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성구 CI의 색상인 Pantone 2727C, 284C, 142C를 각각 차례대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표준디자인 보고서 표지 주색으로 적용하였다. 특히 책등과 머리, 

배, 밑까지 책의 6면을 모두 동일한 색상으로 표현하여 보고서에 조형적인 요소를 

추가하였다. 타이틀인 ‘The Soft Cit’y를 수성혜정체로 전면에 크게 표기하였다. 다만, 

세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로 개량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글자에 3D 효과를 

적용하여 글자가 풍선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게 표현했다. 도시 ‘City’를 단순한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해석하였으며, 둥근 글자 풍선이 연상되는 ‘Soft’를 덧붙였다. 

「The Soft City;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글자를 횡서와 종서로 엇갈리게 

배치해, 글자가 한 번에 읽히지 않고 단계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배열했다. 본문 중 인용한 ‘

공공을 위한 디자인’(Design for Public Good, 2013)의 3단계 계단을 다시 시각적으로 

인용한 결과이다. 

두번째 「The Soft City; 수성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글자를 위에서 낙하시켜 

자유롭게 하강하는 글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단어와 개념적으로 충돌하도록 

유도했다. 마지막 별책 「The Soft City; 수성구 공공디자인 표준디자인」은 글자를 

정직하게 나열했다.

별책의 글자 배열이 나머지 두권의 ‘표준’이 되도록, 꾸미지 않은 상태를 노출시켰다.

각 책의 소제목은 본문에 적용한 수성구 전용서체 수성바탕체로 활용하였다.

이때, 소제목을 읽는 방향이 대제목과 같으면 글자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글줄을 세로로 배열하였다. 책등과 같은 방향으로 글줄을 흘리기 위해 책머리에서 

책밑으로, 다시 말하여 위에서 아래로 글줄이 흐르도록 옆으로 눕혀서 가로쓰기했다. 

이로써 책의 모든 면을 수성구를 상징하는 시각장치로 덮어씌웠다.

보고서의 표지는 모두 국내에서 제작되는 친환경 인쇄용지인 인스퍼 에코를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표지디자인



제출문

수성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유니에코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더 나은 디자인, 함께하는 수성

THE SOFT CITY











수성구 전경
출처 :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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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1.1.1 과업의 개요

1.1.2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
시설물

공공공간

실천과제별 가이드라인

가로시설물공공매체

Ⅰ. 가이드라인 개요

·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성구 공공디자인 목표를 실행하고 수성구 도시환경을 

구성하는데 공공장소의 수성구의 정체성을 함양하며,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지침을 제시한다

·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으로 통일성과 지속력을 높이고 

실천력을 제고한다

·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을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심의, 

자문 대상에 맞추어 재구성한다

· 실천과제별 가이드라인은 수성구 공공디자인 목표를 기준으로 생활안전, 유니버설, 

사용자중심, 미래지향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수성구형 

공공디자인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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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과업의 구성 · 수성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으로는 주요 항목과 부문별 분류 및 개념, 필수 

가이드라인,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있다

·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과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합하여 

공통된 부분을 필수가이드라인에 적용하였으며, 수성구만의 기본방향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유형별
가이드라인
: 권장사항

부문별 분류 및 개념

주요 가이드라인
: 필수사항

주요항목

페이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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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못
출처 : 대구트립로드







01. 공원 및 휴양공간

1-1. 공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을 위한 공간 또는 시설

1-2. 녹지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1-3. 광장 일반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1-4. 하천 일반하천공간, 하천부지 공공 이용공간, 수변공간

가이드라인 분류

적용대상 세부공간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틈새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시니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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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및 휴양공간

1-1. 공원

· 공원을 조성할 시 이용 대상자를 고려한 조닝 및 시설 설치를 계획한다

· 지역의 주차문제와 도시의 문제점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공원의 복합과 입체화를 검토한다

· 공원은 인구수와 조성된 공원의 위치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광역적 측면에서의 공원 조성은 연결녹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한다

· 공원 계획 시 기존의 녹지와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등이 

연계된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 도심 내 위치한 공원은 생태연못, 수경시설 등 특색 있는 조성 방법을 고려 

하되 관리 방안도 함께 수립한다

· 공원의 경관은 자연 녹음 우선을 원칙으로 한다

· 주 접근로와 통행 동선은 계단이나 급경사를 피하여 평탄하게 계획한다

· 레벨 차이가 심한 경우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계단 외에 경사로를 설치한다

·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높게 계획한다

배치

필수 가이드라인

·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 및 동선을 마련한다

· 계획 및 조성·관리에 있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동선으로 계획한다

· 공원의 출입구는 도로나 주변의 건물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명료하게 하여 이용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 주 동선과 보조 동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 하부 지하공간을 활용한다

· 보행약자를 위해 주요 거점부에 점자블록 및 촉지 안내판을 설치한다

· 동선이 모두 연결되는 순환체계를 갖추어 도보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른 인접 공공공간 및 옥외공간과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동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기타공원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



012

가이드라인

· 공원 시설물의 파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 및 재료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시설물 등의 색상은 공원과 조화로운 색 혹은 무채색으로 계획한다

·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토하여 설치한다

· 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담장 및 펜스 설치를 지양한다

· 고광택 재료의 시설물 사용을 금지한다

·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며 자연 배수로 등 우수처리 시설을 계획한다

· 조망데크 및 간이무대는 목재나 석재 등의 천연재료를 사용한다

· 공원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및

색채

· 시설물의 이용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사고에 대하여는 발생 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한다

· 공원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공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휴지통은 밀집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공시각매체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막지 않는 크기로 

설치하고, 바닥 포장면의 활용 등 다양한 기법으로 계획한다(단, 진입부·

교차로·양갈래길 등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야간조명 계획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동식물 생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도를 계획한다

시설

및

조명

· 지구 내 양호한 녹지를 공원녹지로 활용할 경우 자연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공원 조성 시 녹지와 함께 여분의 평지를 확보하여 공원시설을 설치하며 기존 

수림을 보호한다

· 종의 다양성 보호와 식생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향토수종의 식재를 적극 

권장하며, 생태계 기능 향상 및 생물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재에는 탄소 

흡수량이 높은 자생종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자연성 강화를 위하여 숲의 2~30%는 관목과 교목의 다층림으로 조성한다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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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자연공원

1-1-2.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인구수와 조성된 공원의 위치 및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도시공원의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이용대상자의 주민의식 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한다

· 공원시설 부지는 가급적 생태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도시공원의 설치로 인해 주변 환경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 도시공원의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며 화단과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간편한 주민 휴식 기능을 위주로 하며 과도한 소음 유발 시설(농구장 등)은 

배제하도록 한다

· 갈림길에는 안내표지와 시설물에 교통약자의 이용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유도기 

설치를 권장한다

· 양호한 기존 수목들이 있는 곳은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향토 수목들을 보존하여 도심에 

결여되기 쉬운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위치 선정으로 적절한 그늘과 일조량을 확보하도록 한다

· 주거 밀집 지역의 공원에는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설치하여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자연공원을 보전 및 관리와 이용을 위해 설치한다

· 자연공원은 생태계의 건전성, 생태축 보전, 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도록 지정 

및 관리한다

· 숨은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편의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공원 내 

자연 감시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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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설치 시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공원이 아닌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생활 및 놀이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으로부터 쉽게 관찰이 되도록 조성한다

·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공원시설을 조성하며 놀이시설 재료의 경우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보호자를 위한 공간은 어린이 놀이공간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하여 설치한다

· 펜스 설치, 충격 흡수가 가능한 바닥 재질, 안전한 놀이시설의 설치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도록 하나 지역주민 및 노약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노약자의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 대상 연령에 적합한 시설물로 설치를 계획하며 이용자 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인 구분을 두도록 계획한다

· 어린이공원은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 및 광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관리 시설이 

필요한 경우 근린 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 시설의 설치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갈림길에는 안내표지와 시설물에 교통약자의 이용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유도기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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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공원

2) 무장애공원

· 자연재료를 활용한 놀이와 식재 설치로 녹지공간 확충을 계획한다

· 자연에 대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며 직접 보고 만지며 정서의 함양과 감수성 및 

창의성 발달을 도모하도록 계획한다

· 다양한 활동을 위해 넓은 지역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작은 생태 놀이터를 계획할 경우 생태 관찰 및 학습공간을 도입하도록 계획한다

· 교통약자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고려한 생태 놀이터를 계획하며 목재 

등의 손 베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물을 이용한 놀이터의 경우 자연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대상지에만 도입하여 설치한다

· 생태 놀이터 설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의 주체가 되어서 관리하며 담당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놀이터가 정상적으로 유지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물을 설치한다

· 놀이기구 통로의 폭을 넓히고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놀이 기구(무장애 미끄럼틀, 단 차이 없는 회전 놀이 기구, 경사로가 설치된 

언덕 등)를 계획한다

· 출입구 통로의 폭을 넓혀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입장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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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1-1-4. 쌈지·틈새공원

1-1-5. 수변공원

· 기타공원의 경우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으로 

장소에 관한 설치 기준, 유치 거리,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행가로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계획한다

· 개방성 증진을 위해 담장 및 펜스 설치를 지양한다

· 지역 행사 시 쌈지·틈새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계획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장려한다

·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 공원시설과 조화로운 교목, 관목, 지피식물 등의 

녹화를 계획한다

· 수변공간의 개방감 향유를 위해 휴식을 위한 휴게소, 벤치 등을 설치한다(단, 

빈번하게 침수되는 구역의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한다)

· 수변공원의 경우 대부분 선형으로 조성되어 물을 바라보며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원 관리시설을 필수시설로 설치한다

· 하천 및 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을 시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수변공원의 규모에 따라 산책, 운동 등의 동적인 활동 이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정적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하수처리장, 유수지 등의 일부를 공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기반 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원의 이용과 시설물의 기능이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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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체육공원

1-1-7. 시니어공원

· 체육공원의 경우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인 만큼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체육공원은 유치 거리에 제한이 받지 않지만 면적은 1만㎡ 이상으로 계획한다

· 건폐율은 당해 공원 면적에 따라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계획한다(단,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부지면적의 60% 이상으로 계획한다)

· 주민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더불어 휴식 및 정서함양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 각종 편의 시설과 위락시설을 함께 배치하여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 안내표지와 시설물에 교통약자의 이용성을 고려한 점자 및 음성유도기 설치를 

권장한다

· 운동기구의 사용성을 고려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동기구 활용 및 사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고령자를 위해 개발된 운동기구 및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야외 스포츠 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계획한다

·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를 모티브로 하여금 시니어들의 향수를 일으켜 시니어 

놀이터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 고령자 운동환경 조건에서 휴게 및 부대시설에 벤치 및 차단막을 설치한다

· 뾰족한 부분이나 돌출된 부위를 둥글게 마감하여 운동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유연성, 균형감, 순발력, 근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동강도가 낮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시니어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운동시설 설계는 운동의 특성과 기온 및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고령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로 설치한다

· 공원 외부의 경우 바닥면을 친환경적이며 내구성 있는 재료로 포장하여 고령자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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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1-2 녹지

필수 가이드라인

· 안내표지의 크기 및 형태는 기능 및 주변 경관과 적합하게 계획하며 

탐방객 등을 고려하여 간격에 따라 설치 및 배치한다

·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한 곳의 경우 안내판 등의 정보매체의 설치를 

지양한다

배치

재료

및

색채

동선

시설

및

 조명

식재

·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정보매체를 설치하여 편의성을 도모한다

· 시각적인 노출과 이용자의 동선 방향을 예측하여 탐방객들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여유 공간을 보행동선과 상충되지 않는 곳에 확보하여 설치하고 공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도와 인접한 녹지를 활용하여 설치한다

· 휴양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소재 고유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인공 소재를 사용할 시 자연과 유사한 색상 및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 안내판의 글자크기는 이용자로부터 적정거리인 10~20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계획하며 대비된 색채 사용으로 인지성을 강화한다

· 공간의 특징을 반영한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되 과도한 색채 및 장식 등의 

무분별한 혼용을 지양한다

· 시설 명칭, 지도, 안내 문자, 범례, 방위, 현 위치, 관리기관의 연락처 등을 

필수로 표기하여 탐방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 자연환경과 연계되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색채를 사용한다

· 조명의 경우 수목으로 인해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하며 일정한 간격에 따라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한다

· 식재 등의 설치를 따로 하지 않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쾌적하게 

관리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상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림치유, 치유의 숲, 숲길,

산림문화자산,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등의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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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수목원

1-2-1. 휴양림

· 도시화로 인해 단절된 자연환경의 관계를 회복하고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면역력과 건강 증진을 계획한다

· 다양한 사람들이 치유 효과를 얻고 갈 수 있도록 자연 휴양림의 기능뿐 아니라 

산림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수목원의 조성면적은 자연 상태하에 수목 유전자원의 증식·보존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 수목원의 경우에 10헥타르 이상, 사립·학교 수목원의 경우 2헥타르 

이상으로 설치한다

· 수목원 설치 시 자연과 연계한 휴식공간의 조성을 기본으로 하며, 자연친화적 소재 및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이용자의 안전성을 위해 CCTV 및 야간 조명의 설치를 고려하며 동선 상에서 차폐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자연광을 사용하여 식재 및 사용자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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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1-2-4. 생태원

1-2-3. 식물원

·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생태숲 관리 및 운영자를 지정하고 

식물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숲해설가 또는 수목원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한다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 연구, 전시 및 국민의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목적으로 계획한다

· 공원이나 유원지와 달리 초본식물, 목본식물 및 온실의 열대식물을 포함한 경우 

식물원이라고 지칭하며 다양한 식물 유전 자원을 수집, 증식, 보전, 관리 및 전시, 교육 

등의 주요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식물을 가꾸어 교육과 감상에도 이용하고 있지만 관광지의 활용 또한 계획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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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장

필수 가이드라인

· 광장의 개방성과 폐쇄성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히 위요된 공간을 조성한다

· 광장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형태 및 부착물 등을

  「교통약자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 광장 중앙부, 대중교통 주 진출입부, 보행동선의 주요 교차점 등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배치

재료

및

색채

· 인접 보도를 포함한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광장에 따른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광장 진입부의 포장 패턴은 인접 보도와 연계되도록 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자 접근성을 높인다

· 광장의 평탄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며 보도 및 건축물의 지반층과 연계한다

· 동선이 교차되는 장소에는 보행자 안내를 위해 광장 바닥면을 활용한다

동선

· 지나치게 장식적인 상징 조형물, 관문 등의 설치를 제한한다

· 가변 스탠드, 수경시설, 디지털 미디어 시설 등을 이용하여 공간 활용의 

융통성과 미적가치를 높인다

· 중앙부에 충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물은 가급적 외곽부에 설치한다

· 공공시각매체는 교통 결절부나 광장 진출입부에 배치한다

· 도로 또는 주차장과의 경계부에는 볼라드의 설치를 계획한다

· 포장 패턴은 구역별로 차별화가 가능하나 자극적인 색채 대비는 지양한다

· 절개지나 규모가 큰 옹벽, 건물 외벽에는 벽면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 인접한 건축물 및 시설의 형태와 규모, 색채는 광장과 조화롭도록 

디자인하여 통합경관을 형성한다

시설

및

조명

식재

· 보도 인접부나 광장 외곽부에 지하고가 높은 교목을 식재하여 보행자를 

위한 그늘을 제공하고 광장의 위요감을 높인다

· 여름철 과열을 막기 위해 잔디 등의 식물 포장을 적극 활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으로 이용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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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일반광장

·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심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한다

·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한다

· 주민의 휴식, 오락, 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의 경우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한다

· 쾌적성이 확보되는 곳에 설치를 권장하며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최대한 친환경 방식을 접목하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간의 넓이를 구획하여 편의성을 

계획한다

· 이용 빈도와 밀도에 따라 적정 규모를 산정하여 불필요한 포장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 대지 내에 단차가 있을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경사로를 마련한다

·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요소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영구 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각종 이벤트와 집회, 다양한 활동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구획한다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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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분수광장

1-3-2.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공공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건축물과 광장의 상호 간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치하고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동선을 확보하여 편리성을 도모한다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한다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 사용을 통해 통합경관을 연출한다

· 공공건축물과 광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이정표 표시를 계획하여 편의성을 

도모한다

· 인접 건축물과 광장의 이용 행태가 상충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행동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행 흐름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설계기법을 적용한다

· 여름철을 고려한 분수광장 등 수경시설을 설치하여 폭염을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분수 또는 수경 경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명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분수가 설치된 광장의 경우 장애인을 배려한 바닥 노면표시 등을 계획한다

· 자연적인 분수광장인 만큼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심리적 안정감 제공을 

계획한다

· 분수시설에 아이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 분수광장의 특성을 고려한 야간 조명계획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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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천

· 과도한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구성·식재·마감 등을 통해 

차별화한다

· 배치 및 구성을 체계적으로 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 보행자 전용도로를 연결하여 보행 편의성과 경관 연속성을 제공한다

· 하천변에 인공의 공원 조성 시 수로를 포함한 기존 지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 소하천, 계류는 보존하고 자연형 하천 공법을 도입한 친수공간으로 

정비한다

· 규모가 큰 하천변에 운동장, 체육시설,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유도한다

· 하천변에 보행자 도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선형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

·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와 녹지를 개발로 인해 불가피하게 훼손할 경우 대체 

습지 및 녹지를 조성한다

· 이용 속도가 느린 보행자 도로는 수변과 가깝게 배치하고, 이용 속도가 

빠른 자전거도로는 제방과 가깝게 배치한다

배치

필수 가이드라인

· 보행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접근로에 계단 외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이동을 편리하게 돕도록 계획한다

· 제방도로 건설을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하게 건설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보도육교나 지하보도 또는 보차도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

동선

시민의 여가, 휴식을 위한 친수 목적으로 사용되며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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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으로 인해 동식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은은하게 설치한다

· 수심이 깊은 구역은 수상사고를 고려하여 방호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자전거도로에 설치한다

· 상습 침수구역은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시설

및

조명

·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의 식재를 권장한다

· 상습 침수구역 내에는 교목 식재를 피하고, 수리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식재방법과 수량을 다양화한다

· 폭원이 넓은 하천은 연속된 선형을 강조하고 공간의 규모에 어울리도록 

규모감 있게 군식한다

· 하천변은 완경사형 식생 옹벽을 설치하고 수변부에 부들과 같은 환경정화 

수종을 심어 생태형 공간으로 조성한다

식재

· 자연경관이나 건축물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하고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수변 이미지를 위해 가급적 채도 6이하로 적용한다

· 가급적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 보행자 도로는 화강토(마사토)와 같은 환경친화적 포장재를 사용하여 

보행의 쾌적성을 도모한다

· 자전거도로는 컬러 투수콘 등 요철이 적은 재료를 사용한다

· 상습 침수 구간은 유실 피해에 잘 견디며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주변과 조화로운 패턴 및 색채를 적용한다

재료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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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1-4-1. 일반하천 공간

1-4-2. 하천부지 공공이용 공간

· 기존 하천은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며 기존의 하천 범위와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 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하천을 계획할 시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 높이, 취수시설 등을 검토하여 안전된 하상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 등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하천 주변의 보도공간은 안전성을 위한 교각 또는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하천을 횡단하는 하부에 쉼터가 조성되는 경우 영구 음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미술품 설치가 가능하지만 심의를 거친 후 설치한다

· 하천부지의 공공이용 공간이 조성될 시 동물과 식물 및 하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고채도 및 패턴 등의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설치를 금지한다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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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수변 공간

·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써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한다

· 수변공간을 설치할 경우 주변의 제방과 도로를 연계한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수변공간을 계획할 시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활용하여 건강, 레저,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친환경적인 시설물 설치로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수변 인근의 공공공간에는 자전거 길 조성, 물놀이터, 소 공연장, 편의시설 등의 설치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 수변공간의 경우 이용자를 고려한 벤치, 자판기, 공중전화, ATM, 가판대 등의 

편의시설 및 환경 시설물을 설치한다

· 수변공간 설치 시 차량 및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볼라드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이용자들을 위한 수변공간의 쾌적한 환경 및 착석 시설 및 수직이동시설과 연계된 

디자인 요소를 접목시켜 이용 편의 및 환경을 계획한다

·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조명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02. 가로공간

2-1. 도로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

차도,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저감 및 교통섬

가이드라인 분류

적용대상 세부공간

공개·전면공지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2-2. 
보호구역

2-3.
공개공지

2-4.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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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로

필수 가이드라인

2. 가로공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도

차도

·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평탄한 노면을 조성한다

· 가각부 등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노상 시설물 또는 식수대의 

설치를 금한다

· 교통 관련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수를 최소화한다

· 교통표지의 지주 반경 5m 이내에는 공공시각매체를 가리는 일체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새로운 도로 설계 시 가능한 자연지형에 순응하도록 하고 과다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한다

· 도로 측면의 절개지 사면이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비탈면 녹화 등의 

기법으로 경관을 개선한다

· 도시 진입부의 식재는 도시의 인상을 결정하고 주요 경관자원이 되므로 

수종과 식재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상징 식재를 우선적으로 식재한다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가로수를 포함, 차도 주변 또는 중앙분리대의 식재를 통하여 운전자의 

시각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녹시율을 높인다

· 왕복 8차선 이상은 10~30m 폭의 녹지대, 왕복 6차선은 10m 폭의 

녹지대를 설치한다(단, 도로 환경에 따라 심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 보도는 최소 2m의 유효 폭을 확보한다(단,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이 불가피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하여 1.2m 이상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 지하보도, 육교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전체 보도가 평면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3m 이상인 폭에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하며, 도로와 면한 부분에는 

띠녹지를 조성한다

· 과도한 보도 패턴과 현란한 색채를 배제한다

보행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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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보행가로

자전거

도로

· 저명도 저채도의 포장을 중심으로 간결한 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 

재질은 2가지 이하로 제한한다(단,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제외한다)

· 볼라드, 공사용 가림막, 가림벽, 가로판매대는 각각 본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보행자 도로는 주요 지역-건축물-대중교통시설을 연계하는 

보행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보행으로 통근, 통학, 쇼핑,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 경계에는 밝기와 재질이 다른 블록으로 띠를 적용하여 일반인과 

색약자,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보행안전 구역의 범위를 설정한다

· 보행로의 시설물 설치 기준은 본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시설물 설치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통합 설치하고, 보도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 공공시각매체는 다른 지주 시설물이나 건물 입면, 노면 등에 통합 설치하여 

보행 가로상 지주의 수를 최소화한다

· 바닥조명은 태양광 에너지 타입의 LED 조명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와 점멸을 금지한다

· 가로 판매대는 폭이 4m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맨홀 덮개는 보도 포장 형식(바닥 패턴 및 재료 등) 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식재 간격은 기본적으로「대구광역시 가로수 관리 규정」을 따른다

· 보도 온도 저감을 위해 일정 보도 폭 확보 시 가로수 및 띠녹지를 식재한다

· 선형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그늘을 제공한다

· 자전거 도로 조성 시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내용을 준수한다

· 최소 폭이 확보된 곳에만 설치한다(보도 최소 유효 폭 : 2m / 자전거도로 

최소 폭 : 1.5m)

· 노면의 미끄러짐이 적고 투수성, 탄성 포장 재질을 사용하여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 노면 요철을 최소화하고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한다

· 가로수, 가로등 등의 가로시설물 설치나 유효 폭 침해를 금한다

· 강변 등의 도로 선형계획은 조망을 확보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안전을 위하여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동선을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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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폭을 축소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시 대형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의 

최하위 차도는 차로 폭을 3.0m까지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수변과 매우 인접한 경우 1.4m 높이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 자전거도로 시점부에 자전거 픽토그램을 표기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차도, 보도와 같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 경계선을 명확히 표기한다

· 중앙선과 양측 경계 흰색 선은 반사 기능이 있는 복합 도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높인다

자전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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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차도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식재 설치

· 주요 도로 및 교차점에서 도시의 주요 경관자원(스카이라인, 랜드마크 등)의 조망이 

용이하도록 도로 선형 및 경사의 적절한 변화를 주도록 한다

· 우수 트렌치 등 설비시설이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도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교통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구간은 차량 감속을 유도하도록 노선을 계획한다

· 도로변에 전광판이나 광고시설물의 설치는 가급적 금한다

· 예측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정한다

· 도로의 경우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차량 중심 차도에서는 가각부에 충분한 회차 반경을 확보한다(단,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보행자 우선구간에서는 회차반경을 적정수준으로 줄여 차량 감속을 유도한다)

· 방음벽 : 경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녹화를 하거나 투명 방음벽을 사용한다

· 가로등 : 형태나 의장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설계하고,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광원 

및 조명 간격 등을 신중하게 선택한다

· 횡단보도에 그늘 쉼터를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 가각부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횡단보도 대기공간의 재질 및 색상을 달리하여 노면에 눈부심 없는 고휘도 반사 

재료(발색 도료)를 사용하거나 신호 변화를 알리는 LED 바닥포장 사용을 권장한다

·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역에는 노면요철포장, 감속 시설, 노면표지 등을 

설치한다

· 보행 중심의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보차도 공존도로의 경우 차도 포장패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조성한다

· 선형의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그늘을 제공한다

· 식재를 사용한 중앙분리대 계획 시 복합 식재를 권장하며, 최소 폭원은 1.5m 이상 

확보한다

· 방음벽 대신 완충녹지 설치 시 생활 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폭 

10m 이상의 수림대를 조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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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도로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물의 경우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사시트, 표지병 

등을 사용한다

· 도로의 경우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시선 유도시설, 조명시설, 방호울타리,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 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등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한다

· 도로를 설계할 경우 예측한 교통량에 맞추어 도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설정한다

· 도로의 경우 자동차 주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관리 설계기법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 차로인 경우 차로 폭은 3.25m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 

3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친환경적 경관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도로환경을 계획하고 조망을 고려하여 

쾌적성을 향상한다

·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해 도로교통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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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구분

일반도로 기능
주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보조간선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집산도로

국지도로 군도, 구도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 (㎞/h)

고속도로

일반도로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른 설계속도>

지방지역

평지 구릉지 산지
도시지역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120

80 70 60

110 100

70 5060

100

80

60
60 50 40

50 4040

50

40

간선·보조간선도로

· 주 간선도로의 경우 지역 상호 간을 연결하는 주도로로써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를 연결, 

지역 간 통과 교통을 위주로 하며 4차로 이상의 도로 확장이 요구되는 도로이다

·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주 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교통 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의 교통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써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이다

· 시·군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 교통을 처리하도록 결곡을 형성하며, 

보조간선도로의 경우 근린 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한다

· 간선도로를 계획할 때에는 교통소통과 안전의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 기존 교차로를 정리 

통합하는 개선과 교통규제 방법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서로 교차할 때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가 허용되는 

경우 기타의 입체교차가 곤란할 때 평면교차를 확보한다

· 교차점의 교통량, 교통의 안전, 도로의 기능상 입체교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체교차로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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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산도로

보
조
간
선
도
로

보
조
간
선
도
로

국지도로 보조 집산도로

집산도로

양방향통행일반통행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국지도로(보차혼용도로·이면 도로·생활도로구역 통합)

보
조
간
선
도
로

보
조
간
선
도
로

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국지도로
상업지역생활지역상업지역

보조 집산도로국지도로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 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이다

· 근린 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집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형성한다

· 도로의 폭이 넓기 때문에 보도의 폭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통합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시 되는 도로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별도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도로 폭은 9m 이상 15m 이하로 선정하여 보차혼용 도로로 운영한다

· 상업지역의 보차혼용 도로의 경우 최소 폭을 사용하여 보행 및 운전자의 원활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

· 상업지역의 보차혼용 도로는 보행로와 차선의 구분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비상시 긴급차량의 동선에 단절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 비상상황을 대비해 불법주차 차량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계획한다

· 보차혼용 도로의 경우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서로 간의 상충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보차혼용 도로(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의 속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 국지도로는 도로를 둘러싼 지역을 구획하는 도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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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로

1류 : 폭 70 이상인 도로

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70m 이상인 도로

70m 이상인 도로
8차선~10차선

3) 중로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25m 미만인 도로
4차선

공개공지

4) 소로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3류 : 폭 8m 미만인 도로

12m 미만인 도로
2차선

2) 대로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2류 : 폭 4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40m 미만인 도로
6차선

2) 규모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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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보행가로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식재 설치

· 펜스 :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을 제외하고 가급적 설치를 지양한다

·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 폭이 충분한 경우 생울타리 조성으로 기능을 대체한다

· 공사용 가림막, 가림벽 : 공사 현장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그래픽 

요소를 활용하거나 벽면녹화를 도입하고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 방음벽 : 보행가로변 무분별한 설치를 금하며 되도록 도로와 건축물을 이격하여 

배치하고 방음림 조성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차단할 것을 권장한다

· 단,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투명 소재를 도입하여 개방감을 유도하거나 식수대와의 

통합 설치, 입면녹화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위압감을 완화한다

· 보도 포장의 경우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 및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도에 빗물받이를 유입하여 강우량이 많아 비교적 빗물이 깨끗해지면 빗물받이와 

연결하여 침투통 및 침투 트렌치로 배출하도록 계획한다

· 투수 및 친환경 재료를 우선적으로 계획하되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료를 권장한다

· 보도는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후처리를 통해 미끄러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 보도면에는 페인트 도장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 보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공개공지와 재료, 색채, 패턴을 동일시하도록 권장한다

· 보행로의 재질은 강우·강설 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 기존의 식생, 보호수, 노거수 등을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 가시성 확보를 위해 교통 표지판을 중심으로 반경 5m 이내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 보도 유효 폭이 충분한 경우 가로녹지대 설치를 권장한다

· 가급적 식수대 내에 가로시설물을 일렬로 배치하여 보도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 수목보호덮개를 지양하고 관목, 지피류 등을 식재하여 녹지율을 높이도록 권장한다

· 보도 폭 1.5m 이하의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 대신 벽면녹화 또는 화단 조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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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 영역 구분

① 건물 전면 공간 : 건물과 보도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사적 소유 공간이지만 공적 

기능을 하는 준 공공공간

② 보행공간 : 물리적인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공간

③ 가로시설물 공간 :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공간

④ 경계석 공간 : 차도 구역과 보도구역, 보도 구역과 건축물 구역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2가지 형태로 구분

   ④-1 : 차도 구역과 보도구역의 

경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경계석

    ④-2 : 보도구역과 건축물 구역의 

경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경계석

[보도영역 구분]

[보도의 유효폭]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발췌

미끄럼 저항기준 (BPN :도로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시험한 결과값)
평지(기울기 1/50이하) 40BPN 이상
완경사(기울기 1/50 초과 ~ 1/10 이하)
급경사(기울기 1/10 초과)

45BPN 이상

50BPN 이상

① ② ③ ④-1④-2

2) 보행공간 설계지침

· 보도 유효 폭 2m 준수를 준수한다 (부득이한 경우 도로법의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 1.5m 확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 보도의 횡단경사는 노약자 및 휠체어 이용자 등의 통행 안전을 위해 50분의 1 이하로 

