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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는 서울상징 해치를 모티브로하여 광화문 해치상을 모델로 만들어졌다.
이는 광화문 해치상이 국내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해치상 중 가장 아름다우며 국민들에게도
가장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해치 심벌은 서울이 갖는 전통성과 문화적 이미지를 표현하며 서울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대표 상징이다.
해치심벌의 형태는 고개를 돌려 서울을 둘러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역동적이고 힘찬 이미지를 강조
하였으며, 해치 고유의 문양과 서울색을 적용하여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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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벤치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드림월드드림월드는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아름다운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믿음과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한발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사람과 자연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있다.
이 메 일: idw1998@hanmail.net
회사전화: 031-766-4111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 197-8, 1층

제품설명전면부는 단순한 기둥에 목재가 연결된 형태로서 도시 공간 안에서 여백의 미를 창출하였고, 측면부에부드러운 곡선의 트랩 형태를 적용하여 심심해질 수 있는 디자인에 재미요소를 적용하였다. 편안하면서모던한 디자인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도심 속 지친 도시인들에게 작은 휴식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사이즈: W1600×D466×H730
색    상: 기와진회색, 목재색
재    료: 분체도장, 오일스테인

1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796  

DWJ-2053

평면도 기초상세도

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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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6-1 NEO-N6-2 NEO-N6-3

BENCH  벤치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네오개발㈜네오개발은 2001년에 설립하여 자전거보관대와 디자인휀스, 벤치, 퍼걸러 등 기타 가로시설물을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까지 하는 업체로서 국제규격 ISO9001/14001인증, 단체표준표시(디자인형울타리, 퍼걸러)인증,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등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받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이다.
이 메 일: 9992473@hanmail.net
회사전화: 031-837-5107
주       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258번길 61-6

제품설명사용자가 앉았을 때 10˚정도 기울기의 눕는 느낌이 들도록 설계되어 보다 편안한 안착감을 주도록 하였고,알루미늄 프레임에 외곽선을 돌출시켜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층 향상시켜 주었다.

사이즈: W1840×D645×H81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목재

1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797  

NEO-N6-1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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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6-1 NEO-N6-2 NEO-N6-3

BENCH  벤치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네오개발㈜네오개발은 2001년에 설립하여 자전거보관대와 디자인휀스, 벤치, 퍼걸러 등 기타 가로시설물을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까지 하는 업체로서 국제규격 ISO9001/14001인증, 단체표준표시(디자인형울타리, 퍼걸러)인증,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등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인증받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이다.
이 메 일: 9992473@hanmail.net
회사전화: 031-837-5107
주       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258번길 61-6

제품설명벤치 다리의 모서리 부분과 앉음부 끝은 목재 라운드 처리로 사용자와 접촉시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알루미늄 프레임에 외곽선을 돌출시켜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층 향상시켜 주었다.

사이즈: W1840×D390×H42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목재

16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798

NEO-N6-2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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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N6-1 NEO-N6-2 NEO-N6-3

BENCH  벤치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네오개발㈜네오개발은 2001년에 설립하여 자전거보관대와 디자인휀스, 벤치, 퍼걸러 등 기타 가로시설물을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까지 하는 업체로서 국제규격 ISO9001/14001인증, 단체표준표시(디자인형울타리, 퍼걸러)인증,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등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인증받은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이다.
이 메 일: 9992473@hanmail.net
회사전화: 031-837-5107
주       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258번길 61-6

제품설명곡선미가 느껴지는 벤치 다리는 좌우대칭으로 고급스러우며 안정감이 있다. 앉음부 끝의 목재 라운드처리로 사용자와 접촉시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알루미늄 프레임 사용으로 내구성이 우수한  평벤치이다.
사이즈: W1820×D390×H42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목재

