한다. 단, 

설이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주차

지(215) 표지를 병설한다. 이 경우, 보조표지를 이용하여 주차

지의 상차량과 시간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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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차․주차 지(611) 

기 

◦자동차 정차 는 주차를 지하는 도로구간의 길가장자리 는 연석 

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황색실선을 차도 가장자리 는 연석측면에 설치한다. 단, 정차․주차

지 표시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설치하지 

않는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8조(정차  주차의 지)에서는 “동법에서 정

한 명령 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험방지를 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차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자동차의 정차  주차를 지하는 장소

를 첫째,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는 건 목. 단, 차도와 보도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

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둘째, 교차로의 가장자리 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셋째, 안 지 가 설치된 도로

에 있어서 그 안 지 의 우측  그 후 양측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넷째,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단, 그 버스여객자동

차의 운행시간 에 한한다. 다섯째, 건 목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험을 방지하고 교

통의 안 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등이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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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 설,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교통안

표지(214)를 병설한다.

◦교통안 표지(214)를 병설할 경우, 보조표지에 상차량과 시간을 표

시한다.

【해설】 ‘주차 지’  ‘정차․주차 지’는 노면표시가 교통안 표지에 

우선한다. 단, 설이나 결빙 등으로 노면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정차․주차(214) 표지를 병설한다. 이 경우, 보조표지를 이용

하여 상차량과 시간을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 [그림 

3-20]은 주차 지(610), [그림 4.24]는 정차․주차 지(61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3-20] 주차 지(610) 표시 설치 시도

[그림 3-21] 정차․주차 지(611) 표시 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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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차 지지 (702)

기 

◦ 장이나 교차로 앙지  등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을 지하도록 지

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해당 지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정차 지지 (702)는 도로의 장, 교차로 앙지  등에 설치

된 구획부분에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

는 지 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한 황색신호시 교차로에 진입

하는 차량으로 인한 정체를 방하여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해 

설치한다. 단, 긴 자동차의 출입이 항상 빈번한 입구 부근 등은 특

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차․주차 지(611) 노면표시의 설치를 권

장한다. 백색으로 표시하고,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4.26]은 정차 지지 (702)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3-22] 정차 지지 (702) 표시 설치 시도

d=50~150cm

ιl=15cm

ι2=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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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노상장애물 규제

1. 노상장애물(605)

기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는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

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백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노상장애물로부터 30～60㎝의 측방 여유폭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차선과 앙선의 연장선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

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노상장애물(605)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서 진행도로상의 분기   커 가 있는 도로 앙분리  등

의 완충지 를 표시하기 하여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면표시를 우선 설치하고 한 교통안 표지를 병설하여 

운 자에게 노상장애물이 있음을 알리고 안 하게 통행할 수 있도

록 한다. 노상장애물로부터 30～60cm의 측방 여유폭을 두고 설치

하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

록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그림 

3-23] 노상장애물(605) 표시 설치 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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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시각  안내와 유도를 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  표지병」 

참조).

[그림 3-23] 노상장애물(605) 표시 설치 시도

d2=d3＞15d1, w=30～60㎝, l1=15～20㎝, l2=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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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 지 (707)

기 

◦ 장, 교차로 지 , 도로 폭원이 넓은 도로의 앙지 , 도로의 유출․

입 구간 등 안 지 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장소에설치하여야 한다.

◦차선과 앙선의 연장선상에 테이퍼 길이를 실선으로 연장하여 설치

한다. 이 경우,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313)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권 장

◦시각  안내와 유도를 하여 표지병 등을 병설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표지병 등의 설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  표지병」 

참조). 

[그림 3-24] 안 지 (707) 표시 설치 시도(1)

l1=45～100㎝

l2=15～20㎝

d1=30～40㎝

d2=d1×15=1,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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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안 지 (707) 표시 설치 시도(2)

【해설】 안 지 (707)는 자동차의 진입을 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의 보호와 자동차의 도류화 등 완충지 를 나타내는 노면표시이다.  

안 지 를 설치할 장소는 장, 교차로 지 , 도로 폭원이 넓은 도

로,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횡단보도, 도로의 분리  합류구간 그

리고 기타 안 지 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 이나 구간이다. 도

로의 앙에 안 지 를 설치할 경우에는 각 차로의 폭원을 동일비

율로 여야 하며,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여 자동차의 원

활한 소통을 유도하여야 한다. 횡단보도 간에 안 지 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 이상으로 하여 보행자의 안 을 확보한다.

    안 지 의 색은 노면표시 색의 의미에 따른다(「1장4  색의 의

미」 참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

른다([그림 3-24], [그림 3-25] 안 지 (707) 표시 설치 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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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시표시

제1   련법규

【해설】 지시표시는 주차방법지시, 유도지시, 횡단지시, 방향  방면

지시, 기타지시 등으로 구분하며, 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주차방법지시: 도로에서 차량의 주차방법을 지정할 때에는 주차방법

에 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주차방법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

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30조:  정차․주차의 방법  시간의 제한

◦유도지시: 교차로에서 차량의 통행방향을 유도할 때에는 차량유도에 

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유도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1항:  교차로 통행방법

◦횡단지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횡단보도(316) 지시표지와 노면

표시(708, 708-1)를 설치하며, 횡단지시는 다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

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방향  방면지시: 자동차가 진행할 방향과 방면을 지정할 때에는 진

행방향  방면에 한 지시표시를 설치하며, 방향  방면지시는 다

음과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로의 설치 등

◦기타 지시: 도로통행에 하여 기타 지정을 할 때에는 지시표시를 설치

하며, 의 지시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도로통행에 하여기타안 을 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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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차방법 지시

기 

◦도로이용자의안 과자동차의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해설】 주차방법 지시는 자동차의 주차허용구역과 주차방법을 지시하

는 노면표시로서 자동차가 안 하고 질서 있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9조(주차 지)와 도로교통법 제28조(정

차  주차 지)에서 명시한 장소에서는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에 명시되지 않은 장소 이외의 곳에서도 도로이용자의 안 과 차량

의 소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주차방

법의 지시에는 평행주차(701), 직각주차(701-1), 경사주차(701-2)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권 장

◦ 설, 결빙 등 기상조건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교통안 표지(314)

를 병설한다.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노면표시 좌․우측 측단에 500～600㎝의 여유폭

을 두고 설치한다.

【해설】 주차의 지시는 노면표시를 교통안 표지보다 우선하여 설치한

다. 단, 설 등의 기상조건과 시인성을 고려하여 노면표시의 효과

가 의심스럽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314) 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설치시에는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노면표시 좌․우

측 측단에 500～600㎝의 측방 여유폭을 확보하여 보행자  차량의 

안 과 소통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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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행주차(701)

기 

◦도로측단과 평행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평행주차는 도로측단과 평행하여 주차하여야 할 장소를 나타

내는 노면표시로서 노상주차방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설치규격은 

백색실선으로 폭원 15～20㎝, 가로 500～600㎝, 세로 200～250㎝이

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다음 [그

림 4-1]은 평행주차(70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4-1] 평행주차(701) 표시 설치 시도

2. 직각주차(701-1) 

기 

◦도로측단 는연석과직각으로주차하여야할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직각주차는 도로측단 는 연석과 직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

소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서 공공건물의 주차방법으로 많이 사용한

다. 설치규격은 백색실선으로 폭원 15～20㎝, 가로 275㎝, 세로 500

㎝이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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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은 직각주차(701-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4-2] 직각주차(701-1) 표시 설치 시도

3. 경사주차(701-2) 

기 

◦도로 는건물의측단과 경사(사각)로 주차하여야 할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경사주차는 도로 는 건물 측단과 사각으로 주차하여야 할 장

소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서, 상가 등 주차시간이 짧은 장소의 주차방

법으로 많이 사용한다. 설치규격은 백색실선으로 폭원 15～20cm, 가로 

275cm, 세로 500cm이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

다. 다음 [그림 4-3]은 경사주차(701-2)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α

α

[그림 4-3] 경사주차(701-2) 표시 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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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경사주차의 경사각은 차량진입로의 넓이 는 주차장의 조건에 따라 

30°,45°,60° 등을 사용한다.

제3   유도지시

1. 유도선(703) 

기 

◦교차로에서 통행 유도선이 필요한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선의 폭원은 연장되는 노면표시의 폭원과 동일하여야 한다.

◦백색의 선과 화살표시를 사용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유도선은 교차로가 넓거나 언덕 에 있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찾기 힘든 지 , 좌회  길이가 긴 지  그리고 운 자의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지  등에서 앙선 는 차선을 연장

하거나 좌회 방향을 유도하는 노면표시이다. 

    자동차의 좌회  는 유도가 필요한 차로의 수가 2차로 이상인 경

우에는 운 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하여 유도선을 1개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차로 기하구조 등의 사유로 유도선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교통안 에 보다 더 보탬이 된다고 공학 으로 단

된다면 반 방향의 차량과의 상충을 이고 동일방향으로 유도되는 

차량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하여 유도선을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유도선의 설치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유도표시는 회 시 자동차 통행방향을 유도하는 것으로서 교차로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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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따라 원형교차로(704), 비 칭형의 ＋자형 교차로(704-1) 그리고 비

칭형의 T자형 교차로(704-2) 등으로 구분한다. 백색의 선과 화살표

시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선은 도색길이(l1)와 빈길이(l2)가 각각 50～

100㎝로 같고, 화살표 길이는 도색길이의 4배(4l)인 200～400㎝로 한다.