한다(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까지 설치 가능),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보도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이하가 되어야 하며,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30m마다 휴식 참을 설치해야 한다

· 턱 낮춤 구간의 차도와의 단차는 0.01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 보행공간은 보행자 전용 시설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자전거도로와 분리하며, 보행자의 통행권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면표시, 포장 색상 등으로 구분한다

· 보행로의 재질은 강우·강설 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횡단보도 턱 낮춤 

구간의 경사석은 ‘50BPN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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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2m 미만 보도

공간구조

공공시설물 설치

폭 2m 이상 ~4m 미만 보도

공간구조

공공시설물 설치

※ 보도 폭의 기준은 보행 영역 구분 중 보행공간 폭으로 정의한다

※ 보도 폭의 기준은 보행공간, 가로시설물 공간, 자전거도로 포함하여 정의한다

3) 보도의 유효폭에 따른 설계지침

· 자전거도로, 가로시설물 공간, 가로수의 조성을 금지한다

· 건물의 전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바닥 포장은 확장감을 위해 패턴이 없는 중명도의 단색 포장재를 적용

  한다

· 공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거나, 통합 설치한다

· 지주형 시설물 설치 시 지주의 위치는 경계석 내선에 밀착, 정렬하여 

설치한다

· 하부 기초를 노면 아래로 매입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버스정류장 설치 시 공간 점유가 적은 폴 형 승차대 설치를 권장하며, 

쉘터형 버스정류장 설치 시 보행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역방향으로 

설치한다

·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준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6p를 

참고한다

· 보행량이 많은 2m 미만 보도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한다

· 공간구조의 위계는 [차도-가로시설물 공간-보행 공간] 또는 

[차도-가로시설물 공간 - 자전거도로 - 보행공간]으로 계획한다

·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경우 보행 유효 폭 1.5m 이상, 자전거도로 1.5m로 

조성한다 (보도폭이 3m 미만일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금지한다)

· 보도 폭이 2.5m 이하인 경우 보행 유효 폭 확보를 위해 경계석 내선에 

밀착하여 설치하며, 가로시설물 공간의 개념은 유지한다

· 가로시설물 공간의 폭이 1m 미만일 경우 가로수 식재를 금지한다

· 단, 우수처리 등의 띠녹지 시설 설치 시 예외로 한다

·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준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7p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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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4m 이상 보도

공간구조

공공시설물 설치

※ 보도 폭의 기준은 보행공간, 가로시설물 공간, 자전거도로 포함하여 정의한다

· 가로시설물 공간의 폭을 1.5m 이상 확보한다 (단, 자전거도로가 조성될 

경우 최소 1m)

· 보도 내 자전거도로 설치 시 보도와 구분되는 포장재를 적용하고 단 

차이가 없는 경계석을 설치하여 동선을 구분한다

· 보행공간의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시설물 및 가로수는 

일정한 규칙성을 부여하여 가로시설물 공간에 설치한다

· 보도 유효 폭이 충분히 확보(가로시설물 공간 1.5m 이상, 보행공간 3m 

이상) 되며, 보도의 이용률이 높은 경우 보도 중앙에 도시의 녹시율 

향상을 위해 조경과 벤치와 같은 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공공시설물의 설치 기준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7p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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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보도의 경우 200×200mm의 블록 사용을 권장하며 블록 내의 밀림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방향을 따라 지그재그로 설치한다

· 보도에 블록을 설치할 시 돌기가 없는 블록을 설치할 경우 파손이 심하므로 2~3mm 

이내의 돌기가 있는 블록을 검토 후 설치한다

· 기타 보도 포장에 대한 품질관리는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참고한다

· 보도포장의 재질로는 불투수성과 투수성으로 분류하며 불투수 포장의 경우 환경에 

대한 문제가 커져 되도록 친환경 투수블록 포장재료를 사용한다

· 틈새 투수블록으로는 결합 틈새, 줄눈 확대, 틈새 형성이 있어 자체 투수블록 사용을 

권장한다

· 블록의 맞물림 현상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블록 사이의 줄눈 모래 충진과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한다

· 보도 포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 보도포장은 내구성과 미끄럼 저항성, 평탄성, 투·배수성 등의 기본적인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과 조화되는 보도블록 포장을 계획한다

· 보도블록 포장의 경우 10년 이내에 교체를 원칙적으로 하지만 손상이 심하거나 조화가 

되지 않는 포장의 경우 교체가 가능하다

· 품질 기준과 같이 검증을 통과한 제품만이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블록에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의 시험 후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투수 블록 포장에 사용되는 모래의 품질은 건조된 상태의 모래를 사용한다

<보도블럭의 품질 기준>

블록 종류 용도 휨강도 줄눈 폭
일반블록

(불투수 블록)

자체 투수블록

틈새

투수블록

틈새형성

줄눈확대

결합틈새

압축강도 투수계수 틈새반경

-

측정 불가능

보도

차도

보도

차도

보도

차도

보도

차도

5 이상 20 이상 20 이상 2~3 20 이상

4 이상 16 이상
2~3

20 이상

5 이상 20 이상 20 이상

5 이상 20 이상

0.1 이상

20 이상

4~7 20 이상

2~5 20 이상
보도

차도
측정 불가능

* 휨강도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내경 45mm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

4) 보도블럭 종류 및 설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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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블럭의 종류 및 포장방법

블록 종류

인터록킹 블록

포장 방법

틈새 투수블록

자체 투수블록

A B
C 틈새투수 블록 1000×1000×60

A
B
C

400×400×60
200×400×60
200×200×60

블록 종류
틈새투수 블록

규격
1000×500×120
200×400×120
400×400×120
500×500×120

블록 종류
불투수 블록

규격
1200×900×60
190×150×60
220×150×60
270×150×60 등

블록 종류
불투수 블록

규격
1050×260×80

▶ 보도블록 패턴 예시

블록 종류
투수 블록

규격
300×300×60
150×300×60

블록 종류
틈새줄눈 블록

규격
150×300×60(80)

* 보차도용 * 보차도용

* 보차도용 * 보도용

* 보도용 * 보도용

블록 종류 규격
(mm)

· 기층 위에 쿠션용 모래를 설치하며 위에 줄눈 모래를 사용하여 블록의 

상호 맞물림을 계획한다

· 입경이 40mm 이하의 쇄석을 이용하고 통상 두께는 100mm로 기층 

재료를 계획한다

· 모래층은 포장면의 요철을 방지하고 블록을 안정시키기 위해 반드시 

사용한다

· 두께는 보도, 자전거도로, 광장 등에서 60mm,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0mm로 설치한다

· 틈새 형성 블록, 줄눈 확대 블록, 결합 틈새블록으로 나뉜다

· 블록과 블록 사이의 줄눈 및 틈새로 빗물을 투수시키는 것을 말한다

· 틈새 투수블록을 선정 시 줄눈재의 유실로 인한 하이힐이 빠지는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투수블록 패턴 및 크기는 블록의 수평 균열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하며 

교통 하중으로 수평력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 모양 및 치수에 대한 품질기준으로는 KS와 서울시 기준 모두 가로, 세로 

±2mm, 두께는 ±3mm 내의 허용오차를 기준으로 한다

· 자체 투수블록의 특성으로는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며 선정 시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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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진출입로
(경사로 구간)

경계석

차량진출입로
(평지 구간)

보행구간

사유지

보행구간

· 블록의 맞물림(Interlocking)이 우수한 이형 블록(U 

블록, S 블록 등) 및 I2 블록 사용하며, 80mm 이상인 

제품을 사용한다

· 블록 포설 패턴 : 밀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진행 방향에 지그재그로 포설한다 (45° 지그재그 

패턴은 차량 통행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 차량 진출입에 필요한 경사 구간은 가로시설물 

구간에만 적용한다

[차량 진출입로 경사구간 설계]

5) 차량 진출입로 설계지침

6) 경계석 설계지침

· 경계석의 높이는 배수, 자동차의 보도 진입 억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도로의 

설계속도 및 도로 여건에 따라 경계석을 분류하여 설치한다

· 경계석의 형상은 경사형, 수직형으로 구분되며 설계속도 및 도로의 여건을 파악하여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를 경계석과 잔디로 구성할 시 경계석을 경사형으로 설치한다

· 기타 경계석과 관련된 사항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참고한다

보도면과 통일

경계석 경사로

평탄한 부분

차도 보도

배수구

보도면과 상이

경계석 경사로

평탄한 부분

차도 보도

배수구

경계석 경사로

평탄한 부분

차도

배수구

보도면과 통일

경사변화구간

유효 보도폭

노상시설 폭

<노상시설이 설치된 횡단보도 진입부 경사로 설치>

<횡단보도 진입부 경사로 설치>

평탄한 부분

배수구

차도

경계석 경사로

경사변화구간

유효 보도폭

노상시설 폭
보도면과 상이

150

10
0-

15
0

R=50-75

200-220 200-220

150

10
0-

15
0

R=50-75

a. 경사형

150

10
0-

25
0

R=10-30

175

150

10
0-

25
0

R=10-30

175

b. 수직형

측구겸용 경계석(단위: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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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낮추기 및 연석 경사로의 유형

보도 폭이 좁을 경우 보도 폭이 넓을 경우 장애물이 있는 경우

보도 폭이 좁은 경우에는 보도 폭 

전체를 턱 낮추기를 한다

보도 폭이 넓어 통과 보행자와 

대기공간을 위해 연석 경사로 

뒤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1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횡단 지점에만 부분적으로 

턱 낮추기를 한다

식수대 등으로 차도와 연접해서 

턱 낮추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그림과 같이 턱 낮추기를 

한다

[턱 낮추기 유형Ⅱ] [턱 낮추기 유형Ⅲ]

기울기 1/12 이하

높이차 0.01m 이하

기울기 1/10 이하
기울기 1/12 이하

높이차 0.01m 이하

[턱 낮추기 유형Ⅰ]

기울기 1/12 이하

높이차 0.01m 이하

횡단보도
폭 동일

6) 장애인을 위한 보도 설계지침

· 경사진 보도 등이 연속될 경우,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보도 등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이하로 한다 (단,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2분의 1

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보도 등의 횡단경사는 25분의 1이하로 한다

·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보도 등과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 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0.0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을 설치를 금지한다

·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 등에 보행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 보도와 차도 간의 높이차를 극복하기 위해 연석 경사로를 설치한다

· 연석 경사로의 유효 폭은 횡단보도와 같은 폭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연석 경사로의 

유효 폭은 0.9m 이상으로 한다)

· 연석 경사로의 기울기의 방향은 보행자의 통행 동선의 방향과 일치하도록 한다

· 턱 낮추기의 경우,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 구간은 높이차를 0.01m 이하로 한다

· 연석 경사로의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무리하며, 보도 

등의 질감과 달리할 수 있다

보도의 높이가 0.12m 이상일 

경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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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의 높이가 0.13m미만, 가로시설물 공간이 1m 
이상일 시 적용

보행로의 높이가 0.13m 이상, 가로시설물 공간 1m 
미만일 시 적용

[턱 낮추기 유형Ⅰ: 상세 표준도]

[턱 낮추기 유형Ⅱ: 상세 표준도]

[턱 낮추기 유형Ⅲ: 상세 표준도]

기울기 1/12 이하

 높이차 0.01m 이하

가로시설물 설치
및 가로수 식재 공간

가로시설물 설치
및 가로수 식재 공간

G

G'

H

H'

횡단보도의 폭 만큼

보도보도
기울기
1/12
이하

기울기
1/12
이하

기울기 1/12 이하

 높이차 0.01m 이하

가로시설물 설치
및 가로수 식재 공간

가로시설물 설치
및 가로수 식재 공간

E

E'

F

F'

횡단보도의 폭 만큼

보도

 : 연석경사로
 : 턱낮추기된 부분

1.5m 이상

보행로 높이
0.13m 미만

보행로 높이
0.13m 이상

1m 이상

A'

횡단보도의 폭 만큼

높이차 0.01m 이하

보도

A B

기울기
1/12
이하

기울기
1/12
이하

B'

기울기 1/12 이하

1m 이상

 높이차 0.01m 이하

기울기
1/10 이하

보도

기울기
1/10 이하

C

C'

D

D'

횡단보도의 폭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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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원식 횡단보도

· 교통약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횡단 지점 및 보행동선의 분기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자전거 전용 차로의 측방 여유는 최소 0.25m로 설계한다

· 보행자가 보도의 양측에서 수평으로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보도 턱 낮추기 설치 지점에 연결하며 고원식 횡단보도와 

보도의 높이 차이를 0.02m 이하로 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도의 턱 낮추기 부와 고원식 횡단보도의 끝단이 서로 다른 방향의 경사면으로 

연결된 경우 휠체어 등의 통행 장애 및 안전성이 저하되므로 지양한다

· 횡단보도부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횡단보도 노면표시를 계획한다

·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는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기 위한 오르막 

경사부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부로 구성한다

· 횡단보도의 폭은 유효 보도 폭의 두 배 정도로 하며, 최소치 4m로 계획한다

· 배수 처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 부분 및 횡단보도의 부분은 다른 재질과 색상을 

사용한다

· 횡단보도의 폭은 유효 보도 폭의 두 배 정도로 하며 최소치 4m로 계획한다

· 우회전 자동차가 직진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계의 연장선에서 5m~6m, 

정지선 2m~3m 뒤에 설치한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높이는 보도의 높이와 동일하게 계획하며 윗면 평탄부는 차축의 

길이를 고려하여 2.5c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야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표지와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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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막경사부 횡단보도부 내리막경사부

4m 이하

0.1m주행방향

<고원식 횡단보도 제원>: 도로 폭 6m 이상

오르막

경사부

횡단보도부 내리막

경사부

2m 이하

0.1m주행방향

<고원식 횡단보도 제원>: 도로 폭 6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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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형별 고원식 횡단보도

100~180

70 50~100

오르막경사면표시(544)

100

4545

50

400
이상

100

100~180

70 50~100

오르막경사면표시(544)

100

4545

50

400
이상

100

100~180

70 50~100

오르막경사면표시(544)

100

4545

50

400
이상

100

100~180

70 50~100

오르막경사면표시(544)

100

4545

50

400
이상

100

(mm)

(m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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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체 횡단보도

· 자동차 전용도로와 철도 횡단 부분의 경우 입체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시간당 6천 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감안한 입체 횡단보도를 계획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법」 등을 참고하여 

검토 후 설치한다

· 차량 운전자에게 과도한 입체감으로 심리적 위압감을 주거나 횡단보도 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디자인은 지양한다

· 지방지역 도로 중 교통 및 도로의 상황,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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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자전거도로

시설물 배치

구조 · 자전거도로의 구분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로 분류하며, 각각의 구분 기준과 유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도시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는 간선 체계와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직선 체계로 분리된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강변에 자전거도로 조성 시 연속성을 확보한다

· 하천변에는 가급적 홍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한다

· 자전거 이외의 운송수단(오토바이 등)에 대한 진입금지 방안을 강구한다

·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개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자전거도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 자전거전용도로의 유효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의 설치는 자전거도로의 유효 

폭(측대 포함)으로부터 0.5m 이상 이격한다

· 자전거전용도로의 시점은 자전거 이용자가 직접 자전거전용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종점은 최소한 10~20m의 자전거도로 시설(자전거 우선도로 등)에 연계될 

것을 권장한다

· 교차로 구간, 이면 도로 출입구, 자전거전용도로 종점 부분 등 자동차와의 상층 

지점에서는 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 색상을 달리하여 설치해야 한다

· 도시지역의 자전거전용도로와 인접한 차도 사이에는 최소 0.5m(인접한 차도의 속도가 

60km/h를 초과할 경우 1m까지 가능)의 분리시설을 확보하고 연석 등을 

설치한다(단, 차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노상주차장이 존재할 경우 별도의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계획한다

· 대중교통 연계지점, 주요 건물들과 결절점, 휴게시설 주변 등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보관대와 대여소를 설치한다

· 줄눈 또는 배수시설은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하거나 틈을 좁게 하여 자전거 바퀴가 

끼이지 않도록 한다

· 자전거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자전거도로 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가로등, 전주, 기타 공작물에 설치를 권장한다

· 자전거전용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은 도로의 단차를 없애는 턱 낮춤 경사로를 설치한다

·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일정 구간마다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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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색채 · 자전거 통행공간과 보행공간이 포장재료, 색채, 노면표지 등으로 구분되도록 계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수변 등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는 친환경·친수·저탄소를 원칙으로 하며, 노후화에 

의한 환경오염 대응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권장하며, 필요시 

표층에 표면 처리 포장을 할 수 있다

· 차로와 교차되는 구간에서 자전거도로의 주 재질을 연장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면 처리를 권장한다

· 포장면에 자전거도로 노면표지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보행자 횡단보도와 별도로 자전거 횡단보도를 도입한다

식재 설치 · 교목은 성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수목의 가지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지하고가 높은 수종을 선택한다

· 자전거도로와 차도 사이에 0.5m 이상의 완충녹지 설치를 권장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보도 및 차도와의 교차지점이 잘 보이도록 식재 간격과 

위치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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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도로 종류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

펜스설치 자전거도로 차도

▶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또는 유사한 시설물 

설치로 차도 및 보도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설치한다

· 도시지역의 경우 전용도로 폭은 일방향 1.5m(양방향 2.4m)이며, 지방지역의 경우 일 

방향은 동일하되, 양방향은 3.0m로 계획한다

· 공원, 하천, 둔치 등의 독립적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시 일 방향 1.5m 양방향 3.0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차도에 인접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설계 시 폭 1.5m로 하며 제한속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한다

· 자전거 외 보행자의 통행이 가능하며 도시지역, 지방지역 및 강변, 하천 등 설치유형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 도시지역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폭 1.5m 이상, 보행자 도로 유효 보도 폭 

2.0m 이상이고, 비분리 시는 3.0m 이상으로 설치한다

· 폭을 분리할 시 자전거도로 폭 2.4m(양방향) 이상, 보행자 도로 폭 경우 1.5m 이상, 

비분리 시는 위와 같이 설치한다

· 폭을 분리하여 설치할 시 자전거도로는 차도 측으로 설치하며 조경 및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자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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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우선도로

▶ 자전거전용차로

▶ 자전거우선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의 경우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표시로 통행하는 

곳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 폭의 경우 1.5m 이상으로 하며, 측풍을 고려하여 제한속도 60㎞/h 

이하의 경우 0.5m, 50㎞/h 이하의 경우 0.2m의 분리 공간을 차도 사이 확보한다

· 자전거 전용차로의 측방 여유는 최소 0.25m로 설계한다

· 폭은 1.5m 이상으로 설치하고 부득이한 경우 1.2m까지 설치한다

· 통행량이 적은 자동차 도로에 노면표시 설치 등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가 원활한 교통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전거 우선 도로의 설치 시 교통 및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이에 대한 

판단은 경찰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진행한다)

· 구역 전체를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영역의 통행을 권장한다

·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 혹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인성이 확보되는 주간 시간대에만 자전거 우선 도로를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전거도로 차도 보도

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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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교차로

구조

재료 및 색채

· 교차로를 계획할 때에는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려하여 교차로 

이용자들이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부득이한 

경우 교통안전만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교차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교차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한다

· 평면교차로 간의 간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도로 및 접속도로의 기능 및 설계속도, 

차로수, 접속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도로의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 갈래 이하로 설치한다

· 교차로 입구 설계 시 주변 가로와 교차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두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일반 도로에 비해 설계속도를 낮게 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장 많은 교통량과 높은 속도를 갖는 교통류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 가능한 

한 회전차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 고원식 교차로 설치 시 전체를 암적색 아스콘 또는 블록 포장으로 설치하거나 고원식 

횡단보도의 설치방법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보도와 고원식 교차로의 연결부 주변 요철이 없어야 하며 배수에도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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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원식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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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고원식 횡단보도와 동일한 설치 개념으로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오르막길이나 화물차량이 빈번한 곳은 설치를 지양하며 고원식 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횡단보도 부근 전체를 어두운 붉은색 아스콘으로 설치하여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계획한다

· 도로면 보다 높게 하여 벽돌 또는 거친 질감의 재료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한다

·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주행자의 안전을 

계획한다

· 휠체어 사용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차로 입구에 

사다리꼴 험프를 설치한다

· 설치 및 관리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을 따라 설계한다

· 교차로 횡단 지점 및 보행동선의 분기점에 점자블록 설치를 지향한다

·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고원식 교차로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진입하는 교통량을 

고려하여 기존의 교통흐름에 크게 무리를 주는지 검토한다

·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교차로는 오르막 경사부와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부 

교차로 내부의 윗면 평탄부로 구성되며 각 부분의 형상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하길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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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로 내민연석

· 도로 폭을 물리적으로 좁혀 횡단거리를 짧게 계획하며 속도의 감소를 유도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인성을 증가한다

· 내민연석의 설치로 회전반경을 넓혀 차량의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도로 면보다 높게 설치하여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가 선호하는 위치와 차량이 쉽게 멈출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하여 속도와 보행자 

수에 따른 기하구조를 검토하여 설치한다

·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25m 이하로 설계한다

· 연석의 앞면은 적절한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차도와의 

분리를 계획한다

· 횡단보도 진입부에 연석을 돌출시켜 횡단의 거리를 좁힐 수 있지만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량이 많아 교통안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검토 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큰 회전반경은 차량이 주행속도를 유지하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회전반경을 검토 후 설치한다

· 가각복원으로 늘어난 우회전 구간에 인도를 돌출시키고 돌출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주정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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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차로 입구 설계

입구설계 예시

수직적 설계요소

수평적설계요소 · 소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주변에 비해 두드러지는 색채를 

입히거나 소로의 포장을 변화한다

· 횡단보도와 연결된 보도를 확장하는 내민 연석을 계획한다

· 다른 유형의 가로로 진입하는 ‘관문’의 느낌을 주도록 설계한다

· 상업지의 교차로에 주거지로 진입하는 소로가 있을 경우, 주변보다 큰 

가로수 식재나 가로등을 배치하여 가로의 입구를 정비한다

· 광로와 대로가 소로로 바뀌는 교차로처럼 주행 공간의 가로환경이 변경되는 경우로,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 교통량을 검토 후 설치한다

· 교차로의 입구를 설계할 시 도로 및 주변 도로의 현황조사와 교통량, 교통 특성을 

조사해야 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 설치되어야 한다

· 교차로 입구에 가로 유형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노면표시를 통해 관문 설계를 계획한다

·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점으로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주행의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속도저감 및 단지 내 감속 유도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 및 

적용한다

· 가로 유형이 변화하는 도로에 인접한 횡단보도의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로 

유형의 변화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적인 암시와 메세지를 통한 입구 설계 및 

안전을 유도하는 교차로 및 차도 설계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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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호구역

필수 가이드라인

설치

시설

및

조명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거나 도로 통행제한 및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역

·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 구역 설치를 금지한다

·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운행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할 수 

있으며, 특히 이면 도로에서는 반드시 30㎞/h 이하로 속도를 제한한다

· 교통류의 상충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해 격자형 도로체계를 가진 곳의 

좁은 보차분리도로에서 일방통행을 실시한다

·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및 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을 위하여 

구간별, 시간대 별로 차량 통제를 제한이 가능하다

· 주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의 

도로에 대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횡단보도와의 이격 거리는 20m~80m로 하며 중복 설치 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노면표시 간 이격 거리는 가능한 1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시점부에 차로별로 설치하며 운전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보호구역 내 

적절히 배치하여 주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전방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 시인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적절한 지주 형식을 도입하여야 하며, 

노면표시만으로 보호구역과 관련 규제, 지시 내용을 안내한다

· 보호구역 내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주변의 상황 상 지주의 설치 장소가 없고 내민식으로 설치 시 시인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세로형 통합표지를 정주식으로 설치한다

· 대형 표지(3m×2m)는 속도제한이 없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보조간선도로, 

주 간선도로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되 기본형 가로형 통합표지 

(1.5m×1m)와 노면표시 만으로 보호구역의 시점을 운전자가 인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면 도로(국지도로, 집산도로)에는 축소형 표지를 설치하며, 그 외의 

도로에도 시인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축소형 설치가 가능하다

· 조명식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는 보호구역 내에서 안개가 잦은 곳,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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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어린이보호구역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앞 주 출입문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시점부와 주 출입구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주 횡단보도를 전방에 설치한다

· 시점부에 차로별로 설치하며 규제된 제한속도 및 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가로형 교통안전 표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점에만 설치하고 구간 내 설치는 지양한다

· 세로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는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며 지주는 정주식으로 계획한다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표지를 통합표지로 설치할 경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색상과 형식으로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보호구역 내 표지가 축소 규격 70%로 설치되었을 경우 해체 관련 표지도 동일 

축소비율로 축소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을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 속도제한과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표시를 병행한다

· 표지 내 교통안전표지의 조합은 보호구역의 규제 또는 지시에 따른 내용을 반영한다

· 해제 표시는 특정 규제 또는 지시표지가 해제됨을 나타내며 보호구역의 종점부에 

설치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테두리 선은 적색,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계획한다

· 표지의 구성상 교통안전표지 2개의 도안이 불필요한 경우 세로 규격을 축소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문자 도안과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만 도안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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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한다

최고 속도를 지정한 구역 내

또는 도로 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일련번호 종류 제작방식 내용

230

320~500

300

15
50

차로쪽
30~45

150~240

220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주·정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m 내지 3m 지점에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표시

518

536

230

150~240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서행표시

일시정지표시

519

520

521

200
70 20 70

80
12

0
80일반 포장색

적색

백색

서행표시

제한속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정한 규격과 형식을 따른다

▶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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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제한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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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만 해제 어린이보호구역과 속도제한 해제 원래속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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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1) 투명 LED 디스플레이

·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옐로 카펫 설치를 지양하며  LED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정연한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 보행자의 동작인식이 가능한 LED 디스플레이를 계획한다

· 쉽게 파손되고 변색되는 재료를 피하며 보행자의 안전성을 위해 견고한 재료를 

사용한다

· LED 디스플레이 설치 시 벽면 쪽으로 밀착하여 연속적인 보행환경을 계획한다

· 이용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야간에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조명 색채 사용 혹은 

이미지를 나타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단, 단순하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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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구조

시설물 배치

· 시점부와 주 출입구 주변, 노인 보호구역의 주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한다

· 노인 보호구역 노면표시는 보호구역 내에 적절히 배치하여 중복 설치하되 주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전방에는 반드시 횡단보도와의 이격 거리 20m~80m를 준수하여 

설치한다

· 노인 보호구역 노면표시를 중복 설치할 경우 노인 보호구역 노면표시 간 이격 거리는 

가능한 1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일시정지 노면표시는 차량 진출입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보도 간 연결 

횡단보도 전방 및 중앙선이 없는 보·차 혼용 도로의 교차지점 전방에 설치하길 

권장한다

· 교통안전표지 설치 공간 및 시인성 확보 문제로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로 안내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주로 보·차 혼용도로)의 경우 속도제한 노면표시(노인 보호구역 

안)와 노인 보호구역 노면표시로 보호구역 시점을 안내한다

· 가로형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가 원칙이며 지주는 내민식으로 계획한다

·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구역 내의 교통안전표지는 노면표시와 병행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시인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인 보호구역 표지인 지시표지, 노면표지를 

설치한다(단,노인 보호구역 시점에만 설치하며 보호구역 구간에 속도제한을 할 경우 

노인 보호 지시표지를 제한속도 표지로 설치가 가능하다)

· 가로형 교통안전표지는 축소 설치를 금하며 보호구역 구간 내에 설치는 지양한다

· 보호구역의 시점 또는 보호구역 내에 필요한 경우 세로형은 정주식으로 설치한다

재료 및 색채 · 노인 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테두리 선은 적색, 그 

외의 표시는 백색으로 계획한다

· 표지의 구성상 교통안전표지 2개의 도안이 불필요한 경우 세로 규격을 축소하여 

  ‘노인 보호구역’ 문자 도안과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만 도안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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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일련번호 종류 제작방식 내용

230

320~500

300

15
50

차로쪽
30~45

150~240

220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통행로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한다

차가 서행하여야 할 장소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나 주·정차

금지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설치한다

교차로, 횡단보도 등 차가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의

2m~3m 지점에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표시

517

536의2

150~360

60
40

26
0

60302020
30 30

100~220

R=35
R=15

230

150~240

최고 속도를 지정한 구역 내

또는 도로구간 내의 필요한 

지점에 설치한다

차가 서행하여야 할 지점 

또는 장소에 설치한다
서행표시

일시정지표시

519

520

521

서행표시

제한속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노면표시

·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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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가로) 노인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표시하는 경우

1000

15
00

17
00

17
00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세로)
1000

1500

10
00

1500

10
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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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2-2-3. 속도저감 및 교통섬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식재 설치

· 교통섬의 경우 최소 폭 1.5m로 계획한다

· 도로가 넓고 용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에 교통섬을 설치하여 횡단보도를 

계획한다

· 물리적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로 폭을 시각적으로 좁게 만들어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한다

· 교통섬의 전후에는 안전지대 노면표시 및 자동차 진입 억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차량의 교통섬 횡단보도 저속 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 

등의 교통정온화 시설을 설치한다

· 각 횡단 방향 모두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 폭은 턱 낮추기가 된 연석과 같은 

폭으로, 세로 폭은 0.6m로 설치한다

· 도로의 규모에 따라 직선 형태 혹은 굴절 형태의 횡단보도 중앙에 검토 후 설치한다

· 교통섬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넓이를 확보하고 최소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노면표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식재 및 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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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중앙 교통섬

1번 교통섬

분리교통섬

진출차로 폭

내접원지름

중앙교통섬 지름

진입 곡선반지름

양보선

진출 곡선반지름

회전차로 폭

화물차 턱 폭

진입차로 폭

2) 도로중앙 교통섬

60cm

30cm

30cm

30cm

60cm

기울기 1/10 이하

기울기 1/12 이하

횡단보도

2) 횡단보도 교통섬

교통섬 피난처

도로와 단높이 동일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는 식재 설치

·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교차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모든 자동차가 중앙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름, 회전차로의 수와 폭 그리고 회전 반지름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 중앙 교통섬의 내부 구역의 식재는 가급적 잔디 위주로 계획하되,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교차로 특성 및 운전자 시거를 고려한 수종을 선택한다

· 유동인구가 많고 4차로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계획한다

· 야간 또는 우천 시 교통섬에 안전 유도봉을 설치하여 구간의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각인시키기 위한 식재를 최소화하며 부득이한 경우 식재의 

높이를 운전자 시야에 맞게 조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피난처의 단의 높이를 도로와 동일하게 하여 편의를 계획한다

· 차량 운전자에게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내민연석 기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의 경우 방향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교통섬 내 점자블록 안내를 

계획한다

· 도로의 면적을 검토 후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관리주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하여 설치한다

1) 교통섬



3) 시케인(chicane)

· 자동차의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의 선형을 임의로 S자 형태가 되도록 만든 

도로이므로 속도 감속 효과 및 교통량의 억제 효과를 계획한다

· 시설 도로와 달리 기존 도로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특히 기존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형성된 지상·지하 시설물의 이설 여부를 검토한다