1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799  

NEO-N6-3

평면도 측면도 

정면도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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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벤치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자)어반스케이프 (자)어반스케이프는 퍼걸러 및 조경시설물 등의 공공시설물을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하여 현대적이고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심과 자연, 도심과 인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본 사: 대전광역시 서구갈마로 214(내동, 2층)         H: 042-862-0604, F: 042-862-0603
지 사: 세종시 부강면 시목부강로 355                        H: 044-266-5485, F: 044-266-5486

제품설명반영구적인 내구성을 자랑하며, 대칭적으로 디자인 되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균형감을 선사한다.벤치와 테이블의 일체형으로 깔끔한 레이아웃을 갖고 있어 간결하고 심플한 느낌을 주며 휴식공간 어느장소에나 배치가 가능하다. 건조 된 하드우드를 사용하여 균열이나 뒤틀림이 적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을함유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임과 동시에 냄새가 적고 색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사이즈: W1760×D1600×H760 
색    상: 기와진회색, 목재
재    료: 하드우드, 스틸 (STL-PIPE)

2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0  

UBB-504

평면도 단면도

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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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FENCE 보행자용 휀스 28. MD-003  앰디자인건설(주)

30. DAUS-RA-163  (주)다우스

26. SHF-428  (주)신화

24. 3SF-105  정도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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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보행자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정도산업 주식회사정도산업 주식회사는 1995년에 설립하여 관절형 중앙분리대를 비롯한 개방형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과 자전거도로난간, 휀스 등을 제작 · 시공까지 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특허(디자인) 및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 개발과 고객감동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업이다.
이 메 일: jdind@jdind.co.kr
회사전화: 02-465-1233
주       소: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돈유1로 59-38

제품설명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기능성을 강조하고 시각적인 개방감 확보에 중점을 두어, 도심경관과의자연스러움을 살린 디자인이다. 알루미늄 자재사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미관개선 및 안전성, 유지관리에 탁월하도록 설계하였다.

사이즈: W2000×D180×H12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2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1  

3SF-105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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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보행자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신화(주)신화는 차량방호책 및 인도교, 보행자 안전 난간을 전문적으로 생산 · 개발하는 업체로 추락사고나차량의 도로이탈, 정면충돌 등과 같은 사고에 대비하고 보행자 및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나은 제품을 연구개발 하고 있다.
이 메 일: kimyunhee7@hanmail.net
회사전화: 041-742-9445
주       소: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마봉로 79번길 20

제품설명보행자용 휀스로 점유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였다. 또한시각적 연속성을 가지는 디자인으로, 지주 상부캡을 지주와 일체화하여 간결한 형태를 이루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심, 공원, 수변, 교육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다. 
사이즈: W2000×D90×H11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26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2

SHF-428

정면도

상세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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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보행자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앰디자인건설(주)앰디자인건설(주)는 젊은 경영진, 디자인팀, 제작부서로 조직되어 있다. 제작부서 내에 시공팀을 보유하고 있어, 현장의 작은 문제점까지 제작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9년 가까이 쌓아온 제작노하우와 시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2년 금속재창호 전문건업 및 직접생산등록으로 공공시설물 및 옥외 싸인물 디자인 및 제작 · 시공에 특화된 회사이다. 
이 메 일: swppjs0624@hanmail.net
회사전화: 031-775-2335
주       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애곡길 10번길 3

제품설명보행로에 설치되는 휀스로,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시 하였다. 장식적인 면을 최소화하고 기본 조형요소만을 사용한 심플한 형태로, 눈에 띄는 주목성을 지양하고 도시에 배경으로서 안전과 보차분리기능에 적합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사이즈: W2000×D100×H11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스틸 

2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3

MD-003

전개도

정면도우측면도좌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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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보행자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다우스㈜다우스는 미래창조 · 인간존중 · 고객신뢰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시설물, 교량구조물, 도로부속시설물, 금속창호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세상에 하나뿐인 제품을 디자인하고 개발하기 위해 끊임없이연구하는 디자인 전문회사이다.
이 메 일: dauscc@naver.com
회사전화: 031-897-8381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65 에이스빌딩 505호

제품설명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높이며 시각적 개방감 확보로 아름다운 도심 경관을위한 보행자용 휀스이다.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무채색 사용이 특징으로 알루미늄 사용으로 변질 및변색이 없고 지속가능한 제품이다.