[그림 4-4] 유도선(703) 표시 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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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도(704, 704-1, 704-2) 

기 

◦교차로에서 회 시 통행 유도표시가 필요한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의 선과 화살표를 사용하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유도표시는 회 시 자동차가 통행하여야 할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차로의 모양이 특이하거나 넓어서 진행차량의 유도가 필

요한 지 에 설치한다. 유도가 필요한 교차로의 형태에 따라 원형교

차로(704), 비 칭형의 ＋자형 교차로(704-1) 그리고 비 칭형의 T자

형 교차로(704-2) 등으로 구분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4-5], [그림 4-6] 그리고 [그

림 4-7]은 각각 유도(704, 704-1, 704-2)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4-5] 유도(704) 표시 설치 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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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유도(704-1) 표시 설치 시도(2)

[그림 4-7] 유도(704-2) 표시 설치 시도(3)

l1=l2=15～20㎝

d1=s=100㎝

d2=200㎝

w=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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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횡단지시

1. 횡단보도 고 (705) 

기 

◦ 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고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소에 설치하여

야 한다. 

◦횡단보도 방 50～60m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추가 설치하여야 할 경우, 10～20m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각 차로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횡단보도 고(705)는 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

으로서 각 차로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폭이 150cm, 한 변

의 길이가 250cm인 네 변의 길이가 동일한 다이아몬드형 기호로 설

치하며, 구체 인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

에 따른다([그림 4-8] 횡단보도 고(705) 표시 설치 시도 참조).

[그림 4-8] 횡단보도 고(705) 표시 설치 시도

W=20～30㎝

l1=250㎝

l2=500㎝

l3=150㎝

d1=50～60m

d2=20～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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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단,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도 

시인성, 선형,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교통안 표지(120)를 병설한다. 

【해설】 횡단보도 고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방에 설치하지만 

운 자의 단  반응시간, 시인성, 도로의 선형, 속도 등을 고려

하여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도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705)를 

우선 설치하고 표시의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횡단보도(120) 표지를 병설할 수 있다.  

2. 정지선(706)

기 

◦신호기 설치 유․무와 계없이 자동차가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실선을 해당지 으로부터 2～5m 방에 설치하여야 한다. 

◦폭원은 30～60㎝로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정지선(706)은 자동차가 정지할 치를 나타내는 노면표시로

서 교통통제의 유․무와 계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정지선을 설치

하여야 할 지 은 교차로 등의 일지정지 지 , 횡단보도, 철길건

목 그리고 기타 자동차가 정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이다. 폭원이 

30～60㎝인 백색실선을 해당지 으로부터 2～5m 방에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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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정지선을 2～5m 방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설치 치는 시인성 등

에 한 공학  단에 따른다.

◦도심부에서는 30～45㎝, 차량의 근속도가 높은 지방부 도로에서는 

45～60㎝로 할 것을 권장한다. 

【해설】 정지선은 자동차가 정지해야 할 지 으로부터 2～3m 방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운 자의 시

인성, 도로여건 등에 한 공학  단에 따라 설치 치를 결정한

다. 를 들어, 단일로의 횡단보도 방에 정지선을 설치할 경우에

는 교차로와 달리 운 자가 신호등과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는 거

리가 짧다. 따라서 횡단보도로부터 2～3m 방에 설치하기보다는 

최  5m를 넘지 않는 범  내에서 정지선의 설치 치를 조정할 필

요가 있다. 

    횡단보도가 없고 신호제어가 운 되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좌우회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 에서 가능한 한 방에 설치한

다.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교차로에 차량 진입을 용이하게 하

기 하여 자동차의 정지 치를 어느 정도 후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그 거리는 차량의 주행궤 에 근거한다.

    횡단보도가 차도와 직각이 아닌 경우에도 정지선은 차도에 직각으

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도가 완만한 경우에는 횡단보

도에 평행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 단, 다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경사지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지선을 도로에 직각으로 설치

함으로써 횡단보도와 정지선간의 간격이 떨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구간에서는 정지선을 차도에 해 어느 정도 경사지게 설치할 수 

있다.

    다음 [그림 4-9]은 정지선(706)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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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정지선(706) 표시 설치 시도

3. 횡단보도(708)

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포장도로

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의 폭을 가로질러 표시하는 지

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316)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신호기 있는 단일로 횡단보도는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최  5m를 

넘지 않는 범 에서 조정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

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 을 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

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횡단보도의 설치기 )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

W=30 ～60㎝

l=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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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을 명시하고 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 한 횡단을 확보하

기 한 것으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에 설치한다. 따

라서 횡단보도는 일시정지(224), 횡단보도 고(120), 횡단보도(316), 

횡단보도 고(705), 어린이보호(121, 317) 등의 교통안 표지와 노

면표시를 함께 설치한다. 횡단보도는 곡선구간, 오르막길, 내리막

길, 자동차 유출․입부나 터 입구로부터 100m 이내 그리고 육교, 

지하도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 등에는 설치하지 않는

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 내 는 보행자의 안

이나 통행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보행자 수, 보행속도, 신호주기, 

도로 폭원 등을 기 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자연스런 흐름에 맞춘 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부자연스런 우회를 하는 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

행자가 횡단보도 이외의 구역에서 횡단하는 원인이 되어 교통안

에 바람직하지 않다. 횡단보도는 차도와 직각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의 횡단거리를 최 한 단축하여야 한다. 그 게 함으로써 보행자의 

횡단시간을 단축하고 체 인 교통용량을 높일 수 있다. 편도 3차

로 이상의 도로에서 신호주기 내에 보행자의 안 한 횡단이 힘들 

경우 도로 간에 안 지 를 설치한다. 한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을 이기 하여 도류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일로에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교

차로에 설치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교차로에 근 하여 설치하게 되

면 교차로의 면 이 작이지므로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시간손

실이 고 차량의 주행궤 도 고정되므로 운 효율이 높아지나, 우

회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이로 인한 정체  사고발생 가능성

이 높고, 무 멀리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이용편의성이 어

든다. 교차로의 교차구역이 커지면 차량의 교차로 통과시간이 증가

하여 교통용량이 떨어진다. 일반 으로 교차구역이 큰 평면교차에

서는 황색 신호시 교차로 진입차량과 소거차량, 횡단잔류 보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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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간의 상충 가능성, 보행자 식별성, 

우회  차량의 기에 따른 후속차량에 미치는 향 등에 한 공

학  단에 근거하여 산정하되 가능한 교차로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도록 정지선  횡단보도의 설치 치를 결정한다. 단일로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차량의 연속 인 흐름을 끊고 보

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형태이므로, 횡단보도의 폭원이 무 

넓으면 보행자의 횡단 치가 일정치 않고 차량이 횡단보도 상

에서 기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횡단보도의 폭이 

횡단하는 보행자의 수에 비해 무 좁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를 벗어난 치에서 횡단을 시도하게 되므로 차량과의 상충가

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횡단보도의 폭원은 횡단 보행자 교통량

에 따라 정해야 하며 최소폭원은 4.0m로 한다. 단일로에 횡단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는 차로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로에서는 앙선 부근에 안 섬 등을 설치하여 

횡단보행자의 안 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호기가 없

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을 횡단보도로부터 약 2～3m 방에 

설치하며,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 정지한 운

자가 신호등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지선을 횡단보도

에서 약간 더 방에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최  5m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과 같은 단일로 상에는 가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곡선부 는 종단기울기가 심한 지  등 방부에 한 망이 나쁜 지

◦도로 폭원이 격히 변하는 지

◦버스정류장 부근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횡단보도를 설치하기에 치 못한 지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그림 

4-10], [그림 4-11]은 횡단보도(708)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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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도로 간에 안 지 를 설치한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과하는 경우, 2m 단 로 확폭한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 도로폭원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해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신호주기 내에 보행자의 안 한 횡

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도로 간에 안 지 를 설치한다. 한 보행자

와 자동차간의 상충을 이기 하여 도류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횡단보도의 폭원이 4m를 과하는 경우에는 2m 단 로 확폭하며, 횡

단보도의 폭원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도로 폭원을 2등분으로 표시하

여 마주보고 횡단하는 보행자를 분리하여 소통의 효율을 높인다.

     신호기 없는 경우 신호기 있는 경우

[그림 4-10] 단일로상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의 치

[그림 4-11] 횡단보도(708) 표시 설치 시도

d1=6m, 8m 등

l1=s=45～50㎝

l2=1.5l1
l3=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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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도류화 횡단보도(708) 표시 설치 시도

4. 각선 횡단보도(708-1)

기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각선 횡단이 필요한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을 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

시하는 지 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316)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노면을 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설치하는 횡단보도(708-1)

는 보행자가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각선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d1=6m, 8m 등

d2=4m이상

d3=변동값

l1=s=45～50㎝

l3=90～100㎝

l2=1.5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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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하여 설치하는 노면표시이다. 각선 횡단보도(708-1)는 일

반교차로 횡단보도(708)에 비하여 동시에 많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이 경우 차량용 신호등은 방향 색신호이

어야 한다. 설치 치  설치기 은 일반교차로 횡단보도와 동일하

며,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그

림 4-13] 각선 횡단보도(708-1) 표시 설치 시도 참조). 

