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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의 이해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단체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물과 구조물

분 류 시설물의 종류

공공건축물
공공기관의 청사, 동주민센터 등, 공공도서관, 문화 및 체육시설,
노유자(老幼者)시설, 복지시설, 수련시설 등

도로시설물 교량, 고가차도 등

대중교통 시설물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보관대, 주차관련 시설물,
지하철출입구, 환기구(흡·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

차량진입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행가로, 자전거도로,
보호펜스, 가로등, 보행유도등, 보안등,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철도 부속 포함), 방음벽,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편의 시설물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파고라,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키오스크,
공중전화, 공중화장실, 시계탑 등

공급 시설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배전함 등

녹지 시설물
가로수 보호대(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벽천, 배수구덮개,
가로 녹지대 등

안내 시설물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문화재 설명 표지판, 사설안내표지, 지하철안내표지판,
보행자안내표지 등

그 밖의 시설물
옥외전광판, 상징조형물, 아치, 벽화, 하천시설물, 수경시설 및
그 밖에 위의 시설물(공공건축물 ～ 안내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자료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물 분류,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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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과업 배경

과업 목적

공공시설물과 가로공간의 연계성 부족, 형태·색채·재료가 각각 달라 어지러운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실정

공공시설물은 도시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일관성 없는 시설물들은 도시 품격을 저해

하는 요인으로 정비 시급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을 개선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표준디자인 개발

과업 범위

1. 과업 개요

상위계획 및 법규 검토, 현장 조사 분석, 국내외 사례조사조사분석

디자인 개발 방향 수립방향 설정

디자인 개발, 디자인 권리 현황 검토, 기본 설계

디자인 보완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별도 진행)

실시설계, 디자인 권리보호 자료

표준디자인, 실시설계, 디자인 권리 보호 자료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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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표준디자인

개발 범위

표준디자인 9종, 기본디자인 1종(가로등, 보안등)

2. 개발 범위

분 류 시설물의 종류

대중교통 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 안전콘

보행안전시설물

보호펜스

볼라드

가로등, 보안등

편의 시설물 벤치

녹지 시설물

가로 화분대

배수구 덮개

안내시설물 현수막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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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1.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2. 모든 이를 위한 공공디자인

3.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4.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상위계획 현황

1.1 상위계획 검토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은 '안전하고 편리한 

품격 있는 삶'을 비전으로 '생활안전', '모두를 

위한', '생활편의 증진', '품격 향상', '튼튼한 기초'

라는 5가지 추진전략 제시

공공시설물 분야에서는 도시 품격 저해 시설 

개선 디자인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쓸모 있는 

공 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비움의 가치와 통합 연계의 

중요성에 대한 접근방법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

국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법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진흥
계획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2018)

1. 법규 및 유관계획 검토

비전

목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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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늘 행복체감, 디자인 대구

풍요로운 시민생활을 약속하는 공공디자인

[통일되고 조화로운]   [배려를 통해 편안한]   [목적과 조화를 추구하는]

[정체성을 반영한]   [질서있는]   [환경을 닮은]

1.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2. 모두의 공공디자인

3. 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4. 안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5.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1. 형태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적 특성 표현

2. 누구나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3. 시설물 기능 통합으로 공간 활용 용이 및 심미성 향상

4.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디자인 권장

1. 미래지향적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고 권역별, 요소별 특성에 맞는 색채 제시

2.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비율을 고려하여 실제 대상에 적용

3. 색채의 심리적 효과를 고려해 경관 주변의 조화로운 색채 사용

4. 명도 2 이하의 색과 채도 10 이상의 원색은 강조색으로만 사용

5. 강조색은 지정된 장소에 사용, 배색을 고려하여 전체 면적의 5~10% 정도 사용

6. 내구성,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고, 명도와 채도를 고려한 색채 사용

7. 원경, 중경, 근경에서의 조화와 변화를 고려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늘 행복체감, 디자인 대구'를 비전으로  

'풍요로운 시민생활을 약속하는 공공

디자인을 목표로 제시

공공시설물 분야에서는 공공시설물 

인증제 도입을 통해 대구형 공공디자인 

기반 마련을 계획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2019)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19)

비전

목표

기본방향

기본방향

전략

디자인원칙

디자인원칙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환경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물

다양한 이용자를 배려하고 일관성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해 조화로운 도시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공공시설물의 목표로 아래의 기본방향과 디자인원칙을 제시

도시경관 정비와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아래의 기본방향과 디자인원칙을 제시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가이드라인들을 통합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시설물과 환경

색채-공공시설물의 세부 지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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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2010)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1차 표준디자인은 표준디자인 2종류 4유형, 기본디자인 3종류 6유형으로 

총 5종류 10유형을 개발

표준디자인은 지역정체성 확립과 통합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일관성 있게 적용, 설치되어야 할 공공

시설물로 버스정류장, 가로판매대를 개발

기본디자인은 공공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도시경관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자 등이 참고

하여 응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시설물로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무단횡단방지시설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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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규 지침

공통 색채 -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대중교통
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

- -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 안전콘

- -

보행안전
시설물

보호펜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볼라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등, 보안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편의
시설물

벤치 -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녹지
시설물

가로 화분대 -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배수구 덮개 -

안내
시설물

현수막 게시대 -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품목별 지침 현황

1.2 관련지침 검토



Ⅱ 현황조사 및 분석

14

색채

관련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가로시설물과 같이 규모가 작고 형태가 복잡한 경우 저채도·저명도의 단일색상을 적용

•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색적용을 권장

• 주목성이 필요한 시설물에 한하여 강조색으로 활용(강조색은 전체면적의 15% 미만 적용)

• 강조색은 대구 으뜸 10색을 기준으로 사용

• 도심권역은 차분하고 질서 있는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무채색 적용

• 도심외곽의 친환경권역은 풍경에 거스르지 않게 무채색 계열 적용

• 시설물간 통일감 확보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하여, 무채색 적용

• 인공건축물과 조화로운 무채색 및 자연과 조화로운 YR계열의 유채색으로 통일감 있는 경관 조성

• 주조색은 공공시설물의 높이에 따라 다르게 설정(3m 기준)함으로써 시각적 개폐감 고려

공공시설물 권장색채 (출처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높이 종목 높이 내용 권장색채