사이즈: W2000×D140×H11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3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4 

DAUS-RA-163

정면도

정면상세도 측면상세도 ‘B’상세도

‘A’상세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BOLLARD 볼라드 34. KLB-13  (주)광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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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LARD 볼라드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광림이엔씨㈜광림이엔씨는 디자인 · 제작 · 시공 등 도로시설물 전문회사로서 다수의 특허(디자인) 및 인증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개발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 메 일: klim0411@hanmail.net
회사전화: 031-981-0411
주       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 497 2층

제품설명보행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하였으며, 주변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으로부담감이 없도록 했다. 주변시설과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고, 교통약자를 배려한 디자인으로 충격시커버가 충격을 완화시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사이즈: Φ135×H83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스틸, 우레탄 커버

3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5  

KLB-13

정면도 정면상세도평면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Street Tree Cover 가로수보호덮개 42. SH1212-Q11  삼호씨엔티(주)

44. SH1212-Q12  삼호씨엔티(주)

40. DNG-192  디자인나눔

38. DNG-126  디자인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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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ree Cover 가로수보호덮개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디자인나눔DESIGN NANUM은 공공디자인 전문가 그룹들이 만나 설립되었다. 2010년부터 국내의 굵직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 금상, 환경부장관상 등 본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서 조경업계 최다 제품이 선정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국내의 공공시설물 디자인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이 메 일: nanum2010@nate.com
회사전화: 02-2672-2266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1-2 귀뚜라미홈시스텔 

제품설명철재의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디자인패턴이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바깥쪽에서 중심부로 모이는 형태로사용자들에게 자연스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다. 안전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 적용으로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사이즈: W1200×D1200×H2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스틸(STL-Plate)

3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6  

DNG-126

평면도 부분상세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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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ree Cover 가로수보호덮개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디자인나눔DESIGN NANUM은 공공디자인 전문가 그룹들이 만나 설립되었다. 2010년부터 국내의 굵직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 금상, 환경부장관상 등 본상을 수상하고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서 조경업계 최다 제품이 선정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국내의 공공시설물  디자인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이 메 일: nanum2010@nate.com
회사전화: 02-2672-2266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11-2 귀뚜라미홈시스텔 

제품설명철재의 하이테크한 이미지와 육각형의 디자인패턴이 안정감을 주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자연스럽고친근하게 보여지는 디자인이다. 안전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질 적용으로 경제성, 시공성을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사이즈: W1200×D1200×H2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스틸(STL-Plate)

4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7  

DNG-192

평면도 부분상세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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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ree Cover 가로수보호덮개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삼호씨엔티㈜삼호씨엔티(주)는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 내 조경수 보호를 위한 수목 보호판, 받침틀을 생산・납품하고있다. 15년 이상의 경험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메 일: samhocnt@hanmail.net
회사전화: 02-739-7100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레티넘빌딩 715호

제품설명서울의 미래도시를 나타내는 패턴의 디자인으로, 울창한 숲을 지나 빌딩 숲을 이루는 서울의 미래적이미지를 상상하여 표현하였다. 별도의 결합부품 없이 체결할 수 있어 설치가 편리하다.
사이즈: W1200×D1200×H18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압연강재

4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8  

SH1212-Q11 

SH압연강재 수목보호판 및 받침틀 기초 상세도

단면도 A-상세도 결합부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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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ree Cover 가로수보호덮개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삼호씨엔티㈜삼호씨엔티(주)는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 내 조경수 보호를 위한 수목 보호판, 받침틀을 생산・납품하고있다. 15년 이상의 경험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메 일: samhocnt@hanmail.net
회사전화: 02-739-7100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레티넘빌딩 715호