권 장

◦횡단보도의 설치 치는 보행자의 동선, 보행자  자동차의 통행량, 

신호주기, 교차로간 거리 등에 한 공학  단에 따른다. 

【해설】 노면을 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는 횡단보도(708-1)

의 설치 치는 일반 교차로 횡단보도(708)에 하며 특히, 보행자 

동선, 보행자 수, 차량 교통량, 신호주기  교차로간의 거리 등에 

한 공학  단에 따라 선정한다. 

5. 스테거드 횡단보도(708-2)

기 

◦도로 폭이 넓어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이 방해되어 도로의 효율

성이 하될 만한 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설치한다.

◦백색으로 폭원은 4m 이상이고 노면을 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표

시하는 지 라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316)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스테거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두 번 나 어 횡단하게 

하는 횡단보도이다. 도로폭이 넓으며, 차량교통량이 많고, 횡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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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량이 은 지역에서는 길게 설정된 보행시간으로 인해 차량흐름

을 방해받을 수 있어, 도로의 효율성이 하되는 문제 이 있으며, 

한 설정된 보행시간 내에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보행자의 경우 

차량과의 상충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같은 지 에서는 차로 앙부

에 피공간(보통 안 섬)을 설치하여 보행속도가 느린 보행자의 

안  도모  차량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일본과 국의 경우는 보행자가 한 번에 건  수 있는 횡단거리를 

15m 이하로 보고, 횡단거리가 15m 이상인 지역에는 보행자가 피할 

수 있는 앙분리 , 안 섬 등을 하게 설치하여 운 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속도가 느린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 설치시는 우선 으로 스테거드 횡단보도를 고려한다.

    보통 교차로에서는 보행안 과 교차로 효율성에 좋은 좌측 스테거

드 횡단보도가 좋고, 단일로 상에서는 도로 앙에 설치된 안 지

를 걸어가며 근하는 차량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측 스

테거드 횡단보도가 좋다. 다음 [그림 4.43]는 스테거드 횡단보도의 

설치 시도이다.

6. 고원식 횡단보도(708-3)

기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노면보다 높게하여 운 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 에 설

치한다.

◦횡단보도의 형태  높이는 「볼록사다리꼴 과속방지턱」형태로 하며 

높이는 10㎝로 한다.

【해설】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비롯하여 일반 도로구간에서 차량의 제

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볼록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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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 과속방지턱의 형태로 설치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횡단보도가 연석과 비슷한 높이로 설

치되어 보행자가 도로 횡단시 별도의 수직 이동이 짧은 양호한 횡

단시설이 조성되어 횡단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한, 보행자 

통행의 안 성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한 차량 운 자에 해서도 교통사고의 

험성을 일 수 있다. 그러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통하여 차량이 

보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볼라드 등을 함께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억제함으로써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그림 

4-20] 오르막 경사면 설치사례도 참조).

[그림 4-13] 각선 횡단보도(708-1) 표시 설치 시도

d1=4m 이상

l1=45～50㎝

l2=1.5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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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스테거드 횡단보도 설치 시도

7. 자 거횡단도(709)

기 

◦도로에서 자 거 횡단이 필요한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거 통행량이 시간당 50  이상인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도의 폭원은 최소 2m 이상이고 백색실선으로 노면의 폭을 가

로질러 설치하여야 한다. 

◦자 거횡단도와 차도의 연결부는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318)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자 거횡단도는 차도  보도상에 자 거 용도로가 설치되

어 있거나 자 거 통행량이 시간당 50  이상인 경우에 설치하며, 

백색실선으로 노면의 폭을 가로질러 표시한다. 자 거횡단도의 

폭원은 통행량, 신호주기, 도로 폭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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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폭 0.7m, 좌우 측방여유폭 0.4m를 고려하여 최소 2m 이상

으로 설치하여 교행시의 자 거 횡단을 원활하게 한다. 자 거 통

행의 안 과 편리성을 하여 차도와 연결되는 부분은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  자 거 이용자의 안 을 하여 자

거횡단도(318) 표지와 함께 설치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

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4-15]는 자 거횡단도

(709)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4-15] 자 거 횡단도(709) 표시 설치 시도

권 장

◦자 거 횡단도의 설치 치는 자 거 이용자의 동선, 보행자와 자동차

간의 상충 가능성, 자 거 이용자 식별성 등에 한 공학  단에 

따른다.

◦횡단보도의 측면에 설치하거나 횡단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횡단도의 폭원이 4m 이상인 경우, 도로 폭을 2등분하여 설치한다. 

w=10～15㎝

l1=l2=50～100㎝
d1=2m
d2=4m, 6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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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 거 횡단도의 설치 치는 자 거 이용자의 안 과 동선 등

에 한 공학  단에 의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자 거 이용자, 보

행자 등의 교통량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의 측면에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 구분선을 생략한다. 횡단도의 폭원이 4m 이상인 경우, 폭

원, 도색길이, 빈길이가 각각 10～15cm인 선으로 도로 폭을 2등

분하여 마주보고 횡단하는 자 거 이용자의 통행을 분리하여 소통

의 효율을 높인다.

8. 자 거 용도로(709-1)

기 

◦자 거 용도로 는 용구간 내의 필요한 지 에 설치하여야 한다. 

◦백색실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용도로의 폭원은 최소 1.1m 이상이어야 한다.

◦교통안 표지(302)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서는 ‘자 거 도로’라 함은 안 표지, 

험방지용 울타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

시하여 자 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한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6항에서는 “자 거 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 거는 그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 거 용도로는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차도 

는 보도상에 자 거 용도로(302) 표지와 노면표시(709-1)를 함

께 설치하여 그 경계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자 거 용도로의 폭원

은 최소 1.1m 이상이며, 그 경계선은 백색실선으로 설치한다. 자

거 도로의 폭원 1.1m는 ‘자 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 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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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내무부․건설교통부, 1995)에서 정한 기 으로 자 거 핸들의 

폭 0.7m와 좌․우 양측의 측방 여유폭 0.4m를 합한 것이다. 설치규

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그림 4-16] 

자 거 용도로(709-1) 표시 설치 시도 참조).

권 장

◦자 거 용도로(709-1) 표시이외의동일한의미의문자등을 병기한다.

◦설치간격은 100m로 한다. 단, 용도로의 시 과 종 간의 거리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구간 간지 에 설치한다.  

【해설】 자 거 용도로 구간 내에 자 거 용도로 노면표시 이외의 

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노면표시를 보조하는 제한

된 기능으로 사용한다. 다음 [그림 4-16]는 자 거 용도로(709-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4-16] 자 거 용도로 (709-1) 표시 설치 시도

w=10～15㎝

l1=l2=50～100㎝

d1=100m

d2=1.1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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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방향  방면지시

1. 진행방향(711, 712, 712-1, 712-2, 713, 713-1) 표시

기 

◦교차로 입구, 연결로 구간 등 도로가 분리 는 합류하는 구간의 정

지선이나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가차로의 테이퍼 길이가 25m 미만인 경우에는 하나만, 50m를 과

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로의 설치 등)에서는 ‘자동차는 지정된 

진행방향  방면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

행방향표시는 정지선과 부가차로의 테이퍼 부근에 반드시 설치하여

야 한다. 정지선으로부터 2～3m 방, 차로의 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간격은 부가차로의 구간길이가 25m 미만인 경우에는 하

나만, 50m를 과하는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노면표시를 설치하

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

른다. 다음 [그림 4-17]은 진행방향(711, 712, 712-1, 712-2, 713, 

713-1)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권 장

◦진행방향  방면을 표시하는 문자를 병설한다.

◦추가 설치할 경우,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단, 고속도로나 그에 

하는 도로는 3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좌회  는 유턴 용차로의 방에 선 고표시를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 치  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교통안 표지(304, 305, 305-1, 306, 306-1, 307)와 함께 설치한다. 



d1=2～3m

d2=시가지도로 25m(권장)

자동차 용도로 300m(권장)

*d3<25m이면, 설치하지 않음

*d3>50m이면, 반드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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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진행방향  방면지시를 의미하는 화살표시 외에 문자를 병설

하여 방향  방면을 표시할 수 있으며, 추가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그리고 운 자에게 진행방향의 변경에 한 고를 

하기 하여 선형태의 진행방향 고표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행방향이 변경되는 차로의 시작지  방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설치간격은 25m로 한다. 진행방향표시는 노면표시(711, 

712, 712-1, 712-2, 713, 713-1)를 우선 설치하고, 교통안 표지(304, 

305, 305-1, 306, 306-1, 307)를 병설할 수 있다. 712-2는 좌회  차

로가 시작되기 직 의 직진차로에 설치하여 직진하고자 하는 운

자가 해당차로를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4-17] 진행방향(711, 712, 712-1, 712-2, 713, 713-1)

표시 설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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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보호좌회 (713-2)

기 

◦비보호좌회 을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단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방의 지정 차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320)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해설】 비보호좌회 (713-2) 표시는 신호기 설치 교차로에서 녹색신

호시 반 방향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  내에서 좌회 을 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 (320) 표지와 반드시 함께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른다. 다음 

[그림 4-18]은 비보호좌회 (713-2) 표시의 설치 시도이다.