High

차량신호등 8m

[High Color 하이컬러]
3m를 초과하는 시설물
원거리의 하늘 및 자연,
고층 건축물과의 조화와 

시각적 개방감 지향

보행신호등 4m, 6m

교통안전표기 1.9m, 4.5~5m

도로표지판 7~8m

가로등 8~9m

등기구, 보안등 5m

Low

안전펜스 1m
[Low Color 로우컬러]

3m 이하의 시설물
근거리의 도로 및 시설물,
저층 건축물과의 조화와

안정감 지향

무단횡단금지시설 0.9m

버스승강장 2.3m, 2.6m

볼라드 0.8~1m

N7
DEC-199

N6
DEC-198

N4
DEC-197

N4
DEC-197

N3
DEC-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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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거치가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설계하되,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설치장소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지점, 공공건축물 주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자전

거도로와의 연계 고려

•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자전거 주차장으로 활용

• 빗물 등으로 인한 오염 및 부패를 방지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 사용 금지

• 볼라드, 펜스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건축물이나 구조물 하부공간의 활용 등 주변 

공간 요소와의 통합디자인 권장

• 모듈화 개념을 적용하여 이용량에 따라 연속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 비가림시설(캐노피)은 설치하지 않고 부피감을 최소화 시킬 것을 권장

• 보관 및 회수 시 시설의 손상을 막도록 내부식성 및 내구성이 높은 재료 선택

• 도난방지를 위하여 기물파괴 행위 및 마모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사용

• 재료 자체의 색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도색 시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분은 도색 지양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 지양

• 이용량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도록 여유 부지를 감안하여 설치

•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보도 또는 육교, 교량 등 구조물 하부, 공지 등에 설치 권장

• 도난방지를 위하여 수목이나 시설물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고 자연적 

감시가 쉬운 위치에 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 조명(가로등, 보행등 등) 활용

• 보도 상에 설치할 때에는 차도측에 설치하여 방호울타리나 볼라드 기능을 겸하도록 

하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

필수 지침

형태·구조

재료·색채

설치

자전거 보관대

관련 지침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행 장애가 없도록 설치

•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 야간 이용에 대비한 조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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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를 딛고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은 세로방향으로 계획

• 보수, 교체, 유지관리, 연장 설치의 편의를 위해 모듈화 구조로 계획

•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의 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

은 구간, 시가지 이면도로 등 자동차 주행속도가 낮은 도로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

•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공간분리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

• 차량 주행이 빈번하거나 차량 회전 반경에 위치한 곳은 야간 명시성 확보를 위하여 

반사도료나 반사시트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 가로의 개방감을 형성하기 위해 형태는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불투명의 면적인 형태보다는 선적인 형태로 차폐를 최소화

• 기둥의 구조강도와 차량충돌 안전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크기를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구조로 디자인

필수 지침

형태·구조

보호펜스

관련 지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자동차가 낮은 속도로 진행하는 구간에 운전자에게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구간에 설치

•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로 차도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일방통행의 지정, 도로의 유지·관리 및 

배수 등을 검토

•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고 보행자 등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 구간에 설치

• 간이 보도의 신설 또는 보행자의 횡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 설치

• 보행자,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간에 설치

• 정상부 윗면에 수직으로 980N/m(100kgf/m), 측면에 직각 방향으로 2,500N/m(250kgf/m)의 

수평력을 가정하여 설계. 도시부 등에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은 수평력 3,700N/m(375kgf/m)

•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

•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내구성이 우수하여 유지관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을 사용

• 색채는 시선유도 효과를 감안하여 흰색 또는 회색을 원칙으로 하지만, 아연 도금된 그대로도 적용. 

특히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면 목재의 자연색, 밤색 등도 가능

• 난간 및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색채는 설치 지역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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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에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높이로 설치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계석의 턱낮춤 구간에서는 낮은 볼라드 설치 금지

• 자동차 충돌을 고려하여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와 재료 선택

• 보행약자의 충돌을 고려하여 상부 면으로 부터 높이 2/3 이상을 충격 흡수 가능한 

탄성 소재로 마감하고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무리

• 볼라드 하부 기둥 등에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의 사용 금지

•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후가공을 거쳐 반사율을 낮추고, 적용 면적을 최소화

• 점자블럭 위 볼라드 설치 금지

• 강도와 내부식성, 내구성이 높은 재료 선택

• 재료 표면은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반광택 또는 무광택 도료로 처리

• 경사면에도 수직으로 설치

• 주차장이나 횡단보도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보도펜스 사이를 띄어야 할 경우 안전사

고 예방을 위하여 펜스 설치를 가급적 멀리하여 여유공간 확보

• 바닥과의 접합부위는 정교하고 접합부위가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

• 이용자의 무단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잔디, 수변공간, 추락사고 예상 장소)에 설치

• 높낮이 변화가 없도록 하고 경사에 의해 고저차가 생길 경우 상단부에 단차가 생기

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처리

필수 지침

재료·색채

설치

볼라드

관련 지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내외로 하고, 지름 10～20cm 내외, 간격 1.5m 

내외로 계획

•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게 계획

• 볼라드의 0.3m 앞쪽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점형

블록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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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관련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매립이동식, 상하이동식 등 보도 이용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적 구조 권장

• 보도와 연계되고 주변 가로등 및 지주시설물과 연속적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

• 야간 이용자를 고려한 조명 적용 등 기능적 디자인 권장

•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 하지 않고 광고물, 장식물 부착을 금지

• 볼라드를 설치하였을 때 방향성을 갖지 않도록 원기둥 형태 권장

형태·구조

•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채 금지

• 볼라드의 상부 탄성소재부와 하부 기둥부는 동일한 색채 마감 권장

• 약시자를 고려하여 보도블럭과 구분이 용이한 색채 적용

• 경사면에도 수직으로 설치하고, 일렬 배치할 경우 시공선을 설정하여 중심을 일치하여 

설치

• 바닥과의 접합부위는 정교하고 접합부위가 보도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

• 볼라드와 접하는 바닥재는 보도와 동일한 마감재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재단