제품설명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문양을 형상화하였으며, 평화의 컨셉으로 통일의 기원과 국민화합의 의미를담고 있는 디자인이다. 별도의 결합부품 없이 체결할 수 있어 설치가 편리하다.
사이즈: W1200×D1200×H18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압연강재

4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09  

SH1212-Q12

SH압연강재 수목보호판 및 받침틀 기초 상세도

단면도 A-상세도 결합부상세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Bicycle Rack  자전거보관대 48. BP-045-B  우성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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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Rack  자전거보관대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우성안전(주)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인 우성안전은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 메 일: best_ydin@naver.com
회사전화: 02-577-5576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우성안전㈜

제품설명자전거거치대의 높이를 높여 기존 거치대의 연속적인 자전거 전도를 방지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허리를굽히지 않고 자전거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되었다. 높이의 재조정을 통해 타 자전거거치대와차별성을 만들어내고 사용자에게 효과적인 거치가 가능하다는 심리적 안정감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사이즈: W3775×D805×H800 (10대 거치형)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스테인레스 (분체도장)

4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0  

BP-045-B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Wastebasket  휴지통 52. DWN-1006  드림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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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basket  휴지통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드림월드드림월드는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이다.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한발 더 다가서는 기업으로 사람과 자연을 위한 끊임없는노력을 하고 있다.
이 메 일: idw1998@hanmail.net
회사전화: 031-766-4111
주      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길 197-8, 1층

제품설명주변 도시경관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여 간결한 형태로 사용자의 편의성과효율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와진회색의 철재와 목재의 조화로 모던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전면부의목재를 패턴화하여 세련미와 시각적 재미요소를 더하였다.

사이즈: W450×D400×H1020, 16kg
색    상: 기와진회색, 목재색 
재    료: 하드우드 (30×30), 스틸 (1.6T), 우레탄도장

5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1  

DWN-1006

평면도 부분상세도

정면도 측면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Street Light 가로등 60.THP2-904,DN-120  (주)태헌

62.MDSS43-10A16, JSLF-001-e150W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 

64.MDSS44-10A16, JSLF-001-e150W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 

58.SLX-GP05S-10  (주)썬룩스

56. WGP-042S, WD-RL002(주)우담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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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Light 가로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우담라이팅(주)우담라이팅은 2007년 설립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밝고 효율적인 가로등 제조와 설계를 중점으로발전해 왔으며, 국내 도로상황에 적합한 가로등 조명설계를 지향하여 고속도로,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등 각각의 도로에 최적화된 조명설계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 메 일: woodam001@naver.com
회사전화: 02-304-0857
주       소: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율마로 257-13

제품설명직선을 사용한 디자인으로 도시적인 이미지를 주며, 상단의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장식효과를주는 동시에 암대부착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안정감을 향상시켰다.

사이즈: W2742×D400×H8000, 120kg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등주-스틸(STK 400), 등기구-알루미늄(다이케스팅)

56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2  

WGP-042S/WD-RL002 

안정기 부착구 및 커버

베이스 플레이트

정면도측면도배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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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Light 가로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썬룩스(주)썬룩스는 친환경적인 가로등과 보안등을 생산하는 전문업체이다.
이 메 일: sunlux728@naver.com
회사전화: 070-8285-6291
주       소: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708번길 39-31

제품설명심플함을 최대한 강조한 기능 중심의 가로등 디자인이다. 서울 대표색인 기화진회색을 사용하여 도시에녹아드는 느낌을 주며 전체적인 구조의 균형으로 심리적 안정감과 부식이 없는 내식성을 확보한다.슬림한 구조물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심플한 디자인으로 적용하였다.
사이즈: W2320×D350×H10000, 180kg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철제