권 장

◦추가 설치시 25m 간격으로 설치한다.  

◦진행방향표시의 추가설치개수는 공학  단에 따른다.

[그림 4-18] 비보호좌회 (713-2) 표시 설치 시도

a=230㎝
b=150㎝
d=25m(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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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로변경(714)

기 

◦차로 수가 감소하는 구간에서 사용한다.

◦차로없어짐(110-1, 110-2) 교통안 표시와 함께 사용한다.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에 차로변경표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최소 3개 이상을 설치하며 차로변경표시간의 간격은 함

께 설치되는 교통안 표지의 설치간격에 한다.

[그림 4-19] 차로변경표시 설치 사례도

4. 오르막경사면(715)

기 

◦ 방 과속방지턱 는 교차로에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표시하는 것

으로, 횡단보도와 결합된 과속방지턱에 오르막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

사진 부분에 설치한다.

◦교차로 체를 도로보다 높게 조성하여 교차로입구에 오르막경사면이 

생긴 경우 경사진 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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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과속방지턱 는 오르막경사면이 있음을 사 에 표시하는 것

으로 고원식횡단보도(708-3) 설치시에 함께 설치하여 운 자들이 

미리 감속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그림 4-20]은 고원식횡단보도 

설치시에 함께 설치된 시도이다.

[그림 4-20] 오르막경사면 설치 사례도

제6   어린이보호구역(710)

기 

◦어린이 는 유아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통행로에 있어서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의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안 표지(121, 317)와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규격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1  표 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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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2항(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리)에

서는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등학교의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리에 

한 규칙’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리계획, 안 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등에 한 사항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 으로 설치, 리하며 

보행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 평균보행속도(0.8m/sec)를 기 으

로 설정한다.  한 교통안 표지(121, 317)를 노면표시(710)와 함께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보조표지

(521)를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안 시설물 이외에 지방경찰청장 

는 경찰서장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의 도로부속물을 도로 리청에 설치요청할 수 있다. 어린

이보호구역에 한 세부사항과 설치 시도는 「안 표지부문 6장6

4항」을 참조한다.  

제7   좌․우회  용차로

1. 좌회  용차로

권 장

◦좌회 차로와 직진차로를 구분하여야 할 지 이나 구간에 설치한다.

◦도로의 차로수를 변경하지 않고 앙선의 변이, 차로 폭의 축소, 앙

분리 의 삭제 는 앙분리 를 삭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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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 용차로의 구간길이는 좌회  교통량에 따른다.  

◦우회  용차로는 반드시 모든 교차로 유입부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

  ∙단, 교통량이 많고 속도가 높은 지방지역의 도로에서는 우회  유

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속차로를 겸하여 설치한다

【해설】 교차로에서 좌회  기차량은 교통사고  교차로의 용량을 

하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직진 차량과 좌회  차량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차로에서 좌회  차량이 정지하고 있

으면 직진하고자 하는 후속차량은 좌회  기차량을 피해 진로를 

변경해야만 하고, 이에 따라 교차로의 용량이 감소되어 교통정체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험이 매우 커진다. 좌회  차량

의 향을 제거하기 한 기본 인 근방식은 좌회  차량과 직진

차량을 분리하는 것이다. 좌회  차로는 좌회  교통류를 직진 교

통류와 분리시킴으로써 교차로에서 좌회  교통류에 의한 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좌회  차량이 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함으로써 교통안   신호운 의 정화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즉, 1차로를 이용하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려는 차량이 그 로 좌회

 차로로 진입하도록 좌회  차로를 구성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좌

회  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직진차량은 차로를 변경해야 하므로 인 차

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여 사고의 험이 높으며 교통류를 혼란하게 

한다. 따라서 직진차량이 차로변경을 하는 일이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고 

좌회 차량은차로변경을통해좌회 차로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도심지 교차로의 기하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이와 같이 좌회  

차로를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지 에서는 교차로 방의 충분한 거리에

서 차로마다 방향을 표시하는 노면표시를 충분히 설치하여 운 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차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사 에 충분히 안내하

여 주행경로에 맞는 차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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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  용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로변경제한선 는 차선의 노

면표시로 직진 차량과 독립 으로 부가되는 차로가 있음을 운 자가 인

지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 좌회  차로에 진입하기 해서는 

차로 변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차로 도로에서 좌회 과 직진의 겸용차로는 신호기에 의해서 통제

되는 구간 이외에는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한 신호기에 의해서 통제

되는 경우라도 좌회   직진 겸용차로는 1개 차로만으로 제한한다. 

동일한 의미에서 직진  우회  겸용차로 역시 2개 차로 이상을 설치

하지 않아야 한다.

권 장

◦테이퍼 길이는 차량이 차로에 진입하기 한 충분한 시간  여유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길이는 설계속도와 차로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테이퍼의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한다.

【해설】 교차로에서 좌회  차로를 설치할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교차로 설계시에 이를 반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로 설계  좌

회  차로의 설치방법에 한 상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발간

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을 참고

하며, 본 매뉴얼에서는 노면표시와 련된 요사항만을 언 한다.

  좌회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먼  기존의 도로폭을 가  유효

하게 이용하여 차회  차로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 일반 으

로 교차로 유입부의 앙선을 좌측으로 이동하여 좌회  차로의 폭을 

확보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입부의 차로폭을 축소하는 것이 되지만 

아울러 유출부의 차로폭을 축소하는 것도 검토하면서 필요한 좌회  차

로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좌회  용차로는 차로 수를 변경하지 않고 앙선을 변이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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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분리 를 축소하여 설치한다. 앙분리 가 넓은 경우에는 앙분리

에서 좌회  차로의 폭원을 확보하고, 그 지 않은 경우에는 각 차로

의 폭원을 인 값을 더하여 설치한다. 앙분리 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폭이 매우 좁은 경우에는 앙선을 변이 하거나 차로 폭을 축소하여 

설치한다. 다음 [그림 4-21]은 진행차로의 폭원을 여서 설치한 좌회  

용차로의 설치 시도이다.

[그림 4-21] 좌회  용차로 설치 시도

    [그림 4-21]에서 좌회  용차로의 구간길이인 d1은 좌회  차로

의 설치요소  가장 요한 사항으로 감속을 하는 길이와 차량의 

기공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좌회  용차로 구간길이 결

정방법에서 미국의 경우는 감속길이를 심으로 하며, 일본은 감속

길이에 기길이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

으로 그만큼의 길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단하여 감속길

이와 기길이를 비교하여 큰 값을 택한다. 우리나라 역시 감속길

이와 기길이를 모두 고려하지만 실 인 어려움이 있어 시가지 

등에서는 차량의 감속길이는 무시되고 기길이를 기 로 하여 좌



제7절  좌 ․우회전 전용차로 | 95

    회  용차로의 최소값으로 구간길이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좌회  차로의 길이 산정은 좌회  차로의 설치요소  가장 요

한 사항으로 감속을 하는 길이와 차량의 기공간이 확보되도록 하

는 것이다.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감속을 한 거리가 짧으면 갑

작스러운 제동으로 후속차량과의 사고 험성이 높아지며 원활한 

소통에도 향을 미치게 되며, 기공간이 짧아서 좌회  차량이 

좌회  차로를 벗어나 길게 기행렬을 이루게된다면 후속하는 직

진차량들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 등으로 큰 혼란을 빚게된다. 

    좌회 을 하기 한 차량은 근로 테이퍼를 지나 차로테이퍼 구간

부터 감속을 시행하게 되므로 감속을 하는 길이는 차로테이퍼를 포

함한 값이 된다. 이때 감속거리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감속길이

    

설계속도(㎞/h) 80 70 60 50 40 30

감속거리
(m)

기 치 125 95 70 50 30 20

최소치 80 65 45 35 20 15

    기차량을 한 최소 길이는 신호기 유․무에 따라 구분한다. 무

신호 교차로의 경우에는 첨두시간 평균 2분간 도착하는 좌회  교

통량을 기 으로 하며, 그 값이 1  미만의 경우에도 최소 2 의 

승용차가 기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호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통량의 변화, 정체시의 기차량 등을 고려하여 1주기당 도착하

는 좌회  차량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길이를 기 으로 한다. 따라서 

좌회  용차로의 최소 구간길이는 차량 2 의 길이로 하고, 차량

간의 간격을 승용차의 경우 6m, 형차의 경우 12m로 하며 형차 

혼입율에 따라 형차의 수를 구하여 산출한다. 형차 혼입율의 

값을 구하기가 어려울 경우는 평균 으로 보통 차량 1 의 길이를 

7m로 추정하여 산정한다. 좌회  차로의 최소 설치길이는 다음 식

에 의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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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1.5×N×S+l-T ≥ 2.0×N×S

    여기서 L = 좌회  기차로의 길이  N = 좌회  차량의 수

S = 차량길이   l = 감속길이

T = 차로 테이퍼 길이

    d2는 근로 테이퍼로서 교차로로 근하는 교통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직진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좌회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하여 설치한다. 근로 테이퍼의 길이

는 횡방향으로 1m 이동하는데 필요한 종방향거리의 비율을 설치기

으로 하며, 최소 설치기 은 <표 4-2>와 같다. 