• 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간격을 고려하여 배치

재료·색채

설치

가로등, 보안등

관련 지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안전 및 도로이용효율의 향상, 운전자 및 보행자의 불안감 제거 및 피로 감소,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하여 보행자길에 조명시설을 설치

• 적절한 노면 밝기가 유지되고, 밝기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설치

•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하게 설치

•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제어되도록 설치

• 적절한 배치·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

• 조명시설이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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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보안등

관련 지침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형태와 색채의 적용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

• 전선 등의 위험요소와 기초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중화

• LED와 같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사용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성 재료 사용 금지

• 과한 표현주의적 형태와 색채, 자연물 형상이나 자치구·군 상징물 활용 디자인 금지

• 기타 가로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 차량 운전자의 이동속도 및 시야를 고려하여 복잡한 형태를 지양하고 인지가 쉬운 

단순한 형태로 디자인

• 공공시각매체 등 다른 시설물과 연계한 통합 지주형 가로등으로 설계

• 가로등의 지주대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의 깃봉, 접이식 배너걸이 등을 최소화 

규모로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인물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계획

• 동일 구간 내에 보행등과 가로등이 함께 설치될 경우 하나의 등주에 통합하거나 통

일성 있는 형태로 디자인

• 하단부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도료 등의 기능 적용

• 조명은 에너지절감을 고려하여 LED램프 사용 권장

• 보행로 밖으로 새는 빛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는 조명연출 권장

• 조명시설은 잘 깨지지 않도록 내구성 높은 재료 선택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저명도, 저채도 사용 권장

• 보안등은 도로 여건 및 수면방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

• 조명 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한 지면만을 비출 수 있도록 설치

• 보안등은 도로 폭과 보행량에 따라 설치

• 가급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빛이 닿는 영역은 중첩되

도록 설치

필수 지침

형태·구조

재료·색채

설치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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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관련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주변 지형을 활용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심미성, 개방성 확보

• 상징적인 형상 지양,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 지향

• 구·군 로고와 시설물 제작업체, 각종 도안, 패턴, 문구의 남용 금지

• 신체와 접촉할 수 있는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여 안전성 확보

• 가로등, 보행등 등 조명시설이 인접한 장소에 설치

• 자극적인 색 지양, 저명도·저채도의 색의 사용을 고려하며, 재질 그대로의 색 사용

• 조립부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및 관리

•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 지양

• 기후에 의한 사용성 저하를 줄이기 위해 앉음판 소재는 금속재 사용 금지

• 설치 지형이 경사면이라도 벤치의 앉음판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

• 바닥의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기초가 노출되지 않도록 정교하게 마감

• 구조(앉음판 높이, 등받이 각도 등) 결정 시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체치수 참고

필수 지침

• 앉음판은 우천 시 빗물이 고이지 않고 배수가 용이하도록 계획

• 가로변,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벤치는 부피감 최소화를 위해 등받이가 없는 형태 권장

• 공원에 설치하는 벤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등받이가 부착된 형태 권장

• 보도, 공원, 관광지 등 설치장소 규모와 특성, 사용자 유형과 수를 고려하여 계획

• 지역을 상징하는 전통문양이나 동·식물 등 특정 이미지를 직설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지양

• 기타 시설물과 연계하여 통합디자인 설치 권장

• 앉음판은 목재,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료 사용 권장

• 자연친화적 재료 권장

• 재활용과 합성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합성목재의 부분 사용 권장

• 자연소재 사용 시 도장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색 그대로 사용을 권장

• 자연재료의 색채가 강조될 수 있도록 보조색은 무채색 계열 권장

• 원색이나 고채도·고명도의 자극적 색채 사용 지양

• 동일한 공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벤치 설치 지양

•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한해 노숙이 우려되는 장소의 벤치는 좌대 분리턱 설치

형태·구조

재료·색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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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화분대

관련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상징적인 형상은 지양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 고려

• 구·군 로고와 시설물 제작업체, 각종 도안, 패턴, 문구의 남용 금지

• 동일한 구역 내 설치되는 화분대는 통일성 있는 형태로 설치

• 급배수와 식물관리, 먼지제거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

필수 지침

• 벤치 등 휴게시설물과의 통합설치 권장

• 기울기가 심한 경사지 등에는 설치를 제한

•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크기로 설계

• 연속적으로 설치를 해야할 경우 띠녹지의 형태로 조성

• 목재 사용 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해 충분히 검토

• 재료 자체의 색을 그대로 사용. 단, 도장이 필요한 경우 단일색채를 사용

• 자연친화적 시설임을 감안하여 원색이나 고채도, 고명도의 색채 사용을 피하고 저채

도의 색채나 자연소재 사용 권장

• 볼라드 겸용으로 설치 시 약시자를 고려하여 보도블럭과 구분이 용이한 색채 적용

•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광택성 재료나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 사용 금지

• 목재 사용 시 페인트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물성 반영

• 방음벽 및 옹벽부 하단에 인공구조물의 시각적 완충기능을 위해 화단을 조성

•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독립적인 연출보다 연속적 배치 권장

• 보행 유효폭을 감안하여 화분대 설치

형태·구조

재료·색채

설치

배수구 덮개

관련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기능 충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예상 배수량을 처리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

• 자동차, 자전거, 휠체어, 유모차 등의 바퀴나 여성의 구두 힐이 끼지 않도록 디자인

• 외부환경 변화에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강, 석재 등 내구성이 강한 재료 사용

• 보도와 조화로운 재료나 형태의 적용으로 보도패턴의 일부로 어울리게 계획

• 건축물의 차량 주출입구에 설치 시 무소음 덮개의 사용 검토

필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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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 덮개

관련 지침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하중에 의한 파손, 도색 벗겨짐, 재료 변색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청소가 편리

하도록 설계

• 필수적 내용 이외의 표기요소 최소화

• 트렌치의 홈 규격과 형태를 조절하여 담배꽁초 등 이물질의 유입 차단

• 우천 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권장

• 광택성 재료 사용을 지양, 설치 바닥면과 시각적으로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 선택

• 보행자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선택 및 표면처리

• 지속적인 외부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과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 차량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

형태·구조

재료·색채

설치

• 법규 및 상위 계획 검토를 통해 일관성 있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방향 수립

• 시설물별 디자인 지침 반영을 통한 실효성 있는 표준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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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성구 공공시설물 현황