5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3 

SLX-GP05S-10

등기구상세도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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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Light 가로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태헌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로등주, 조명시설 및 운동장 조명시설을 납품하였고, 국내 최고 양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자인연구소 ‘디자인 터전’ 운영으로 다양한 Design Portfolio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력을바탕으로 한강르네상스(반포대교, 여의도, 난지지구) 경관조명을 납품하는 등, 실외 조명을 이끌어나가는 선두 기업이다.
이 메 일: taehun1220@hanmail.net
회사전화: 02-769-1220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노하길 355-14

제품설명일직선으로 나가는 다른 가로등주 암과 달리 밴딩기법으로 커브를 주어 다른 가로등과 디자인적으로차별성을 두었으며, 최적화된 등기구 사용으로 서울시 도심 환경에 적합한 일체형 가로등을 구현해내었다.

사이즈: 등주 - W114×D220×H10000, 120kg  등기구 - W822×D375×H255, 10kg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등주 - 철재(SS400 3.2t), 등기구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6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4  

THP2-904, DN-120

암 상세도

측면도 DETAIL”A” DETAI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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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Light 가로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신뢰성을 중시하는 회사 경영이념으로 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은 정품자재로정량을 납기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며 인간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일하는 보람이 있는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 사회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항상 노력하는 회사이다.
이 메 일: 9893868@naver.com
회사전화: 031-989-3868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314-52

제품설명도시의 모던함과 동양적인 느낌을 조화시킨 색감으로 서울시가 추구하는 쾌적함에 부합하기 위해감동과 매력을 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다.

사이즈: W2500×D400×H10000
색    상: MX300KM
재    료: 철재(용융아연도금, 분체도장)

6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5

MDSS43-10A16,
JSLF-001-e150W

암상세도

측면도 등주 하단 및 점검구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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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Light 가로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신뢰성을 중시하는 회사 경영이념으로 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은 정품자재로정량을 납기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며 인간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일하는 보람이 있는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 사회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항상 노력하는 회사이다.
이 메 일: 9893868@naver.com
회사전화: 031-989-3868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314-52

제품설명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슬로건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과 합께 하는 간결하고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였다.

사이즈: W2500×D400×H10000
색    상: MX300KM
재    료: 철재 (용융아연도금, 분체도장)

6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6  

MDSS44-10A16,
JSLF-001-e150W

암상세도

측면도 등주 하단 및 점검구 상세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Security Light 보안등 70. MDSP39-05A16,MDLM-50-35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

72. HG-50  ㈜한일 티앤씨

68. YNL-DAL(주)와이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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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Light 보안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와이엔엘Y&L은 주 · 야간 통합 경관설계가 가능하다.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실천 및 도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창착하며, 도시경관으로부터 건축, 도시구조물, 실내까지 아우르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을 보유한 LED 경관조명 전문기업이다.
이 메 일: bestswy@naver.com
회사전화: 070-4808-0944
주       소: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8-2번지 1층 201호

[공장]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교리 154-12번지

제품설명LED보안 등기구로 도시환경 및 공원에 배치하여 보행자에게 안전한 야간보행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미려한 곡선으로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원형이 만드는 아름다움을 강조한 디자인으로,측면라인은 공기흐름 및 이물질의 자연스러운 배출로 인해 방열효과를 높혔으며, 폴과 등기구의 연결브릿지에 컬러 및 재질감의 변화를 주어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사이즈: 등기구- Ø390×D590×H200, 폴대- Ø100×H40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폴리카보네이트, 철제(용융도금, 분체도장)

6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7  

YNL-DAL

등주 하단 상세도

기초상세도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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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Light 보안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신뢰성을 중시하는 회사 경영이념으로 주식회사 명도산업조명은 정품자재로정량을 납기기한 내에 생산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며 인간존중을 기본 바탕으로 일하는 보람이 있는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 사회에 이바지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 전 직원이 항상 노력하는 회사이다.
이 메 일: 9893868@naver.com
회사전화: 031-989-3868
주       소: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 314-52

제품설명디자인 수도 서울의 목적과 인간 중심 도시를 지향하는 슬로건에 맞게 서울시 대표색 돌담 회색과 기와진회색에 초점을 맞추어 세련됨과 심플함의 조화를 위해 디자인 수평적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다.