    일반 으로 교차로 부근에서는 좌회  차로를 설치하기 하여 도

로의 폭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 테이퍼를 지나치게 

길게하면 운 자에게 혼선을 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를 들어, 근로 테이퍼를 확보할 때, 좌회  차로의 폭을 3.0m

로 할 경우 앙분리 의 폭이 3.0m보다 크다면 단순히 앙분리

를 삭하여 좌회  차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앙분리 의 폭이 

3.0m가 안된다면 차량의 설계속도에 따른 근로 테이퍼 설치기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확보해야 하는 좌회  차로의 폭에

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앙분리 의 폭을 빼고, 그 나머지는 일방

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의 도로라면 양 방향에서 반씩 축소하여 좌회

 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4-2> 근로 테이퍼 최소 설치기

설계속도(㎞/h) 80 70 60 50 40 30

테이퍼
기 값 1/55 1/50 1/40 1/35 1/30 1/20

최소값 1/25 1/20 1/20 1/15 1/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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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는 차로 테이퍼로서 좌회  교통류를 직진차로에서 좌회  차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며, 좌회  교통류가 직진차로에서 좌회  차로로 

진입할 때 갑작스런 차로 변경이나 무리한 감속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

다. 미국 AASHTO에서는 설계속도 50㎞/h 이하에서는 1:8, 설계속도 

60㎞/h 이상에서는 1:15를 사용하며, 일본은 보통 근로 테이퍼의 길이

만큼을 차로테이퍼로 할당한다. 우리나라는 건설교통부에서 미국 

AASHTO의 기 을 사용하므로 본 매뉴얼에서도 AASHTO 기 을 

용한다. 다만 시가지 등에서 용지폭의 제약이 심한 곳에서는 그 값을 

1:4까지 사용할 수도 있다. 차로테이퍼의 폭은 본선과 차로폭을 동일하

게 할 것을 권장한다.

  테이퍼의 길이 결정에서, 신설도로에서는 설계속도를 용하면 되나 

기존 도로의 경우는 설계속도와 실제 근속도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

로, 실측 근속도에 의해 테이퍼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 모든 차량의 근속도를 실측할 수는 없으므로 가  통계  기법

을 이용하여 표본조사를 해야하며, 이 경우 인 정 도를 요구하

지는 않지만 최소 30  이상의 표본은 조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실

측한 근속도 분포의 85퍼센타일 값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

속도 조사에서 통계 인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표본수는 

다음의 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N=(S․
K
E

)
2

    N = 최소한의 필요한 표본 수

    S = 표 편차 추정치

    K = 신뢰도에 따른 상수

    E = 평균속도 추정치의 오차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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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  차로 설치를 한 를 들어 교차로 구조가 [그림 4-22]와 같

으며 차량 속도는 80㎞/h, 앙분리 폭은 2.0m, 한 주기내에 도착하는 

좌회  차량 수는 5 라고 가정한다면,

  기 치 사용시, d2 = (3.5 - 2.0) × 0.51) × 55 = 41.25m ≓ 45m

d3 = 3.25  × 15 = 48.75m ≓ 50m

  차로테이퍼의 폭원을 3.25m로 가정

d1 = (1.5 × 5 × 7 + 125 - 45  = 132.5m ≓ 135m)

   > (2 × 5 × 7 = 70m )

[그림 4-22]는 윗 식에 의해 도출된 값을 만족함

  최소치 사용시, d2 = (3.25 - 2.0) × 0.5 × 25 = 15.625m ≓ 20m

d3 = 3.0  × 15 = 45m

  감속차로의 최소값인 3.0m 용

d1 = (1.5 × 5 × 7 + 80 - 45  = 87.5m ≓ 90m)

           > (2 × 5 × 7 = 70m )

  즉, 도로구조  교통상황이 와 같다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최소값을 용한다 하더라도 근로테이퍼는 20m, 차로테이퍼는 45m, 

좌회 차로는 90m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

 

[그림 4-22] 좌회  차로 설치 사례

1) 0.5는 도로 양방향 모두를 고려한 값

135m(90m) 50m 45m(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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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회  차로 설치방법

권 장

◦우회  용차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회  교통량이 많은 경우

  ∙우회  차량의 속도가 높은 경우

  ∙교차각이 각인 경우

  ∙우회  차량과 횡단 보행자가 모두 많고, 우회  기 차량이 직진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해설】 우회  차로는 좌회  차로와 같이 우회  차량이 있다 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회  차량에 의한 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 주로 설치한다. 우회  차로의 구간길이는 자동차가 감속에 

필요한 길이와 기에 필요한 길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산출방법

은 좌회  차로의 경우와 같다. 도시지역의 신호 교차로 등에서 우

회  차량의 기에 의한 교차로 용량 하를 방지할 목 으로 우

회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우회  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고려

해야 하지만 우회  차로의 구간길이가 무 긴 경우 오히려 교통 

효율면에서 큰 장 이 없기 때문에 최  50m 정도로 하는 것이 무

난하다.

  교통량에 비해서 우회  차로의 폭을 지나치게 넓게 하면 교통류가 

어지럽게 되고 그 운 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우회  차로의 폭은 정

하게 해야한다. 한 폭원 결정시는 설계차량의 제원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한다. 즉, 우회  차로의 폭은 설계차량, 평면곡선반경, 도류로의 

속각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지나치게 넓거나 좁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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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횡단 구성

1. 단일로 구간 횡단 구성

【해설】 단일로 횡단구성요소인 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은 횡

단구성을 실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설치는 해당 도로의 역할

과 기능, 도로조건 등에 따른 공학  검토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를 신설 는 개축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

에 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한다. 한 도로의 

폭원, 보도 유․무, 교통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들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기 이나 지침을 만들기는 힘들며, 일반 인 

상황에 하여 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 인 경우 는 부득이

한 경우 등은 장 실무자의 단 는 공학  단에 근거하기로 

한다. 다음은 단일로 횡단구성의 순서  그 조합에 한 것이다.

◦보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자 거 용차로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 앙분리 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차로 수의 설치개수를 결정한다

◦길가장자리 구역선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길가장자리 구역선은 기본 으로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횡단구성의 결정은 교통의 수요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보행자의 

동선공간 확보 여부와 한 련이 있다. 특히, 지방지역에 비해서 도

시지역에서 보행자 이용공간의 확보가 매우 요하다. 기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측

의 설치 여부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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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이용공간 즉, 보도의 확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자 거 이용

자에 해서 검토하여야 한다. 자 거는 이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간 범주로 취 하게 됨으로써 교통안 시설을 설치

할 경우 매우 모호한 상이다. 따라서 자 거 용차로를 차도에 설치

할 것인지 는 보도에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보행자  자 거 이용자의 공간확보 여부에 한 검토 후, 차량의 

통행과 련한 공간확보 즉, 앙분리  는 앙선, 차선 수, 길가장

자리 구역선 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앙분리 는 사고방지효과가 

매우 높은 시설물로서 특히, 지방지역에서 극 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차로 수 는 차로 폭원을 이면서 앙분리 를 설치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

  앙분리 의 검토와 병행해서 차선 수의 할당에 한 검토가 필요하

다. 차선 수는 통상 2차선, 4차선, 6차선 등으로 설치한다. 하지만 진행

방향별 속도, 교통량, 보행자  이륜차 등의 교통량 그리고 도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한 차선 수의 할당은 도시지역과 지방지역

과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량에 따른 소통을 우선할 경

우에는 앙분리 를 생략하고 차선 수를 많이 취하고, 주행속도가 우

선할 경우에는 앙분리 를 설치하고 차로의 폭원  도로 측단을 여

유 있게 설치한다.  

  앙선과 차선에 한 검토 후, 길가장자리 구역선의 설치여부를 결

정하는데, 원칙 으로 설치하는 것을 제로 한다.

  지 까지 기술한 단일로 구성요소의 결정순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도가 있는가? 없다면 측 를 설치할 수 있는가?

◦자 거 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가? 없다면 보도상에 자 거 통행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가?

◦ 앙분리 를 설치할 수 있는가?

◦차선 수는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도시지역인가, 지방지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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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인가, 속도인가?

  단일로의 횡단구성은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식수 가 설치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다음 

[그림 4-23]는 단일로 횡단 구성요소와 그 조합의 설치 시도이다.

