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 표지,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흔히 떠오르는 것은 운전자나 보행자가 항상 마주하게 되는 신호기(차량등, 보행등)일 것입니다. 

신호기도 교통안전 시설물에 속하지만, 실제 도로에는 수없이 많은 교통안전 표지가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약속, 

교통안전 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정책

주의 표지

보조 표지

지시 표지

도로의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주의

나 경고를 통해 알리는 표지입니다.

예시

주의 표지는 삼각형의 황색 바탕 위에 적색 테두리를 두른 모양으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

교차로 예고 도로 형상 예고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통과하려는 도로 

이용자에게 교차로의 형상을 미리 알려줌

굽거나 경사진 장소에서 해당 구간을 통과하려는 도로 

이용자에게 도로의 형상을 미리 알려줌

+자형 교차로 ㅜ자형 교차로 Y자형 교차로 좌로 굽은 도로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
오르막 경사

교통류 변화 예고 노면 상황 예고

도로의 공사나 통제 또는 교통류의 변화에 대해 도로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줌

도로의 노면 상태에 따라 도로 이용자나 주변 도로 이

용자에게 위험을 예고함

도로 폭이 
좁아짐

우측 차로 
없어짐

양측방 통행 우측방 통행 노면 고르지 못함 과속방지 턱

이밖에도 철길 건널목, 터널 등을 알려주는 시설 예고 표지와 추락이나 낙석 사고 등의 위험을 알려주는 연도(도로변이

나 도로 주변) 위험 예고 표지, 기상 상황 예고 표지가 있습니다. 

주의 표지·규제 표지 또는 지시 표지의 주요 기능을 보충해,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예시

보조 표지는 사각형의 백색 바탕 위에 흑색으로 주요 기능을 보충하는 내용을 표시합니다. 

거리, 구역, 구간 일자, 시간

본 표지로부터 위해 요소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거나 본 

표지의 영향이 미치는 구역 또는 구간을 나타내려 할 때 

설치함

본 표지가 적용되는 일자, 시간을 명시하고자 할 때 설치함

거리 거리 구역 일자 시간 시간

본 표지 설명 해제

본 표지의 의미를 도로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부연 또는 상세한 설명을 설치함

본 표지의 교통 통제가 해제되었음을 알리는 곳에 설

치함

좌 방향 안전 속도 통행 주의 해제

기타

기상이나 노면 상태, 견인 지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함

기상 상태 노면 상태 구간 시작 구간 내 견인 지역

도로의 통행 방법·통행 구분 등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도로 사용자가 이를 따를 수 있도록 

알리는 표지입니다.

예시

지시 표지는 원형·사각형 등이 있으며, 청색 바탕 위에 지시 내용을 표시합니다.

도로 지정

회전 교차로 직진 직진 및 우회전 진행 방향별 통행 구분 우회로

통행 방법 지시

자동차 전용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버스 전용 차로

보행자 지시

횡단보도
노인보호 

(노인보호구역 안)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 안)
자전거 횡단도 보행자 전용 도로

일방통행 지시 기타 지시

일방통행 일방통행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규제 표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해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입니다.

예시

규제 표지는 원형을 기본으로 다양한 모양이 있으며, 백색 바탕에 적색 테두리를 치거나 적색 

바탕에 규제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행금지

통행금지 자동차 통행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직진 금지 우회전 금지

통행 제한

차 중량 제한 차 높이 제한 차 폭 제한 차간 거리 확보 최고 속도 제한 최저 속도 제한

금지 사항

진입 금지 정차·주차 금지 주차 금지

교통안전 표지란?

교통안전 표지는 도로 교통에 관해 주의·규제·지

시를 나타내는 표지와 표시로서, 도로 이용자에

게 일관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

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교통안전 표지의 종류?

교통안전 표지는 표지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 주의 

표지, 규제 표지, 지시 표지, 보조 표지, 노면 표시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주

의·규제·지시·보조 표지에 중점을 두어 알아보

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