자전거 보관대

현황

포스트형, 펜스형, 캐노피형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형태, 색채, 설치방법으로 통일성이 

결여된 가로환경 조성

빛 반사를 유발하는 재질 사용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결여

500mm 이하의 낮은 형태로 허리를 숙여 좌물쇠를 걸어야 하는 방식으로 사용 편의성 저하

지면 결합부의 앙카 외부 노출, 마감면의 정교함 부족

포스트형 펜스형 캐노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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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현황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은 오뚜기형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과 안전콘이 일반적으로 사용

붉은 계열이 주로 사용되며, 야간 시인성을 위해 부착된 반사시트의 탈락이 빈번히 발생

일체형으로 파손 시 부분교체가 불가능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은 금형 방식으로 제작되어 초기 비용 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 제작에 

한계가 있어 기성품을 활용한 개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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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펜스

현황

주로 연속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단독형의 연속설치가 관찰되며, 다양한 형태와 색채

의 디자인이 설치되어 통일성이 결여된 가로환경 조성

주로 어두운 색상임에도 반사시트 등 야간 시인성 확보가 미흡하고 종점부 가로바 노출, 결합부 앙카 

노출, 녹 발생 등 마감의 정교함 부족으로 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안전 위협

경사지, 곡면부에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절단 등 미려하지 못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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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현황

다양한 색채와 재료의 디자인 혼재로 통일성 결여, 일부 석재 볼라드가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 위협

반사시트 탈락 및 차량이 인지하기 위한 반사시트 면적이 적어 충돌로 인한 파손 빈번

각기 다른 볼라드의 혼재 설치와 하단 지주 녹 발생, 마감면의 정교함 부족으로 미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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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보안등

현황

빛 반사를 유발하는 재질 사용과 과도한 장식 요소, 상이한 디자인의 혼재로 어지러운 경관 유발

불법광고물로 인해 지저분한 지주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불법광고물 차단 마감

기초 체결부위 노출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미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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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현황

형태는 크게 평벤치형, 팔걸이형, 등받이형으로 구분되며, 일부 화분결합형 설치

다양한 형태와 색채, 재료 사용으로 통일성이 결여된 경관 형성

내구성이 약한 목재 사용과 지면 결합부의 마감 부족으로 미관 저해

코로나(COVID-19)로 인해 다인용 벤치의 사용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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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화분대

현황

배수구 덮개

현황

단독형과 벤치결합형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지름 1m 내외의 큰 원형 화분으로 경계 구분, 차량 진입 

방지를 위해 설치

주변시설물과 조화되지 않는 색상, 재료 사용으로 통일성 없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의 어려움으로 황폐한 이미지 형성

주로 차도 경계부에 설치되는 주철 소재의 배수구 덮개로 배수를 위한 기능 중심의 디자인으로 미려

하지 못한 외관과 상이한 형태가 혼재되어 통일성 없는 경관 형성

넓은 구멍을 통해 내부에 쓰레기, 낙엽 등이 쌓여 악취 발생 등 위생환경에 취약

평탄하지 않은 지면 결합부로 보행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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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게시대

현황

5~6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상업 광고용과 2~3면을 게시할 수 있는 저단형의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로 구분

빛 반사가 심한 재질 사용과 게시봉 노출로 인해 지저분하고 미려하지 못한 형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이 미관을 저해하고 시야를 차단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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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개선방향

•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시설물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재료와 색채 제시

• 시설물 형태를 최소화하여 개방성을 확보하고 앙카 등 마감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안전성 

향상과 미관 개선

2. 품목별 주요 개선방향

•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 거치, 잠금 등 사용 전 과정에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

•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 주변 시설물과 조화되고 부분적 파손에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

• 보호펜스 : 다양한 설치 상황에 대응 가능한 형태와 야간 시인성 확보를 통한 안전성 증대

• 볼라드 : 충돌 최소화를 위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인성 향상

• 가로등/보안등 : 주변 시설물과 조화되는 간결한 형태

• 벤치 : 시대 흐름 및 설치 장소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 가로화분대 : 주변 시설물과 조화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디자인

• 배수구 덮개 : 주변 시설물과 조화되는 간결한 형태

• 현수막게시대 :구조 노출을 최소화하고 불법현수막 예방을 위한 저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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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있고 조화로운 가로이미지 창출을 위해 지역 전체에 일관적 적용이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보급

현재까지 총 52종 537개 타입 개발 완료하여 디자인 등록 19건, 특허 등록 2건을 진행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가로시설물의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관리를 위해 권역 전체 도로에 

설치되는 가로시설물을 대상으로 개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디자인적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생산 단가를 낮춰 널리 사용토록 

보편성과 표준화를 전제로 개발

서울특별시

표준형 디자인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3.1 국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사례

3. 국내외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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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우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도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인증제 도입 추진 예정

서울시 우수디자인 선정기준 : 기능성, 경제성/시공용이성, 환경친화성/조화성, 창의성/심미성

경기도 우수디자인 선정기준 : 사용성, 경제성, 심미성/창의성, 환경친화성, 생산능력

공공시설물 디자인이 합리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변화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

3.2 국내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 사례

서울특별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경기도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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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의 기술적인 품질 뿐만 아니라 미학, 기능성, 안전성, 경험적 가치 등을 통합적으로 개선

하여 가로공간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

기능을 중시한 간결한 디자인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자연친화 재료 사용

모듈화된 프레임과 요소를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구현하는 디자인 제시

City Grey라는 도시 색상을 선정하여 공통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적용함으로써 통일된 이미지 

조성

벨기에

안트베르펜

3.3 해외 공공시설물 사례

프레임과 나무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는 벤치 디자인

설치 상황에 따라 요소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펜스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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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공간 정체성 강화와 품격 있는 공공시설물을 통해 시각적, 실용적 관점에서 쾌적하고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도 포장, 가로 가구, 조명계획(야간경관), 가로수 등 가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합적 계획을 수립

가로 가구의 정체성 구현을 위해 안정감 있는 테이퍼형 기둥과 연속적인 수평선을 사용

또한, 폭이 다른 4개의 나무 유닛을 만들고 조합하여 벤치를 구성하는 시스템으로 특색있고 다양한 

벤치 디자인 개발

네덜란드

로테르담

4개의 나무 유닛을 통해 구현된 다양한 형태의 벤치

• 다양한 도시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위기관의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사용성, 경제성, 환경친화성, 창의성 등의 