· 기존 시설물을 이설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도로의 차선을 지그재그 형태로 만들고 

안전지대, 노상 주차면 등 노면표시를 함께 설치하여 자동차가 지그재그 형태로 

주행하도록 설계한다

· 선형으로만 형성된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다

· 조경시설을 이용하여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를 설계할 경우 시거에 제약이 없고, 

유지관리 및 배수가 용이한 식재 등을 선택하여 설치한다

· 버스, 트럭 등 대형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도로의 곡선부는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차로의 확폭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 설치 대상 도로가 긴급 차량 통행로를 겸하는 경우 교통이 막히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차량 통행 부분 운전자의 방향 조작을 유도함으로써 주행 속도를 낮추고 도로 내 

보행자에 대한 인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케인 도로의 경우 슬라럼형, 크랭크형이 있으며 도로 설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토 교통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치한다

· 차량의 속도 저감 효과가 크며 교통량을 억제할 수 있도록 굴곡부의 공간을 잘 

활용하여 식재 및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보행 환경 개선을 계획한다

· 보차분리형에 비해 노면 공유 형태에서는 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많은 도로의 설치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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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도로 진입부

차량진출입구

보도 보도

건축물

단주설치

도로

5) 보차도 공존도로

· 폭 10m 이하 이면도로는 보행로의 연속성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편리성을 계획한다

· 보도와 이어진 횡단보도 포장면을 보도면과 같은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3.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차도를 자유로운 보행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차량 통행이 적고 폭이 좁은(2차선 이하) 가로에 적절하며, 보행이 우선시 되는 도로에 

권장한다

· 개폐식 볼라드는 특별 행사를 위해 섹션이 자동차 통행에 쉽게 폐쇄되는 적응 가능한 

거리를 허용하며 유연한 도로변 관리는 카페 좌석, 노상 주차, 자전거 주차 및 승용차 

픽업 및 하차가 유용하도록 계획한다

· 보차도 공존도로는 차선을 좁히고 충돌 지역의 촉각 포장과 함께 도로와 보행로의 

보도블록을 통합하여 자동차 속도를 낮추고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보장한다

071

주택 지역 보차도 공존 도로 적용 예시 상업 지역 보차도 공존 도로 적용 예시



6) 차도 폭 좁힘

보도를 확장하여 차량의 속도 감소를 유도 횡단보도의 길이가 넓어 교통약자의 사고율이 높음 

최소 6.0m 이상

최소 2.75m 이상차로폭 
3.0m~3.5m 이상

차도 폭 축소

· 차도 폭 좁힘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차도의 폭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도로 가장자리를 좁히는 방식을 외측 폭 좁힘, 도로 중앙을 좁히는 방식을 내측 폭 

좁힘이라 한다

· 횡단보도에 차도 폭 좁힘을 설치하게 되면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어 

통행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으며 보행자와 횡단거리가 줄어들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 차도 폭 축소의 경우 교차로에 설치되는 넓은 의미에서 내민연석과 같은 교통정온화 

기법의 일종이지만 미드 블록의 경우 통과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보도를 차도로 

확장하는 설계기법으로, 차량의 속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처음 확장되는 가장자리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한다

· 미드 블록을 설치할 경우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은 주변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설치를 지양한다

· 차도의 폭이 좁아지는 만큼 무단횡단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며 특별히 주의 깊게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와 연계할 경우 교통약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계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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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속방지턱

· 친환경적 포장재료를 이용하여 도로환경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도로경관 

향상에 기여한다

· 과속방지턱의 종류로는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으로 구분한다

· 설치 간격은 해당 구간에서 일정한 주행 속도 이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로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연속형 과속방지턱의 경우 20~90m의 간격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속방지턱은 노면의 높이가 10cm 높아지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주택가 주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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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피드 쿠션

· 도로폭 가운데 일부분에만 설치하여 대형 차량의 주행이 편하도록 만든 시설을 말한다

· 스피드 쿠션 설치 시 양방향 교통 도로 폭 6m~7.4m의 경우 쿠션 사이의 간격은 

1m~1.2m, 보도와 쿠션 사이의 간격은 0.7m에서 1.2m, 연속선은 쿠션 삽입 전후에 

최소 10m 이상일 경우 권장한다

· 횡단보도가 있는 양방향 교통 도로의 경우 두 쿠션 사이의 간격은 1m 이하, 보도와 

쿠션 사이의 간격은 1.2m 이하, 연속선은 횡단보도 설치 전후로 최소 10m 이상이어야 

하며, 횡단보도의 길이는 3m에서 5m 사이로 권장한다

1,15m~1,25m

1,75m~1,90m

3m~4m

45~50cm

30~35cm

스피드 쿠션 설치 기준

· 권장 바닥 너비는 1.75m ~ 1.90m

· 플랫폼의 너비는 1.15m~ 1.25m 

· 측면 크롤러의 너비는 30cm~ 35cm 

· 전면 및 후면 크롤러의 너비는 45~50cm 

· 전체 길이는 3m~ 4m 

· 권장 높이는 7cm~10cm



8) 교통섬 제거 및 유지

9) 도로포장변화

· 시각적, 촉각적으로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하거나 장소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장재료를 달리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 화강암, 벽돌, 목재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할 수 있으나 내구성, 유지관리, 투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재료의 변화 이외에 융착 돌출 시공 및 럼블 스트림(runble strip, 노면 요청 포장)을 

활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단,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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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블스트림 융착돌출시공

보행공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 기존 교통섬의 교통량과 보행량의 기준에 따라 검토 후 교통섬 철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된다면 교통섬을 철거하여 보행자의 공간으로 재설정한다

· 교통섬 제거로는 기존의 교통섬을 철거할 뿐 아니라 교통섬으로 분리된 우회전 차로와 

기존 교통섬을 메워 보행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한다

· 교통섬의 제거가 불가피할 경우 우회전 차로에 노면요철 포장 혹은 고원식 횡단보도, 

차로 등의 신호등 설치, 포장 색상을 변경하여 속도저감 인지성을 유도한다

· 교통섬을 제거했을 시 내민 보도에 휴게시설 또는 가로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연속된 보행공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교통섬 유지가 필요하지만 도로가 협소한 경우 페인팅 또는 볼라드 설치 등으로도 

주행자의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유연하게 이용한다



2-3 공개공지

필수 가이드라인

배치

재료

및

색채

동선

시설

및

조명

식재

공공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공공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에 설치된 공지

· 소규모 분산된 공개공지는 이용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 사이의 

공개공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여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계획한다

· 공개공지 내에 불법 적재물, 입간판, 환기시설 등 접근 방해요소의 설치를 

금하여 쾌적한 공간을 유지한다

· 야간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주요 보행로에 면하는 대규모 공개공지는 소공원 및 소광장의 형태로 

조성하되, 인접 공공공간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교통약자를 위하여 계단 및 경사로에는 점자블록 설치를 권장한다

· 중정형 공개공지로 조성하는 경우 보도에서 접근하는 통로를 명확히 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인다

· 동선이 복잡하게 교차되는 장소에는 보행자 안내를 위해 광장 바닥면을 

활용한다

· 보도블록의 패턴 및 색채는 저채도, 중명도로 하되, 인접 보도의 바닥 패턴 

및 재료 등의 포장 형식과 연속성을 유지한다

· 광장 진입부의 포장 패턴은 인접 보도와 연계되도록 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건축주와의 협의를 통해 벤치, 파고라 등 편의 휴게시설물을 설치한다

· 공개공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인접 보도 등에 설치된 기존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보행자의 시선을 막거나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문자, 도안 등의 과다 표기를 지양하고,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표기 

요소를 최소화한다

· 시설물 설치 시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하며, 저채도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가로와 동일 레벨로 인접하는 경우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을 사용한다

· 담장, 울타리의 설치는 지양하며 필요한 곳은 생울타리 등을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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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공개·전면공지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한다

· 쾌적성이 확보되는 곳에 설치를 권장하며 접근성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최대한 친환경 방식을 접목하며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간의 넓이를 구획하여 편의성을 

계획한다

· 기존 주요 보행, 녹지, 수 체계 축을 고려하여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주민의 휴식, 오락, 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의 경우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여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한다

·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한다

· 교통약자가 외부공간의 주요 부분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 시각적 차폐로 우범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인접 보행가로와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 사용으로 보행가로와의 심리적, 시각적, 

물리적 통합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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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공공간

식재

공공공간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필수 가이드라인

배치

재료

및

색채

동선

시설

및

조명

·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보행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차량 및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 높이는 

0.8~1m, 간격 1.5m 내외로 설치한다

· 수변 인근 공공공간에는 자전거 길 조성, 물놀이터, 소 공연장, 편의시설 

등의 설치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 공공공간의 연결로의 경우 방사형 또는 선형으로 구성하여 보행동선의 

교점들을 결절점으로 계획하여 상업공간을 배치함으로써 공간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문화시설 또는 놀이시설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제공한다

· 공공공간 내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 내구성 및 교체가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편리한 관리 및 유지를 

계획한다

·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조명 및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 공공공간 내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을 설치하여 푸드트럭의 영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공공간의 유동인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공공간에 수변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할 경우 이용자를 고려한 벤치, 

자판기, 공중전화, ATM, 가판대 등의 편의시설 및 환경시설물을 설치한다

· 스크린, 전시장, 공연장의 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편안한 휴식 및 즐거운 

쉼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벤트 시설을 계획한다

· 이용자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 및 착석시설 및 수직이동시설과 연계된 

디자인 요소를 접목시켜 이용 편의 및 환경을 계획한다

· 공공공간의 개방적인 시야 확보를 위해 교목은 지하고 2m 이상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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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걷고 싶은거리·문화예술거리

구조

시설물 배치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이용자의 쾌적성, 편의성 및 활력증진을 위한 공간으로서 설치 시 흡연공간과 보행활동 

휴식공간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써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문화예술거리 설치 시 공연, 창작, 교육, 체험, 교류,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설치한다

· 가로 중심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예술거리를 도입하여 지역 이미지를 강화한다

· 주요 관광지 및 대규모 집객이 가능한 공간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문화명소를 조성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관광 안내소는 보도 폭이 4m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단, 설치 시 

공공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보행가로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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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식재 설치 · 수목으로 가로를 특화하여 명소화하고 가로수종을 다양화할 것을 권장한다



2-4-2. 등산로·산책로

구조

시설물 배치

· 이용자가 산의 정상부 혹은 명소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최적의 노선을 선정한다

· 전체 구간 중 나무그늘이 있는 숲속을 통과하는 노선 거리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계획한다

· 신규 노선의 선정은 자연공원과 각종 보호 지역을 제외하며, 불가피하게 선정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 등산로 간 연결은 등산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에만 시행하며 분기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선정한다

· 등산로 노선선정 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산책로의 경사로는 시작과 끝, 굴절인 부분 및 참의 경우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 활동 공간의 폭을 1.2m로 

계획한다

· 등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안내 시스템을 통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 등산로의 특성상 취약계층의 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해 바닥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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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

000

Guideline

000

03.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은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건축물을 의미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유사 단체가 발주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

가이드라인 분류

적용대상 세부공간

3-1. 행정 및
        공공기반 공공기관 청사, 동·행정복지센터

3-2. 문화 및
        복지시설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공연·전시장,체육관·경기장, 홍보·기념관

3-3. 교통 및
         환경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재활용선별장

3-4. 기타 
        적용사항 보행약자 슬로프, 준공 안내시설, 벽면·옥상녹화, 자연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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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가이드라인

대지

및

배치계획

· 공공청사는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건축물임을 고려하여 

랜드마크로서 계획한다

· 평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나,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지형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배치한다

· 미래에 변화나 증축 등에 대비하여 대지를 여유있게 확보하고, 배치의 

여유를 두고 설계한다

·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인근 주요 보행가로나 한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주요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통경축을 확보한다

·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권장하며 급격한 돌출 경관을 

지양한다

· 도보·자전거·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  

하도록 접근로를 정비하되, 보행자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 건축물 전면부 휴식공간으로 오픈스페이스(소광장, 소공원, 수변공원 등)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1. 행정 및 공공기반

3. 공공건축물

녹지계획

· 옥상녹화, 벽면녹화를 실시한다
- 옥상녹화 기준 : 지붕면적 대비 녹화 면적 10% 이상

- 벽면녹화 기준 : 건축물이 지면에 접한 둘레 길이의 10% 이상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허물기 일환으로 담장 및 펜스의 설치를 

제한하며, 경계부는 식재, 벤치, 포켓공원 등 주민쉼터를 조성한다

· 인적이 드문 외곽부에는 투시형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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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계획

· 전기차 주차공간과 충전소를 의무화한다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전면부를 피하여 배치한다

· 외부 주차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잔디블록 등을 활용하여 녹화한다

· 지하 주차장 계획을 권장하며, 주 보행로와 건물의 주 출입구 사이 옥외 

주차장 설치를 지양한다

·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건축물 후변부 주차타워 설치를 

고려하되 건축물 과 맥락을 고려한 디자인을 계획한다

· 기타 부설 주차장의 설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을 따르도록 한다

· 자전거보관대를 법정 자동차 주차대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수 이상을 

설치하고, 시설은 미관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가설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빌딩 설치 시 건축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보도, 자전거,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접근로를 정비하되, 보행자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며 주요 진입로는 인접 보도와 연계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주요 진입로에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춤과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한다

· 건축물 전면부의 바닥 패턴과 색채는 저채도, 중명도(또는 저명도)로 하되 

인접 보도의 포장 형식(바닥 패턴, 재료, 색채 등)과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건축디자인, 오픈스페이스 제공, 색채, 야간경관 등 경관형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제시한다

주차공간

· 보행자들이 주요 경관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나 

실내형 공개공간을 확보한다

·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 도로나 보행로 면에 설치하여 통로가 아닌 소공원 

형태로 계획하고 휴게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외부공간의 연계를 

고려한다

· 대지의 외곽 부분이나 공개공지 부분에 외부와 단절되는 식재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연계될 수 있게 시설을 배치한다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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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색채

· 친환경 재료의 사용과 원재료의 재질 및 색상을 그대로 활용한다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고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지양한다

· 내구성이 우수하며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기후대책

· 색채별 흡광도를 고려하여 건물 상부 색채를 계획한다

· 건물 표면온도 저감을 위해 벽면녹화 또는 옥상녹화를 실시한다

· 건물 동선 중 이동량이 많은 구간에 냉각루버 등 폭염대응시설을 설치한다

· 건물 입구 앞 처마에 차양을 설치하여 여름철 햇빛 및 소나기 대피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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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공공기관 청사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대지 및 배치계획

형태 및 구조

기능 및 동선 계획

· 공공청사는 주민과 밀접한 공간으로 친밀한 개방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 공공청사의 입지조건은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장소를 권장한다

· 인접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환기구 등 공공시설물은 공개공지 내 편입하여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되 공공청사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특색 있는 

외관 디자인으로 계획한다(단,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배타적인 이미지는 지양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권장하며, 태양광 집열판 등은 지붕이나 입면에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 건물명 간판과 현판을 제외한 현수막 또는 기타 옥외광고물의 부착을 위한 일정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는 공익 목적 이외 사용은 지양한다

· 건축물 입면의 일부는 자연채광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전면 유리 구조를 사용하되,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을 방해하는 저층부의 돌출 부스형 증축을 지양한다

· 획일적인 입면 디자인을 지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권장한다(단, 명칭 등 사인 

시스템은 통일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 보행동선과 자동차동선을 분리하여 보행 진출입은 주접근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은 

이면로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의 상시 접근을 고려한 광장형 외부공간계획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 내·외부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선과 편리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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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물 · 기본적인 설비시설은 건물 계획 시 건물 입면과 연계하여 디자인하도록 한다

· 미세먼지 등 유해한 대기의 발생을 저하시키는 식재를 통해 쾌적함을 더 할 수 있도록 

한다

· 보육실, 유희실 등은 옥외공간 연접 배치를 권장한다

· 안전이나 보안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건축물 주변 담장이나 펜스 설치는 

지양한다

· 계단 등은 바닥 사인을 통해 인지성을 높이도록 한다

· 안내 표지판과 시설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규모가 작은 경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을 적극 고려한다

·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차분한 저채도의 색 사용을 

권장하며 포인트 색으로 환경색채와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 저층부에 내·외부 간의 시각적 경계성을 약화시키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 

재료 등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개방감 확보를 위해 통유리 구조 등 투명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조명의 활용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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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동·행정복지센터

대지 및 배치계획

형태 및 구조

기능 및 동선 계획

· 동·주민센터의 입지조건은 대중교통과 거리가 200m 이내인 장소를 권장한다

· 동·주민센터는 주민과 밀접한 공간으로, 친밀한 개방공간으로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 건물의 전면공지나 필로티 하부의 주차 차량 점유를 금지한다

·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과장된 입면 디자인이나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직설적인 

입면 디자인을 금지한다

· 모든 동선은 보행자 위주로 계획한다

· 전면공지의 바닥 패턴과 색채는 저채도·중명도로 하되, 인접 보도의 포장과 연속성을 

갖도록 하고, 주요 진입로에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춤과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한다

· 선도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권장하며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통유리 등과 같은 재료를 

활용하여 자연채광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보차 혼합도로와 연접한 동·주민센터의 경우 보행자 보호구역 확보로 인한 건축물 

비정렬은 허용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권장하며, 태양광 집열판 등은 지붕이나 입면에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 건물명 간판과 현판을 제외한 현수막 또는 기타 옥외광고물의 부착을 위한 일정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는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을 지양한다

· 건축물 입면의 일부 면은 자연채광과 시야의 확보를 위해 전면 유리 구조를 사용하되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보행을 방해하는 저층부의 돌출 부스형 증축을 지양한다

· 보행동선과 자동차동선을 분리하여 보행 진출입은 주접근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은 

이면로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내·외부 공간별로 기능을 배분할 때에는 이용자의 동선과 편리성을 고려한다

· 보행자들이 주요 경관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나 실내형 

공개공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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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색채

· 기본적인 설비시설은 건물 계획 시 건물 입면과 연계하여 디자인하도록 한다

· 업무공간의 개방성을 강조하여 벽이 아닌 유리 파티션 사용을 권장한다

· 보육실, 유희실 등은 옥외공간 연접 배치를 권장한다

· 안전이나 보안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건축물 주변 담장이나 펜스 설치는 

지양한다

· 실내는 바닥 사인을 통해 인지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 안내 표지판과 시설 등은 본 가이드라인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 규모가 작은 경우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실내정원 조성을 적극 고려한다

·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벽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차분한 저채도의 색 사용을 

권장하며 포인트 색으로 환경색채와 어울리는 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건축물 저층부에 내·외부 간의 시각적 경계성을 약화시키고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 

재료 등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개방감 확보를 위해 통유리 구조 등 투명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조명의 활용을 

검토한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입면계획은 지양하며 건물의 측·후면 입면은 정면과 함께 

통합적으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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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문화 및 복지시설

배치

필수 가이드라인

문화 및 다양한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

하는 아동교육 담당 시설

· 유니버설 디자인·배리어프리 디자인 등 다양한 집단의 특수성에 대응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평지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나, 경사지에 위치한 경우 지형을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배치를 계획한다

· 복지 관련 시설의 경우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권장하며 

급격한 돌출 경관을 지양한다

·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접근로를 정비하되, 보행자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 건축선은 주변 건축선과 정렬을 권장하되 대지가 협소하여 보행로 확보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따른 건축선 비정렬은 허용한다

· 저층부에 휴게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 지역 근린공원과 접근로를 확보하여 연계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주요 보행가로 등에서 주요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시각 통로를 확보한다

· 입지요건은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300~400m 이내에 있도록 배치한다

· 다양한 분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복합건축시설로 조성한다

· 보행가로와 연접한 공공공간은 소공원, 근린광장, 경관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으로 설계하여 시민 휴게공간으로 조성한다

· 개별 건축물의 건축선은 주변 건축선과 정렬한다

· 건축선이 뚜렷한 두 가로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건축물의 건축선은 되도록 

양쪽 가로 건축선에 정렬한다

· 획일적인 실내공간 배치 및 창호계획으로 발생하는 일률적 외관은 

지양한다

· 쾌적한 가로를 위해 연속적인 가로벽을 형성하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 가능한 건축선을 일치시켜 가로벽을 통일성 있게 형성한다

· 주변 건물의 공지 위치를 고려하여 인접하게 배치하여 경관 개선 및 이용 

가능한 규모 증가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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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간

동선계획

녹지계획

형태

· 건축물의 다양한 형태와 보다 풍부한 건축물 내 외부공간 조성을 

계획한다

·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선제한에 의해 건물의 형태가 디자인되지 

않도록 한다

·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계획한다
   - 옥상녹화 기준 : 지붕면적 대비 녹화 면적 10% 이상

   -벽면녹화 기준 : 건축물이 지면에 접한 둘레 길이의 10% 이상

· 외부 주차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잔디블록 등을 활용하여 녹화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며, 주요 진입로는 인접 보도와 연계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주요 진입로에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춤과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한다

· 건축물 전면부의 바닥 패턴과 색채는 저채도·중명도로 하되, 인접 보도의 

포장 형식이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한다

· 건축물 부지가 협소하더라도 친수공간 조성이나 식재를 통해 쌈지공원을 

계획하여 이용자와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을 계획한다

· 공개공지는 일조권 확보를 우선으로 식재를 계획하고, 바닥포장은 인접 

도로와 연계하고 소공원 등 특화 공간 구성 시 디자인 페이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대지의 외곽 부분이나 공개공지 부분에 외부와 단절되는 식재나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가로와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한다

· 전면공지로 연결되는 보행로의 색채와 재료는 인접 보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담장 허물기의 일환으로 담장과 펜스의 설치를 지양하나, 복지시설 건축물 

전면부에 도로가 인접할 경우 보호펜스 설치를 고려한다

· 가급적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 자체의 재질 및 색상을 활용한다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고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지양한다

· 내구성이 우수하며,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저채도를 기조로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루어 독창성과 통일성이 

돋보이는 가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의 창틀이나 문, 벽면의 일부의 색채를 부분적으로 강조한다

·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수성구를 방문하는 사람이 자연과 색채의 조화에 매료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

재료

및

색채



092

가이드라인

주차공간

· 전체의 통일성과 각 권역의 정체성 구현을 위한 색상을 확보한다

· 지역 내 활동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교육 및 업무지역의 경우 정서적인 환경으로의 조성이 필요한 구역으로 

차분하고 청결하며 쾌적한 환경으로의 조성한다

·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부설 주차장은 가급적 건축물 전면부를 피하여 

배치한다

· 부지가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건축물 후변부 주차타워 설치를 

고려하되 건축물과 맥락을 고려한 디자인을 계획한다

· 자전거 보관대를 법정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수 이상을 

설치하고, 시설은 미관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 가설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빌딩 설치 시 건축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본 

건물의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부지가 협소하여 차량 통행이 혼잡하고, 주택가에 위치해 차량 이용률이 

낮은 곳은 옥외 주차장을 녹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고 건물 후면부에 

주차타워를 설치한다

· 옥외주차장으로 계획될 경우 잔디블록을 사용하여 녹화하고, 색상 블록을 

사용하여 경계를 형성한다

· 주차 진출입구는 인접 건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를 고려하여 집중되게 

배치하여 차량 진입을 위한 보도의 높이 변화와 보행의 단절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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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공연·전시장, 체육관·경기장, 홍보·기념관

형태 및 구조

기능 및 동선계획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인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 창의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 구상을 권장한다

· 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의 건축물은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디자인을 

권장한다

· 주요 보행가로나 한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서 주요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통경축을 

확보한다

·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나 실내형 공개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의 건물 크기가 뚜렷하게 일정한 지역에 거대 규모의 건물이 위치하는 경우 기존의 

건물 규모와 최대한 조화되도록 입면을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대규모 필지 개발을 통한 단지 조성이나 건물 신축 시 대지를 관통하여 주변의 기존 

보행가로와 연결되는 보행로를 확보하며 또는 건물을 관통하고 24시간 개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간을 확보하여 대지 주변의 보행가로와 연결시킬 것을 권장한다

· 경우에 따라 중정형 외부공간도 허용하되 24시간 개방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저층부의 돌출 부스형 증축과 저층부 건물 벽에 건물명 이외의 간판이나 광고물, 

현수막 부착을 금지한다

· 공공건축물의 프로그램 안내 정보나 게시판 등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설계 시 

입면과 통합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의 폭이 협소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 연접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대지 내 도로 연접부에 보도를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분리하며 보행 진입은 전면 주 보행차로에서 차량 진·출입은 

이면 도로에서 계획한다(단, 비상차량의 전면 출입은 허용한다)

· 인접 공개공지의 성격과 위치를 고려하여 연계·통합이 가능하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 전면공지의 턱 설치는 지양하며, 보행가로와 연접한 전면 공지는 

보행가로를 포함한 횡경사가 완만하도록 계획한다

· 주 보행로와 건물 주 출입구 사이 옥외 주차장 설치는 지양하며,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후면 옥외 주차장 설치를 권장한다

· 가설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빌딩 설치 시 건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본 건물의 

디자인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 우회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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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 상세계획

재료 및 색채

· 내부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나 실내 아트리움을 조성하여 내·외부가 단절되지 않는 

사용자 위주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 건축물 외부 오픈스페이스는 파고라, 벤치, 미술작품, 수공간 등을 확보하여 

단조로움을 보완하고 주변 녹화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가급적 지하 주차장 계획을 권장한다

· 옥외 주차장은 아스팔트, 시멘트, 보도블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녹화계획을 적극 권장한다

·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색 구별을 통한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건축물의 조경 면적이나 가로변 선형녹지대 내에 공공시설물의 관리 시설물인 

지상기기, 교통신호 제어기, 지하철 환기구 등의 설치를 허용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 기본적인 설비시설은 건물 계획 시 건물 입면과 통합하여 디자인하고 건물과 

일체화한다

· 자전거 보관대는 법정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수 이상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한다

·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입면 색채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색채를 고려하여 

계획하며, 고명도, 고채도 의 색채와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 내구성 있고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친환경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건물 주 진입구의 계단과 장식적 요소로의 캐노피 설치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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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대지 및 배치계획

형태 및 구조

기능 및 동선계획

·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인근에 의료시설이 위치한 곳을 권장한다

· 공공서비스 시설,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인접한 곳을 

권장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 노인들의 소외감이 감소되도록 신축이나 이전 복합시설과 함께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건물 내·외부 보행동선에는 레일형 손잡이를 권장하는 등 휴먼스케일에 맞춘 디자인을 

계획한다

· 외부공간은 식재, 그늘막 등을 활용하여 그늘 쉼터를 조성하는 등 노약자의 쉼터를 

제공하여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 간결한 선을 사용한 디자인을 권장하지만,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외부 공간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실내형 공개공간은 노약자 집단의 안전을 위해 보행에 방해되는 요소의 설치를 

금지한다

· 개방감 있는 자연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형태와 구조를 권장한다

· 건물 진입부의 단차 지양 및 슬로프 설치를 의무화한다

· 시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실내 로비의 개방형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약자가 주출입구를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계획한다

· 계단이나 경사로의 난간은 체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로 계획한다

· 시설 입구와 대중교통 정류장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구급동선과 분리 되도록 

계획한다

· 주출입구 홀에서 건물 주요 부분으로의 동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분리하며 보행 진입은 전면 주보행로에서 차량 진·출입은 이면 

도로에서 계획한다(단, 비상차량의 전면 출입은 허용한다)

· 주출입구 홀에서 건물의 주요 부분으로의 동선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 인지 

사인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 계단보다는 램프와 경사로로 설계하고, 램프와 경사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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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물

재료 및 색채 · 천연색이나 원색 계열의 색채는 화사함과 생동감을 표현하기 위해 건축물 일부 면에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한다

· 재료 자체의 색을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옥상부분은 평 지붕일 경우 옥상 공원화를 적극 검토하고 텃밭 등으로 계획하여 직접 

식물 등을 가꿀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의 조성을 권장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과 환자의 위급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에 인지창 

설치를 권장한다

· 창은 앞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 대신 옆으로 여는 구조를 권장한다

· 바닥은 부드러운 재료, 넘어져도 안전한 재료, 휠체어 추진이 쉬운 재료,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권장한다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른다

· 여닫이문은 통행량이 적은 쪽으로 열려야 하므로 가급적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하며 

복도 쪽으로 열릴 경우 충돌 방지를 위해 알코브 공간 설치를 권장한다

· 출입구의 하부에는 문을 보호하고 개방이 쉽도록 하기위해 킥플레이트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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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배치

필수 가이드라인

녹지계획

형태

「주차장법」상의 노상·노외·부설 주차시설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눠 이용되는

시설과, 재활용되지 않는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

동선계획

설치

·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보행 방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위하여 크기를 최적화한다

· 야간 식별을 높이기 위하여 부분적 야광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건물에 부착되는 표지는 건물 색상과 유사한 질감 및 색상을 권장한다

·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으로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마감 부위가 미려하며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이용자들이 불편 없이 편안함을 가지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를 계획한다
   - 옥상녹화 기준 : 지붕면적 대비 녹화 면적 10% 이상

   - 벽면녹화 기준 : 건축물이 지면에 접한 둘레 길이의 10% 이상 않도록 계획한다

· 도보·자전거·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접근로를 정비하되, 보행자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배치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며 주요 진입로는 인접 보도와 연계하고 

단차를 없애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 주요 진입로에 장애인을 위한 턱 낮춤과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한다

· 건축물의 전면부의 바닥 패턴과 색채는 저채도·중명도로 하되, 인접보도의 

포장 형식의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건축디자인, 오픈스페이스 제공, 색채, 야간경관 등 경관 형성에 선도적 

역할을 제시한다

· 보행자의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지주와 접하는 바닥면은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재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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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금지한다

· 친환경 재료의 사용과 원재료의 재질 및 색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고 고명도, 고채도 색을 

지양한다

· 내구성이 우수하며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재료

및

색채

공공공간

· 보행자들이 주요 경관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나 

실내형 공개공간을 확보한다

· 전면공지로 연결되는 보행로의 색채와 재료는 인접 보도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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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공영주차장

형태 및 구조

재질 및 색채

시설물 배치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식재

· 보행통로와 주차공간과의 경계부는 소음과 먼지 등의 저감을 위해 마운딩한다

· 인접 보도와의 경계부에 생울타리, 식재대, 휴게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경계부의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쾌적성을 높인다

· 투수성 포장을 권장하며 불투수 포장재료 사용 시 녹지대를 도입하여 투수면적을 

확보한다

· 영역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행통로, 자동차 이동통로, 주차공간의 포장 패턴 또는 

재질을 차별화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

· 주차구획은 유형별로 재료나 색채를 구별하며 가급적 페인트 도장 이외 차도용 블록재 

사용 등을 다양화한다

· 수목이나 시설물 배치 시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한다

·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적절한 조명, 보안카메라 등 통합 설치를 하여 안전성을 높인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도로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한다