사이즈: W400×D350×H5000
색    상: MX300KW
재    료: 철재(용융아연도금, 분체도장)

7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8  

MDSP39-05A16,
MDLM-50-35

평면도

측면도 등주 하단 및 점검구 상세도

암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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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Light 보안등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한일티앤씨㈜한일티앤씨는 LED 발광 다이오드의 응용과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와 전문 인적자원을 바탕으로차별화된 LED 조명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이다.
이 메 일: hanil2002@chol.com
회사전화: 02-838-5682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 C동 1320호

제품설명자연친화적인 나뭇잎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LED 보안등으로 방열이 우수한 세라믹 P.C.B.를 사용하여칩의 수명이 오래가고,  풍압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일체형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

사이즈: W477×D240×H71
색    상: 기와진회색, 회색
재    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7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19  

HG-50

측면도

정면도 배면도측면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Fence 자전거도로용 휀스 78. FG-3101-01  우성안전(주)

80. FG-3101  우성안전(주)

76. FB-3101-01  우성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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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자전거도로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우성안전㈜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인 우성안전은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 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 메 일: best_ydin@naver.com
회사전화: 02-577-5576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우성안전㈜

제품설명기능을 최우선으로 하되, 절제되고 세련된 직선의 사용으로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성을 우선시 하였다.외부에서 보았을때 보도를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정돈된 도시미관을 연출하며, 볼트체결식 구조로현장대응이 용이하여 빠른 시공・관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사이즈: W2000×D230×H1250
색    상: 기와진회색, 돌담회색
재    료: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76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20 

FB-3101-01

전개도

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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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자전거도로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우성안전㈜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인 우성안전은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 메 일: best_ydin@naver.com
회사전화: 02-577-5576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우성안전㈜

제품설명간결하고 심플한 공간파티션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로선의 연장으로 구성한 디자인이다. 지주를 개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 하고 주변경관과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으며, 상단 손스침 부분을 보도쪽으로 향하여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다.
사이즈: W2000×D160×H12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분체도장)

7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21  

FG-3101-01

전개도

정면도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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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자전거도로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우성안전㈜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인 우성안전은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 메 일: best_ydin@naver.com
회사전화: 02-577-5576
주       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우성안전㈜

제품설명간결하고 심플한 공간파티션으로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가로선의 연장으로 구성한 디자인이다. 지주라는 한정된 부분을 비정형 사선을 이용하여 절제된 미를 강조하고 개방된 지주를 통해공간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상단 손스침 부분을 보도쪽으로 향하여 보행자 편의를 고려한 제품이다.
사이즈: W2000×D160×H12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분체도장)

8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22

FG-3101

전개도

정면도 측면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Fence 교량용 휀스 86. MF-B002-7 주식회사 디자인모프

88. MF-B055-2  주식회사 디자인모프

84. KWA-637 (주)케이원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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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교량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케이원레일㈜케이원레일은 토목자재 생산 · 시공 전문업체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안전한 도시문화를 이끈다는목표로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품질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디자인 제품으로 21세기 경관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기업이다.
이 메 일: kwonrail@naver.com
회사전화: 031-613-9464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449

제품설명주 지주에 가로보와 세로보가 결합한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며, 장식적 요소와 부재를 최소화하여시각 및 심리적 개방감이 뛰어나다. 또한 간결한 패턴으로 도심경관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살렸으며,알루미늄 자재사용으로 내구성이 뛰어나 상단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우수하다.