종합적 검토 필요

• 프레임과 내부 요소, 각 시설물간의 조합을 통해 다양하게 요구되는 형태와 기능에 대응 

가능한 디자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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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분석

시사점

안전, 편리, 품격있는 삶, 행복체감을 추구하는 상위 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 설정

시설물별 지침 검토로 실효성 있는 디자인 개발 추진

통일성 부족, 사용편의성 저하 등 현재의 공공시설물 현황을 보완하기 위한 솔루션 필요

• 주변 환경과의 조화, 통일성 있는 디자인 필요

• 형태 최소화를 통한 개방감 확보

• 시설물간의 연계성 유지를 통한 시각적 안정감 조성

• 사용편의성 개선과 안전성 향상

상위계획 검토

수성구 공공시설물 현황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비전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비전

늘 행복체감, 디자인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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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시 환경과 주변 요소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발방향 수립

1. 기능을 우선으로 장식적인 형태요소 최소화

2.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시각적 개방감 확보

3.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자연친화적,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다양한 상황과 기능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1. 사용자를 우선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2. 요소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디자인 개발

3. 가로공간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한 아이덴티티 적용

시사점

주요과제 도출

기능을 우선하는 간결한 디자인과 함께 경제성, 환경친화성, 시공용이성 등이 함께 추구

구성 요소들의 조합으로 다양한 형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능적 형태에 기반한 요소의 반복 사용으로 가로공간의 통실성과 정체성 확립

국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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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디자인 개발 원칙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공공시설물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품격 향상과 사용자 배려를 우선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로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방향으로 설정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은 신규 설치 및 교체시설물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구간 교체 

또는 부분 교체 시에는 기존시설물이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기존시설물 및 표준디자인을 

선택 적용

표준디자인 적용은 형태 및 색상의 변형 없이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재질, 치수 등은 설치공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 가능

기본방향

기본원칙

기본방향 및 원칙

적용 원칙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로공간

기능성을 중시한 합리적 디자인

사용자가 중심이 되는 디자인

주변 환경에 어우러지는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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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향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형태

구조

재료

색채

• 간결하고 견고한 형태의 반복 사용으로 공공시설물 정체성 및 개방감 확보

• 사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COVID-19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사용성 변화 수용

• 시설물 구성 요소의 조합을 통해 유연하게 적용가능한 디자인 계획

•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합리적 구조

•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 사용

• 시각적, 사용상 편안함을 우선한 재료 사용 및 마감 적용

• 시각적 안정감과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무채색 계열을 사용하고 광택이 없는 마감을 적용

• 명도와 채도를 낮추어 주변 환경의 배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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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준디자인 개발

1m

0.5m

천천히
SLOW

자전거 보관대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보호펜스 - 기본형 보호펜스 - 유동형 보호펜스 - 보호구역형

1m

0.5m

볼라드 - 4면형 볼라드 - 2면형 벤치 - 평벤치형A (1인용/3인용) 벤치 - 등벤치형A

1m

0.5m

벤치 - 평벤치형B (1인용/3인용) 벤치 - 스탠딩형 벤치 - 등벤치형B

1m

0.5m

가로 화분대 - 기본형 가로 화분대 - 저단형 배수구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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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2m

3m

4m

5m

6m

1m

2m

3m

4m

5m

6m

7m

8m

9m

현수막 게시대 - 6단형

가로등 - 1등형 가로등 - 2등형 가로등 - 보안등결합형 보안등

현수막 게시대 - 2단형

1m

현수막 게시대 - 1단형 현수막 게시대 - 1단 홍보판 결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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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50mm × D200mm × H700mm

STS-304 PLATE THK-10.0T 지정색 도장마감, 

CI 실크인쇄, 관리번호 표찰 시트 부착

자전거 보관대1
자전거 보관대

- 기본형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관리부서 : 건설과 666-2912

15-59
자전거보관대�관리번호

관리부서 : 건설과 666-2912

15-59
자전거보관대�관리번호

TOP

RIGHTLEFT

700m
m

50m
m

30m
m

90mm

30mm

100mm

10
0m

m
10

0m
m

200m
m

40mm

650m
m

10mm 10mm

150mm

130mm

FRONT

GL.

STS-304 PLATE 3.0T
W150 × H200
바닥판 진입부 R가공

STS-304 PLATE THK-10.0T
지정색 도장마감

관리번호 표찰 시트 부착
50 × 40mm

다양한 자전거 바퀴를 수용할 수 있는 규격
스포츠용 27” ~ 유아용 자전거 18” 이하

셋트앙카 (STS-304)

수성구CI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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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 보행자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로 인접 공개공지나 공원, 완충 녹지에 설치 권장

• 통행량이 많거나 보도 폭 3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 설치 지양

• 보관된 자전거로 인해 점자블록을 침해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 지양

• 도난방지, 안전을 위해 수목이나 시설물로 인한 시야 차단이 없고 자연감시가 쉬운 위치에 배치

• 야간 이용과 도난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도가 확보된 곳에 설치

• 자전거의 보도 점유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45˚사선 배치하고 연속 설치할 경우 거치대 간의 

간격은 500mm 이상, 600mm 이내로 설치

• 경사구간에도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

설치 유의사항

거치대 사이 간격
500mm ~ 600mm 보도점유율 최소화를 위해

45˚사선 배치

연속 설치 예시

자전거 보관대 연속 설치 시 배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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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다양한 사이즈의 바퀴를 수용할 수 

있는 크기

허리를 숙이지 않고 선 채로 자물쇠를 

걸 수 있는 높이

자전거 바퀴에 파손을 주지 않으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체결부

스포츠용
27”

유아용 자전거
18” 이하

성인남성
평균�키
173CM

초등6 여학생
평균�키

152.7CM

자전거 보관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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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2
유형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

안전콘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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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FRONT

TOP

GL.