측대

지방지역 도시지역

길어깨 차도 중앙분리대 차도 노상시설

보도

자전거도

측구

차로차로

분리대차로차로측대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차선
길가장자리구역선

지방지역 도시지역

본선

길어깨 차도차도 중앙분리대

측대 차로 차로 분리대

측구
측대

식수대

보도

측도

측대

차로 차로

중앙선

[그림 4-23] 단일로 횡단 구성요소와 그 조합의 설치 시도

2. 교차로 횡단구성

【해설】 교차로 횡단구성은 차로의 통행구분, 진로변경제한선, 방향  

방면지시, 정지선, 횡단보도, 유도지시 등으로 그 설치는 해당 도로

의 역할과 기능, 도로조건 등에 따른 공학  검토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를 신설 는 개축할 경우,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

시설기 에 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횡단구성을 결정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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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인 경우 는 부득이한 경우 등은 장 실무자의 단 는 

공학  단에 근거한다. 다음은 교차로 횡단구성의 순서  그 조

합에 한 것이다.

◦차로의 통행을 구분한다.

  ∙좌우회  용차로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횡단보도  자 거 횡단도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횡단보도 고표시를 설치한다.

◦정지선의 설치 치를 결정한다.

◦진로변경제한선, 진행방향  방면지시를 설치한다.

  교차로의 횡단구성의 결정은 차량  보행자 교통량의 처리와 매우 

한 련이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차량과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더욱 그러하다. 차로의 구분은 교차로 설치구간의 횡단구성으

로서 차선 수와 차로 폭원에 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라 진로변경 제

한선을 도로의 연장방향으로 설치한다. 특히, 좌․우회  용차로의 설

치여부에 따라서 차선의 수와 차로 폭을 결정하며, 차로의 폭원을 여

야 하는 경우에는 차로 당 폭원 2.75m를 확보할 수 있는 범  내에서 

각 차로의 폭원을 진 으로 여야 한다.

  횡단보도, 자 거 횡단도의 치는 교차로의 보도  차도 경계선의 

연장선과 련하여 횡단보행자의 동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정지선

의 치는 횡단보도의 치에 의해서 결정하지만 좌회   우회  차

량의 궤 과 련한 도류화에 의해 부분 인 조정이 필요하다. 

  최종 으로 진행차량의 방향을 각 차로에 할당하는 진행  방향지시

를 설치한다. 이 경우, 직진  좌회  겸용차로는 1개 차로만을 설치하

고 2개 차로 이상에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운 자가 사 에 진

행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진행방향 차로에 진입

하기 해서는 차로 변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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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표지병

제1   기능

기 

◦표지병은 도로교통법  도로법 제3조,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정 제37조의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

을 보완하여 야간 는 우천시에 운 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함으로

써 교통안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

는 시설물이다.

◦발 형 표지병  멸형(Flashing)은 사용을 지하며, 등형(Steady)

은 제한 으로 사용한다.

【해설】 표지병은 노면표시(도료형)가 갖는 문제  가운데 특별히 야

간과 우천시에 시인성 하에 따른 기능 마비를 보완할 목 으로 

설치되는시설물로노면표시를보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표지병은 반사체의 유무에 따라 반사표지병과 무반사표지병이 있다. 

반사표지병은 다른 시선유도시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조등으로부

터의 빛을 입사 방향과 근사한 방향으로 재귀 반사하여 야간에 노면표

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무반사표지병은 별도

로 사용하지 않고 반사표지병과 같이 사용한다.

  기타로는 발 형 표지병이 있다. 발 형에는 멸형(Flashing) 과 

등형(Steady) 표지병으로 나  수 있으나, 표지병이 도로의 선형을 유

도한다는 을 감안할 때 멸형은 도로상에서 각각의 표지병이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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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멸함으로써 운 자에게 마치 빛의 물결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착각 상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발 형 표지병  멸형은 사용을 

지하며 등형은 안개잦은 곳에 제한 으로 용한다.

  표지병의 부수 인 기능으로는 자동차 타이어와의 음을 통해 운

자에게 경고의 의미를 달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몇 나라에서는 표지병의 기능으로 치 안내, 노면표

시의 보조 는 노면표시의 체로서 반사표지병과 무반사표지병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면표시를 체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보조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반사표지병만 사용된다.

  표지병은 도료형 노면표시에 비해 상 으로 큰 기비용을 요구하

는 단 이 있으나 상 으로 수명 주기가 길어 노면표시의 잦은 보수

로 인한 물 , 인  비용을 감시킬 수 있는 장 과 한 용( 를 

들어, 험한 지역, 규모의 보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도로 등)을 통

해 이러한 단 을 극복할 수 있다.

  재 표지병은 도로건설  유지보수시에 시선유도시설로서 건설교통

부에서 리하며, 교통운  측면에서는 노면표시를 보완하는 시설로서 

경찰청에서 리하고 있다. 

제2   설치장소

기 

◦설치장소: 도로의 앙선, 차선 경계선, 용차선, 노상장애물, 안 지

 등 노면표시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설치 지 지 : 횡단보도  교차로 정지선 등 도로의 가로방향 설치

를 지하며, 표지병의 설치로 인해 안 주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에는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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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형 표지병: 안개 잦은곳등에제한 으로 용하되, 그늘진 장소는 

피한다.

【해설】 노면표시에 비해 상 으로 큰 기비용을 이기 해 우선

으로 설치할 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지병이 우선 설치

될 장소로는 곡선부, 터 , 차선의 감소, 분리 는 합류 구간, 통

행로의 변경 구간, 교통섬, 인터체인지 고어지역, 좌회 차선을 포함

한 이차선 도로, 물리 으로 분리되지 않은 다차선 도로, 도로폭이 

좁은 교량 등 선형 유도 는 도로환경 변화에 한 운 자의 인식

을 높일 필요가 있는 구간에서 도로교통 여건에 합하게 설치한다. 

  자동차가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운 자에게 알려주기 하여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  분석 등을 수행하여 설치하

며, 앙분리 의 표시가 노면표시만으로 되지 않고 별도의 앙 분리 

구조물이 설치된 곳에 표지병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른 교통안 시설  

시선유도기능을 가진 부분과의 복설치 여부를 비교한 후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를 거쳐 용한다.

  표지병은 일반 으로 도로의 길이 방향에 하여 시선을 유도하는 시

설이므로 횡단보도 앞부분  교차로 정지선 앞부분 등 도로의 가로 방

향으로 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기능상 혼란을 주고, 노면 으로의 

함몰  타이어 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험이 있으므로 표지병의 가

로 방향 사용을 지한다. 한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타이

어와 빈번한 마찰이 발생하여 타이어 손으로 인한 교통사고 험이 

있으므로 표지병의 사용과 설치방법등을신 히검토해서설치해야한다.

  강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에의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

하되, 가능한 4차로 이상 도로의 앙선을 제외한 곳에는 설치하지 않

는 것이 제설 작업  제설 삽날로 인한 표지병의 손과 비산으로 인한 

사고 험을 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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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구  조

1. 형상

기 

◦표지병은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된다. 

◦표지병의 형상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정 지역, 일정 구간에서는 동일 형상을 사용해야 한다.

◦표지병의 높이는 최 30㎜로 장여건에 합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표지병 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하며, 요철부의 두께는 2

㎜이하여야 한다.

【해설】 표지병의 구성은 일반 으로 [그림 5-1]과 같이 반사체와 몸

체로 구성되며, 세부 구성요소의 명칭과 설명은 다음과 같다.

◦반사체

  자동차의 조등에 의해 입사된 빛을 되반사(재귀반사)시켜 운 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따라서 표지병의 가장 

요한 부분으로서,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쉽게 반사성능이 하되

거나 변색, 손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몸체

  반사체를 감싸서 자동차의 충격으로부터 보호와, 반사체를 지면으로

부터 일정 치에 지지시켜 반사체의 재귀반사가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다. 몸체는 도로면 에 설치되므로 표지병 

자체와 교통상의 안 을 고려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한 몸체는 

설치 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해 몸체  부분에 

앵커를 부착하기도 한다.

  표지병의 형상은 다양하게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본 인 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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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사각형, 마름모꼴, 원형 등을 용할 수 있으며, 도로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검토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비록 그 형상이 상이

하다 해도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반사성능  색도, 시험방법 등을 만

족한다면 도로표지병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표지병 몸체

의 면 규격은 사각형의 경우 가로 100～150㎜, 세로 100～150㎜로, 원

형인 경우 직경 100～150㎜로 한다. 그러나 표지병의 형상  규격에 

있어서는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고 설치되고 있으므로, 표지병의 형식 

선정과 설치시에는 도로의 설계에 있어서 용하는 설계구간 개념을 

용하여 노선의 기하구조와 함께 표지병의 형이 연속성 있도록 한다.