· 주차장 내부에서 수목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수목 배치와 수종선택에 

주의한다

· 교목은 지하고가 높은 수종, 관목은 키가 작은 수종을 권장한다

· 충분한 녹지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설물과 결합할 수 있는 덩굴성 식물의 배치 등 

녹시율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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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전용 주차장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건축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확보한다

·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승강설비 통로의 경우 높이 차이를 없애 유효 폭을 1.2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주차구역의 크기는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단의 차이가 없도록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이하로 계획한다

·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노면에 장애인 전용 표시를 하여 주차구역 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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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공중화장실

대지 및 배치계획

형태 및 구조

각부 상세계획

· 사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 배리어프리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통합적인 계획 시 편의 시설보다는 공중화장실의 접근성을 우선시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 진입을 지양하고 우회 진입으로 유도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낮은 가림막 설치를 권장한다

· 이동식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공중화장실도 건축물로 인정하고 디자이너의 창의성을 존중한다

· 지역적 특성 및 장소에 따라 차별화된 디자인을 계획하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 

할 것을 권장한다

· 출구는 다양한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폭을 최소 1m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 일체형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대변기와 소변기 및 기타 용품의 기능적, 위생적 측면을 분석하고 고려한다

· 가설 건물의 증축 및 직설적인 건물의 형태는 지양한다

· 편의 용품들의 설치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벽이나 파티션에 매입하여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계획한다

· 도시미관이나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하나의 공간을 연출한다(단,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되 과잉 디자인은 배제한다)

· 공중화장실 입구의 단차를 없애고 미닫이문을 설치하여 이용 시 방해를 줄이도록 한다

· 외부공간의 인위적인 가림막보다는 나무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와 출입구 주변에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남녀 화장실을 분리·설치하는 경우 남녀 사용자의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로를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담장 설치를 허용하되, 보행가로와 연계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인지가 쉬운 픽토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권장한다

·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정보시스템의 안내체계를 이루도록 한다



102

가이드라인

재료 및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계획은 지양한다

· 실내에는 내습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공공화장실 내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1)장애인 전용 화장실

※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 발췌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과 가까이 위치하여 편리성을 확보한다

· 화장실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화장실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계획한다

· 화장실의 출입구(문) 옆 벽면은 1.5m 높이의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시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3

2)편의시설

· 남녀가 공동적으로 육아할 수 있도록 남자, 여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 

거치대를 설치하여 짐을 둘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다

· 기저귀 교환대는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되 화장실 내 여유공간이 협소할 경우 

접이식으로 설치한다

· 사용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대변기 손잡이, 어린이용 대변기 커버 등을 설치하여 

다기능화하도록 계획한다

· 바닥의 재질은 배수가 원활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3)안전시설

· 공원, 광장 등의 외부 화장실 주변에는 우범지역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주변 

공간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 화장실의 내·외부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되 내부 조도는 100lux 이상을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응급, 화재 등의 긴급상황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재경보기, 비상벨과 연동한 

플래시라이트를 설치하여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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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재활용선별장

대지 및 배치계획

형태 및 구조

각부 상세계획

재료 및 색채

· 시설의 이용 빈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심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경우 주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혐오 시설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외관 디자인과 유기적인 형태로 디자인한다

· 디자인의 창의성을 중시하여 획일적인 입면 디자인을 지양한다

· 가설 건물의 증축 및 직설적인 건물의 형태는 지양한다

· 담장 설치를 허용하되, 보행가로와 연계하여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시설물 간 유사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부합하도록 시설물을 배치한다

·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 조명, 색채 계획을 실시한다

·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

·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녹색 계통이나 갈색 계통의 자연 계통의 색채 계획을 권장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 계획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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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타 적용사항

3-4-1. 보행약자 슬로프

1.2m 이상 1.2m 이상

[유효폭 측정 기준] [방향전환지점 기준]

1.5m 이상

1.
2m

 이
상

· 모든 이용자의 안전한 수직이동을 위해 슬로프는 직선 형태로 설치하며 경사로의 최소 

유효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한다

· 슬로프의 시작과 끝 지점, 휠체어가 회전하거나 교행하는 방향 전환 지점은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이 있어야 한다

· 기울기는 1/12 이하를 원칙으로 1/18 범위를 초과하는 완만한 층간 이동 경사로는 

이동거리를 길게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12~1/18 내에서 설치한다

· 방향을 전환하여야 하는 지점의 경사로 참은 반드시 수평면이어야 하며, 1.5m×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의 슬로프 참을 

설치하며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 참의 활동 공간 폭은 슬로프와 동일한 유효 폭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길이가 1.8m 이상 또는 바닥면의 높이차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연속된 

손잡이를 설치한다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0.5m 이내로 하고 손잡이의 지름은 

3.2cm~3.8cm 이내로 하며  슬로프의 시작과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 손잡이를 

연장하여 설치한다

· 휠체어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가 원활히 하기 위해 경사로 

중심에서 좌우 45˚방향으로 줄눈이 가도록 마감하거나 엇갈린 무늬가 되도록 한다

· 양측면에는 높이 5cm 이상의 휠체어 추락 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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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준공 안내시설

· 시트지, 유리, 벽면, 별도 표지판 등의 사용이 가능하며 저채도·저명도를 사용하여 건물 

및 주변 경관과 조화롭도록 계획한다

· 준공 안내시설을 설치할 시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한다

·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준공 안내시설의 경우 지역의 통일성을 위해 수성 전용서체를 

사용한다

· 준공 안내시설의 정면에는 건물명을 필수적으로 표기하며, 부가적인 정보는 해당 

구청과 협의한다

· 공공건축물이 완공되었을 시, 건축 계기 및 목적, 설명이 뚜렷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 방문자의 동선을 고려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공건축물 내 준공 안내시설에는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소재지, 규모, 설계, 시공, 

참여인원, 운영 홈페이지 등을 표기한다

· 공공시설물에 설치되는 경우 시설물명, 설치 일자,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를 

표기한다

·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감리자의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건립비용, 안전 관리 사항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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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체

2) 재료

석재

유리(시트지,각인, 반투명)

스테인리스

목재

· 수성구 준공 안내시설의 서체는 수성구 전용서체를 사용한다

· 스틸, 석재, 목재, 시트지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건축의 용도, 의도, 디자인에 알맞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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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건축명

3) 준공 안내시설 표기내용

▶ 세부 규격

건축 디자인과
어우러지는 재료사용 권장

필수 표기

설계의도

설계에 대한 설명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로 ○○○-○○

설치일/공사기간

감리자

설계자

건축물에 대한
설계 의도와 설계에

대한 설명 보충

이용자가 다치지 않을
정도의 모서리 마감

건축물 형태
스케치 삽입

여백에 참여인원의
손도장, 사인 등의 디자인적인

요소 삽입 가능

계기 및 목적과 설명 등에는
2개 국어(한글/영어) 표기

R=2

발주기관

참여인원

시공자

건립비용

○○○○/○○/○○

○○건축사무소, ○○ 아키텍스

○○○○ 엔지니어링

○○○○과

○○○,○○○,○○○,○○○,○○○,○○○,○○○,○○○,○○○,○○○

○○ 기업 외 3

○○○백만원

archive

· 픽토그램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 준공 안내시설 설치 시 2개국어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준공 안내시설의 정해진 규격이 없으며, 설계자와 해당 구청이 협의하여 설계한다

· 아래와 같이 건물명 옆 지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형태에 대한 스케치 삽입을 계획한다

· 단, 정확한 도면 등의 사용은 지양하며 이용자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도면으로 

계획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기한다

· 공공시설물 혹은 공공시설 설치 시 관리부서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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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등반부착형

등반감기형

하수형

등반하수 병용형

탈부착형

3-4-3. 벽면 실내·옥상녹화

1) 벽면 실내녹화

녹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벽체 표면을 식물의 부착이 용이하게 처리 
하며 벽면녹화 유형 중 장기간의 건축물 녹화 피복 시간이 요구되나 
식물의 하자가 적고 자연스러운 형상을 연출

식재 모듈, 플랜트, 식재 유니트, 식생판 등에 식물을 식재하여 벽면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피복

중력 방향의 식재기반을 가지며 중력 방향 또는 중력과 직각 방향 식재 
기반을 계획

네트 또는 지주 등의 등반 보조재를 설치하여 식물이 벽면을 피복하는 
유형 식물이 벽면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피복면을 조절하여 경관성을 
강조하거나 랜드마크 효과를 계획

벽면의 상부 또는 옥상부에 플랜트 등을 설치하고 식물을 식재하여 지상 
방향으로 생육시켜 벽면에 피복

등반형과 하수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빠른 피복율의 확보와 다양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

· 환경적 조건은 크게 온도와 습도, 환기, 통풍 및 빛 환경으로 나뉘며 실내 환경을 

고려한 식재를 계획한다

· 수목의 수고는 녹화 공간의 높이와 상이할 수 있기에 계획 시 공간에 적합한지를 검토 

후 설치한다

· 실내녹화의 경우 벽면녹화를 적용하며 벽면, 천장 면, 기둥, 코어, 계단 등에 설치하여 

식물 자체의 배치로 동선의 유도와 방향성 등 공간의 흐름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시선을 차단하는 차단 및 은폐 기능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 벽면녹화를 수직으로 높게 형성하거나 수평으로 길게 형성할 경우 심리적, 시각적 

효과를 주어 이용자에게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휴게, 수평 및 수직 동선, 만남, 입구, 안내 등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 주는 공간에 

설치하여 친근하고 개방된 느낌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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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상녹화

· 옥상녹화의 하중은 녹화 유형별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실제 하중을 산정하여 

고정하중으로 반영한다

· 녹화 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인간 하중을 활하중으로 반영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계획한다

· 극한강도를 초과하는 녹화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구조보강을 계획한다

· 옥상녹화 설계 시 옥상의 가장자리에 안전 난간의 법적 높이를 유지하고 추락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통행을 금지한다

· 시공 시 수종의 종류는 기후변화에 대한 열섬저감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 흡수 기능이 우수한 수종 및 자생종을 설치한다

· 녹화부 및 보행부에 대한 하중과 수목, 파고라 등으로 풍하중, 급배수의 설비, 시공 

후의 유지관리 수단 등을 만족한 적절한 녹화 수법이 선택되었는지를 검토한다

· 자연 토양 등 토양의 종류에 의해 하중이 다르기 때문에 토양의 종류, 젖어 있을 때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쿨링타워 등의 옥외기에 유지관리 통로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 개화시기나 화색을 고려한 계절감 있는 경관을 조성한다

· 교목과 관목, 짚, 수생식물, 덩굴 등 식재종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수량을 기재하여 

검토 후 설치한다

· 풍압 등에 의한 식재 수목의 초기 피해 방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한다

· 초경량형 녹화 가능 부위에 대한 고려시 접근 제한 방안이나 토심 조정 등의 

디자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설치한다

· 옥상 경사도가 증가할수록 토양 또는 녹화 시스템의 미끄럼 및 밀림방지를 고려한다

· 45º 이상의 가파른 경사의 옥상에서는 특수한 경사형 녹화공법으로 계획한다

· 옥상녹화의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최소 2%의 경사율을 갖는 건축물에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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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자연채광

자연채광 종류

측창 채광방식

고창 채광방식

일반적으로 벽면에 면한 창에 의한 채광 방식

천창 채광방식

광선반

아트리움

천장 또는 지붕면에 면한 측창에 의한 채광 방식

지붕면에 있는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천창에 있는 채광 방식

측창 채광 방식에 별도의 반사판을 설치하여 직사일광의 실내 유입을

반사판에 의해 실내로 확산시켜 실 깊은 곳의 조도를 증가시켜 실내 조도

분포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과도한 휘도 대비에 의한 현휘를 감소시켜

공간에 시각적 안전성을 제공

중앙홀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천창의 형태를 통하여 자연
채광을 극대화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 조도 및 실내 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계획하고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않도록 계획하며 학교의 교실 혹은 

사무실의 경우 반사물로 인해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 자연광의 유입이 어려운 실내에 실외에서 유입한 자연 광채 시스템을 설치하여 

신체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계획한다

· 광덕트 방식 자연채광 시스템은 집광부, 전송부, 산광부로 구분한다

· 집광부의 경우 태양광을 채집하기 위한 부재로 투과율이 높은 PMMA 소재를 

사용한다

· 집광부의 경우 프리즘을 적용하여 투과로 인한 광 손실을 줄이고, 빛의 굴절로 

수광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연광 조절 시스템은 자연광 유입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의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자연채광 시스템 중 광선반, 루버, 실내 조절 장치인 블라인드에 광센서와 모터를 

부착하여 자연광의 세기 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① 광덕트 시스템

· 업무시설, 지하주차장, 학교 강당, 전시시설 등 낮에도 조명이 필요하거나 태양광이 

부족한 영역에 적용하며 흐린 날 또는 비 오는 날에도 산란광을 활용하여 채광을 

계획한다

② 광케이블 시스템

· 플라스틱 광섬유를 사용하여 협소한 공간에 적용이 가능하며 센서를 활용한 

추적방식으로 시간대별 일정한 조도 유지를 계획한다

③ 반사거울 시스템

· 빛의 직진성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자연광 공급을 계획한다





04. 도시기반시설물
도시기반시설물 중 단위건축관련시설을 제외한 도시구조물이 교차하거나 절곡되는
지점에 만들어지는 시설물

교량, 고가차도, 교차로 내 부속시설물,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생태도로

4-2. 도로 부속
        시설물

보도육교, 방음벽, 방호 및 보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가이드라인 분류

적용대상 세부공간

4-1. 도로
        시설물





4-1. 도로 시설물

구조

필수 가이드라인

4. 도시기반시설물

재료

및

색채

시설

및

조명

식재

도시공간 형성 및 도시 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시설물로 교량, 고가차도, 교차로, 지하

차도, 생태도로 등

· 도로시설물 설치시 발생하는 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함께 계획하여 

제시한다

· 교량, 고가도로 등 상부구조물을 받치는 지지대와 기둥을 간결하고 

미려하게 디자인하여 하부에 차지하는 공간을 줄인다

· 구조, 형태, 디테일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한다

· 주변 환경 및 지역사회 요구 시설의 검토 후 놀이, 휴게, 자전거 및 자동차 

주차, 전시, 청소년 체육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

· 교량, 고가도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접근로 확충 등 주변 보도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조명계획으로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간 우범지대를 예방한다

· 인접 보도 및 차도에서의 시선을 가로막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문자, 슈퍼그래픽, 장식 등을 남용하지 않는다

· 영구 음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조명을 적절히 사용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 되도록 계획한다

· 색채는 밝은 색 계열로 계획하여 쾌적함을 유지한다

·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소공원 조성을 권장하며, 

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식재한다

· 주변에 자연형 공원이 인접한 경우 이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 불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할 경우 자투리 공간 등에 녹지대를 도입하여 

투수면적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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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교량 

형태 및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교량 설치 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주변 도로, 보행로, 산책로 등과 같은 형태가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교량 자체의 조형적 가치보다 지역의 정체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기능성이 우선시 되도록 계획하며 랜드마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기능과 무관한 과도한 장식은 피하며 상징이 필요한 시설물 등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시설물 내 장식물 또는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조명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 인공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본연의 재료를 기본으로 계획한다

· 주변 공간과 조화로운 색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 반사도가 높은 재료를 피하며 반광택 또는 무광택을 사용하여 깔끔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권장한다

· 스테인리스의 사용을 지양하며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보행 및 가로공간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단절감이 없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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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고가차도(고가차도 하부)

형태 및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 고가차도 설치 시 주변 공간과 일부분이 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유지 및 관리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하며 깔끔한 이미지를 계획한다

· 지역의 전통적인 이미지 혹은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며 각종 부속시설로 인해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고가차도 하부에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조명을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 고가차도 하부공간의 위압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하부공간은 도시 구조물의 구조, 형태, 디테일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한다

· 교량, 고가도로 하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접근로 확충 등 주변보도와 

연계하여 접근성을 높인다

· 고가차도에 설치되는 부속 시설물의 경우 가로공간에 설치된 시설물과 연속성 및 

조화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고가차도와 부속시설물의 경우 유지 및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성구의 협조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 쓰레기 및 화물 등을 쌓아놓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공간을 활성화한다

· 인공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본연의 재료를 기본으로 계획한다

· 반사도가 높은 재료를 피하며 반광택 또는 무광택을 사용하여 깔끔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권장한다

· 하부의 위압감을 완화하기 위해 녹화, 조형물, 루버 부착 등 디자인적 처리방안을 

검토하되 과다한 디자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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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교차로 내 부속시설물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 교차로 내의 신호등의 설치 위치의 경우 마주치는 신호등을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자동차들이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설치하며 교차로 유입부에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교차로 유입부 부근이 곡선부이거나 오르막 경사로 되어 있어 시인성이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신호등과 가로등, 주의표지를 설치한다

·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 사전에 운전자가 그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예고하는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 가로수의 그림자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도로조명을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부수적인 

조명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 인공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본연의 재료를 기본으로 계획한다

· 주변 공간과 조화로운 색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 반사도가 높은 재료를 피하며 반광택 또는 무광택을 사용하여 깔끔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권장한다

· 스테인리스의 사용을 지양하며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보행 및 가로공간과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 단절감이 없도록 계획한다

· 자원을 절감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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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지하차도, 지하보도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 기능적인 면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하차도 설계 시 인접한 주변 경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지하차도의 경우 운전자의 시점에서 이동을 통해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하차도 설계 시 지하보도와 함께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동 및 이용이 편리한 구조로 계획하며 장애인·노약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해 계단 이외의 엘리베이터 혹은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장식적인 개념을 피하며 간결한 이미지로 지하차도 및 보도를 계획한다

· 차량 운전자를 위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 지하차도와 지하보도에 설치되는 방호시설 디자인의 경우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 금속 

소재의 설치를 권장한다

· 지하보도는 CPTED를 적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상은 지양한다

· 재료의 유지 및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투명 소재의 사용은 지양하고 반사도가 높은 

유광택보다는 반광택 또는 무광택을 권장한다

· 지하보도로 내려가는 계단 혹은 경사로의 표면 마감 처리는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내부 마감재 및 배관 등의 설비는 불연 재료로 사용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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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생태통로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 일반형 생태통로의 경우 야생동물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너비 7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자연경관의 흐름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식생대의 이동, 시각적으로 단절된 자연경관의 연결 등이 주요 목적으로 이뤄지도록 

계획한다

· 생태통로의 구체적인 위치와 유형은 본 지침의 현장조사 절차에 따라 정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과 이용을 최대한 배제하여 설치한다

· 보행자가 생태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경우 보행자 동선을 폭 3m 이내의 

흙길로 조성하며 생태통로의 중앙부 폭은 30m 이상의 대형으로 조성한다

· 야생동물과 보행자의 동선을 식재 등의 기법을 통해 분리하며 통로의 입·출구부는 

통로의 내부보다 넓게 하여 야생동물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 진입부는 자연지형과 자연스럽게 연결 지으며 경사가 급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진입부 및 내부의 식생은 주변과 유사하게 식재하되 과밀하지 않아 물리적 또는 

시각적으로 이동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차량의 불빛과 소음의 영향을 줄이는 차단 벽을 생태통로 양편에 설치하여 

생태통로로의 유도 및 로드킬 예방을 도모한다

· 생태통로 내부로 물이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입구부에 배수로를 설치하며 일부는 

덮개를 덮어 소형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 야생동물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양토와 낙엽 등을 이용하여 발아와 활착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유도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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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로 부속 시설물

구조

필수 가이드라인

재료

및

색채

시설

및

조명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되는 안전시설물 등

·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노인 또는 임산부 등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기능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도록 디자인한다

· 경관과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을 지양하고 간결한 구조 및 형태로 

디자인한다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부속 시설물 설치는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차도의 폭원,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량, 도로 등의 교통상황 등을 

검토 후 설치한다

· 자동차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사고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 및 

교통의 상황에 따라 연속적 또는 국부적인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도로조명 시설은 전 구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통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이 제일 우선시 되도록 계획한다

· 도로 조명의 상세한 내용은 「도로 안전시설 설치-조명시설」을 참조한다

· 구조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편리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 차량의 충돌 등에 대비하여 강도가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통일성 있는 색상을 사용하여 도로 내 연속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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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보도육교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차도를 횡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한다

· 일반 도로 중 시간당 6천명 이상이 통행하는 도시지역 도로와, 지방지역 도로 중 교통 

및 도로의 상황과 보행자의 안전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한다

·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시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를 지양하고 무색투명 유리를 기본으로 

하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육교 계단 좌·우 끝부분에 경사로를 함께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펜스는 어린이가 오르지 못하도록 수직형 구조를 권장한다

· 계단 부분은 미끄럼 방지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상업 광고물 및 플랜카드의 설치를 제한한다

· 도로 표지판 부착을 제한하나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할 경우 간소화하여 부착한다

· 보행육교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방향과 각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은 바닥형 또는 펜스형 조명으로 일체화하여 설계한다

· 계단 및 승강기는 보도 안쪽으로 일정 부분의 공지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 승강기 설치 시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출입구와 보도의 높이를 동일하게 한다

· 콘크리트의 과대한 노출을 지양한다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자연석 등을 모방하는 거푸집 사용을 금지한다

· 벽면 녹화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마감 처리를 권장한다

· 무채색 계열 및 저채도의 색채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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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방음벽

재료 및 색채

시설물 배치

형태 및 구조 · 방음벽 설치 중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 손상 등이 없도록 한다

·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되더라도 흐트러지지 않는 구조로 계획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한다

· 파손 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방음벽 외부에 날카로운 모서리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일이 없도록 한다

· 8m 높이 이상의 방음벽 상단부는 도로 측으로 30˚ 기울인 골절형태를 권장한다

· 길이 500m 이상의 방음벽은 주행 일반구간과 강조구간으로 나누어 시각적 지루함을 

완화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할 때에는 차도 측에 설치하여 방호 울타리나 볼라드 기능을 겸하도록 

하지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공간 또는 소음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 보호대상지역의 용도를 조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방음벽을 설치한다

· 사고시 대피·청소·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 간격으로 통로를 설치한다

· 목재 등 천연재료의 적용을 권장하며 재료 자체의 색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한다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목재와 투명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가급적 방음효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가 편리하며 내구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 방음벽에 사용되는 재료, 시험방법 및 재질 등은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한다

· 강풍·진동에 의하여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한 구조 및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며 건설교통부의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지역별 설계풍속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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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방호울타리, 보호울타리 

형태 및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설치

4-2-4. 중앙분리대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 보수, 교체, 유지관리, 연장 설치의 편의를 위해 모듈화 구조로 계획한다

· 선정 시 성능, 경제성, 주행 시 안전성, 압박감, 시선 유도 효과, 주위 환경과의 조화, 

시공 조건, 유지관리, 제설 등을 고려한다

· 차량의 주행이 빈번하거나 차량의 회전 반경에 위치한 곳은 야간에 명시성 확보를 

위하여 반사 도료나 반사시트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 기둥의 구조강도와 차량 충돌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반사시트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자동차 전조등에 의해 전방의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방호 울타리는 야간에 운전자가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밝기의 색채로 계획한다

· 강도와 내부식성, 내구성이 높은 재료와, 친환경적이며 재활용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재료의 표면은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반광택 또는 무광택 도료로 처리한다

·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 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지주와 지주 사이에 프레임은 차량의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계하여 차량 유도 

기능이 되도록 한다

· 차량 충돌을 대비한 견고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부식이나 침식을 잘 견딜 수 있는 강도 높은 재질 사용을 권장한다

· 도장 시에는 친환경 도로의 사용을 권장한다

· 안전을 목적으로 원색을 사용할 시에는 반사띠를 이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 경사면에도 수직으로 설치한다

· 동일한 형태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중앙분리 녹지대를 설치하여 녹색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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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낙석방지망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 도로 및 주변 지형 특성 등 현장 조건에 적합한 낙석 방지시설을 개발 적용한다

· 낙석 방지시설을 선정할 시 종류별 기능적 한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낙석이 낙석 방지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 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 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 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 설치한다

· 절개면의 지형 및 지질 특성에 대해 조사를 바탕으로 기초의 종류와 치수를 결정하여 

설치한다

· 낙석의 크기가 작고 다량인 경우 또는 심한 풍화 현상으로 인해 낙석의 규모가 작은 

비탈면에 설치한다

· 낙석이 커서 철망이 파손될 경우 등에는 낙석 방지 옹벽을 설치한다

· 구조물의 수명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한다

· 주변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는 저채도, 저명도 색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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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형태 및 구조

시설물 배치

재료 및 색채

· 성토와 절토 등으로 자연사면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흙 또는 기타 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토를 통한 설계 및 시공을 계획한다

· 옹벽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단지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질이 불량한 지역의 옹벽을 설치할 시 안전성을 위한 배수면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 주변 환경 및 자연환경과 조화성 및 기능성을 우선시 하며 관목 및 교목 등의 식재 

설치로 친환경적이며 도로 내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복잡하고 장식적인 디자인을 피하고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하여 이용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 3m를 초과하는 옹벽은 다단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 차폐감과 위압감 해소를 위해 시증검부와 측면기 다단구성 및 경사면으로 처리한다

· 옹벽 설치 시 인공적인 구조물의 부피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계단식 설계를 계획한다

· 단순한 패턴의 사용으로 연속성 있는 디자인을 연출한다

·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접근성 및 부담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저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식재를 설치하여 경관 개선을 계획한다

· 무분별한 색상의 사용 및 과도한 패턴이 들어간 디자인은 지양한다

· 덩굴식물 등 자연 생태기법을 활용한 옹벽 등 인공벽면 구성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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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용 콘크리트 일반형

지양

권장

깨질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타일 쉽게 변색되고 벗겨지는 페인트 사용 과도한 장식적 요소 적용 

식물 설치로 친환경적 이미지 조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미관 개선 거리 및 건축물의 역사 스토리텔링
부여

· 식물을 설치하여 친환경적 이미지를 구성하며 열섬화 현상을 완화한다

· 페인트는 쉽게 때가 타고 벗겨짐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노후화된 타일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한다

· 일부 조명 사용으로 경관을 조성하며 시민들의 안전귀가를 도울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미관을 개선하며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 별도 마감 없이 노출된 벽면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과도한 패턴을 피하며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스케일에 맞는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여 시각적 안정감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각적 피로감을 형성하는 고채도의 색채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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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용 콘크리트 거푸집형

지양

권장

관리미흡으로 인한 경관 조화성 결여 과도한 색채 및 패턴의 사용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반복 패턴

주변시설을 고려한 재료 사용 지역의 상징을 반영한 디자인 범죄예방 및 안전성 유도 

· 전체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반복 적용을 지양한다

· 거푸집형 옹벽은 기존 무늬가 있어 페인트 사용은 지양하며 자연적인 소재로 구조물 

부착을 권장한다

· 기능 및 안전만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노출은 지양한다

· 주변과의 조화와 주변 시설을 고려한 디자인적인 콘크리트 옹벽을 계획한다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벽면녹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상황에 따라 여러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오브제 설치를 권장한다

· 반복 패턴과 과도한 형태의 노출된 거푸집은 지양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조명 설치 시 보행자들에게 직접적인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도를 균일하게 유지한다

· 삭막하고 어두운 느낌의 거푸집형 옹벽을 디자인과 경관조명을 통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한다

128

가이드라인



3) 보도용 보강토형

지양

권장

수분에 취약한 벽으로 안전성 우려 쉽게 변색되고 벗겨지는 페인트 난해할 수 있는 그래픽 활용

식물 설치로 친환경적 이미지 조성 식재 설치를 통해 시각적 및 심리적
안정감 유도 

벽면에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안전성 
확보

· 흙다짐으로 골격을 이루고 있어 수분에 취약하여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설치를 

지양한다

· 보강토형 옹벽은 페인트 작업이 난해하고 쉽게 벗겨지거나 탈색되므로 일부분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과도한 색채를 피하고 계단식 설계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

· 식재를 사용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한다

· 난색 계열의 색채를 이용하여 눈의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저채도를 사용하여 간결한 디자인으로 제작한다

· 보행자와 주행자의 이동을 고려한 일정한 패턴을 사용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한다

· 보행 가로경관과 어울리는 연속성을 가지도록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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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범죄예방 디자인

권장

주민참여형 옹벽을 통해 범죄 예방 우범지대에 조명을 설치하여 범죄
심리 위축

범죄예방 안내사인을 부착하여 안전한
분위기 조성 

· 보행로 전방 시야를 고려하여 옹벽을 설치한다

· 범죄 등으로부터 사적 공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적용된 담장살을 

설치한다

·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일정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며 안심 귀갓길을 형성한다

· 다양한 오브제와 LED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을 쾌적하고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 우범지대에 밝은 색의 디자인을 입혀 보행자에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겐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한다

· 일정한 간격으로 범죄 예방 안내 사인을 부착한다

· 관리가 미흡한 노후된 옹벽에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관리로 지역 이미지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조성한다

· 건물 외벽 및 벽면에 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 심리 위축을 유도한다

· 고보 조명을 활용하여 단속구역에 경고 사인물을 부착하여 인지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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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보호구역 디자인

권장

조명을 활용하여 야간에도 시인성이
높도록 설계

어린이 참여형 벽화 활용 다양한 오브제의 활용으로 주행자에게
인지성 증대 

지양

보행자가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
지양

다양한 색채를 사용한 벽화 특정 이미지 사용 지양

· 횡단보도가 있거나 사고 다발구역에는 보행 중인 어린이가 눈에 띌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한다

· 보행 중인 어린이가 눈에 잘 띄는 색상을 활용하되 옹벽 전체에 적용을 하게 될 경우 

자칫 산만해지며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곳 이외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 공간 개선을 통해 자연 감시 증대와 위급 시 대처 가능하도록 공간을 조성한다

· 벽면에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거리에 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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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도용 콘크리트 일반형

지양

권장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는 고채도
색상

변색되는 페인트 사용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래픽

간결한 패턴 디자인 주행자의 속도를 고려한 스케일
디자인

조형물에 조명을 설치하여 쾌적한
경관 개선

· 식물 사용은 관리가 어렵고 운전자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다

· 타일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양한다

· 운전자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과도한 돌출형 구조물을 지양한다

· 일부 구조물에 조명 활용으로 미관을 개선하며 야간의 경우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한다

· 이동방향을 고려한 패턴을 사용하며 과도한 사인 계획은 지양한다

· 과도한 색채는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간결한 패턴을 사용한다

· 눈에 피로함이 없는 단순 선형 패턴을 사용하여 심리적 압박감을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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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도용 거푸집형

지양

권장

과도한 패턴으로 눈의 피로감 조성 옹벽 무늬가 그대로 드러나는 페인트 경관과 조화롭지않은 색상 및 재질
사용         

저채도 색채로 시각적 피로감 저하 경관과 어울리는 소재 적용 조도 유지를 위한 야간 조명 활용 

· 차가운 이미지를 완화할 수 있는 자연적 소재를 사용한다

· 단순 패턴의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한다

· 시각적으로 난해한 패턴은 지양하고 동일 구간에는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유도한다