그래픽 실크인쇄

STS-304 PLATE THK-3.0T

500mm

550m
m

867m
m

SIDE

2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 이동식 주차금지

표지판

W500mm × D550mm × H867mm

STS-304 PLATE

분체도장 위 실크인쇄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RGB : 255 / 255 / 255

CMYK : 0 / 0 / 0 / 0

Munsell : N10

PANTONE : 000C

주조색1 : 백색(무광)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주조색2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RGB : 255 / 0 / 0

CMYK : 0 / 100 / 100 / 0

Munsell : 5R 4/14

PANTONE : 2035C

강조색 :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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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쌓아서 보관할 수 있는 구조

이동 시 잡을 수 있는 손잡이

보관 시



50

Ⅲ 표준디자인 개발

380mm

550m
m

FRONT

GL.

기성 칼라콘 활용

380mm

550m
m

천천히
SLOW

PP 위 그래픽 출력

2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주차 및 통행

안내시설물

- 안전콘 커버

W380mm × D380mm × H550mm

(H700mm 기성품 기준)

PP 위 그래픽 출력

커버는 그래픽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하고 

안전콘은 가급적 검정색을 사용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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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원형, 사각형에 모두 적용가능한 커버 

형태로 계획

그래픽 예시

천천히

SLOW주차금지
NO P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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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3보호펜스

유형
기본형

유동형

보호구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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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 설치 장소 특성에 따라 기본형과 유동형을 선택 적용

• 경사지 설치 시에도 수직, 수평을 유지하여 설치하되, 경사도가 높은 곳에는 기둥은 지면과 수직을 

유지하고 가로바는 경사도와 평행을 이룰 수 있게 설치

• 앵커볼트가 노출되는 경계석 설치를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경계석에 설치하는 경우 앵커볼트를 

가릴 수 있는 커버 추가 설치

• 바닥고정부는 지하로 매설하고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설치 유의사항

기본형 독립적 연속설치 예시

유동형 경사지 설치 예시

기본형 연속설치 예시(내부 프레임이 기둥을 공유)

유동형 곡선부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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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보호펜스

- 기본형

FRONT

TOP

SIDE

GL.

1,900mm50mm 50mm

2,000mm

100m
m

90mm

237m
m

237m
m

237m
m

197m
m

STS-304 PIPE Ø38.1 X 1.5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AL-CASTING
W90/100 X H1100 X D50 (테이퍼형)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STS-304 PLATE THK-1.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후

고휘도 반사시트 접착

수성구CI 실크인쇄

1,100m
m

150m
m

640m
m

310m
m

3보호펜스

W2,000mm × D100mm × H1,100mm

AL-CASTING, STS-304 PIPE,

분체도장, 실크인쇄, 고휘도 반사시트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RGB : 255 / 255 / 255

CMYK : 0 / 0 / 0 / 0

Munsell : N10

PANTONE : 000C

강조색 : 백색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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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경관 종점

부에 고휘도 반사시트 적용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조립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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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FRONT

TOP

SIDE

GL.

1,900mm50mm 50mm

1,100m
m

150m
m

640m
m

310m
m

2,000mm

100m
m

90mm

237m
m

237m
m

237m
m

197m
m

STS-304 PIPE Ø38.1 X 1.5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알루미늄 유동브라켓

STS-304 PLATE THK-1.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후

고휘도 반사시트 접착

AL-CASTING
W90/100 X H1100 X D50 (테이퍼형)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수성구CI 실크인쇄

보호펜스

- 유동형

W2,000mm × D100mm × H1,100mm

AL-CASTING, STS-304 PIPE, 관절형브라켓, 

분체도장, 실크인쇄, 고휘도 반사시트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3보호펜스

RGB : 255 / 255 / 255

CMYK : 0 / 0 / 0 / 0

Munsell : N10

PANTONE : 000C

강조색 : 백색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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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경사로, 곡선부 설치에 대응할 수 

있는 관절형 브라켓 적용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경관 종점

부에 고휘도 반사시트 적용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조립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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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FRONT

TOP

SIDE

GL.

1,900mm50mm 50mm

1,100m
m

150m
m

640m
m

310m
m

2,000mm

100m
m

90mm

787m
m

197m
m

150mm

STS-304 PIPE Ø38.1 X 1.5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STS-304 PIPE Ø25.4 X 1.5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STS-304 PLATE THK-1.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후

고휘도 반사시트 접착

AL-CASTING
W90/100 X H1100 X D50 (테이퍼형)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수성구CI 실크인쇄

보호펜스

- 보호구역형

W2,000mm × D100mm × H1,100mm

AL-CASTING, STS-304 PIPE,

분체도장, 실크인쇄, 고휘도 반사시트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3보호펜스

RGB : 255 / 255 / 255

CMYK : 0 / 0 / 0 / 0

Munsell : N10

PANTONE : 000C

강조색 : 백색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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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경관 종점

부에 고휘도 반사시트 적용 

파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조립식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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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4볼라드

유형
4면형

2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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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설치

• 턱 낮춤 구간과 볼라드 시작점까지의 거리는 1m, 볼라드 설치 간격은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동을 

위해 1.5m를 유지

• 볼라드 0.3m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자블록 설치

• 2면형 설치 시 반사시트면이 차량과 보행자 진행방향과 일치되게 설치

• 경사면에 설치되는 경우에도 수직으로 설치

• 일렬 배치할 경우 시공선을 설정하여 볼라드 중심이 일치하게 설치

• 지지대 및 앵커볼트 등이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설치 유의사항

턱낮춤 구간과 볼라드 시작점까지 1m 볼라드 사이 간격 1.5m

차도 보도

점자블록
0.3m

차도 보도

점자블록
0.3m

4면형 설치 예시

볼라드 설치 간격

2면형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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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볼라드

- 4면형

W100mm × D100mm × H800mm

폴리우레탄-CASTING,

STS-304 PIPE(볼라드 중심지주)

고휘도 반사시트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4볼라드

100mm

90mm

580m
m

800m
m

200m
m

20m
m

SIDE FRONT

TOP

GL.

W50 X H200 시트접착면 DP5.0T 음각사출

수성구CI 음각 2mm

폴리우레탄-CASTING
W90/100 × D90/100 × H800 (테이퍼형)

STS-304 Ø63.5 × 2.0T
볼라드 중심지주

고휘도 반사시트 사면 접착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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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반사시트 적용.