  표지병의 높이, 즉 표지병 몸체의 면(하단 지면)부터 윗면까지의 높

이는 최  30㎜ 이하로 하고, 장 여건에 합한 높이로 한다. 차선 

경계선과 같이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여 표지병과 타이어의 마찰이 

빈번한 곳에서는 높이가 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가  지주

없는 부착식 표지병 사용을 권장한다. 앙선이나 안 지  등 자동

차의 출입을 지하는 곳에서 자동차의 진입시 운 자에게 경고의 의

미를 달하기 한 부가 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표지병의 높

이를 높이는 경우에도 최  30㎜로 한다. 표지병의 면에 빈 공간이 

많을 경우 장기간 차량통과에 노출되면서 노면으로 침하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해 의 모양은 평면을 유지하는 형상으로 하며, 

표지병 제작공정상 부득이하게 에 빈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

 에폭시 등으로 공간을 충진하여 이로 인한 침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표지병 면의 요철부 두께는 2㎜ 이하여야 하며 설치시 부착

재료가 빈틈없이 충진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표지병은 겨울

철 제설시에 제설기 삽날에 의해 손상을 당하거나 제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미국의 경우 제설 작업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제설용 표

지병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수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지침이 마련되기 까지 지역 여건

에서의 용성에 한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 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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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몸체
앵커

[그림 5-1] 표지병의 구성 요소

2. 재질

기 

◦표지병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가 있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유지 리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표지병의 반사체는 충분한 강도와 반사성능을 갖춘 재료로 제

작해야 한다. 일반 으로 반사체의 재료로는 합성수지와 유리가 있

으며 재료의 성질에 따라 빛을 재귀반사하는 능력과 내구성 등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 반사재료별 반사체를 몸체에 부착하는 

조립 과정  조립시 주의해야 될 사항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반사체의 재료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학 성질을 가지고 있

는 즈에 돌출이나 톱니 모양의 자국이 없어야 한다.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개별 유리구슬의 고정상태, 손, 힘 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표지병의 몸체는 알루미늄 합  는 합성수지로 제작할 수 있으며, 

충격에 강하고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합성

수지로 몸체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차량 타이어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알루미늄 합  주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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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알루미늄 합  주물)을 사용하고 알루미늄 합  다이캐스 을 사

용할 경우에는 KS D 6006(알루미늄 합  다이캐스 )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표지병의 몸체로 메타크릴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M 3152(메타

크릴수지 성형재료), 폴리카아보네이트 수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KSM 

M 3153(폴리카아보네이트 성형재료)에 규정된 것이면 하다.

  표지병의 시험은 부식시험, 즈충격시험, 방수성시험, 강도시험, 온도

순환시험, 모래분사시험, 내후성 시험 등으로 나 어 실시한다. 시험은 

5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4개 이상의 시료가 기 값을 만족해야 되고, 그

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5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5개 체가 기 값에 만족해야 된다.

◦부식시험: 물 1리터 당 30g의 염화나트륨을 넣은 용재에 표지병을 30

일동안 침수시킨다. 시험기간 동안 하루에 한번 정기 으로 시험온도

를 -5℃(12시간)에서 10℃(12시간)로 변화시킨다. 표지병을 꺼낸 후 

색도시험과 반사성능 시험을 수행한 후 기  값을 만족해야 한다.

◦ 즈충격시험: 온도 55℃의 오 에 1시간 동안 표지병을 놓는다. 표지

병을 꺼낸 후 즉시 상온의 시험실에서 반지름 6.4mm, 190g의 무게를 

가진 반구모양의 추를 457mm의 높이에서 반사기 면 에 떨어뜨려 

충격을 가한다. 충격시험을 해서는 재귀반사기 면을 지면에 해 

수평으로 고정시키기 한 지지 를 설치한다. 시험이 완료된 반사기

의 즈면의 방사상의 갈라짐이 6.4mm보다 커서는 안 된다.

◦방수성 시험: 상온의 챔버 안에 표지병을 넣고 온도 65℃에서 10분 경

과 후,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가 놓은 후 꺼내어 부드러운 헝겊으

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 을 때 기  값을 만족해야 된다.

◦강도시험: 속으로 제작된 실린더(두께 6.3㎜, 내경 76.2㎜, 높이 50

㎜이상) 상부 앙에 표지병을 올려놓고 그 앙에 속으로 된 원형

(직경 25.4㎜)의 압축 으로 900㎏까지의 하 을 가하 을 때 육안으

로 검사시 손이나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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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순환 시험: 표지병을 상온의 챔버 안에 넣고 챔버안의 온도가 6

5℃가 되게 한 상태에서 4시간 동안 유지하고, 한 챔버 안의 온도

를 약5분 동안 서서히 내려 -20℃까지 도달시킨 후 4시간 동안 유지

시킨다. 이것을 연속 3회 반복하여 온도를 변화시켰을 경우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균열이나 벗겨짐 상이 없어야 한다.

◦모래분사시험: 모래분사 장치에 직경 1.3mm의 노즐을 설치하고, 작동

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2ℓ/min, 분사거리 380㎜±10㎜의 

작동상태에서, 물 1ℓ당 모래25ｇ(모래입도 0.4㎜ 표 사)의 혼합액을 

표지병의 반사체에 0.1m/sec의 노즐 이동속도로 10회 분사시킨 후 꺼

내어 부드러운 헝겊으로 물기를 닦고 반사성능을 측정하 을 때 기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내후성시험: 시험편은 일반 으로 반사체의 형태가  형태인 경우 

시험편의 크기는 50×40㎜이상으로 하고, 반사체를 뗄 수 없는 구조의 

표지병의 경우는 시료를 시험기의 선반에 단단히 고정시킨다. 시험장

치는 제논(Xenon) 원을 사용하는 기기이어야 하며, 원은 시험편을 

걸 수 있는 회 선반의 심축에 수직으로 치해야 한다. 한 시험

편은 동등한 빛을 조사받기 하여 원의 앙에서 등거리에 치해

야 하고, 시험편은 1분에 1회 (1rpm±0.1)으로 회 시킨다. 시험장치

에는 제논램 의 자동 량조 장치가 있어야 하며, 조사 빛의 장이 

340㎚에서 조 량, 온도, 습도, 강우조건이 자동으로 조 될 수 있어

야 한다. 시험을 한 방사조도는 0.35W/㎡, 빛의 장은 340㎚로서 

조사/강우시간은 18분, 조사 시간은 102분으로 하며, 강우없이 빛

을 조사할 때 시료온도(블랙 넬 온도)는 63±3℃, 상 습도 50±5% 

이어야 하고, 총 시험시간은 720시간으로 한다. 이때 강우조건 부여시 

사용되는 물은 pH 6.0～8.0과 고형분 20ppm 이하의 순도를 가진 물

을 사용하도록 한다. 내후성시험 후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측정하 을 

때 기  값의 80%이상이어야 한다. 단, 이 시험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재료가 인증된 경우는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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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색  상

기 

◦반사체의 색상은 흰색, 노랑색을 사용한다. 흰색은 동일방향 교통류의 

분리  경계, 노랑색은 반 방향 교통류의 분리, 제한  지시를 표

시하는 데 사용한다.

◦반사체의 색도는 색도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표 5-1>의 색도

좌표의 범  내에 들어와야 하며, 등형 표지병의 색도 역시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시 아래 <표 5-2>의 색도 좌표범  내에 들어

와야 한다.

<표 5-1> 표지병 색도좌표의 범

색상
색도좌표의 범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545 0.559 0.609 0.597 - -

y 0.424 0.439 0.390 0.390 - -

<표 5-2> 등형 표지병 색도좌표의 범

색상
색도좌표의 범

구분 1 2 3 4 5 6

흰색
x 0.310 0.453 0.500 0.500 0.440 0.310

y 0.348 0.440 0.440 0.380 0.380 0.283

노랑색
x 0.609 0.597 0.559 0.545 - -

y 0.390 0.390 0.439 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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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반사체의 색상: 표지병은 가능한 동일 형상과 동일 색을 연속해서 설

치하므로써 시선유도 효과를 최 화할 수 있다. 표지병의 반사체 색

상은 노면표시 색채규칙에 따르며, 흰색, 노랑색을 용한다. 흰색은 

진․출입램  고어부 등 동일 방향 교통류의 분리  경계에 사용하

고, 노랑색은 앙선 등 반 방향 교통류 분리나, 안 지 , 노상장애

물 등 제한  지시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한다.

◦색도 범 : 표지병 반사체의 색도 측정은 KS A 3514 등의 측정방법

에 따라 CIE 표 원 A, 입사각 0°, 측각 0.2° 는 입사각 5°, 

측각 0.3°에서 야간의 색도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시 <표 5-1>에 제

시된 색도범  내에 들어와야 한다. 등형 표지병의 색도 측정은 

KS R 1066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표 5-2>에 제시된 색도 

좌표의 범  내에 들어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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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표 색도 좌표 (일반 표지병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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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반사성능

기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재귀반사체의 반사성능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표 5-3> 이상이어야 한다.

◦ 등형 표지병은 KS R 1066의 측정방법에 따라 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가 다음 <표 5-5>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반사체의 반사성능 측정법은 한국산업규격(KS R5018등)에 명

시하 다. 반사체의 반사성능을 표기하는 단 는 도계수로 다음

과 같이 표 된다.

      SI = 
E'(D') 2

En
  ・・・・・・・・・・・・・・・・(식 4.1)

     여기서, SI   : 도계수

             E'  :  찰 치에서의 조도(lx)

             D'  :  수 기의 심과 참고축 사이의 거리(m)

             En  : 법선조도(lx)

  

  표지병의 반사성능 측정 각도는 차량, 운 자, 표지병의 삼각 계로 

유도되며, 가장 바람직한 측정각도는 실제 장에서 생되는 각도를 

규정하는 것이다. 