· 직설적인 거푸집과 불필요한 구조물은 시각적인 혼란이 있으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 위압감을 주는 패턴은 피하고 이동방향을 고려한 패턴을 사용한다

·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무채색을 사용하여 시각적인 피로감을 고려한다

· 주행방향을 고려한 단순 패턴적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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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도용 보강토형

지양

권장

도로경관과 조화롭지 않은 디자인 고채도 색상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과도한 패턴사용으로 시각적인 불안감 
증대 

식재를 사용하여 환경 미관 향상 단순한 형태의 패턴 사용으로
안정감 유도

조도 유지를 위한 야간 조명 활용 

· 고채도의 색상을 피하고 난색을 사용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한다

· 계단식 설계로 시각적 위압감을 낮추고 개방성을 확보한다

· 도시경관의 특징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디자인하여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 지형조건을 반영하여 간결하면서 통일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다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상징적 패턴을 사용하되 과도한 그래픽과 패턴은 지양한다

· 지속적인 디자인을 연출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심미성을 확보한다

· 단순한 형태의 패턴으로 반복 사용 시 인지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시공 및 설치 시

· 옹벽 외관을 조형화할 시 차별화된 경관 미를 확보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극대화한다

· 탈부착이 가능한 조형 벽화 설치로 관리가 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옹벽의 실질적인 이용 형태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벽화 계획 시

134

가이드라인



9) 녹화 옹벽

지양

권장

경관을 어지럽히는 식재 설치로 도시
미관 저해

환경과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시설물 전깃줄과 엉켜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는  식재

자연소재인 화단박스를 함께 설치
하여 친환경적 미관 조성

균일적인 식재 설치로 깔끔한 도시
경관 형성

포인트가 될만한 식재를 설치하여
밝은 분위기 조성 

· 옹벽에 녹화를 설치함으로써 열섬현상을 일부 완화시키고 대기오염 감소 효과 및 

이산화탄소 흡수로 친환경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 설치 공간의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식재 설치로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 길이가 높은 벽에 설치할 경우 와이어 및 메쉬 등을 설치하여 식물이 감고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한 식재를 설치하며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식재 설치는 

금지한다

· 녹화 설치 전 환경훼손이 적은 방향으로 계획하며, 설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사에게 검토 후 녹화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디자인적인 녹화를 계획할 경우 식물의 색과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물을 선정하여 

경관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배치한다

· 옹벽 상단부에는 담쟁이덩굴 등을 설치하며 하단부에는 화단 박스를 설치하여 

상록패랭이, 비비추, 옥잠화 등의 초화류를 식재한다

· 옹벽 내 공공시설물(벤치 등)을 설치할 경우 보도 폭이 2m 이상일 경우에 설치하며 

2m 미만의 경우 설치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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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쟁이덩굴 초화류 마삭줄

송악 카나리안시스 미카엘라

화단박스식재

벽면녹화식재

비비추 상록 패랭이 옥잠화

줄사철

능소화(포인트)

수호초

포인세티아 회양목 줄사철 피튜니아

· 벽면의 특성을 살려 등반형 식물(헤데라, 줄사철, 담쟁이덩굴, 초화류 등)을 이용하여 

깔끔한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 무관수를 기본으로 하며 건조에 약한 능소화를 설치할 경우 관수 설비를 설치한다

· 자연지반의 경우 특별한 배수설비가 필요 없으나 인공지반의 경우 배수설비를 

계획한다

· 담쟁이덩굴을 설치할 경우 가지가 뻗어나가 보행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므로 

돌출된 부분을 관리한다

· 가급적 다양하고 풍부한 식재를 설치하며 다른 식물의 생육을 방해하는 식재 설치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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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녹화옹벽

보도옹벽

도로옹벽

조형물 설치수성구 C.I, B.I 설치

3000
8000

담쟁이 설치 화단박스 설치(초화류) 수성구 C.I, B.I 설치

3000

데크 설치

수성구 로고 설치벽면녹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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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공매체
공중들에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체계 및 정보매체이며 시인성과 가독성 
등의 빠른 전달 효과를 위해 제시하는 안내표지물

5-1. 교통안내 교통관련표지판·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안내, 자전거도로안내

보행관련 방향안내, 건물 번호 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문화재 안내,
장애인 안내

가이드라인 분류

적용대상 세부공간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공사장 출입구, 공사 안내판, 공사장 가림막

5-2. 보행안내

5-3. 영상매체

5-4. 공사용
        임시시설물

5-5. 공공미술 환경·상징 조형물, 벽화·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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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정보매체

5. 공공매체

도로안내

필수 가이드라인

주차안내

차량 운전자 및 이용자에게 교통안내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매체

자전거

도로안내

5-1. 교통안내

· 도로 명 위주의 안내체계를 사용하여 정보량을 최적화한다

· 글자 및 기호가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반사되는 재질을 

사용한다

· 한 표지판 안의 지명 표기가 3개가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 무질서한 부가표지 난립은 규제한다

· 운전자에 혼란을 야기하는 과다한 지명 표기는 금지한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주차구역 번호의 노면 표기는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표시한다

· 보행자의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는 설치를 규제한다

· 3색 이상 색상 사용을 금지한다

· 노상, 노외주차장 표지 안내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노면 표지는 보는 속도 및 각도에 따른 형태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색채 및 패턴을 사용한다
- 픽토그램은 진행 방향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표기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 표준규격(ISO)을 적용한다

· 단순화된 자전거 그래픽을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 한쪽 면이 아닌 양쪽 면을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리성을 계획한다

· 차도와 보행자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 안내는 지주형 자전거도로 안내 표지 

설치를 금하며(바닥 부착형 또는 통합 설치된 지주 사용) 다른 지주와 

연계하여 2,500m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142

가이드라인

5-1-1. 교통관련표지판, 이정표 

형태 및 구조

표기요소

재료 및 색채

설치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도로표지 후면 및 표지 결합 부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무광택 재질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최소화한다

·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으로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도시의 외곽과 전원 지역은 양면을 활용하여 관광명소, 특산물을 홍보한다(단, 

무채색의 간결한 그림을 사용한다)

·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 반사지 규격에 부합되는 

제품을 사용하며 야간 활동이 많은 지역과 조명 설치가 미비한 곳은 LED 조명용 도로 

표지판 사용을 권장한다

· 지명과 연계성 있는 내용의 정보를 표기하여 이용자에게 습득이 용이하도록 한다

· 진행 방향의 안내 지명 선정은 고속국도에서 70~100km, 지방지역의 도로에는 

40~60km, 도시지역의 도로에서는 5~10km의 지명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도로 관리청은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운용한다

· 노면표지 및 교통지도와 연계한 도로표지 안내체계를 수립하여 표기한다

· 직진 방향의 경우 원거리, 근거리 지명을 모두 병기하고 회전의 경우에는 근거리 

지명만을 표기한다

· 상단에는 원거리 지명, 하단에는 근거리 지명을 표기한다

· 방향 예고 표지와 방향표지의 지명을 일치시킨다

· 글자, 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읽을 수 있도록 도로표지 반사지 색채 규격을 준용한다

· 표지의 결합 부위가 지주와 동일한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바탕은 녹색으로 통일시킨다

· 도로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m 이내, 

도시지역 밖에서는 70m 이내의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새로이 

식재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편지식의 경우 하단부가 지상으로부터 5m 높이로 설치한다

· 도로표지는 오른쪽 길 옆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분리대의 

폭이 규정에 의한 시설 한계가 확보된 경우 한하여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 지상도로와 표지 하단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도로가 기울어져 있다면 위쪽 면을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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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주차장 안내

형태 및 구조

재료

설치

· 부설 주차장은 보행 방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위해 크기를 최적화한다

· 부설 주차장의 지주형 표지판의 높이는 2m가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야간 식별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 야광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건물에 부착되는 표지는 건물 색상과 유사한 질감 및 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으로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주차 요금소가 설치된 경우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주차요금 안내표지 설치 시 주차안내표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 마감 부위가 미려하며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 보행자의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건물 안에 설치된 주차장은 건물의 벽면이나 입구 상단에 배치하여 보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 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행도로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차량 접근로와 보행통로는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차량 주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동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차량 유도용 표지를 적용한다

· 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 등 부속물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 지주와 접하는 바닥면은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재단한다



144

가이드라인

1) 주차장 색채

문자/기호

주차구획

시각물

일반형/확장형 장애인 전용 경형 전용 전기차 전용 배려주차장

C:0 M:0 Y:0 K:0

C:0 M:0 Y:0 K:0 C:0 M:0 Y:0 K:100

C:76 M:24 Y:11 K:0 C:76 M:24 Y:11 K:0 C:33 M:0 Y:100 K:0

도로이정표 폴사인, 달대사인 주차장 심볼 비상경보기

C:100 M:85 Y:0 K:0 C:0 M:0 Y:0 K:80 C:77 M:31 Y:0 K:0 C:0 M:30 Y:100 K:0

소화전

C:7 M:98 Y:97 K:0

C:0 M:78 Y:6 K:0

· 다음과 같은 색을 수성구 공영주차장 색상으로 지정한다

· 문자, 픽토그램 등의 색상은 상황에 따라 무채색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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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체

공영주차장

도로이정표

공영주차장

타이틀/이하본문

한글(가로크기 100%, 자간 0%)

영문(가로크기 100%, 자간 -10%)

Public Parking 012345
숫자(가로크기 100%, 자간 0%)

· 다음과 같은 서체를 수성구 공영주차장 서체로 지정한다

· 단, 도로이정표의 경우 국토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한길체를 

사용한다

· 새로운 안내 표기 및 안내판 제작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서체는 수성 돋움체를 사용한다

Public Parking

한글

영문

수성 돋움체

한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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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국어표기

영문표기

표기 방법

한글 영어

공영주차장

주차

진입금지

주차장 입구부 (입구 / 출구)

주차장 내부 (출구안내)

천천히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실

화장실

소화기 / 소화전

비상경보기

Public parking

Parking

No entey

IN / OUT

Way Out

Slow

Elevator

Escalator

Stairwell

Toilet

Fire extinguisher / Fire hydrant

Emergency alarm

출 구 출 구
Way Out

Way Out

공영주차장 Public Parking

2행 표기 1행 표기

공영주차장
Public Parking

· 다음과 같은 중요 정보에 2개 국어(한글/영어)를 함께 표기한다

· 단, 영어 서체는 한글 서체보다 작게하되 서체의 높이가 한글 서체 높이의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주차장 입구부(입구/출구)를 제외한 영어 표기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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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향표기

안내사인 방향표기 도로이정표 방향표기

지면 방향표기

22
00

22
00

13001005

· 방향 정보에 대한 표기는 아래와 같은 디자인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 안내 사인 등에 사용되는 방향표기 화살표의 경우, 사각형을 모듈화한 형태로 45˚를 

기준으로 회전하여 사용한다

· 안내 사인 등의 정보 표기 순서는 방향 표기, 한글, 영어 순으로 표기한다

· 도로이정표 방향 표기의 경우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 지면 방향 표기는의 경우 층수 및 출입구 정보와 함께 표기 시 화살표 줄기선의 중앙에 

정렬하여 표기한다

출구
Way Out

출구
Way Out

24
00

22
00

26
00 30

00

3250

700

22
00

26
00 250

1420
250

1000

900

R:450

300

R:150

380

300

1000

21
00

15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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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픽토그램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계단실

엘리베이터 또는 리프트 진입금지 보안카메라(CCTV)

소화기 소화전 비상경보기

· 수성구 주차장 안내의 픽토그램은 다음과 같은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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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공공기관 안내

구조

외관

표기요소

색채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지향한다

· 장식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정보 전달이 우선시 되도록 디자인한다

· 표지판의 결합 부위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미려하게 처리한다

· 지하차도와 지하보도에 설치되는 방호시설 디자인의 경우 시각적인 강조를 위해 금속 

소재의 설치를 권장한다

· 크기를 최적화하여 도로 점유 면적을 줄여 보행자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한다

·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제작, 호환성, 대량생산, 유지·관리 및 보수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분별 야광 재료 및 LED 사용을 지향하며 지나친 조명 

사용은 지양한다

· 불법 전단지 부착 방지 도료 및 녹 방지 도료를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한다

· 친환경 재료 사용 및 재활용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확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한다

·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외국인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국제성을 높이며 픽토그램은 

국제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주요 표기 요소는 한글, 로마자, 화살표 및 거리 등 간단명료하게 표기한다

·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표기 요소 배열 체계를 정립한다

· 최종 작성된 국어와 영문 및 기타 외국어는 필요 검수를 거친다

· 권역별 고유의 색상은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색채를 선정한다

· 중명도, 저채도 색상을 활용하여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주조색은 무채색을 적용한다

· 보조색은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여 전체 면적의 20% 이내로 계획한다

· 강조색은 채도 8 이상 규제하며 전체 면적의 5% 이내로 계획한다

· 권역별 색채 및 목적, 장소에 따른 강조색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체 보드의 5%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 눈에 피로를 주는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은 피하여 시인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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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표지판이 차량 운전자에게 위험요소가 되지 않도록 보차도 경계석에서 표지판의 

끝부분이 100~ 200mm 이상 보도 안쪽으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 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 등, 부속물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 설치하려는 장소의 주변 환경이 가로수, 신호등, 기타 시설물로 시각적 차폐가 없도록 

설치한다

· 차량 통행이 없는 보행로에는 3,000~3,500mm 높이로 설치하며, 차량이 통행하는 

보행로에는 3,000 ~3,500mm 높이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표지판이 조화성을 높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배열하며, 

가독성을 위해 4단 이상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지상도로와 표지 하단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도로가 기울어져 있다면 위쪽 면을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지주와 접하는 바닥면은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재단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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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자전거도로 안내

형태

표기요소

재료 및 색채

설치

· 정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계획한다

· 표지판의 접합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미려하게 처리한다

· 각 부품을 모듈화로 제작하여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노면표지는 자전거 동선과 보행 동선을 엄격히 분리하여 디자인한다

· 진행 방향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수평으로 표기한다

·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시간 언어로 표기한다

·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한다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색상을 사용하되 3가지 색상 이하로 계획한다

· 중복 설치된 표지판은 철거하며 도로의 시작점과 종료 지점에 중심적으로 설치한다

· 독립 지주형 표지판은 전용 자전거 도로에 설치를 권장하며 도로 및 보행도로에 

설치되는 표지는 다른 지주물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향한다

· 전용 지주 표지판은 패널이 지상으로부터 2,500mm 이상 되도록 디자인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지점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한다

· 포장면에 자전거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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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보행안내

보행자

안내

필수 가이드라인

공원안내

건물번호

안내

보행자에게 보행관련 공공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매체

· 내용의 수정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주요 방향, 지도, 시설 안내 부분을 

시트 출력하여 부착한다

· 지도의 현 위치 부분의 표기는 가급적 중앙으로 표기하며, 주요 시설이 

몰려있는 경우 주요 시설의 중요 부분을 넓게 사용한다

· 유니버설 디자인·배리어프리 디자인을 도입하여 인지성과 가독성, 시인성, 

안전성을 확보한다

· 도시미관 훼손 및 보행자의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는 현란한 색상 사용은 

금지한다

·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도 사용은 금하며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직선화로 재구성하여 표기한다

· 공원 안내시설물은 주출입구 한곳에 설치하며 공원 면적이 큰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방향 안내판은 사용자의 시각 및 동선을 고려하여 교차로나, 녹지 모서리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시각적 개방감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원에 설치되는 방향 안내시설물의 게시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900~2,400m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순차적으로 표지면을 설치하되 3단 

이상을 넘길 수 없도록 한다

· 본문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서체를 사용하되, 볼드체는 사용하지 

않는다

· 어린이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식별 용이성, 안전성, 견고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축물 주출입구의 벽면, 기둥 등에 건물 번호판을 설치한다

· 일반용, 관공서용, 문화재용으로 나누어 색채를 계획한다

· 건물 번호안내도는 설치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건물 번호판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 설치를 금지하며 

다른 색채의 벽면이 인접되어 있을 때는 다른 색채의 벽면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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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

문화재

안내

관광안내

· 관광안내의 위계를 세워 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 홍보물, 웹사이트를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 관광안내표지와 관광안내 홍보물에 사용되는 지도는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여 사용한다

· 어린이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주요 정보는 

지면에서 600mm 이하로 표기를 금한다

· 고령자와 색맹 및 색약자를 배려하여 청색 바탕의 흑색 글자, 노란색 

바탕의 흰색 글자의 조합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문화재를 직접적으로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정보 전달 목적으로 간결하고 쉬운 내용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이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전문적 지식 및 용어사용을 

지양하며, 전문 지식은 리플릿 등 다른 매체를 통하여 안내하는 것을 

지향한다 

· 간단한 연혁이나 특징, 이야기 등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이외의 삽입을 

금지한다

· 지나친 장식이나 조각, 색감이 다른 석재의 무분별한 혼용을 규제한다

·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보도와 같은 높이로 적용한다

· 위험차로, 모든 승강 플랫폼, 횡단보도, 보행 교차로, 차도와 만나는 길, 

갑자기 변하는 경사,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 경계선에 반드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로에는 모든 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여 

조닝으로 구분하고 선형 및 점자 블록 설치는 금한다(단, 위험요소는 

제외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설치를 금한다

· 주의 환기용 점형블록은 방향 전환 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경사로 등의 

시작과 끝 지점, 승강기 조작판 전면 등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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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보행관련 방향안내

형태

표기요소

재료 및 색채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폴 형의 통합된 단순한 외관 형태를 지향한다

·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보행자 이용에 있어 거부감을 최소화한다

·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의 재질을 지향하며 무광택 소재 사용 및 분체도장 사용을 

권장한다

·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각 부품을 모듈화로 제작하여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불법 전단지 부착 방지 도료 및 녹 방지 도료를 사용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한다

· 지주와 접하는 바닥면은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재단한다

· 지리안내도의 면적이 지나치게 넓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인지 약자를 위해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외국인을 배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 지역의 주요 시설물, 주변 지도, 생활권역별 교통안내 및 보행권을 안내하여 방문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내 정보 외에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을 배제하여 이용자에게 혼돈이 오지 

않도록 한다

· 상단에는 공공시설 명, 하단에는 그 밖의 상업시설 명을 표기하여 위계를 구분하고 

정보 습득이 용이하도록 한다

·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명확하게 표기한다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목적에 맞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 현 위치 명은 마을 명 및 버스정류장 명을 위주로 활용하되, 관공서, 랜드마크 건물 

등이 위치하는 경우 이를 현 위치 명으로 사용한다

· 표지판 본체와 안내표지의 색채가 조화되도록 한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저채도의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을 

한다

· 모든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600mm 이하로는 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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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와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높이와 크기를 결정한다

· 다른 지주 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필요 가로 시설물은 인접한 공공건축물, 공개공지, 완충 녹지, 옹벽 등과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자 안내표지와 보행자 방향표지는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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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 안내사인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혼란스러운 정보 전달 표기를 피하며 사용자 중심의 장애 없는 

디자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안내사인을 노면에 표시할 시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워지지 않는 재질 및 소재를 

사용하여 유지 및 관리를 계획한다

·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전달을 위해 보행의 안전과 안내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보도의 폭이 넓고 관광객이 많은 곳일 경우 외래어 혹은 픽토그램을 설치한다

· 목적지로 가기 위해 찾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여 장소까지의 접근성을 확보 및 장소의 

활용성을 증대시킨다

· 보행공간으로써의 매력 있고 보행중심의 안내 사인체계 개발을 통해 특색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 및 계획한다

· 바닥 안내사인을 설치할 시 방문자의 이동량과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장소 활성화를 위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방문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며 

편안하게 장소 내외부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① 패턴 및 마감재

·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 부드러우면서 재질감, 광택, 따뜻함과 차가움 등을 

나타내도록 설치한다

· 패턴의 경우 일정한 형태 및 양식을 반복하여 넣음으로써 공간의 성격과 영역을 

나타내도록 설치한다

② 색채

· 색은 조화와 통일, 분리, 강조 등의 시각적 효과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 접근로 바닥의 경우 벽의 색채나 빛의 명도와 채도가 크게 차이 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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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통로 안내사인

·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천장형 안내표지의 경우 동일 공간 내에서는 동일한 높이로 

안내표지를 설치한다

· 이동통로의 안내표지의 경우 보행 유효 공간 중앙에 배치하여 인지성 및 시인성을 

계획한다

· 지하공간의 통로 길이가 40m 이상인 경우, 40m를 최대 간격으로 하여 등 배분하여 

설치한다(예를 들어 통로의 길이가 60m인 경우 30m 간격으로 양 끝단 및 가운데에 3

개의 안내표지 설치)

· 난색 계열과 한색 계열을 혼합하여 사용하며 명도의 차이를 두어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글자의 경우 가로와 세로 크기가 동일한 것보다 세로 100%, 가로 90% 내외로 

설치한다

· 글자의 문단이나 행의 적절한 여백으로 이용자들이 읽기 쉽게 설치한다

· 표기 내용의 경우 6m 이상의 거리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계획하며, 거리에 따른 문자 

혹은 기호의 크기를 변경한다

① 안내 사인

· 지도 및 배치 안내와 같이 시설을 안내하는 정보로 공간구조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사인을 계획한다

· 이용자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지도 안내를 계획한다

·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하며 동시에 현재 지점의 위치를 안내한다

② 유도 사인

· 방향의 안내 기능과 행선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선적인 정보 전달을 계획한다

· 지하공간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픽토그램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 서체를 

같이 적용하여 이용자가 행선지를 정확하게 향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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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제 사인

· 간결한 픽토그램 디자인으로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저분한 디자인을 피하고 지하공간의 통일된 디자인을 사용하여 부착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위치 사인

·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의 특정 장소 등의 위치를 안내할 때 설치한다

· 명칭뿐 아니라 픽토그램 혹은 숫자를 이용해 이용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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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건물 번호 안내

형태

표기요소

재료 및 색채

설치

· 일반적인 건물 색상을 고려하여 무채색을 바탕색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시야각을 고려하여 높이를 선정하고 건물 벽면에 설치한다

· 단일 동 내에서는 건물 번호판 형태를 일관성 있게 디자인한다

· 상징물이나 특징 등을 복잡하고 조잡하게 적용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 특성화 건물이나 문화재는 특성을 부여하고 차별화 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 외관의 규격 및 기타 사항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 규칙」을 참고하여 따른다

· 건물 번호판에 표기되는 내용은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시각 경계선 

등으로 한다

· 규정된 건물번호 안내체계를 사용한다

· 규정 이외의 서체 사용 시 지나치게 장식적인 서체는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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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공원 안내

형태 및 구조

표기요소

재료 및 색채

설치

· 통합된 단순한 외관 형태를 지향한다

·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보행자 이용에 있어 거부감을 최소화한다

· 사용자의 눈높이와 시각적 개방감을 위하여 공원 내 표지판 크기는 1,2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의 재질을 지양하며 무광택 소재 사용 및 분체도장 사용을 

권장한다

· 공원시설 안내도는 공원, 명칭, 역사나 환경 등의 교육용 정보를 주로 표기하고 시설 

명칭, 상세정보, 전화번호, 주소들은 보조로 표기한다

· 공원의 시설물이나 현 위치, 출구 등을 표기한다

· 주요 정보는 지면에서 600mm 이하로는 표기하지 않는다

· 공원시설 내에 주의 또는 이용할 시 고려 사항을 안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유도한다

· 본문의 자간과 행간은 가독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 픽토그램 사용으로 효율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한다

· 보조색 및 강조색을 사용하여 특성을 살리는 것을 권장하며 전체 입면적의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재질 본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바탕색은 공원과 유사한 색상을 사용한다

· 3~5가지 이내의 최소 색상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저채도의 색상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 기본 색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뒷면이 노출될 경우, 양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 풍압, 외부의 물리적 압력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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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5-2-4. 관광안내(안내도 포함)

형태 및 구조

표기요소

설치

· 설치 및 이동에 대비하여 각 부품을 모듈로 제작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장애인 및 노약자를 배려하는 점자판, 음성 안내 장치 등의 안내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의 재질을 지양하며 무광택 소재 사용 및 분체도장 사용을 

권장한다

·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공공정보 및 관광정보의 픽토그램과 시설 명은 전체 중앙정렬하여 병기하여야 한다

· 안내도의 픽토그램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사인 픽토그램과 동일하게 표기하여 

연계성을 확보한다

· 해당 관광지나 관광시설 등 지도에 표기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적절한 느낌과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일러스트를 사용한다

· 바탕색과 문자, 기호 등은 서로 색상대비를 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인다

· 표지판의 크기, 색상, 가시거리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며, 제목 글자의 경우 적정 

가시거리(10~ 20m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 3~5가지 색상 이내 최소 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무채색을 기본으로 강조색은 전체 보드의 입면적의 25%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기본 색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지나친 색상 남용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한다가시거리(10~ 20m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 관광 안내도는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설치 면이 경사지거나, 고르지 않을 경우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시각과 

동선을 고려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행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행 유도표지의 경우 분기점 사이가 멀 경우 가시거리를 고려하여 70~200m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보도블록 안쪽 끝선에서 100~200mm 이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 등 부속물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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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화거리 안내

· 지역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정체성 있는 특화가로에 문화 및 예술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안내 유도를 통해 장소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문상점가 위주의 안내표지뿐 아니라 청년몰을 설치하여 청년들을 위한 특화거리를 

구성하여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성화하여 문화 창출을 계획한다

· 화려한 색채를 피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활용하여 정온한 특화가로 조성을 구획한다

·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위해 바닥에 픽토그램을 설치하여 활동 유도를 계획한다

·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 유도 계획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 특화거리의 특성상 주차공간이 작아 입구에서부터 주차장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 

유도를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특화거리의 문화적 요소를 담은 흥미 유발 디자인을 계획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이끌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화거리만의 상징이 담긴 스티커를 제작하여 바닥 부착 또는 안내 사인을 계획한다

· 특화거리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조형물을 계획하여 시각적으로 흥미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특화거리만의 입구를 개설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주요 거리의 방향을 표시하는 

안내표지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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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픽토그램

· 안내 및 유도표지는 인지하기 쉬운 문자 또는 기호 그림 등으로 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하의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둥과 기둥 사이 벽면에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명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문자와 점자는 픽토그램 위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 픽토그램을 포함한 안내판은 눈부심이 없도록 계획한다

· 규정된 픽토그램이 없을 시 새로운 픽토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단, 충분한 이해 및 

전달이되는지 사용자 검토 후 사용한다)

· 픽토그램의 필드 높이는 최소 150mm 이어야 한다

· 픽토그램 크기를 확대 및 축소할 시 비율이 같아야 하며 내부 형태가 변형되어서는 

안된다

· 픽토그램 설치 시 원칙적으로 국제 접근성 기호(ISA), 국제 표준 기구(ISO 7001, ISO 

7010, ISO 7000)의 국가 표준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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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문화재 안내

형태 및 구조

설치

표기요소

재료 및 색채

· 문화재 안내판은 역사와 전통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하되, 과도한 장식적 

요소는 배제한다

· 단순한 형태의 기본으로 일부분, 문화재의 특징을 반영한 시각적 요소를 계획하되 

과도하게 적용하여 안내시설물 전체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것을 지양한다

·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적 재질 변경은 허용한다

· 사용자의 눈높이와 시각적 개방감을 위하여 공원 내 표지판 크기는 1,2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 안내문은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여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다국어 표기로 인한 안내판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문안은 2개 국어(국/영)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안내문안 분량은 안내판의 크기를 고려하여 작성하되 종합>권역>개발의 위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입체지도 혹은 상징 그림 등을 삽입할 수 있다

· 대상 문화재의 유형, 특성,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한다

· 저명도, 저채도의 드러나지 않는 색상을 활용하여 관람객이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

· 원색 위주의 자극적인 색상을 지양하고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 등의 원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급적 최소화한다

· 2~3가지 색상 이내 최소 색을 사용하여 현란하거나 화려하지 않도록 한다

· 안내판의 기본적인 색상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각각의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 문화재가 인접, 밀집되어 있는 경우 권역 안내판으로 묶어 배치하고 가급적 수량을 

최소화한다

· 장애인, 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결정한다

· 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 등, 부속물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 도로와 표지판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설치되는 장소가 경사면이라도 위쪽 면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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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안내판 종류

종합 안내판

권역 안내판

안내판 분류

해설 안내판

기능성 안내판

개별 안내판

길찾기 안내판

금지 안내판

정보 알림판

공공 사인물

임시 안내판

다수의 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 종합안내판을 설치

유적지 내의 문화재에 통합하여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설치

특별한 이야기 혹은 권역 내에 포함되지 못한 문화재가 
있는 경우 설치

동선을 유도하는 편의시설 혹은 권역을 이어주는 지점에
설치

출입이나 각종 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설치

각종 행사 및 공지사항을 알리는 경우 설치

픽토그램 등 공공안내 사인물

공사 중 혹은 특별 행사를 위한 임시 안내판 설치

2) 수량

3) 크기

· 해설 안내판은 종합, 권역, 개별 안내판으로 구분되며 1개 이상 반드시 설치한다

· 권역 안내판은 유적 내의 공간 및 건축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임시 안내판 및 금지 안내판 등은 필요에 따른 수량을 설치한다

· 문화재 안내판의 기본적인 종류로는 해설 안내판 및 기능성 안내판으로 구분한다

· 종합 안내판의 경우 규모가 크고, 건축물 혹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최소의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며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 공간은 안내판을 지양한다

· 권역별로 통합할 수 있는 공간은 안내판의 수량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의 편의와 필요에 따른 적정의 안내판 수량을 결정한다

· 휴먼스케일에 맞는 안내판을 계획하며 다양한 이용자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크기로 

설치한다

· 건축물 또는 문화재의 크기를 고려한 안내판 사이즈를 계획한다

· 문화재를 가리거나 위압감을 주는 지나치게 웅장한 안내판 설치는 지양한다

· 문화재와 어울리는 크기와 형태를 적용하되 문화재의 격에 맞는 미적인 부분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안내판을 계획할 시 권역의 문화재, 건축물의 전통문양, 무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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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색상 및 재질

6) 설치위치

7) 안내 문안 작성

· 계절 분석을 통한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색상을 적용하여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한다

· 화려한 색상, 무늬 등을 피하며 이용자의 눈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낮은 명도와 채도를 사용하여 눈의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안내판의 디자인 통일을 위해 기본적인 색상을 동일 시 하며 문화재 또는 건축물에 

따른 픽토그램 등의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의가 필요한 안내판에는 원색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최소화하여 경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한다

· 문화재 또는 건축물에 어울리는 서체, 색채를 사용하여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문화재의 관람과 경관에 어울리는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며 반사성이 강한 스틸 위주의 재질을 지양한다

· 인공소재의 경우 친환경 소재와 가까운 느낌으로 표면을 계획한다

· 안내판은 동일 시 하되, 다른 기능을 가진 안내판의 경우 재질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문화재, 건축물 등을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및 동선을 파악 후 설치한다

· 건물의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공간에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안내판의 경우 외국어 병기는 영어 표기로만 한정하며 기타 언어의 경우 안내 책자 