사이즈: W2000×D190×H11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8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23  

KWA-637

정면상세도 A-A 단면도 B-B 단면도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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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교량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식회사 디자인모프주식회사 디자인모프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예술성, 편의성, 공공성이 어우러진 디자인을 추구한다. 경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를 통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경관 Total Solution의 선두 그룹으로 기억되고자 한다.
이 메 일: designmoff@daum.net
회사전화: 02-2038-6640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120호 

제품설명교량 및 육교 등 범용적으로 적용가능한 휀스 제품으로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일반적이지 않은삼각 형태의 지주적용으로 별도의 조형적 요소없이도 형태적 조형미를 갖춘 난간을 연출하였다. 무채색의 색상을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하였다.

사이즈: W1500×D100×H13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스틸

86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24

MF-B002-7

전개도

좌측면도 단면도 ‘A-A’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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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e 교량용 휀스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인증번호

모델명 주식회사 디자인모프주식회사 디자인모프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예술성, 편의성, 공공성이 어우러진 디자인을 추구한다. 경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를 통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경관 Total Solution의 선두 그룹으로 기억되고자 한다.
이 메 일: designmoff@daum.net
회사전화: 02-2038-6640
주       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120호 

제품설명보도육교 및 교량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장식적 요소를 최소하하고 심플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주변시설물 및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즈: W1500×D80×H1300
색    상: 기와진회색
재    료: 알루미늄, 스틸

88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825

MF-B055-2

전개도

정면도 단면도 ‘A-A’좌측면도





제 1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 인증기간  2015. 7. 1 ~ 2017. 6. 30

SGPD-00701
벤치
NBC-2040
업체명: 뉴그린창신(주)

SGPD-00702
벤치
YB-277
업체명: (주)예건

SGPD-00703
벤치
YB-275
업체명: (주)예건

SGPD-00704
벤치
UBB-013-1    
업체명: (자)어반스케이프

SGPD-00705
벤치
CIB-129 
업체명: 씨엔아이플러스(주)

SGPD-00711
자전거도로용 휀스
MF-BR002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00712
자전거도로용 휀스
CY-A01
업체명: (주)극동메탈휀스

SGPD-00713
보행자용 휀스
KL-106A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00714
보행자용 휀스
KL-106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00715
보행자용 휀스
MF-SW015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00716
보행자용 휀스
MF-SW016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00717
보행자용 휀스
NEO-FS310
업체명: (주)네오개발

SGPD-00718
보행자용 휀스
SDF-002  
업체명: (주)세원리테크

SGPD-00719 
보행자용 휀스
NEO-FS309 
업체명: (주)큰그림

SGPD-00720
보행자용 휀스
JW-588  
업체명: 주원테크(주)

SGPD-00706
벤치
CIB-029  
업체명: 씨엔아이플러스(주)

SGPD-00707
벤치
ZAB-202    
업체명: (주)자인

SGPD-00708
파고라
SIP-125C
업체명: (주)세인환경디자인

SGPD-00709
가로수보호덮개
DNG-152
업체명: 디자인나눔

SGPD-00710
자전거도로용 휀스
MF-BR001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00721 
보행자용 휀스
JW-587  
업체명: 주원테크(주)

SGPD-00722
보행자용 휀스
FL-16  
업체명: (주)디자인팩토리

SGPD-00723
보행자용 휀스
FL-AL-02
업체명: (주)디자인팩토리

SGPD-00724 
보행자용 휀스
Kgrim-15
업체명: (주)큰그림

SGPD-00725
보행자용 휀스
GR-151-02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731
교량용 휀스
MF-B013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00732
교량용 휀스
ERR-096   
업체명: (주)에스코알티에스

SGPD-00733
교량용 휀스
ERR-097   
업체명: (주)에스코알티에스

SGPD-00734
보안등
THP3-401510, EC-1010
업체명: (주)태헌

SGPD-00735
보안등
SP-A450    
업체명: (주)에스제이엘

SGPD-00736  
보안등
KCPL-W002
업체명: (주)케이씨환경디자인

SGPD-00726
보행자용 휀스
GR-095-S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727
보행자용 휀스
3SF-102
업체명: (주)쓰리에스