  의 반사성능 기 에서 측각과 입사각의 측정각도는 직선구간, 곡

선구간에서 실질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각도에서 가능한 표해 

 수 있는 각도를 선정하여 규정하 다. 입사각  β1은 「0」으로 고

정하며  표에서의 입사각은 β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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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각 측정 기하 조건에서의 반사성능 값은 외국의 기 을 참고하

다. 측각 0.2°일 때의 반사성능은 미국 ASTM의 기 을, 그 외 

측각에서의 반사성능 값  유리알표지병 반사성능 값은 유럽공동규격

의 기 을 차용하 다.

<표 5-3> 표지병의 최하 반사성능 기

측 기하조건 최소 R 값(mcd/lx)

측각 입사각 유리 라스틱

0.2° 0° - 279

0.2° ±20° - 112

0.3° ±5° 20 220

1° ±10° 10 25

2° ±15° 2 2.5

<표 5-4> 표지병 재귀반사체의 색상 변수 값

색상 색상변수

흰색 1.0

노랑색 0.6

<표 5-5> 등형 표지병의 최하 도 기

측정각도
기 값 (mcd)

수직각 수평각

0.2°
0° 60

±20° 12

0.3° ±5° 54

1° ±10° 21

2°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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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부착식 표지병

기 

◦지주없이 착제만을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표지병을 말하며, 교

량구간  터 , 편도 1차선 도로의 앙선, 차선 등 차량과의 이 

잦은 지역에 설치한다.

<표 5-6>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

구분 기

최 높이 20㎜

면 규격 100～150㎜

면부의 각도 노면에서 45°이내

형상 표지병 형상에 함

면부 빈 공간없이 1.3㎜내에서 평탄

【해설】 부착식 표지병 설치권장 지 은 다음과 같다.

◦교량  터  구간

◦아스팔트콘크리트와 시멘트콘크리트의 이 구조로 되어있는 포장도로 

구간

◦차량답도가 높은 편도 1차로 도로의 앙선

◦차로변경이 잦은 차선

  편도 1차선 도로의 앙선  차선 등의 경우 차량과의 잦은 으

로 표지병이 지주까지 뽑 져나와 교통사고의 험이 크며, 콘크리트 

구조물 에 아스팔트 포장을 덧 우는 구조로 되어있는 구간의 경우는 

차량이 포장면 를 지나면서 가요성포장인 아스팔트면을 변형시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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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 경과후 표지병의 지부가 공간에 뜨게 되어 차량이 표지병에 

충격을 가할시 앵커와 표지병 몸체의 연결부분이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 에는 부착식 표지병 설치를 권장한다.

  부착식 표지병의 형상은 미국 ASTM의 기 을 받아들여 에서 제

시한 표와 같이하며, 착제만에 의해 노면에 부착된다는 을 감안하

여 면부는 최 한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반사성능  색상, 시험방법 

등은 일반 표지병에 한다.

제7   설치각도  설치간격

기 

◦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각도가 주

어져야 하며 인 으로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표지병의 설치간격은 보조하는 노면표시의 유형과 설치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곡선부에서는 최소 설치간격 기 을 따르되, 기하구조상 시계에 장애

가 있을 때에는 연속 으로 4개 이상이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한다.

<표 5-7> 표지병 최소 설치간격

구분 설치간격 비    고

직선부

시가지도로 1N(8m) ․공학  단에 의해 조정 가능

지방도로 1N(13m) ․공학  단에 의해 조정 가능

용도로 1N(20m) ․공학  단에 의해 조정 가능

편도1차로 N/2 ․간격은 도로구분별로 달리 용

곡선부 N/4-N/2 ․반경의 크기에 따라 공학  단하에 설치

진출입램  고어부 N/4 ․미국 FHWA 기  용

교차로 좌회  차로 N/2 ․미국 FHWA 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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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표지병 설치시 자동차 조등에 의한 재귀반사 성능을 높이기 

하여 표지병의 각도를 주어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운 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실제 설치 장에서 정확한 각도를 주어 설치

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오히려 시인성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 따라

서 표지병은 도로의 선형을 따라 자연스럽게 선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은 노면표시 설치기 의 차선의 선 

기 에 한다. 따라서 표지병 설치간격을 「N」이라고 할 때, 직선구

간에서의 각 도로별 표지병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

◦시가지도로는 8m : 1N= 선길이(3m)+빈공간(5m)

◦지방도로는 13m  : 1N= 선길이(5m)+빈공간(8m)

◦자동차 용도로는 20m : 1N= 선길이(10m)+빈공간(10m)

  곡선부에서의 설치간격은 표지병의 시선유도 기능을 유지하기 해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보이도록 하여 그 연속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직선부와 같은 간격으로 설치할 경우 작은 평면 곡선반경에

서는 시각 으로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간격을 여  필요가 있고 도

로의 곡선반경에 따라 N/4～N/2의 범 에서 공학  단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그러나 도로의 선형을 고려하여 운 자가 선형을 악할 수 있는 최

소한의 표지병 수인 4개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타 차량속도  교통환경 등을 공학 으로 고려하여 추가 인 

설치 혹은 제거가 교통안 에 보탬이 된다고 단될 경우에는 추가 인 

설치 혹은 제거할 수 있다.

  그 외에 고속도로 진․출입램  고어부  교차로 좌회  차로 부근

의 표지병 설치기 은 우선 미국 FHW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

을 용하여 값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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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반 인 직선부에서의 표지병 설치간격

[그림 5-4] 편도 1차로 도로의 표지병 설치간격(부착식)

[그림 5-5] 고속도로 진출입 램 에서의 표지병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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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교차로 좌회  차로 부근의 표지병 설치방법

제8   유지 리

기 

◦표지병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검하고 유지 리를 해야 

한다. 

◦ 검 결과에 따라, 오염된 표지병에 해서는 청소를, 훼손된 표지병

에 해서는 교체를 해야 한다. 

◦ 장에 설치하여 운용 인 표지병의 반사성능은 입사각 0°, 측각 

0.2°에서 측정하여 5mcd/lx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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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

【해설】 검은 통상 순회 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항목에 해서 필요에 따라 검을 실시한다.

◦반사상태

◦반사체의 오염

◦표지병의 손 유무

◦표지병의 설치 상태

  통상 차량의 매연, 먼지, 흙탕물 등에 의하여 표지병이 오염되거나, 특

히 표지병 앞부분에 흙, 모래가 인 경우가 많으며, 차량 통행으로 

반사체가 훼손되거나 아  표지병이 손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표지

병의 오염 여부  손 유무를 수시 검해야 한다. 표지병은 특히 야

간 운 자의 시선유도가 요하므로 정기 으로 야간순회를 통해 반사

상태  시선유도 상태 등이 양호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를 검한다.

  그러나 표지병은 도로상의 상당히 긴 구간에서 운 자의 시선을 유도

하는 시설로서 개별 표지병만으로 단하기보다는 일정한 구간에서의 

반 인 시선유도 기능을 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장에서의 표지

병 설치기간별 재귀반사 하정도와 외국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

량  차량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설치후 6개월 이내에 재

귀반사 계수가 감하며 약 2～3년이 경과하면 재귀반사 계수가 

5mcd/lx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표지병 설치후 약 2년

이 경과하면 재귀반사 계수  표지병의 상태를 검해 볼 필요가 있

다. 검방법으로는 야간에 차량 운 석에 탑승한 채로 사진을 거

나 비디오를 촬 하여 여러명(최소 3명 이상)의 문가들이 반 인 

시선유도 기능의 상실여부를 단한 후, 개별 표지병에 한 재귀반사 

측정  표지병의 훼손여부를 장에서 확인하여 유지보수 는 교체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진촬 시 일반 인 자동카메라를 사용해서는 효율

인 노출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가  수동카메라에서 은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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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며 노출은 셔터속도 1/60sec, 조리개 f1.4 는 셔터속도 1/30sec, 

조리개 f1.8로 할 것을 권장한다. 카메라에 사용되는 필름은 ASA400 

는 그 이상의 야간사진 촬 용 고감도 필름을 사용한다. 한 설지

역에서는 이 녹은 후에 표지병 주 의 불순물의 유무, 제설 작업에 

의한 표지병의 손 상태 등을 속히 검하여 조치해야 한다.

2. 청소  리

【해설】 반사체의 오염은 시선유도 효과를 떨어뜨리므로 검 결과를 

토 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청소는 1년에 최소 2회 이상 하여야 하

며, 반사체의 오염이 심한 곳에서는 청소 횟수를 늘려서, 표지병이 

항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겨울철이 끝

나는 해빙기에는 물청소를 실시하여 반사체 주 의 오염물질을 제

거하여야 한다. 반사체 주변에 쌓인 모래 등은 제거하고, 반사체 청

결 상태를 유지하여 반사성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노면표시의 시공 는 재도색 시에는 도료가 표지병의 반사체에 칠

하여져 표지병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리하여야 한다.

3. 보수

【해설】 손된 표지병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특히 도로에서 교체시

에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형상을 사용하여, 일정 구간 내에서 시설

의 연속성과 시선유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하여 

시설 리자는 충분한 여유분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 표지병은 야간에 자동차의 조등으로부터의 빛을 재귀반

사 시키기 하여 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반사성능 값이 요구되

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표지병의 재귀반사 기능은 거의 상실되었

다고 보아지므로 교체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