등에 나타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외국인 입장에서의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 중심으로만 안내판에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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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장애인 안내

형태 및 구조

표기요소

재료 및 색채

설치

· 문자, 점자, 자동 음향신호기 등의 조합 설치를 권장한다

· 실제 건물 및 공간의 구성이 복잡하여 촉지도의 간소화가 불가능할 경우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 혹은 단체에 검토를 받아 기능을 보완하도록 계획한다

· 저시력인과 노인, 약자 등이 읽기 쉬운 높이로 설치하며 시인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진행 방향에서 인지하기 쉽도록 수평으로 표기한다

·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촉감으로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질감을 달리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불필요한 정보 표기나 장식의 사용을 금지한다

· 점자표지 시 한번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최종적으로 점자를 계획 및 설치하기 전 점자를 검토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조색 및 상황에 따라 다른 색깔을 사용하는 경우 선택하여 명도대비는 최소 

35~70%를 권장한다

· 주변 바닥 색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경우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으로부터 1m 내지 

1.2m의 범위 안에서 설치한다

·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 안내표지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2m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1.5m 내로 설치한다

· 비장애인의 눈높이 1.5m 이내와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 1.1m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안내 내용은 1.35m 이상 1.56m 미만으로 계획한다

· 설치 높이에 문제가 있을 시 장애인에게 정보전달이 어려울 수 있음으로 주의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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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각을 활용한 안내

· 저시력인이나 시각장애인은 양각을 인지하여 장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촉각 모형을 활용한 안내

· 촉각 모형을 통해 문화재 등 시각장애인이 볼 수 없는 시설물의 형태나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점자 외 기타 안내

· 필요에 따라 음성안내, 촉지 안내 등을 병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 음성에 의해 방향이나 위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여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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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성 안내 장치

터치 스위치

센서

스피커

발신기 내장 지팡이

·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주출입구 부분 점자 안내, 촉지도식안내판,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곳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내에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장치는 주요 시설과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비상벨 

설비 및 비상경보 등을 계획하여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목적지까지 유도 시 정보량이 매우 적어 유도를 보조하는 음성 장치를 설치한다

· 지팡이식 시스템을 설치하여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방향을 안내하도록 

계획한다

· 특수 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 시설의 명칭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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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색약이상자 안내표시

· 배색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의 원색을 지향한다

· 색약이상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적, 녹색의 배색을 지양한다

· 색의 판별이 어려운 조합은 색약이상자를 위해 가급적 사용을 지양한다

· 색약이상자를 위해 조명에 의한 그림자, 표면난반사, 글자의 배경색의 균일함, 질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색상없이도 쉽게 구별가능한 기호 또는 다른 굵기의 선, 패턴 등을 사용한다

· 색약이상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및 유도 메뉴얼」을 참고한다

강조색

C:0 M:75 Y:90 K:0

C:0 M:55 Y:35 K:0

C:75 M:0 Y:65 K:0

C:30 M:95 Y:0 K:0

C:55 M:0 Y:0 K:0C:100 M:45 Y:0 K:0

C:55 M:90 Y:100 K:0

C:0 M:0 Y:100 K:0

C:0 M:45 Y:100 K:0

바탕색

C:0 M:25 Y:15 K:0

C:45 M:0 Y:45 K:0

C:25 M:0 Y:80 K:0

C:4 M:0 Y:58 K:0

C:0 M:25 Y:45 K:0C:30 M:0 Y:0 K:0

C:57 M:3 Y:51 K:0

C:0 M:0 Y:40 K:0

C:25 M:30 Y:0 K:0

대체색:도장용만

C:0 M:0 Y:0 K:0 C:15 M:10 Y:10 K:0

무채색

C:18 M:10 Y:0 K:55 C:50 M:50 Y:50 K:100

사인·그래프 등 작은 면적을 눈에 띄게 하는 고채도 색상

안내도·지도 등 넓은 면적에 사용하는 저/중채도의 색상

명도의 차이만을 가지는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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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영상매체

전광판

필수 가이드라인

도로

교통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공공의 정보를 디지털영상기기를 통해 전달하는 매체

· 상업광고 비중의 최소화를 권장한다

·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야간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 현재 교통상황, 주의 구간 알람, 소요시간, 교통 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정보를 주요소로 표기한다

· 제공하는 정보량에 비례하는 적절한 크기로 디자인한다

· 독립 지주형 표지 설치는 금지하며 설치와 결합을 미려하게 마감한다

·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과 통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 시인성과 가독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크기 및 형태를 최적화한다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표시는 지양하며 운행노선과 도착시간에 대한 

정보만을 표시한다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한다

· 일관성 있는 이미지로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여 시각적 안정성을 높인다

· 야간 운전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 제공하는 정보량에 비례하는 적절한 크기로 디자인한다

· 별도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버스 전광판, 교통 전광판 등에 포함 시킨다

· 차량 신호체계에 사용되는 색채는 지양한다

· 전달이 빠른 시각언어로 표현한다

· 평균 지수-기준 지수 비교 등 환경 관련 정보는 보조 요소로 표기한다

·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표출되는 용어로 표기한다

·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등의 표기를 지양한다

· 도로 이용자의 주의를 끌도록 뚜렷하여야 한다

· 도로 이용자가 행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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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영상정보관련 환경정보표지(전광판)

형태 및 구조

시설물 배치

5-3-2. 도로교통표지(전광판)

형태 및 구조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대기환경기준 설정 항목의 오염농도 순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환경기준치와 오염도를 비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적인 농도를 파악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유출 상태, 장거리 이동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대기오염 자동측정소와 인접하고 이동인구가 많은 도심 도로변이나 주요 교차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야간 운전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 도로 관리상, 도로 구조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선정한다

· 현재 교통상황, 주의 구간 알람, 소요시간, 교통 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정보를 주요소로 표기한다

· 제공하는 정보량에 비례하는 적절한 크기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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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디지털 영상매체

설치

재료 및 색채

· 디지털 영상매체의 경우 녹지공간, 주거공간, 문화재 지역의 설치를 지양한다

· 크기 및 휘도를 고려한 영상매체를 계획하며, 타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고휘도를 사용한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를 금지한다

· 심야에는 조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여 보행 및 주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잦은 점멸을 지양하며 용도 지역별로 휘도를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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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공사용 임시시설물

공통적용

필수 가이드라인

공사차량 및 근로자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

· 공사장 출입구의 정보 표기는 좌측에 수성구청 C.I, B.I, 중앙에 건설 

공사명, 우측에 발주자, 시공자 정보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공사장 안내판은 출입구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며 건설공사 표지 설치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를 따른다

· 건설업자는 건설 공사의 현장에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사, 공사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안내판에는 공사 건축 허가 표지판, 도로점용 허가증, 공사 관련 증빙서류, 

조감도, 비산 먼지 발생 신고서 등 공사 관련 기본 정보를 표기한다

· 서체는 가독성 및 인지성을 고려하여 사용한다(예: 고딕 계열 서체)

· 배경색·서체의 색상은 주변 도로경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본 매뉴얼에 수록된 그래픽을 현장여건에 맞도록 선택 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부분은 디자인에 관한 사항으로, 가림벽 설치 

높이, 재질 등 설치 기준은 발주청 및 구청과 협의한다

· 디자인 시안을 작성, 설치하기 위해서는 발주청 및 구청 등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높이 6m 이상의 가림벽에 적용 시에는 그래픽을 정비례로 확대하여 현장 

높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 그래픽 적용 시 현장의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 차폐 요소 등을 고려한다

· 설치면 모두 디자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면 중 주요 도로변, 차량 및 

보행인이 많은 곳에 우선하여 교통 표지판과 유사한 색채와 안전 방재 

관련 색채 적용을 지양한다

· 상업적 성격의 광고 및 브랜드명 표기를 금지한다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

1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상업성 광고는 표시할 수 없다

· 추후 가설울타리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기획 예산과, 현재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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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공사장 출입구

형태 및 구조

시설물 배치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5-4-2. 공사 안내판

형태 및 구조

· 출입문의 유효 폭은 차량의 회전 범위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둘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가설 출입문 위에 횡가재, 호차, 레일 등을 다는 경우 통행하는 차량 적재를 생각하여 

높이를 결정한다

·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인 경우 일반적으로 레미콘 트럭의 높이로 유효 높이를 정한다

· 일반적으로 유효 높이는 4m, 트럭으로 철골을 반입하여야 할 시 5m로 계획한다

· 앞으로 설치할 가설도로에서 차량을 탄 채 들어갈 수 있도록 방호구대 등과의 관계나 

장차 출입할 차량의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 가로수, 전화박스 등이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알맞은 위치가 없을 때 도로상의 설치물을 이동시키는 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공사 안내판 형태는 되도록 세로형으로 적용한다

· 공사 안내판의 위치는 출입문의 우측으로 설치하고, 불가피할 경우 좌측에 설치한다

· 출입문으로부터 공사 안내판 설치는 최소 0.75m에서 최대 1m 이내로 설치한다

· 건축 공사장은 건축 공사명을 표기하여야 하며 건설 공사 표지판 등 기본 정보를 

표기한다

·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기내용은 변경되며 가림막의 규모 및 높이에 따라 안내판의 

크기를 조율할 수 있다

· 공사 안내판 서체는 수성 전용서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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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안내판 설치기준

○○ 신축공사 현장

간격 1m 이내

공 사 안 내

1.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11(시지동)

2. 부지면적 : 688㎡

3. 연면적 : 2,065.91㎡

4. 기간 : 2017.10 ~ 2021.11

5. 총사업비 : 8,077백만원

1. 공사명 :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2. 위치 : 두산동 71-6번지 일원

3.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부지면적 798㎡,연면적 2,290㎡

4. 기간 : 2019.~2022.

5. 배치시설 : 행정복지센터, 예비군동대, 주민자치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6. 총사업비 : 9,897백만원 (부지매입비 2,630, 건축비 7,267)

확장형 기본형

공 사 안 내

1.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11(시지동)

2. 부지면적 : 688㎡

3. 연면적 : 2,065.91㎡

4. 기간 : 2017.10 ~ 2021.11

5. 총사업비 : 8,077백만원

1. 공사명 :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2. 위치 : 두산동 71-6번지 일원

3.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부지면적 798㎡,연면적 2,290㎡

4. 기간 : 2019.~2022.

5. 배치시설 : 행정복지센터, 예비군동대, 주민자치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6. 총사업비 : 9,897백만원 (부지매입비 2,630, 건축비 7,267)

공 사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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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공사장 가림막

색채

디자인 · 대구시 CI와 수성구 CI ·브랜드·슬로건, 건설사 CI, 상징 아이콘을 그래픽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 설치되는 CI와 슬로건, 상징 아이콘은 부분 디자인 그래픽 타입 중 정비례 규격을 

사용한다

· 로고가 세로형일 경우 최소 높이 0.5m 이상, 가로형일 경우 최소 폭 1m 이상으로 

설정한다

· 바탕은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대구색 활용을 권장한다

· 수성구 브랜드는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활용을 권장한다

· 다음의 대구색을 현장 여건에 따라 활용한다

· 한 가지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 시공 시 사전 제작하거나 현장 도장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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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m 이상 도로에는 3m 이상의 가림막 설치를 권장, 기타 미관지구에는 6m 이상 

설치를 권장한다

· 높이 3m 이상의 가림벽에 적용 시 그래픽을 정비례로 확대하여 현장 높이에 맞게 

비율을 조정한다(가림막의 높이가 6m 이상 시 그래픽은 6m 이하로 적용한다)

· 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높이 6m 가림벽을 기본으로 적용한다

· 그래픽 적용 시 현장의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 차폐 요소 등을 고려한다

· 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디자인 시안을 작성, 설치하기 위해서는 발주청 및 

수성구청 등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한다

· 본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수성구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은 

보완한다

· 가림벽 디자인에 사용된 디자인 모듈은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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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규격

▶ 3m 기준 공사장 가림막

공 사 안 내

1.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11(시지동)

2. 부지면적 : 688㎡

3. 연면적 : 2,065.91㎡

4. 기간 : 2017.10 ~ 2021.11

5. 총사업비 : 8,07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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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000 2000 3000 3000

일반적으로 유효 높이는 4m, 

트럭으로 철골을 반입 할 시 5m로 계획

15
00

· 3m 기준 공사장 가림막의 경우 불필요한 형태를 지양하며 가급적 일정한 높이로 

구성한다

· 가림막의 규격에 따라 그래픽의 크기를 조정한다

· 공사장 가림막의 높이는 최소 3m 이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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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1000 3000

18
00

60
00

▶ 세부 규격

▶ 6m 기준 공사장 가림막

1. 공사명 :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2. 위치 : 두산동 71-6번지 일원

3. 규모 : 지하1층/지상4층, 부지면적 798㎡,연면적 2,290㎡

4. 기간 : 2019.~2022.

5. 배치시설 : 행정복지센터, 예비군동대, 주민자치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6. 총사업비 : 9,897백만원 (부지매입비 2,630, 건축비 7,267)

10
00

20
00

3000 3000

공사장 가림막의 로고 규격은
정해진 틀안에서 변경 가능

6m 가림막의 경우 되도록
가로형 공사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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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색채

가림막 색상 모듈

DEC-048 목련은미색 5YR 9/1 DEC-117 회연두 5GY 6/1 DEC-199 밝은회색 N7

Munsell No 7.25GY 7.2/0.5Munsell No 2.06B 7.6/1DEC-165 회청색 5PB 5/1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상업성 광고는 표시할 수 없음

· 대구광역시 환경색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 권역별 기준은 「대구광역시 환경색채계획」의 권역별 색채계획을 참고로 작성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

· 가림벽 색상은 다음의 대구색을 현장 여건에 따라 활용하며 한 가지 색의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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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공 사 안 내

1. 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11(시지동)

2. 부지면적 : 688㎡

3. 연면적 : 2,065.91㎡

4. 기간 : 2017.10 ~ 2021.11

5. 총사업비 : 8,07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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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백 공사안내판 가운데 로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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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설치 대구 표준 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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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I, B.I 적용

※ 대구광역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수성구 영문 브랜드 매뉴얼 적용(공사장 가설울타리)

* 대구광역시 공사장 권장 색채 DEC-199 밝은 회색 

▶ 예시 규격

· 슬로건의 가치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형태나 색상을 변형하여 사용하지 않고, 

규정에 맞게 활용한다

· C.I, B.I, 로고 적용 시 높이는 1.5m 이상으로 계획하며, 가림막의 높이에 따라 크기 

조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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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순찰 희망장소를 신청해주세요

불법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남을 몰래 찍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3000 3000 2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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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4) 기타 홍보 부착(경찰서)

· 차량 통행이 많은 장소, 위험한 길 주변에 경찰서 홍보 디자인을 부착하여 범죄율을 

감소한다

· 교통질서 확립을 높여 보행자들의 통행의 안전을 확보한다

· 장기적이고 예방적인 홍보 디자인을 통하여 친근한 경찰 이미지를 조성한다

· 홍보 부착의 경우 스케일의 변경이 가능하며 수성구의 로고 중심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홍보 부착물의 높이는 로고와 같게 설치한다

홍보 부착 높이 동일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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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 세부 규격

40각 프레임설치

보행자안전통로

300M 앞 대구여자고등학교 20M 앞 수성구청

바닥면

▶ 안전통로 내 방향표시

5) 보행자 안전통로

3000 3000

80
0

30
00

보행자안전통로

· 천막을 설치하여 보행자들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최소 2m 이상의 보행 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한다

·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속된 띠를 통로에 설치하여 안내를 유도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혹은 보행거리 20m 마다 방향 표시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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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공미술

공통

도시 전체나 일부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조형물이나 미디어, 담장, 도시

구조물의 벽에 설치

필수 가이드라인

· 설치 목적과 장소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조성하되,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성과 환경성을 두루 갖추도록 

계획한다

· 직접적인 지자체의 홍보 또는 캠페인 문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 상업적 내용의 표현과 디자인을 금지한다

·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심의를 거친다

- 대구광역시 경관 심의, 공공디자인 심의 미술장식품 기준 미만에 대하여 수성구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대상에 대한 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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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5-5-1. 환경·상징조형물

형태 및 구조

5-5-2. 벽화, 슈퍼그래픽

형태 및 구조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 작품을 선정할 때에는 기존 작품의 모방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작품의 경우 역사적 고증을 거쳐야 하며 설치 장소가 상징적 

공간인지에 대한 여부도 전문과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하게 검토한다

· 바라만 보고 접근을 막는 조형물을 지양하고, 경관의 일부로 체험할 수 있는 조형물을 

권장한다

· 재료를 결정할 때에는 장기적 하중에 의한 재료의 파손, 장기간에 걸친 빗물 침투에 

의한 재료 손상, 계절별 온도 변화에 의한 구조물 파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조형물은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가급적 재료 자체의 재질을 그대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먼지, 빗물 등에 상시 노출되어 탈색, 변색, 오염 등에 의한 원형 훼손이 불가피하므로 

최초 계획 시 재료 선택과 유지·관리, 교체에 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의 소속감과 주인의식이 요구되므로 계획 및 설치 

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한다

· 원형 훼손으로 인한 시각적 공해, 잦은 교체의 불편함,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없도록 

석재, 목재, 흙, 시멘트, 철, 동, 타일 벽돌 등의 재료를 사용한다



187

5-5-3. 미디어아트

각부 상세계획 · 공원, 도로, 녹지대 등 자치구가 관리하는 선에서 설치되는 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은 설치 가능하다

· 공공미술을 설치할 시 연간 관리 계획 수립과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시 점검을 계획한다

·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공미술 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공공미술 작품의 

소재와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시민참여를 계획한다

· 지역 브랜드화를 위해 도시경관을 미적으로 변화시켜 관광객 증가를 계획한다





06. 가로시설물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구조물

6-1.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주차관련시설물, 교통량 감지기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가드레일, 장애인 전용 유도블록, 가로등,
보안등, 보행유도등, 안전유도등, 배수구 덮개

가이드라인 분류

적용대상 세부공간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가로판매대, 무인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맨홀, 분전함·배전함, 가로등·보안등 제어함, 제설함 등 방재시설,
방범용 감시카메라

6-2. 보행안전
       시설물

6-3. 편의시설물

6-4. 공급시설물

6-5.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대, 가로화분대, 가로녹지대

6-6. 안내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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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중교통시설물

필수 가이드라인

대중교통

승차대

대중교통, 도로, 교량 등 차로를 중심으로 한 이동, 통행 시설물 대상

6. 가로시설물

· 슬림한 디자인으로 도로점유율을 감소시키고 시각적 개방감을 제공한다

· 벽체와 지붕은 일체형으로 디자인하고 조명, 안내 사인 등의 기능 시설은 

부피감을 축소시킨다

· 운전자와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후가공 과정을 거쳐 

반사율을 낮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교통약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나 시설물을 디자인한다

· 보도의 폭이 협소한 경우 최소한의 기능만을 포함한 간결하고 슬림한 

유형을 적용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운전자와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한다

· 기초 시공 시 기초판과 앵커볼트가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 여러 유형의 보도를 고려하여 어디서든지 적용 가능한 가변성 있는 

형태이어야 하며 상호 소통성을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버스 승객 대기존 안에 버스 승차대, 벤치, 버스 안내 표지판, 인포메이션 

시스템, 휴지통 등을 통합해서 디자인하며 통일감을 주고 광고면은 전체 

면적의 1/4를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설치되는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설치되는 점을 고려,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C.I 로고나 컬러는 지양하며 부분적으로 

전형 요소를 도입한다

· 재질은 스틸, 알루미늄, 불소수지 도장으로 하며, 태양광선의 차단과 

개방성 확보를 위해 반투명한 소재로 강도 높은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 시내, 좌석, 공항, 도시형 등이 집약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 버스 승차대의 

설치와 체계적인 정보 안내 방안이 모색되어 질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이용이 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치게 자극적인 디자인은 지양하며 기능성과 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 시설물 설치 후에도 철저한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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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자전거

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교통량

감지기

· 거치가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설계하되,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설치 장소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지점, 공공건축물 주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자전거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노상 주차장, 부설 주차장의 일부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 수성구의 도안 및 문구의 반복 표기를 지양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후가공 과정을 거쳐 

반사율을 낮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쉬운 구조와 내구성 있는 재질로 계획한다

· 수량이 많고 넓은 공간에는 비, 햇볕,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자전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붕 등의 시설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간이 

협소하거나 공원처럼 임시적 이용이 많은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 설치 대상 공간의 경관과 어울리는 형태, 색채로 설계한다

· 이용이 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치게 자극적인 디자인은 지양하며 기능성과 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에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 권장 높이 0.8~1m, 지름 0.1~0.2m, 설치 간격 1.5m

· 안전을 위하여 경계석의 턱 낮춤 구간에서는 낮은 볼라드 설치를 금지한다

·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재료를 선택한다

· 보행약자의 충돌을 고려하여 상부 면으로부터 2/3 이상을 충격 흡수가 

가능한 탄성 소재로 마감하고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마무리한다

· 볼라드 하부에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후가공 과정을 거쳐 반사율을 낮추고 적용 면적을 최소화한다

· 점자블록 위 볼라드 설치를 금지한다

· 투수성 포장을 권장하며 불투수 포장재료 사용 시 녹지대를 도입하여 

투수면적을 확보한다

· 진출입로 구간의 차량 회전반경과 시야를 확보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한다

·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한다

· 도로에 종·횡구배가 없어야 하며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설치 지점의 전·후방에 차량의 지·정체 유발 시설이 없어야 한다

· 제어기 설치 및 점검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통합시설물로 

설치하여 어지러운 가로경관을 조성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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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대중교통 승차대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가로경관의 특징을 고려하여 규모나 형태가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조형성 중심이 아닌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파손 시 부분 교체가 용이하도록 모듈시스템을 적용한다

· 운전자와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간결하게 디자인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도 폭이 좁을 경우 간결하고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요철 및 볼트의 노출은 지양하며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마감 

색채를 적용한다

·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의 물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 유리와 같은 개방감 있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고 지붕 적용 시 자외선 차단 및 지붕 

오염에 대한 처리 방안을 수립한다

· 주변 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색채 적용을 권장하며 원색이나 고명도, 고채도의 

자극적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인접한 시설물과의 통일성을 고려한 통합적 색채계획을 적용한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한다

· 쉘터 설치 구역 내 교통관련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야간 이용자의 안전과 파손 행위 방지를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한다

· 버스 정보 시스템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의거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선형 점자블록 위에 버스정류장 설치 시 정류장이 보행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이격 

설치한다

· 보도 폭에 따라 시설물의 크기가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노약자나 장기간 대기하는 승객들을 위한 벤치 설치를 고려한다

·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명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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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자전거 보관대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볼라드, 펜스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건축물이나 구조물 하부 공간의 활용 등 주변 

공간 요소와의 통합 디자인을 권장한다

·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이용량에 따라 연속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비가림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것을 권장하며 다만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비가림 시설의 크기를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료로 시각적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보관 및 회수 시 시설의 손상을 막도록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한다

· 도난방지를 위하여 기물 파괴 행위 및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계획한다

· 재료 자체의 색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도색 시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의 도색은 지양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한다

· 이용량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여유 부지를 감안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보도 또는 육교, 교량 등 구조물 하부, 공지 등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도난방지를 위하여 수목이나 시설물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고 자연적 

감시가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가로등, 보행등)등을 활용한다

· 보도 상에 설치할 시 차도 측에 설치하여 방호 울타리나 볼라드 기능을 겸하도록 하며 

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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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교통량 감지기

· 교통량 감지기는 가로등 통합시설물과 통합 설치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한다

· 유지·관리 측면에서 장비의 작동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6-1-3. 볼라드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 매립 이동식, 상하 이동식 등 보도 이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구조를 

권장한다

· 주변 가로등 및 지주시설물과 연속적 느낌을 갖도록 통합된 디자인을 계획한다

· 야간 이용자를 고려한 조명 적용 등 기능적 디자인을 권장한다

· 광고물,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하지 않도록 한다

시설물 설치

·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를 금지한다

· 볼라드의 상부 탄성소재부와 하부 기둥부는 동일한 색채로 마감을 권장한다

· 약시자를 고려하여 보도블록과 구분이 용이한 색채를 적용한다

· 경사면에도 수직으로 설치하고 일렬 배치의 경우 시공선을 설정하여 중심을 일치시킨다

· 바닥과의 접합부위는 정교하게 마감하고 접합부위가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볼라드와 접하는 바닥재는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재단한다

· 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간격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196

가이드라인

6-1-5. 주차관련 시설물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부설 주차장은 보행 방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건물과 조화를 위해 크기를 최적화한다

· 부설 주차장의 지주형 표지판의 높이는 2m가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야간 식별을 높이기 위해 부분적 야광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건물에 부착되는 표지는 건물 색상과 유사한 질감 및 색상 사용을 권장한다

·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으로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주차 요금소가 설치된 경우 통합하여 설치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주차요금 안내표지 설치 시 주차안내표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 마감 부위가 미려하며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한다

· 보행자의 통행과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건물 안에 설치된 주차장은 건물의 벽면이나 입구 상단에 배치하여 보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 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의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위협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행도로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차량 접근로와 보행통로는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차량 주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동선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차량 유도용 표지를 적용한다

· 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 볼트 등 부속물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 지주와 접하는 바닥면은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재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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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계지침 목록

기본원칙

디자인 요소

외부요소

1) 도로이정표

2) 폴사인

3) 차량 출입구 사인

4) 캐노피형

주차장에서 각 방향이 어디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인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주행자가 쉽게 찾을 수 있음

진입로 위치와 주차장의 제한 높이를 알려주는 사인물

차량 출입구 사인과 동일하며 캐노피형으로 제작된 사인물

그래픽 요소

5) 주차구역

6) 보행자 동선

7) 주차장 기둥

8) 출구 유도 사인

9) 램프 사인

10) 출입구/계단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색상으로 주차구역을 명확히 표기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바닥 내 그래픽 요소를 표기

기둥에 안내표시를 통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

차량에 가려지지 않는 높이에 위치시켜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물

벽면 내 화살표와 층수를 표기하여 방향을 알려주는 사인물

시인성이 높은 색채를 사용하여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

주차구역

11) 달대 사인

12) 주차구역 시설물

13) 이용 안내판

주차장 내부에서 방향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사인물

교통약자를 배려한 전용 주차구역의 시설물

주차장 이용 시간 및 요금 가능 차량 등을 표기한 시설물

안전시설

14) 소화전 사인

15) CCTV 안내문

픽토그램과 시인성이 높은 색채 사용으로 안전시설 위치를 표기

CCTV 픽토그램을 통해 항시 녹화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

1) 주차장 색채 (문자/기호, 주차구획, 시각물)

2) 서체

3) 다국어표기 (영문표기, 표기방법)

4) 방향표기 (안내사인, 도로이정표, 지면 방향표기)

5) 픽토그램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공공매체 144~148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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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이정표

▶ 도로이정표 디자인

C:100 M:85 Y:0 K:0

C:0 M:0 Y:0 K:0

적용 색채

· 도로이정표는 주차장 심벌, 공영주차장, 주차장 명, 방향 및 잔여거리를 표기한다

· 주차장 명이 길어지더라도 두 줄로 표기하지 않고 한길체 장체를 활용하여 표기를 

권장한다

· 도로 안내표지의 모서리는 둥근 모양으로 처리한다 (바깥쪽 50r/ 안쪽 35r)

· 서체는 한길체를 사용하며 주차장 명이 7자 이상인 경우 한길체 장체를 사용한다
- 한글-장평 100%, 자간 120

- 영어-장평 100% 자간 100

- 숫자-장평 100%, 자간 188

· 잔여거리는 주차장 입구를 기준으로 표기하며 단위는 m로 표기한다

· 세 자리 숫자의 잔여거리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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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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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영
주
차
장

두
산
동

2) 폴사인

▶ 폴사인 디자인

C:0 M:0 Y:0 K:80

C:0 M:0 Y:0 K:88

C:77 M:31 Y:0 K:0

C:0 M:0 Y:0 K:0

적용 색채

공
영
주
차
장

두
산
동

· 폴 사인은 주차장 심벌, 공영주차장, 주차장 명, 입구 방향을 표기한다

· 주차장 방향은 주차장 진입 방향에 따라 사용한다

· 서체는 수성 돋움체를 사용하며, 세로로 표기한다
- 한글-장평 100%, 자간 250 (주차장명 6글자 이상 시 자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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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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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t s.stl 레이저가공
지정색 우레탄 도장
지정그래픽 실사출력 부착

내부 광확산pc led 형광등 삽입

내부 광확산pc led 형광등 삽입

레이저 가공

1.2t s.stl 레이저가공

S.STL 1.2T Frame / 절곡가공
지정색 우레탄 도장
지정그래픽 실사출력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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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출입구 사인

입구 

출구

IN

OUT

제한높이 2.3m

제한높이 2.3m

▶ 세부 규격

▶ 차량출입구 디자인

X
3X

4X X

XX

X
X

3X
X

출구 OUT

입구 IN

· 차량 출구 사인에는 진입금지 방향 표시와 출구 표시를 계획한다

· 차량 입구 사인에는 제한 높이와 입구 표시를 계획한다

· 차량 출입구 너비와 높이에 따라 조절하되 구성요소의 위치를 준수한다

· 서체는 수성 돋움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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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출입구 사인(캐노피형)

공 영 주 차 장 두산동 Dusan-dong Public Parking

공 영 주 차 장 두산동 Dusan-dong Public Parking

▶ 차량출입구(캐노피형) 디자인

▶ 세부규격

10
00

1000800 800800800 400200

60
0

X

0.3X

0.
5X

0.5X

출구 OUT 입구 IN제한높이 2.3m

출구 OUT 입구 IN제한높이 2.3m

· 캐노피형 출입구 사인은 주차장 심벌, 공영주차장, 주차장 명, 수성구 로고를 표기한다

· 차량 입구 사인에는 진입금지 방향 표시와 출구 표시를 계획한다

· 차량 입구 사인에는 제한 높이와 입구 표시를 계획한다

· 차량 출입구 너비와 높이에 따라 조절하되 구성요소의 위치를 준수한다

· 서체는 수성 돋움체를 사용한다

출구 OUT 입구 IN제한높이 2.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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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차구역

경차전용

E.V

일반형 확장형 경형

배려주차장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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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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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3000

26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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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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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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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카스토퍼

160

160 160

160

160 160

카스토퍼카스토퍼

160

카스토퍼 카스토퍼 카스토퍼

160160 160

· 주차구역의 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경형, 전기차, 배려주차장 등은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색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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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표지 예시(안)

6) 보행자 동선

횡단보도 보행로 

보 행 로

보 행 로

보 행 로

▶ 보행자 동선 디자인

·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가 겹치지 않도록 차량, 보행동선을 분리하여 표시한다

· 횡단보도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잘 보이도록 흰색으로 표시한다

· 주차구역 주변에 보행로 표시 시, 주차구역 색과 확실하게 구분되는 다른 색상으로 

표시한다

160300

80
0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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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기둥 디자인