장소 특성, 필요에 따라 반사시트 

색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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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100mm

100mm

800m
m

FRONTSIDE

TOP

GL.

W60 X H700 시트접착면 DP5.0T 음각사출

폴리우레탄-CASTING

STS-304 Ø63.5 × 2.0T
볼라드 중심지주

고휘도 반사시트 접착

반사시트 고정판

수성구 CI 음각 2mm

100m
m

680m
m

20m
m

볼라드

- 2면형

W100mm × D100mm × H800mm

폴리우레탄-CASTING,

STS-304 PIPE(볼라드 중심지주)

고휘도 반사시트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4볼라드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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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넓은 면적의 반사시트 적용.

장소 특성, 필요에 따라 반사시트 

색상 선택

반사시트 고정판을 설치하여 반사시트 

탈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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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5벤치

유형
평벤치형A - 1인용 평벤치형B - 1인용 / 스탠딩형

평벤치형A - 3인용 평벤치형B - 3인용

등벤치형A 등벤치형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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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 가로변, 공개공지에 설치 시 부피감을 최소화한 평벤치형 설치 권장

• 공원 등 녹지 및 휴식공간에 설치하는 벤치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등벤치형 설치 권장

• 설치 장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벤치 유형을 선택하고 동일한 공간 내에 다양한 형태의 벤치 

설치 지양

•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는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 안전을 위해 수목이나 시설물로 인한 시야 차단이 없고 자연감시가 쉬운 위치에 배치

•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도가 확보된 곳에 설치

• 걸터앉는 방식의 스탠딩형은 독립형 설치 또는 평벤치형B 1인용과 결합하여 설치 가능

• 기존 다인용 벤치의 사용성 저하, COVID-19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인용 벤치 설치 권장

설치 유의사항

평벤치형 1인용 설치 예시

평벤치형B - 1인용과 스탠딩형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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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평벤치형A

- 1인용

W700mm × D450mm × H420mm

AL-CASTING,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5벤치

GL.

FRONT

TOP

SIDE

450m
m

410mm

420m
m

35m
m

55m
m

330m
m

460mm40mm 200mm

700mm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AL-CASTING
지정색 분체도장

수성구 CI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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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쾌적한 이용, COVID-19 등 사회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1인용 벤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 확보

프레임과 앉음판을 평탄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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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FRONT

TOP

GL.

450m
m

1,360mm40mm 200mm

1,600mm

410mm

420m
m

35m
m

55m
m

330m
m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AL-CASTING
지정색 분체도장

SIDE

수성구 CI 실크인쇄

평벤치형A

- 3인용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5벤치

W1,600mm × D450mm × H420mm

AL-CASTING,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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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 확보

프레임과 앉음판을 평탄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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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FRONT

TOP

GL.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AL-CASTING
지정색 분체도장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SIDE

840m
m

520mm

420m
m

35m
m

55m
m

330m
m

수성구 CI 실크인쇄

520m
m

1,520mm40mm 40mm

1,600mm

등벤치형A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5벤치

W1,600mm × D520mm × H840mm

AL-CASTING,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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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프레임 최소화를 통해 시각적 경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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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평벤치형B

- 1인용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5벤치

GL.

FRONT

TOP

SIDE

420m
m

420mm

420m
m

35m
m

55m
m

330m
m

470mm30mm 200mm

700mm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AL-CASTING
지정색 분체도장

수성구 CI 실크인쇄

W700mm × D420mm × H420mm

AL-CASTING,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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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쾌적한 이용, COVID-19 등 사회변

화에 대응하기 위한 1인용 벤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 확보

프레임과 앉음판을 평탄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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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GL.

FRONT

TOP

SIDE

140m
m

640mm30mm 30mm

700mm

W14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AL-CASTING
지정색 분체도장

600m
m

40m
m

560m
m

수성구 CI 실크인쇄

140mm

벤치

- 스탠딩형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5벤치

W700mm × D140mm × H600mm

AL-CASTING,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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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평벤치형B - 1인용과 함께 설치하여 

등받이 형태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

프레임과 기댐판 상단을 평탄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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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420mm

420m
m

35m
m

55m
m

330m
m

수성구 CI 실크인쇄

FRONT

TOP

GL.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AL-CASTING
지정색 분체도장

SIDE

420m
m

1,370mm30mm 200mm

1,600mm

평벤치형B

- 3인용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5벤치

W1,600mm × D420mm × H420mm

AL-CASTING,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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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 확보

프레임과 앉음판을 평탄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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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FRONT

TOP

GL.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AL-CASTING
지정색 분체도장

W100 X 40T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SIDE

840m
m

530mm

420m
m

420m
m

530m
m

1,600mm

1,370mm30mm 200mm

수성구 CI 실크인쇄

등벤치형B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5벤치

W1,600mm × D530mm × H840mm

AL-CASTING,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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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편안한 휴식을 위해 물건을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 확보

프레임과 앉음판을 평탄하게 하여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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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6가로 화분대

유형
기본형

저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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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 설치 장소의 보행 동선과 주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

• 내부 토양은 관수나 강우 시 유출 방지를 위해 가로화분대의 최상부보다 낮게 유지

• 가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연속적 배치 권장

• 벤치 등 휴게시설물과의 통합설치 권장

설치 유의사항

기본형에 저단형 적층 설치 예시

기본형과 벤치 통합 설치 예시

기본형 연속 설치 예시

기본형, 저단형 적층과 벤치 통합 설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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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가로 화분대

- 기본형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6가로 화분대

FRONT

TOP

SIDE INSIDE

GL.

수성구 CI 실크인쇄

Ø10 배수홀 15EA

H70 × D15mm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STS-304 PLATE THK-3.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40m
m

40m
m

450m
m

370m
m

420m
m

31m
m

35m
m

354m
m

화
분

32
9m

m
수

조
50

m
m

600mm

W600mm × D450mm × H420mm

STS-304 PLATE,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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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안, 밖으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여 이동 편의성 향상

하부에 지게차 포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동 편의성 향상

내부 수조(물이 고이는 공간)를 적용하여 저면관수를 통한 식재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물이 배수홀을 통해 수조에 저장

수조 용량 이상의 물은

측면의 배수공간 통해 배출



86

Ⅲ 표준디자인 개발

가로 화분대

- 저단형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6가로 화분대

W610mm × D420mm × H200mm

STS-304 PLATE, 하드우드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실크인쇄

FRONT

TOP

SIDE INSIDE

GL.