관용

A01
B2

소화기 SOS

A01 A01
민원

A01
B2

7) 주차장 기둥

· 주차구역과 층 정보는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크게 표시한다

· 안내 정보가 차량에 가려지지 않도록 SUV 차량보다 높은 위치에 표시한다

· 주차장 내부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기둥의 안내표지가 인지되도록 한다

· 소화기 기둥의 적색, 비상벨 기둥의 노란색과 유사한 색채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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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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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구유도 사인

출 구

▶ 출구유도사인 디자인

▶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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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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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3

0

1250 2000
350 550 550200 350

Way Out

출 구
Way Out

· 출구 유도사인은 지면으로부터 700mm 이상을 확보한다

· 푸르킨예 현상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좋은 색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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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9) 램프 사인

▶ 램프사인 디자인

천천히
SLOW

· 램프 사인은 지면으로부터 700mm 이상을 확보한다

· 푸르킨예 현상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좋은 색상을 적용한다

· 경사로 시작 지점에 층수와 화살표를 표기한다

· 층의 정보 전달을 위해 내리막길 층별 벽면 색 또는 문자 색을 달리할 수 있다

▶ 세부 규격

천천히
SLOW

800
1000

450

10001500 300 150

천천히
SLOW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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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입구/계단실

- 4m 이상 공간 확보 시

- 3m 미만 공간 확보 시

▶ 출입구/계단실 디자인

출입구
Elevator

출입구
Elevator

· 출입구 벽면을 활용하여 화살표, 픽토그램, 문자를 표기한다

· 주차장 환경에 따라 가독성과 명시성을 고려하여 서체와 크기를 설정하고 이용자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장소 등 위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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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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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그래픽 실사출력 부착

출입구
Elevator

· 벽면 공간이 부족하여 시공이 불가한 곳에는 S.STL 1.2T Frame을 활용하여 출입구를 

설계한다

· 단, 출입구의 명칭과 픽토그램, 화살표 등의 규격은 동일하게 제작한다

· 설치될 장소에 바람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212

가이드라인

진입금지

11) 달대 사인

▶ 달대사인 디자인

- 진행방향 달대사인

- 진입금지 달대사인

- 우회전 금지 달대사인

주차 출구Parking

주차

진입금지No entey

B3Parking

Way Out

주차 Parking No entey

· 달대 사인은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와 문자를 표기한다

· 전용 주차 구역을 안내하는 달대의 경우 해당하는 전용 주차 구역 픽토그램을 

표기한다

· 진입 금지를 안내하는 달대 사인은 진입금지 화살표와 문자를 표기한다

· 직진 통행이 금지되는 경우와 좌/우 회전이 금지되는 경우 화살표의 형태가 다름으로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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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출구Parking Way Out

진입금지No entey

▶ 세부 규격 ※ 예시 규격 : 2200 X 250

X

X2X0.5X0.5X0.5X

0.5X 중앙정렬 0.5X

4X
X

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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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전화 : 053-000-0000 (수성구 복지정책과)

배려 주차구역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임산부가 타고있는 자동차 및 
교통약자(노인, 3세미만 유아 동반)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양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 053-000-0000 (수성구 복지정책과)

12) 주차구역 시설물

· 장애인 및 배려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할 시 상단에 그래픽을 설치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용 주차구역 표지판 설치 시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면과 모서리는 부드러운 재질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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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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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용안내판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이 주차장은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하여 주십시오

주차장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주차시 발생하는 자동차의 파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시설물내에서는 상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주차장 관리 : 수성구청 교통과

이용시간 24시간

주차요금 무료

주차
가능차량

승용차, 소형승합차, 
화물(1.4t 이하)

공영주차장 이용안내

이 주차장은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이용하여 주십시오

주차장 시설물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주차시 발생하는 자동차의 파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차장 시설물내에서는 상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주차장 관리 : 수성구청 교통과

이용시간 24시간

주차요금 5분당 300원

요금할인 80% 할인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50% 할인
경형 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다둥이 3자녀
5.18유공부상자

면제
대한민국 주재 외교공관 및 외교관 자동차

주차
가능차량

승용차, 소형승합차, 
화물(1.4t 이하)

공휴일 무료개방

·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는 주차요금 및 징수에 관한 사항과 주차장 이용 시간, 주차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 밖의 주의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례 조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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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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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규격

S.STL 1.2T Frame / 절곡가공
지정색 우레탄 도장
지정그래픽 실사출력 부착

S.STL 1.2T Frame / 절곡가공
지정색 우레탄 도장

235235 80
550

R20
650

14
5

15
5517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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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화기 사인

- 소화기 + CCTV 촬영중

▶ 소화기 사인 디자인

소화기

A01

- 소화기 + 비상경보기

소화기

A01

비상경보기

27
00

16
00

12
00

· 시인성을 위해 비상경보기 사인 및 CCTV 사인과 같은 타 정보물과 같이 배치하지 

않는다

· 같은 기둥에 배치할 경우 정보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인물의 배치를 고려한다

· 소화전의 사인은 소화기가 있는 모든 면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배치하며, 

지면으로부터 최소 2,100mm 이상의 지점에 있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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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부착형

120

16
0

R20

S.STL 1.2T Frame / 절곡가공
지정색 우레탄 도장
지정그래픽 실사출력 부착

350 2525

400

25
23

23
2

28
0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시설물관리를 위해

CCTV 촬영중입니다.

시설관리 : 053-000-0000

24시간 연속촬영

R20

S.STL 1.2T Frame / 절곡가공
지정색 우레탄 도장
지정그래픽 실사출력 부착

▶기둥 부착형

15) CCTV 안내문

· CCTV 설치 안내문의 규정에 의해 운영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영상 정보처리기기가 

작동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CCTV 안내문의 경우 건물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과 관리 책임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로 기재한다

· 해당 내용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격과 재질을 고려한다



221

6-2. 보행안전시설물

필수 가이드라인

공통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

· 도로 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설계하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배치와 

보행자 충돌 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 수성구청의 각종 도안, 패턴, 관리번호, 교통안전문구 등의 남용을 금한다

·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후가공 과정을 통해 반사율을 낮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색의 사용을 금지하며 저명도, 저채도,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

· 반사 도료 도색, 반사시트 부착 등을 통해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횡단보도의 보행자 대기 구간 내 전체 턱 낮춤 시 자동차의 진입 및 회전 

구간에서 우회전 자동차의 보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통행 시 일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자동차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변(보행자의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고려한다

· 보도펜스의 크기는 높이 1~1.1m, 길이 0.5~2m의 범위에서 디자인하며 

중간의 가로 및 세로 바의 폭은 40m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펜스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 방향은 세로방향으로 하며 

접합부위가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안내계, 쉘터계, 소규모 업체계 등 적극적인 형태적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시설 유형과는 재료 및 색채의 반복적용을 통하여 디자인 

연계화를 모색한다

· 시설 규모의 측면에서는 인체공학에 근거한 치수 단위를 설정하며 기존 

시설의 척도와 입지될 환경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설정한다

· 재료는 알루미늄, 불소수지도장이나 폴리카보네이트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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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유도블록

가로등,

보안등,

보행

유도등,

공원등

가드레일

· 차도면의 높이가 철도 또는 다른 차도면 보다 높은 도로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철도나 다른 차도에 진입할 위험이 있는 구간에 가드레일 

설치를 권장한다

· 차도 폭이 급격히 좁아진 도로에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에 설치를 권장한다

· 설치 높이의 경우 60cm 이상으로 계획하여 시선 유도 기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차도 경계용 가드레일의 경우 볼트 등과 같은 돌기물, 부재의 연결 등이 

보행자들에게 해를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주의해야 할 위치나 유도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점자블록의 경우 약시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황색을 

사용하나 어려울 경우 주변 바닥재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같은 규격과 재질을 사용하며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한다

· 점형블록은 통행 동선의 결절점, 보도 상황의 변화지점, 입체 횡단시설의 

입구 등에 설치하며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의 혼동 우려가 없도록 통행 

방향 유도가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보행 

동선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전환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계획한다

· 점자블록 재질은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고 보행성,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한국 산업규격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 점자블록 위에 전신주, 이동 광고시설 등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며 위험한 

지역이나 장애물을 피하며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험한 

장소의 30cm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일반 가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다한 표현주의적 형태와 색채, 자연물 

형상이나 수성구의 상징물을 활용한 디자인을 금지한다

· 기타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장식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그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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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며 형태와 색채의 

적용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LED와 같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을 사용한다

· 조명시설은 전방과 주변 시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확보한다

·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 주택가 골목 등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는 등을 설치한다

· 가로등 디자인에 있어 기능성과 안전성을 우선으로 계획한다

· 등 기구에 특정 형상을 직접 모방한 타입이나 복잡한 구조는 배제하여 

예산낭비를 줄인다

· 주변 가로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된 디자인을 지향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등주를 지중에 매입한다

· 고채도의 원색을 지양하고 주위 경관과 조화를 중시한다

· 램프는 나트륨 종류보다는 에너지 효율과 연색성이 좋은 메탈 계열의 

고성능 램프로 설치한다

· 가로등은 25-30m 간격으로 설치하되 등기구의 성능 향상 시 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T자로나 ＋자로 등 넓은 교차로에는 여러 개의 램프가 결합된 통합지주형 

가로등을 설치한다

· 이용자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며, 이용이 편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치게 자극적인 디자인은 지양하며 기능성과 장소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 노후 및 파손 후에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 후에도 

철저한 지속적 사후관리가 필요한다

배수구

덮개

· 보도와 조화로운 재료나 형태의 적용으로 보도패턴의 일부로 어울리게 

계획한다

· 녹지 및 구조물 쪽으로 유수 및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집수시설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자연스러운 기울기로 

연결하도록 계획한다

· 보도에 설치되는 배수구 덮개는 휠체어 및 유모차 바퀴, 어린이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가로등,

보안등,

보행

유도등,

공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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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형태 및 구조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2면형)※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4면형)

·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0.8~1m로 계획하며 지름은 0.1~0.2m로 

하여야 한다

· 말뚝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자동차 진입 방지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말뚝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말뚝의 간격은 1.5m 내외로 설치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한다

· 턱 낮춤 구간과 볼라드 시작점까지의 거리는 1m, 볼라드 설치 간격은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위해 1.5m를 유지한다

· 2면형 설치 시 반사시트 면이 차량과 보행자 진행방향과 일치되게 설치한다

· 경사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수직으로 설치한다

· 일렬 배치할 경우 시공선을 설정하여 볼라드 중심이 일치하게 설치한다

· 지지대 및 앵커볼트 등이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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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펜스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보호구역 형)※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기본·유동 형)

· 가로의 개방감을 형성하기 위해 보도펜스의 형태는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불투명의 면적인 형태보다는 선적인 형태로 차폐를 최소화한다

·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 시가지 이면 도로 등 자동차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고려한다

· 강도와 내부식성,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한다

· 재료의 표면은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무광택 도료로 처리한다

· 강도와 내부식성, 내구성이 높은 재료와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이 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주차장이나 횡단보도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보도펜스 사이를 띄어야 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펜스 설치를 가급적 멀리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이용자의 무단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를 권장한다

· 높낮이 변화가 없도록 하며 경사에 의해 고저차가 생일 경우 상단부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 설치 장소 특성에 따라 기본형과 유동형을 선택 적용한다

· 경사지 설치 시에도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되, 경사도가 높은 곳에서는 지면과 

수직을 유지하고 가로 바는 경사도와 평행을 이룰 수 있게 설치한다

· 앵커볼트가 노출되는 경계석 설치는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경계석에 설치하는 경우 

앵커볼트를 가릴 수 있는 커버 추를 설치한다

· 바닥 고정부는 지하로 매설하고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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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가드레일

형태 및 구조

시설물 설치

· 구조를 선정할 시 성능과 더불어 경제성, 유지 보수, 시공, 시선 유도, 전망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교통 상황, 교통량 예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 가드레일 종류로는 가드 파이프, 박스형 보, 개방형 가드레일 등이 있다

· 가드레일의 시공 및 설치 기준은 「도로 안전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을 참고한다

· 미관보다 차량의 방호 기능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 후 설치한다

· 볼트 등과 같은 돌기물, 부재의 연결 등이 보행자 등에 해를 미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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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장애인 전용 유도블록(점자블록)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 점자블록 설치 시 경계석 차도 측 끝단에서 30cm 이격하여 횡단보도 전체 폭만큼 

설치하며 세로 폭은 60cm (30cm×30cm 규격 블록, 2열)의 폭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음향신호기 버튼 전면 0.3m에 

점형블록 2장을 설치하도록 한다

· 블록의 돌기가 보행자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하여 혼란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점형블록)

·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할 시 가로폭을 대상물 및 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 점형블록의 세로폭의 경우 보도의 넓이를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방향 전환 시 굴절점에 설치하는 경우 선형블록의 3배 폭으로 설치하며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 곳에 설치한다

(선형블록)

·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보도의 방향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앙에 설치한다

· 분기점을 최소화하여 시각장애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 그 세로폭은 60cm로 

계획하며 연속적인 직선보행을 유도할 때는 3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 

설치하며 높이의 경우 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계획한다

·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의 연결부는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 횡단보도 위치 변경 등으로 빗물받이가 턱 낮춤 구간에 있을 경우 이설 조치하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 전용지구나 교통정온화지구 등 점자블록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바닥재의 색상, 

질감 등으로 안전한 보행로로 유도하거나 보도와 차도의 최소한 높이차(2cm)를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통행 방향을 유도하도록 한다

· 점자블록의 경우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계획하며 부득이한 경우 바닥과 대비되는 색상 

사용을 할 수 있다

· 바닥 색상과 대비가 적을 경우 적절한 대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행자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계획하고 보행성과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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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

유지 및 관리

·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의 경우 양단에 반드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도울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의 경우 횡단보도의 폭만큼, 세로폭은 연석과 평행하고 

60cm 폭으로 계획한다

· 보도 폭이 좁을 경우 점형블록만을 60cm 폭으로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자블록을 

30cm 전면에 설치한다

· 보행 동선에서 위험물과 마주치게 되는 방향에는 60cm의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며 보행동선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30cm의 폭으로 점형 및 선형블록으로 

설치한다

· 장애인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토와 점검을 계획한다

· 보도의 확장이나, 횡단보도의 위치 변경 등에 시설 여건이 변할 경우, 적절한 안전시설 

또한 재정비를 계획한다

· 공사 구간에는 임시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계획한다

·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기능으로서 안전시설을 절대적이며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 점자블록의 돌출 면이 마모 등으로 파손된 경우 점자블록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 점형블록의 경우 돌출점의 높이가 0.35cm 이하, 선형블록의 경우 돌출 선의 높이가 

0.3cm 이하이면 시각장애인들의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점자블록을 교체 및 보수한다

· 고무질 소재의 점자블록의 경우 오염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이는 도시미관과 

연결되어 좋지 않은 영향을 주므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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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지대

2) 버스정류장

60cm

승차대표시

방향유도

승차대의 폭

버스정류장
표지판

· 안전지대의 횡단 지점에 턱 낮추기가 된 연석과 같은 가로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안전지대 세로폭이 150cm의 경우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60cm로 양 횡단 방향에 

설치하여 방향 지시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 안전지대의 세로폭이 150cm 미만일 경우, 횡단 바닥의 점형블록을 각각 60cm 폭으로 

설치한다

·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안전지대의 경우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계획하여 세로폭은 60cm 폭으로 양방향에 각각 설치하여 횡단 방향을 지시하며 

시각장애인의 편안한 보행환경을 계획한다

· 버스정류장에는 버스 승차대의 기이만큼 점형블록을 60cm 폭으로 설치한다

·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 선형블록으로 연계하여 버스승차대와 연결한다

· 교통섬의 모서리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승차대의 폭만큼 점형블록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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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가로등, 보안등, 보행유도등, 공원등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가로등의 경우 차량 운전자의 이동속도 및 시야를 고려하여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인지가 쉬운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공공시각매체 등 다른 시설물과 연계한 통합 지주형 가로등으로 설계한다

· 가로등의 지주대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의 깃봉, 접이식 배너 걸이 등을 최소화 

규모로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인물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동일한 구간 내에 보행등과 가로등이 함께 설치될 경우 하나의 등주에 통합하거나 

통일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가로등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도료 등의 기능을 적용한다

· 조명은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하여 LED 램프 사용을 권장한다

· 조명 설계 시 보행로 밖으로 새는 빛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는 조명 연출을 

권장한다

· 강도와 내부식성,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한다

· 재료의 표면은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반광택 또는 무광택 도료로 처리한다

·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저명도, 저채도 사용을 권장한다

· 강도와 내부식성, 내구성이 높은 재료와 친환경적이며 재활용이 되는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도로 여건 및 수면방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 조명은 효율성을 위해 가능한 지면만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한다

· 가급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빛이 닿는 영역은 중첩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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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기본형)

6-2-6. 배수구 덮개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기본형)

· 하중에 의한 파손, 도색 벗겨짐, 재료 변색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 필수적 내용 이외의 표기 요소를 최소화한다

· 홈 규격과 형태를 조절하여 담배꽁초 등 이물질의 유입을 막도록 한다

· 우천 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

· 보행을 고려해 도로·보도의 주변부로 설계한다

·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설치 바닥면과 시각적으로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를 

선택한다

· 보행자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선택 및 표면처리를 계획한다

· 지속적인 외부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 덮개와 받침틀은 수평으로 고정하고 설치 지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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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편의시설물

필수 가이드라인

공통

벤치

파고라

및

스마트

가림막

도심 내 보행자를 위한 휴게 및 편의시설물

· 주변의 지형을 활용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심미성, 개방성을 확보한다

· 수성구 C.I, B.I와 시설물 제작 업체, 각종 도안, 패턴, 문구의 남용을 

금지한다

· 신체와 접촉할 수 있는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가로등, 보행등 등 조명시설이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다

· 원색 등 자극적인 색을 지양하고, 저명도·저채도의 색의 사용을 고려하며 

재질 그대로의 색상을 사용한다

· 조립부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및 관리한다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는 편안함을 가지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 각 시설물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며 과도한 표현은 지양한다

·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 기후에 의한 사용성 저하를 줄이기 위해 앉음판의 소재는 금속재 사용을 

금지한다

· 설치되는 지형이 경사면이라도 벤치의 앉음판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 바닥의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고 기초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마감한다

· 구조 결정 시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체치수 정보를 참고한다

· 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벤치의 경우 일사의 영향으로 벤치 앉음판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일사를 차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긴 휴식에 이용되는 의자는 앉음판의 

높이가 낮고 등받이를 길게 한다

· 휴식 및 커뮤니티의 공간 활용을 고려해 벤치를 함께 설치한다

· 목재 사용 시 방부 및 방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 사용자의 신체가 닿는 부위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분사된 미세 미스트가 증발 시 주위 공기에서 기화열을 빼앗아 국소적으로 

온도 저하를 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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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수대

가로

판매대

무인

키오스크

· 쓰레기 투입 및 수거가 편리하고 수분 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 투척 행위 및 우천 시 오염 방지 등을 위해 투입구를 윗면으로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 투입구의 위치와 높이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체치수 정보를 참고한다

· 내화성 재질을 사용하며 오염이 적고 불법 부착물이 붙지 않도록 표면을 

마감한다

· 형태는 설치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한다

·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버려지는 물의 재사용 방안을 모색한다

· 주변부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다

· 구조 및 크기 결정 시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체치수 정보를 참고하되 

교통약자 등을 고려하여 방향과 높이를 다양화하도록 한다

· 겨울철 결빙을 고려한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여름철 냉각기를 설치하여 시원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버려지는 물의 재사용을 위해 배수구를 통해 모아진 물을 주변 잔디에 

활용하거나 온도 저감에 활용하도록 한다

· 배치 시 설치 장소의 여건에 따라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되, 보행동선 침해 

방지를 우선으로 한다

· 보행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요소들이 판매대에 내장되도록 

설계한다

·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판매대 내부에 상주하는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디자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 구조의 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내부 디자인의 경우 채광과 통풍을 확보하여 상주자를 배려한다

· 허가된 광고물과 홍보물 이외에는 일체의 광고물 부착을 금지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후가공 과정을 거쳐 

반사율을 낮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여름철 온도 상승 저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가판대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일부 충당하도록 한다

· 환경과 조화되며 시각적, 물리적으로 개방적인 형태가 되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디자인의 친밀성이 필요하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후가공 과정을 거쳐 

반사율을 낮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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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

안내소

· 지주대, 캐노피, 파티션으로 된 전화 부스를 계획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여 디자인한다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지면과 단 차이가 없도록 계획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한다

·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유지 및 관리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가로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과 친환경적인 재료의 사용으로 계획한다

·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지역 이미지 및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금지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며 시각적, 물리적으로 개방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

· 이용자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디자인의 친밀성을 필요로 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후가공 과정을 거쳐 

반사율을 낮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교통약자의 이용을 위해 출입구를 충분히 넓게 하고 문턱을 없앤다

· 무인 관광정보 키오스크의 조작부 높이는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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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벤치

형태 및 구조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재료 및 색채

설치

※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등벤치형A)

※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평벤치형A-3인용)

※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
(평벤치형A-1인용)

· 벤치의 앉음판은 우천 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가로변,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벤치는 부피감 최소화를 위해 등받이가 없는 평벤치형을 

권장한다

· 공원에 설치하는 벤치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 등받이가 부착된 형태를 권장한다

· 보도, 공원, 관광지 등 설치 장소의 규모와 특성, 사용자 유형과 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지역 전통문양이나 동·식물 특정 이미지를 직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지양한다

· 앉음판은 목재,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료와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재활용과 합성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합성목재의 부분 사용을 권장한다

· 자연소재 사용 시 도장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색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자연재료의 색채가 강조될 수 있도록 보조색은 무채색 계열을 권장한다

· 원색이나 고채도·고명도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동일한 공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벤치 설치는 지양한다

·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는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안전을 위해 수목이나 시설물로 인한 시야 차단이 없고 자연 감시가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가 확보한 곳에 설치한다

· 걸터앉는 방식의 스탠딩형은 독립형 설치 또는 평벤치형B 1인용과 결합하여 설치 

가능하다(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참고)

· 기존 다인용 벤치의 사용성 저하, COVID-19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인용 

벤치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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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파고라 및 스마트 가림막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파고라의 경우 전통 건축양식의 직관적인 형태 모방을 지양하고, 자연 재료 적용을 

통한 조화를 도모한다

· 파고라의 기둥은 최대한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하여 지면에 닿는 면적을 최소화한다

· 파고라 설계 시 식생녹화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스마트 가림막 설치 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차양의 개폐나 조명시스템이 

운영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스마트 가림막의 차양 개폐시 낙엽 등이 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설계한다

· 스마트 가림막이 바람과 온도에 반응하여 스스로 접고 펴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권장한다

· 횡단보도의 대기시간이 긴 교차로 외 횡단보도의 경우 벤치 기능과 통합한 그늘막 

계획을 권장한다

· 식생녹화는 지붕면을 덮어 자연 그늘을 형성할 수 있는 식물을 사용한다

· 친환경 도로 사용을 권장한다

· 사용자의 신체가 닿는 부위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다

· 구조체의 재질은 내구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금속재를 사용한다

· 구조체의 색채는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저채도·저명도 색채를 권장한다

· 동일한 공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파고라 설치는 지양한다

·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쉘터의 기능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 조립부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대기시간이 길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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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휴지통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바닥 점유 면적 최소화, 휠체어 사용자 배려, 관리상 편의를 위해 벽면 부착형 또는 

지주형의 도입을 검토한다

· 분리수거가 가능한 형태를 권장하며 분리수거 식별 및 인식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 내부 구조는 관리에 용이하도록 독립 탈·부착 구조로 설계한다

· 내부가 노출되는 형태를 지양하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은 테러 방지를 위해 노출 

형태 도입을 검토한다

· 화재 및 외부 충격에 강한 재료를 권장한다

· 내부 구조는 오물로 인한 부식 방지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할 것을 

권장한다

· 오염이 부각되지 않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한다

· 다른 시설물과 통합 설치 시 동일 계열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의 사용은 지양하지만 픽토그램이나 

분리수거 식별을 위한 강조색은 예외이며 범위는 최소화한다

· 도장 시 친환경 도료 사용을 권장한다

· 휴게공간에 설치 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 보도에 설치 시 보행동선과 보도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택하되, 통행 속도가 

느린 장소, 보행자가 머무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쓰레기 발생 예상지역 (횡단보도 주변, 버스 쉘터 주변, 공원, 대규모 이벤트 장소 등) 

검토 후 수거 및 이용량을 고려한 크기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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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음수대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6-3-5. 무인 키오스크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 간결한 형태로 설계하고 청결과 위생을 고려한 물받이의 배수 경사각을 적용한다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고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한다

· 재료 자체의 색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 장소 및 다른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택한다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설치 시 보행동선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설치한다

· 야간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부에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주변 경관과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외국인을 배려한 다국어 표기 및 픽토그램을 활용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내구성이 강한 스틸을 사용하며 내마모성 우수한 재료로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 고광택의 재료를 지양하고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 및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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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가로판매대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야간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잠금장치 설치 시 미관과 도난방지를 함께 

고려한다

· 잠금장치는 중량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루미늄 재질을 적용하고, 차양막은 방수성이 

뛰어난 불투명 아크릴 원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수성구 로고와 각종 도안 및 문구의 반복 표기는 지양한다

·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 전자제품이 외부에 놓이지 않고 판매대와 일체화 되도록 

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전기배선 등은 지중화 한다

· 부식 및 파손을 막기 위해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선택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저명도, 저채도 사용을 권장하며 시설의 특성상 상품 

진열로 많은 색채가 밀집하는 시설이므로 단일 색상 또는 2색 이하 색채를 적용한다

· 도장을 할 경우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 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지에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 가로판매대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와 설치방법을 선택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유효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보도 폭이 4m 이상일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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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공중전화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6-3-7. 정보제공 부스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

· 접근성과 개방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단순한 구조로 디자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정보 전달과 음성 서비스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다국어 표기를 통해 누구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며 표기가 어려운 

장소일 경우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 설치 시 보행동선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설치한다

· 최소한의 높이로 설치하여 소음 및 분진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지역 이미지 혹은 동·식물의 상징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 공중전화의 픽토그램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CTPED 시설물의 통합설치를 권장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상을 사용하며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금지한다

· 개방성을 위해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 공원, 수변공간 등 방문객 또는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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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관광안내소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수성구 관광지 테마 및 특성이 부각되는 디자인을 권장하며 지역을 상징하는 전통문양 

또는 동·식물 등의 특정 이미지의 형태적 모방을 지양한다

· 관광지에 설치할 경우 해당 관광지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의 발굴과 적용을 

권장한다

· 관광정보물의 제공이 용이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관광안내소를 나타내는 픽토그램은 먼 거리에서도 인식이 용이한 크기와 위치로 

배치한다

· 주 출입구는 교통약자 접근을 고려하여 바닥면의 단차가 없이 계획한다

· 우천 시 편의를 고려하여 주 출입구 상부는 캐노피를 설치한다

· 부식 및 파손을 막기 위해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의 경우 파사드 특화를 통해 주·야간 주목성을 높인다

· 벽면의 재질은 개방감이 있는 무색의 투명재질을 권장한다

·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광안내소 주변에 휴게시설물을 설치한다

· 관광지에 설치할 경우 주 진입로에 배치하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무인관광정보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시각,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서비스 및 음성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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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공급시설물

필수 가이드라인

공통

맨홀

분전함

·

배전함

가로등

및

보안등

제어함

제설함 등

방재시설

방범용

감시

카메라

도심 내 도로, 수로, 전기 등의 관리를 제어, 통합하는 시설물

· 광택성 재료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표면을 반광택 및 무광택으로 처리한다

· 수성구 로고와 각종 문구 등의 남용을 금하되 관리번호 등 필수적인 

요소는 시설물 하단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최소화하여 표기한다

·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보도 내 일부로서 가로공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맨홀 덮개의 개폐를 위한 손잡이가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표면의 페인트 도장을 금지한다

· 우수, 오수 구분을 위한 정보나 관리 주체인 지자체와 관련된 관리 정보 

외에는 장식적 개념의 그래픽이나 정보를 삽입하지 않도록 한다

· 가로공간의 개방감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해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를 최소화한다

· 콘크리트 받침대의 설치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받침대의 너비와 폭을 

시설물과 일치시킨다

· 지하로 매립이 가능한 시설물은 매립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재질은 스테인리스를 원칙으로 하며 용융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

· 지주 자립식 또는 등주 자체 부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통행, 검침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일출몰 시간과 원격제어에 의해 점·소등이 가능하며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계획한다

·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하여 위급한 순간에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계획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조명, 안내시설, 비상벨과 함께 설치한다

· 최소 100만 화소 이상의 해상도를 유지하며 야간 감시를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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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맨홀

형태 및 구조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차도용 맨홀의 경우 대형 차량의 무게가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뚜껑의 이탈을 방지한다

· 보도용 맨홀의 경우 보도 포장재의 매입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여 가로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맨홀 덮개 상부에 요철이 있는 패턴 적용을 권장한다

· 맨홀 덮개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방향성이 없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재료와 무관한 표면 도색을 금지한다

· 횡단보도에 설치되는 맨홀의 경우 덮개 개폐 시 방향이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횡단보도 패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징적 맨홀 디자인을 허용한다

· 평면적인 그래픽이 아닌 교통약자의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음양각을 

이용한 디자인 표현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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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가로등 및 보안등 제어함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6-4-2. 분전함·배전함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 동·식물 또는 지역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디자인은 지양한다

· 권역 표시 또는 고유 관리코드 등의 표시 공간을 마련하며 날카롭지 않은 모서리로 

계획한다

· 하부에 콘크리트 기단 벽 적용을 지양한다

· 원색과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으로 깔끔한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 고광택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지양하며 외부 충격에 강한 재료 사용을 계획한다

· 분전함 및 배전함과 같이 동·식물 또는 지역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디자인은 지양한다

·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보다 높은 크기로 설치한다

·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금지한다

· 원색과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으로 깔끔한 

가로경관을 계획한다

· 고광택의 스테인리스 스틸을 지양하며 외부 충격에 강한 재료 사용을 계획한다

설치 · 보행도로의 시설물 구역, 녹지대, 유휴공간 등 보행동선과 겹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한다

· 설치 시 수평·수직으로 계획한다

설치 · 보행도로의 시설물 구역, 녹지대, 유휴공간 등 보행동선과 겹치지 않는 공간에 

설치한다

· 설치 시 수평·수직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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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방범용 감시카메라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6-4-4. 제설함 등 방재시설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

· 제설함 내부의 모래는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간결하고 기능적인 측면으로 디자인한다

· 가로경관과 조화롭지 않은 원색 또는 고채도는 지양한다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최소한의 크기로 설치하여 보행자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우범지역의 CCTV 설치구간은 범죄 예방 및 자연 감시를 위한 인지성 강화를 위하여 

사인물 설치를 권장한다

· 카메라는 사각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는 돔형 카메라는 권장한다

· 가능하면 단독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고광택의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계획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저명도, 저채도 사용을 권장한다

· 방범 CCTV 또는 교통 CCTV 녹화 중임을 표기하는 패널은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한다

· CCTV 설치 시 다른 가로시설물에 의해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

· CCTV는 가급적 꼭 필요한 위치에만 설치하여 설치 목적이 벗어난 곳이 촬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46

가이드라인

6-5. 녹지시설물

필수 가이드라인

가로수

보호대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도심 내 조경 및 녹화관련 시설물 대상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설계하되, 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형태, 재료, 색채는 보도 패턴과 연계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한다

· 파손이 쉬운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수목의 종류에 따라 덮개부의 크기나 내부 지름을 조절하여 설계한다

· 나무뿌리의 성장으로 인해 보호판 조각이 들뜨지 않도록 설계한다

· 수성구 C.I, B.I와 시설물 제작 업체, 각종 도안, 패턴, 문구의 남용을 

금지한다

· 상징적인 형상은 지양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고려한다

· 수성구 C.I, B.I와 시설물 제작 업체, 각종 도안, 패턴, 문구의 남용을 

금지한다

· 동일한 구역 내 설치되는 화분대는 통일성 있는 형태로 설치한다

· 급배수와 식물관리, 먼지 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도의 폭이 3m 이상의 도로일 경우 가로수를 식재한다

·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병렬 심기를 할 수 있지만 단열 심기를 원칙으로 

한다

· 통일적이고 일률적인 가로공간에는 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는 것을 

계획한다

·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구조에 이상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한다

· 식재 설치는 기본적으로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정 및 관리」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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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가로수 보호대

형태 및 구조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재료 및 색채

시설물 설치

· 덮개부에 철재 등 미끄러운 재료 사용 시 표면에 미세한 요철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 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위하여 쉽게 해체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수목 지지대 설치 시 덮개부와 통일성 있는 형태를 지향한다

· 급배수와 가로수 관리, 먼지 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여성의 힐이나 보행약자의 지팡이 등이 끼지 않도록 덮개부의 구멍과 틈을 최소화한다

· 모듈형으로 계획하여 가로수 수종과 크기에 따른 보호대를 선택 적용한다

· 패턴의 크기 및 수량은 물의 원활한 배수를 고려한다

· 특화가로에 설치되는 가로수 보호대의 경우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별도 개발, 

제작, 설치를 권장한다

·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저명도, 저채도,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권장한다

·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한다

· 가로수 지지대는 자연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결속 후 식생 성장에 따라 

제거한다

· 보호대는 보도블록의 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 적용을 권장한다

·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경계석과 높이를 같게 설치하고 외곽부를 보도와 정교하게 

마감한다

· 덮개부 아래에 식물의 보호와 뿌리 호흡을 위한 공간을 확보한다

· 수목과 덮개부의 중앙을 일치시킨다

· 야간의 심미성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지중 매입 방식의 간접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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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가로화분대

형태 및 구조

재료 및 색채

설치

※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저단형)※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기본형)

· 벤치 등 휴게시설물과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크기로 설계한다

· 연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경우 띠녹지의 형태로 조성한다

·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 재료 자체의 색을 그대로 사용하며 도장이 필요한 경우 단일 색채를 사용한다

· 자연친화적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색이나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 사용을 피하고 

저채도의 색채나 자연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볼라드 겸용으로 설치 시 약시자를 고려하여 보도블록과 구분이 용이한 색채를 

적용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광택성 재료나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 목재 사용 시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물성을 반영하도록 한다

· 방음벽 및 옹벽부 하단에는 인공구조물의 시각적 완충기능을 위해 화단을 조성한다

·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독립적인 연출보다 연속적 배치를 권장한다

· 보행 유효 폭을 감안하여 화분대를 설치한다

· 설치 장소의 보행 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내부 토양은 관수나 강우 시 유출 방지를 위해 가로화분대의 최상부보다 낮게 

유지한다

·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속성 배치를 권장한다

· 벤치 등 휴게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 등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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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가로녹지대

형태 및 구조

설치

·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으로 계획한다

· 역사와 문화와 유사하며 향토성을 지닌 수종으로 계획한다

· 가로녹지대의 경우 자연 배수로의 설치를 권장한다

· 자연경관 및 도로 보호와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해 경관을 가리거나, 교통 신호등 각종 

안내판, 교통장애가 있는 곳 등은 심는 것을 지양한다

· 식재 설치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과 가을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 관목의 경우 특성에 따라 경관 조성 및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를 설치한다

·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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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물

6-6. 안내시설물

필수 가이드라인

안내

표지판

지정

벽보판

현수막

게시대

· 일관성 있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정보를 쉽게 제공해야 한다

· 방범시설이나 조명시설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가로의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 조명을 활용하여 보행자에게 야간에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간에 특성에 따라 다른 가로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는 광고물만 허용한다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다

· 주변 및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한다

·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한다

· 크기가 큰 현수막을 건물에 설치함으로써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사용자의 

시인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전봇대나 나무에 매달아서 경관을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 게시대의 설치 간격을 적당하게 유지시켜 불필요한 설치를 하지 않는다

· 사진이나 그림 등의 이미지 사용을 지양한다

· 도로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광고물을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 가로 크기는 40cm 이내, 세로 크기는 55cm 이내로 계획하며 다만 

지정벽보판의 규격에 따라 벽보의 크기의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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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안내표지판

형태 및 구조

유형별 권장가이드라인

재료 및 색채

설치

·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한다

· 목적에 맞는 내용과 픽토그램을 사용하도록 한다

· 문자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나가면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멀리서도 인지할 수 있는 색채를 사용하여 인지성을 높인다

·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시설의 내용에는 문자 및 이미지를 활용한다

·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높은 재질을 사용한다

· 다양한 색상 사용은 지양한다

· 보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공간구조가 복잡하거나 위치 확인이 어려운 곳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이동을 유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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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현수막게시대

시설물 설치

색채 및 소재

표기

· 대(가로 8m, 세로 0.9m) / 중(가로 7m, 세로 0.9m) / 소(가로 6m, 세로 0.7m)

· 기호, 사진, 심벌 색을 제외한 색채는 4색 이하로 사용한다

· 배경색은 사용 시 채도 6이하, 명도 5 이상 색상을 사용한다

· 단, 어두운 배경색 사용 시 명도 6 이상 채도 6 이하 권장)
- 적색류 및 흑색류 사용 금지

· 배경색, 주 광고 내용은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금지한다

· 주 광고 내용의 텍스트에 적색, 테두리 표기를 금지한다

· 포인트 색상은 수성구 CI · BI 등에 적용된 상징색을 사용한다

· 가장자리에서 상측, 하측, 우측 100mm, 좌측 200mm 여백을 적용한다

· 표기내용은 주 광고 내용 / 보조 광고 내용 / CI, BI 순서로 구성한다

· 좌측 200mm에 포인트 색을 배치하여 공공 현수막의 통일성 및 상징성을 갖도록 한다

· 가로 : 1단·2단·3단 중 선택 / 세로 : 1줄 또는 2줄로 가능하다

· 실사 사진 사용은 금지한다

· 주 광고 내용은 간결하여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주 광고 내용과 보조 광고 내용을 분류하여 2줄 표기를 권장한다

· 저단형 게시대(2단)일 경우 표기내용 구성을 통일한다

(예 : 상단 현수막의 표기내용이 가로 2단일 경우 하단 표기내용 구성도 가로 2단으로 

동일 적용)

· 표기되어 있는 그리드를 준수하여 내용 및 그래픽 삽입을 권장한다

·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글자의 크기는 가로 40cm 이내, 세로 45cm 이내로 

구성한다

· 여백을 통해 표시 내용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색, 흑색의 사용을 금지하며 최대한 4색 이하를 사용한다

· 광고 내용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계획하여 광고효과를 증대한다

서체 · 수성구 전용서체를 사용한다

수성 바탕체 수성 돋움체 수성 혜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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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수막 표기내용

주 광고내용 표기
보조광고내용(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등)표기

주 광고내용 표기
보조광고내용(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등)표기

주 광고내용 표기 보조광고내용
(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등)표기

CI,BI

CI,BI

개청일자

▶ 가로1단

▶ 가로2단

▶ 가로3단

▶ 가로3단(응용)

200 5700 / 6700 / 7700

10
0

50
0

10
0

6000 / 7000 / 8000
100

70
0

6000 / 7000 / 8000

70
0

6000 / 7000 / 8000

70
0

200 5020 / 6020 / 7020

10
0

50
0

10
0

100

80

100 580

200 3220 / 4220 / 5220

10
0

50
0

10
0

100100 5801800

주 광고내용 표기 CI,BI행사 BI 및
캐릭터

6000 / 7000 / 8000

70
0

200 4440/ 5220 / 6220

10
0

50
0

10
0

580 100100 580

개청일자

80

개청일자

80보조광고내용(일시, 장소, 주관, 연락처 등)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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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수막 색채

포인트 색상

C:45 M:47 Y:57 K:13 C:68 M:50 Y:55 K:58 C:51 M:24 Y:100 K:4 C:36 M:56 Y:57 K:13 C:61 M:28 Y:29 K:0

C:45 M:47 Y:57 K:13 C:68 M:50 Y:55 K:58 C:51 M:24 Y:100 K:4

바탕 색상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C:3 M:4 Y:8 K: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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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바탕 색상
그림과 사진의 사용은 금지하며 채도 6 이하, 명도 5 이상 사용

포인트 색상
수성구 포인트 색상은 한 가지만 사용

광고 내용
수성구 서체 권장

수성구 로고 표기
정중앙 배치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광고 내용
현수막의 배경색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수성구 로고 표기
현수막의 색상과 조화로운 로고 표기

보조 광고 내용
주 광고 내용보다 눈에 띄지 않도록 색채 계획

바탕 색상
광고내용의 가독성을 올리는 색상 사용

▶ 색채 적용 예시

· 수성구 포인트 색상은 한 가지만 사용하며 광고 내용은 수성 돋움체를 권장한다

· 그림과 사진 사용을 금지하며 채도 6 이하, 명도 5 이상을 사용한다

· 현수막은 간결한 내용으로 표기하며 수성구 로고는 현수막의 디자인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행정 현수막의 설치는 표기내용을 참고하여 디자인하며 복잡하고 과도한 보조 문구의 

사용을 지양한다

· 좌측 200mm 여백에 수성구 현수막 권장 색채 적용을 권장한다

· C.I, B.I 적용 시 포인트 색상은 로고의 색상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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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수성구 CI·BI에 없는 색채 사용 금지 다양한 색상 사용으로 인한 혼란 가중 주 광고 내용의 2가지 이상
테두리 사용 금지

현수막과 조화롭지 않은 로고 사용 지양고채도 색상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주 광고 내용과 동일한 크기 금지
상하 여백 부족

현수막 색채와 조화롭지 않은 색상 사용 금지

200mm 이상의 여백 사용 금지

▶ 미준수 예시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과도한 크기의 수성구 로고 사용 금지

과도한 색채 사용 금지
고채도 색상 사용으로 주변경관 부조화

배경색에 가려져 가독성이 저하되는 보조 광고 내용 금지

· 수성구 CI · BI에 없는 색채 사용 및 다양한 색상 사용으로 인한 혼란 가중을 금지한다

· 주 광고 내용의 2가지 이상 테두리 사용을 금지하며 200mm 이상의 여백 사용을 

금지한다

· 고채도 색상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한다

· 현수막과 조화롭지 않은 로고 사용을 지양한다

· 현수막 색채와 조화롭지 않은 색상 사용을 금지한다



257

2021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로 변경됩니다

3) 현수막 게시대 게시형

2021 수성구 대표축제  슬로건 공모
2021.00.00.(월)~00.00.(금) 전국민 누구나접수기간 공모자격

2021 수성못 페스티벌
장소
일시

수성못 ·들안길·울루루문화광장
2021.00.00(금)~2021.00.00(일)

주최주관 수성구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가로1단 디자인(안)

▶ 가로2단 디자인(안)

▶ 가로3단 디자인(안)

· 현수막 게시대의 현수막 설치는 주변 경관 조화를 위해 6개 이하로 권장한다

· 현수막 설치 시 현수막 내용은 심플한 구성으로 계획하며 경관과 조화로운 깔끔한 

디자인을 계획한다

· 게시형의 경우 구성과 색채, 표기 등은 수성구에서 권장하는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현수막 게시대의 경우 수성구 표준디자인을 참고하여 설치한다

▶ 가로1단 디자인(안) 응용 예시

수성구 관내 도시철도출입구 및 택시승차대는 금역구역입니다.
2022년 1월부터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2021년  10월 1일부터

* 수성구 영문 브랜드 매뉴얼 적용(현수막)

* 광고 내용의 글자 수가 많을 시 적용한다



258

가이드라인

▶ 현수막 게시대 적용 예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합니다

주관

실시

기간

통계청

2021년 06월 14일 ~ 07월 30일

두산동 주민자치센터 핸드드립 회원모집 홈카페(핸드드립) 마스터 자격증반(취미반 가능)

3개월과정

연락처 강사 : 010-2775-3134,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 666-3831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1577-0199 (실시간 상담)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합니다

주관
실시
기간

통계청

2021년 06월 14일 ~ 07월 30일

수성구의 아름다운 공공디자인 환경 조성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2021 수성못 페스티벌
장소
일시

수성못 ·들안길·울루루문화광장
2021.00.00(금)~2021.00.00(일)

주최주관 수성구

2021 수성구 대표축제  슬로건 공모
2021.00.00.(월)~00.00.(금) 전국민 누구나접수기간 공모자격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전화하세요
1577-0199 (실시간 상담)대구시 통합심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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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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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건축 부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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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부착형의 경우 정해진 규격과 여백이 없되, 서체의 경우 현수막 게시형과 

동일한 수성구 서체를 사용한다

· 현수막의 주 내용의 경우 간결하게 2줄 이하로 표기하며, 가로의 길이가 넓을 경우 3줄 

이하로 표기하여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작성한다

· 부착형 현수막 색채는 적용 예시와 동일하게 수성구 권장 색상을 사용한다

· 공공건축에 부착되는 현수막의 경우 위드 수성의 로고 사용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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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지정벽보판

시설물 설치

색채 및 소재

표기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지정 게시대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지정 게시대의 가로 크기는 10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은 무채색,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한다

· 고광택의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계획한다

·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 표기는 금지한다

· 1개의 지정 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가이드라인 가나다 목차

구분 중제목 대제목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가드레일

가로녹지대

가로등·보안등, 보행유도등, 공원등

가로등, 보안등 제어함

가로수 보호대

가로판매대

가로화분대

건물 번호 안내

걷고싶은거리·문화예술거리

고가차도(고가차도 하부)

공개·전면공지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공공기관 안내

공공기관 청사

공공시설물 시각이미지

공사 안내판

공사장 출입구

공사장 가림막

공영주차장

공원 안내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관광안내

관광안내소

교량

교차로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가로공간

도시기반시설물

가로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공매체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공공매체

공공매체

공공매체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가로시설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공간

126p

226p

249p

230p

244p

247p

239p

248p

159p

078p

117p

076p

023p

149p

086p

-

175p

175p

177p

099p

160p

240p

101p

161p

241p

116p

056p

도로부속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녹지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공급시설물

녹지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시설물

보행안내

공공공간

도로시설물

공개공지

광장

교통안내

행정 및 공공기반

시각이미지

공사용 임시시설물

공사용 임시시설물

공사용 임시시설물

교통 및 환경시설

보행안내

편의시설물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보행안내

편의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

페이지



도시기반 시설물

공공매체

가로시설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공간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공원 및 휴양공간

공공매체

공공건축물

가로공간

공공매체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공공매체

공공건축물

118p

142p

195p

125p

065p

193p

172p

013p

수성구청 홈페이지 수성의 상징 참고

088p

079p

173p

243p

238p

164p

187p

093p

도시 시설물

교통안내

대중교통 시설물

도로 부속 시설물

보호구역

대중교통 시설물

영상매체

공원

시각이미지

행정 및 공공기반

공공공간

영상매체

공급 시설물

편의 시설물

보행안내

공공미술

문화 및 복지시설

교차로 내 부속시설물

교통관련표지판, 이정표

교통량 감지기

낙석방지망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대중교통 승차대

도로교통표지

도시공원

도시브랜드 상징이미지

동·행정복지센터

등산로·산책로

디지털 영상매체

맨홀

무인 키오스크

문화재 안내

미디어아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공연·전시장,

체육관·경기장, 홍보·기념관

방범용 감시카메라

방음벽

방호울타리, 보호울타리

배수구 덮개

벤치

벽면 실내·옥상녹화

벽화, 슈퍼그래픽

보도육교

보행가로

보행관련 방향안내

보행약자 슬로프

공급 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

보행안전 시설물

편의시설물

기타 적용사항

공공미술

도로부속 시설물

도로

보행안내

기타 적용사항

가로시설물

도시기반 시설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매체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공간

공공매체

공공건축물

245p

123p

124p

231p

235p

109p

186p

122p

039p

154p

105p



복지·청소년 수련시설

볼라드

분수광장

분전함·배전함

생태원

생태통로

속도저감 및 교통섬

수목원

수변공간

수변공원

시니어공원

식물원

쌈지·틈새공원

안내표지판

어린이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영상 정보 관련 환경 정보표지

음수대

일반광장

일반하천공간

자연공원

자연채광

자전거도로

자전거 도로안내

장애인 안내

장애인 전용 유도블록

재활용선별장

정보제공부스

제설함 등 방재시설

공공건축물

가로시설물

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시설물

공원 및 휴양공간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시설물

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공간

공공매체

가로시설물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원 및 휴양공간

공공건축물

가로공간

공공매체

공공매체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095p

195p

023p

244p

020p

120p

068p

019p

027p

016p

017p

020p

016p

251p

014p

061p

172p

238p

022p

026p

013p

111p

052p

151p

167p

227p

104p

240p

245p

문화 및 복지시설

대중교통시설물

광장

공급시설물

녹지

도로시설물

보호구역

녹지

하천

공원

공원

녹지

공원

안내시설물

공원

보호구역

영상매체

편의시설물

광장

하천

공원

기타 적용사항

도로

교통안내

보행안내

보행안전 시설물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편의시설물

공급시설물



주차관련 시설물

주차장안내

준공 안내시설

중앙분리대

지정벽보판

지하차도·지하보도

차도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체육공원

파고라 및 스마트 그늘막

펜스

하천부지 공공 이용공간

현수막 게시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휴양림

휴지통

대중교통시설물

교통안내

기타적용사항

도로부속 시설물

안내시설물

도로시설물

도로

보행안전 시설물

공원

편의시설물

보행안전 시설물

하천

안내시설물

공공미술

녹지

편의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공공건축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시설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공간

가로시설물

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

가로공간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공원 및 휴양공간

가로시설물

196p

143p

106p

124p

261p

119p

034p

224p

017p

236p

225p

026p

252p

186p

019p

237p



공원 및 휴양공간 체크리스트

반영 미반영상위검토항목 미해당

활동을 유도하는 휴게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였는가?

보행자들의 야간 활동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및 공원, 화장실 등 보이는 곳에 비상벨을 설치하였는가?

출입구와 표지판 등의 통로에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인지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운동 및 휴게시설의 경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조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조명 및 방범용CCTV를 설치하여 야간이용자의 안전성을 도모하였는가?

공원 및 휴게공간에 재난대비에 대응 가능한 안전용품을 설치하였는가?

도시공원 계획 및 조성·관리에 있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하였는가?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휴게공간시설을 배치를 하였는가?

누구나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공원 및 휴게공간을 마련하였는가?

모든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놀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였는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였는가?

공원 및 편의 시설에 경사로를 마련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접근을 계획하였는가?

고령자들의 신체 강화 및 움직임 증진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를 설치하였는가?

민속적이고 전통적인 소재로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고령자의 운동 조건을 위해 휴게 및 부대시설에 쉼터를 설치하였는가?

대지 내 단차가 있을 경우 장애인과 노약자를 배려한 경사로를 마련하였는가?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의 경우 건강 유지 및 휴식을 겸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구분 반영 미반영검토항목

공원 내 갈림길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였는가?

시니어 공원 내 운동기구 사용성을 고려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활용 및 사용성을 조성하였는가?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공간에 정보매체를 설치하여 편의성을 도모하였는가?

이용자들의 개방성과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 장소성, 연계성을 고려한 공공공간을 조성하였는가?

공공공간 내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활용한 건강,레저, 여가공간을 확보하였는가?

안내표지의 크기 및 형태는 기능과 주변경관과 적합하게 계획하였는가?

보행동선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행 흐름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설계기법을 적용하였는가?

생태놀이공간 설치 시 자연적인 소재와 색채 사용을 계획하였는가?

놀이공간의 자연성 강화를 위한 관목과 교목을 설치하였는가? 

숲 테라피 공간 조성 시 휴식공간과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는가?

공원 및 보행도로의 일부를 자연지반화하여 이용자에게 건강한 녹지체계를 제공하였는가?

다양한 식재 설치로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였는가?

미해당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33~48p

참고

생활안전

유니버설

사용자
중심

미래지향



반영 미반영상위검토항목 미해당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공간 체크리스트

거점 역할을 하는 가로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중심 연결도로를 구축하였는가?

우범지역 중심의 산책로 조성으로 거리를 활성화하여 안전한 활동을 유도하였는가?

교통약자들을 배려한 공간의 넓이를 구획하여 편의성을 계획하였는가?

차도 및 보도, 자전거도로, 건물 앞 공지를 활성화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는가?

도로의 조명 설치 시 10m 전방에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조도를 유지하였는가?

조도와 휘도의 분포를 균일하게 하여 운전자, 보행자의 시각 저하 방지를 계획하였는가?

조명기구의 빛공해로 인해 도로와 보행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차도폭에 대한 설치 높이 및 설치 간격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배열하였는가?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는가?

조명이 없는 어두운 거리 및 시인성이 열악한 도로에 도료 표지병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였는가?

교차로 출입구의 속도저감을 위해 고원식 교차로 및 고원식 횡단보도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차로 폭 조정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였는가?

고원식 교차로 설치 시 교통정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교통량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한 야간 주행을 위한 조명시설 등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였는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였는가?

교통섬 설치 시 도로의 규모에 따른 직선 형태 혹은 굴절 형태의 횡단보도 중앙에 검토 후 설치하였는가?

교통섬의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보도와 차도 높이 차이를 3m 이내로 계획하였는가?

구분 검토항목

보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최소화하여 연속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차도, 자전거도로, 보도의 공간을 구분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버스 정류장 등의 공용 공간거리에 보행약자를 위한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였는가?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설치하였는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바닥 표면이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장애물을 피해 갈 수 있는 유도 점자블록을 30cm 전면에 설치하였는가?

유도사인 설치로 이용자의 원활한 보행 유도를 계획하였는가?

시인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주형식에 관련 규제 및 지시 내용을 안내하였는가?

공공시각매체 설치 시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 시야를 막지 않는 크기로 계획하였는가?

저채도를 활용한 차분하고 정돈된 가로 이미지를 구현하였는가?

자전거 도로 시점부에 자전거 픽토그램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보행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였는가? 

친환경적 도로환경과 조명을 계획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쾌적성을 계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미해당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21~32p, 52p

참고

생활안전

유니버설

사용자
중심

미래지향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생활안전

유니버설

사용자
중심

미래지향

상업건축물의 경우 공공가로와 대응한 출입구를 보행로를 향하게 설치하여 자연적 감시를 계획하였는가?

건물 외부의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으로 CCTV 감시 범위에 설치하였는가?

감시가 잘 되는 곳에 청소년 시설을 배치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계획하였는가?

여자화장실의 경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비상벨을 설치하였는가?

다른 공간과 연계하여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공중화장실에 배치하였는가?

주차장의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곳에 배치하였는가?

주변과의 시선 연결을 고려한 배치로 출입구를 중심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는가?

구분 검토항목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보행로와 공개공간 등을 확보하였는가?

열섬저감 효과 완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내 녹화를 통해 이용자의 안정감을 형성하였는가?

안내판은 동일 시 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안내판의 경우 재질을 달리하여 계획하였는가?

이용자의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 및 동선을 파악 후 설치하였는가?

빠른 이동을 돕기 위한 문구 및 기호,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명확한 정보전달을 계획하였는가?

공원의 접근로를 확보하여 연계 가능하게 계획하였는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도로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하였는가?

친환경 에너지 설비를 갖춘 디자인을 적용하였는가?

상징성과 대표성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외관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휴게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는가?

인지성과 강한 색채를 사용하여 재난 상황 시 쉽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공공시설의 출입구 및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교차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기계를 설치하였는가?

매개시설의 주출입구의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확보하였는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 편리성을 확보하였는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편리하고 접근이 가능한 통로로 계획하였는가?

화장실의 주 출입구 옆 벽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시각장애인의 인지를 고려하였는가?

공공건축물 설치 시 보행동선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계획하였는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공간의 단차가 없도록 설계하였는가?

유니버설, 베리어프리 디자인 등의 특수성에 대응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약자의 이용에 편리한 접근로를 정비하였는가?

상위검토항목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55p~108p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워지도록 수목이나 시설물을 배치하였는가?

참고

체계적이고 첨단화된 정보시스템의 안내체계를 구축하였는가?

준공 안내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하였는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안내판의 서체는 수성구 전용서체를 사용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미해당

반영 미반영 미해당



도시기반시설물 체크리스트

생활안전

유니버설

사용자
중심

미래지향

교차로 구간의 꼬리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치하였는가?

교차로를 계획할 시 인지성, 조망성, 이해성과 통행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가능한 한 회전차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교차로 이용자들의 혼란 방지를 고려하였는가?

도로의 교차로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네 갈래 이하로 설치하였는가?

안전이 요구되는 구간에 속도를 낮게 기준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었는가?

도로 설치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라 설치하였는가?

폭 10m 이하 이면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편리성을 계획하였는가?

조명계획을 통해 심리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야간 우범지대를 예방하였는가?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차량 운전자의 시점을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시인성을 위해 추가적인 신호등, 가로등, 주의표지를 설치하였는가?

차량 운전자를 위한 방호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였는가?

시설물 설치 시 안전성, 시공조건, 유지관리, 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는가?

미끄러울 수 있는 공간에 미끄럼방지를 적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였는가?

재난, 사고로 인해 시설물이 파손되더라도 상해를 입히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설치 시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도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밝기의 색채로 계획하였는가?

지주와 지주 사이에 프레임이 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설계되어 차량유도기능이 되었는가?

연속적인 옹벽경관을 형성하여 이용자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구분 검토항목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교차로 유입부 부근에 신호등가 가로등, 주의표지를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였는가? 

승강기를 설치할 시 교통약자를 배려하여 출입구와 보도의 높이를 동일하게 하였는가?

연속적인 경관을 형성하여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도로표지 설치 시 통행방법을 예고하는 표지를 설치하였는가? 

장애인·노약자·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시설물 등을 하였는가?

기능성이 우선시 되도록 계획하여 랜드마크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는가?

조형적 가치보다 기능적 가치 및 지역의 정체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인공적인 이미지를 피하고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시설물을 계획하였는가? 

상위검토항목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132~133p, 138~143p

참고

조형적 가치보다 지역의 정체성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미해당

반영 미반영 미해당



공공매체 체크리스트

생활안전

유니버설

사용자
중심

미래지향

사각지대를 형성하는 건물의 경우 은신이 불가능하도록 전면공지를 계획하였는가?

방범용 CCTV의 경우 범죄가 취약한 공간 위주로 설치하며 안내표지판 부착으로 인지성을 증진하였는가?

공원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 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면표지를 계획하였는가?

고령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횡단보도에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역에 노면표지를 설치하였는가?

자전거도로의 구분을 분류하여 노면표시 및 안내판을 계획하였는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 눈부심 없는 반사재료 또는 LED횡단보도 설치로 안전성을 계획하였는가?

색약자를 위한 배색계획을 하였는가?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영어와 한글, 국제 픽토그램으로 계획하였는가?

안내표지 내 수성구 서체를 적용함하여 수성구의 지역성을 강조하였는가?

각기 다른 색채를 적용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가?

사용자에게 안정적인 전달을 위해 보행의 안전과 안내가 필요한 곳에 안내사인을 설치하였는가?

보행중심의 안내 사인체계 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는가?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의 안내체계를 통해 보행자에게 정보전달 효과를 높였는가?

구분 검토항목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표기 요소 배열 체계를 정립하였는가 ?

기본 색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이 벗어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관광객의 접근성을 위해 바닥에 픽토그램을 설치하여 활동 유도를 계획하였는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하여 보행자의 시각적 안정성을 높였는가?

야간 활동이 많은 지역과 조명설치가 미비한 곳에 LED 조명용 안내·표지판을 사용하였는가?

안내판의 글자 문단이나 행의 적절한 여백으로 이용자들이 읽기 쉽게 계획하였는가?

매력있는 보행중심의 안내 사인체계 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는가?

권역별 고유의 색상은 지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색채로 선정하였는가?

각 부품을 모듈화로 제작하여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내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시설 안내표시 시스템 및 사인물 설치를 하였는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안내, 청각안내를 설치하였는가?

차로와 면한 보행로에서 변화하는 방향을 안내하는 안내사인 설치로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이용자의 원활한 보행을 위해 통일된 안내표지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상위검토항목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161~186p, 기타시설물 159p

참고 반영 미반영 미해당

반영 미반영 미해당



가로시설물 체크리스트

생활안전

유니버설

사용자
중심

미래지향

야간 이용자의 안전과 파손 행위 방지를 위하여 조명과 함께 설치하였는가?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시설물을 계획하였는가?

우천 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표면처리를 계획하였는가?

신체와 접촉할 수 있는 시설물들의 면을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는가?

감시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였는가?

미관성, 안전성, 기능성, 경제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보행자의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계획하였는가?

운전자의 시야를 고려하여 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였는가?

가로시설물 설치 시 기초판과 앵커볼트가 돌출되지 않도록 시공하였는가?

시설물 설치 시 노후 및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는가?

주변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조명환경을 조성하였는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도록 계획하였는가?

기물파괴 행위 및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바닥과 접합되는 시설물의 경우 정교하게 마감하여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하였는가?

장애인 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검토와 점검을 계획하였는가?

이용자의 불편이 없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구분 검토항목

노약자나 장기간 대기하는 승객들을 위한 벤치 설치를 고려하였는가?

가로시설물 설치 시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계획하였는가?

주차장의 기둥 내 안내정보가 차량에 가려지지 않도록 높은 위치에 표시하였는가?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는가 ?

이용자의 접근성 및 디자인의 친밀성을 확보하였는가가?

노약자와 휠체어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디자인하였는가?

주변 및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하였는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하여 디자인 하였는가?

인접한 시설물과 통일성을 고려한 색채 및 형태를 적용하였는가?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하였는가? 

보행 동선과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의 물성이 반영되도록 하였는가?

상위검토항목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113~128p, 135~137p, 141~158p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209p

참고

주변 가로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통합된 디자인을 계획하였는가?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반영 미반영 미해당

반영 미반영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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