수성구 CI 실크인쇄

Ø10 배수홀 15EA

H70 × D15mm 하드우드
오일스테인 2회

STS-304 PLATE THK-3.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32m
32m

420m
m

356m
m

200m
m

30m
m

29m
m

141m
m화

분
13

0m
m

수
조

35
m

m

610mm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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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안, 밖으로 잡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여 이동 편의성 향상

기본형에 적층할 수 있는 형태

내부 수조(물이 고이는 공간)를 적용하여 저면관수를 통한 

식재 유지관리 용이성 향상

하부에 지게차 포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이동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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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배수구 덮개7
배수구 덮개

- 기본형

• 덮개와 받침틀은 수평으로 고정하고 설치 지면과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 설치 유의사항

W640mm × D500mm × H70mm

주형 주물제작 

규격

재질 및 마감

덮개 덮개틀

320mm320mm

35m
m

500m
m

640mm

580m
m

720mm

135mm

주철 주물제작
(THK-5.0T 이상)

수성구 CI 양각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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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8현수막 게시대

유형
6단형

설치 유의사항 • 기초 공사 시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1단형 (일반형/홍보판 결합형)

2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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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표준디자인 개발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W6,300mm × D300mm × H5,600mm

STS-304 PLATE, 현수막 걸이대(기성품)

분체도장, 실크인쇄

현수막 게시대

- 6단형

8현수막 게시대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FRONT

TOP

GL.

300m
m

6,100mm

6,300mm

STS-304 PLATE THK-2.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용접용 현수막 걸이대 (기성품)
현수막 W6,000 × H700mm × 6EA

수성구 CI 실크인쇄

100mm 100mm

4,
85

0m
m

5,
60

0m
m

30
0m

m
45

0m
m

SIDE

250mm

5,600m
m

관리번호 표찰 시트 부착
250 × 200mm

(정면 기준 왼쪽 기둥 바깥쪽 하단 부착)

700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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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을 최소화하여 개방감 확보

하단 현수막 걸이대를 기둥 후면에 

직접 부착하여 기둥 굵기 최소화

설치 유의사항 • 계획 단계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기후 영향, 보행자 시야 차단에 따른 위험성 등 장소 특성

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조를 변경 가능. 단, 형태·색상·마감 등은 

동일하게 적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기초 공사 시 지지대 및 앵커볼트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기초와 접하는 바닥마감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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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수막 게시대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W5,240mm × D120mm × H1,850mm

STS-304 PIPE, STS-304 PLATE,

현수막 걸이대(기성품), 분체도장

현수막 게시대

- 2단형

FRONT

TOP

SIDE

GL.

BACK

GL.

5,000mm

120m
m

110mm

120mm 120mm

100m
m

1,750m
m

1,850m
m

1,500m
m

5,240mm

관리번호 표찰 시트 부착
50 × 100mm

(정면 기준 왼쪽 기둥
바깥쪽 하단 부착)

STS-304 PLATE THK-3.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내부 용접용 현수막 걸이대
(기성품)

현수막 W5,000 × H700mm

수성구CI 실크인쇄

수성구CI 실크인쇄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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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걸이대의 용접부가 노출되지 

않아 깔끔한 미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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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TOP

SIDE

GL.

5,000mm

120m
m

110mm

120mm 120mm

100m
m

900m
m

1,000m
m

5,240mm

STS-304 PLATE THK-3.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내부 용접용 현수막 걸이대
(기성품)

현수막 W5,000 × H700mm

수성구CI 실크인쇄

BACK

GL.

수성구CI 실크인쇄

관리번호 표찰 시트 부착
50 × 100mm

(정면 기준 왼쪽 기둥
바깥쪽 하단 부착)

8현수막 게시대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W5,240mm × D120mm × H1,000mm

STS-304 PIPE, STS-304 PLATE,

현수막 걸이대(기성품), 분체도장

현수막 게시대

- 1단형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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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걸이대의 용접부가 노출되지 

않아 깔끔한 미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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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640mm × D120mm × H1,000mm

STS-304 PIPE, STS-304 PLATE,

현수막 걸이대(기성품), 분체도장

FRONT

TOP

SIDE

GL.

5,000mm

120m
m

110mm

120mm 120mm 1,000mm 100mm

100m
m

900m
m

1,000m
m

6,340mm

현수막 W5,000 × H700mm

내부 용접용 현수막 걸이대 (기성품)

BACK

GL.

수성구CI 실크인쇄

수성구CI 실크인쇄

STS-304 PLATE THK-3.0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STS-304 각관 40 × 40mm × 1.5T
지정색 분체도장마감

STS-304 PLATE THK-1.2T
박스절곡 양면 지정색 도장
(행정홍보 등 필요에 따라 변경)

관리번호 표찰 시트 부착
50 × 100mm

(정면 기준 왼쪽 기둥
바깥쪽 하단 부착)

8현수막 게시대

규격

재질 및 마감

색채

현수막 게시대

- 1단형

(홍보판 결합형)

RGB : 76 / 73 / 66

CMYK : 72 / 67 / 72 / 31

RGB : 174 / 187 / 199

CMYK : 31 / 17 / 12 / 10

Munsell : 5Y 3/1

PANTONE : 418C

Munsell : 2.5PB 7/2

PANTONE : 2162C

주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084(무광)

강조색 : 대구시 환경색채 DEC-159(신천청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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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행정홍보가 가능한 게시대 

일체형 형태

현수막 걸이대의 용접부가 노출되지 

않아 깔끔한 미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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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요

유형별 디자인
1등형

보안등 지주형 보안등 벽 부착형 보안등 전주 부착형

보안등 결합형2등형

가로등/보안등 디자인은 다른 품목의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미려한 가로경

관을 조성하기 위해 제시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가로공간 계획 및 시설물 설치 시 참고하여 유사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적용

가로등/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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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빛공해 방지 등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컷오프 모듈

3단 조절(배너걸이/국기 게시/수직 보관)이 가능한 배너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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