SGPD-00728
가로등
THP2-101510, DN-R101
업체명: (주)정환테크노피아

SGPD-00729
가로등
LST-GP073D-10
업체명: (주)엘에스티

SGPD-00730
교량용 휀스
DAUS-RA-116-1
업체명: (주)다우스

SGPD-00737
보안등
SR-GP051-4
업체명: (주)새론하이텍

SGPD-00738  
보안등
SR-GP052-5 
업체명: (주)새론하이텍

SGPD-00739  
공원등
ARP-001  
업체명: (주)아리산업

SGPD-00535/재인증
벤치
YB-248
업체명: (주)예건

9392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00536/재인증
벤치
UBB-126
업체명: (자)어반스케이프

SGPD-00537/재인증
벤치
BL-08  
업체명: (주)디자인팩토리

GPD-00560/재인증
교량용 휀스
NRA 442  
업체명: (주)누리플렌

제 1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 인증기간  2016. 1. 1 ~ 2017. 12. 31

SGPD-00745
교량용 휀스
KWF-616b 
업체명: (주)케이원레일

SGPD-00746 
보행자용 휀스
KWF-722 
업체명: (주)케이원레일

SGPD-00747
보행자용 휀스
KWF-723 
업체명: (주)케이원레일

SGPD-00748
자전거도로용 휀스
KWF-806c
업체명: (주)케이원레일

SGPD-00749
가로등
LST-GP075S-10 
업체명: (주)엘에스티

SGPD-00750
공원등
LST-PL014
업체명: (주)엘에스티

SGPD-00751
보안등
LST-SLED018-70
업체명: (주)엘에스티

SGPD-00752
가로수보호덮개
SH1212-Q8
업체명: 삼호씨엔티(주)

SGPD-00753
가로수보호덮개
SH1212-Q9
업체명: 삼호씨엔티(주)

SGPD-00754
가로수보호덮개
SH1212-Q10
업체명: 삼호씨엔티(주)

SGPD-00740
벤치
YB-257
업체명: (주)예건

SGPD-00741 
벤치
YB-256 
업체명: (주)예건

SGPD-00742 
벤치
YB-285 
업체명: (주)예건

SGPD-00743
지상기기
Nuevo 
업체명: (주)두리계전

SGPD-00744
자전거도로용 휀스
KWF-804
업체명: (주)케이원레일

SGPD-00755
볼라드
JW-289 
업체명: 주원테크(주)

SGPD-00756
교량용 휀스
DAUS-RA-154 
업체명: (주)다우스

SGPD-00757 
벤치
DAUS-BH-016 
업체명: (주)다우스

SGPD-00758 
볼라드
SYBD-220
업체명: (주)삼영 씨.앤.알

SGPD-00759 
보행자용 휀스
3SF-104
업체명: (주)쓰리에스

SGPD-00765 
보안등
KGP2-SD001
업체명: (주)케이지테크

SGPD-00766
보안등
KGP2-SD003
업체명: (주)케이지테크

SGPD-00767
보안등
KGP2-SD002
업체명: (주)케이지테크

SGPD-00569/재인증
CCTV
U-PL-250
업체명: (주)디자인팩토리

SGPD-00586/재인증
과속방지턱
3.6M 고무과속방지턱
업체명: (주)신도산업

SGPD-00604/재인증
교량용 휀스
BR-004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607/재인증
핸드레일
HR-004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608/재인증
핸드레일
HR-003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610/재인증
자전거도로용 휀스
GR-152-02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760
보행자용 휀스
3SF-103
업체명: (주)쓰리에스

SGPD-00761
교량용 휀스
BR-009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762
보행자용 휀스
BR-004-02
업체명: 우성안전(주) 

SGPD-00763
벤치
DNB-324
업체명: 디자인 나눔

SGPD-00764
벤치
HSJD2-2 
업체명: 한수그린텍(주)

9594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 1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선정제품 인증기간  2016. 7. 1 ~ 2018. 6. 30

SGPD-00768
벤치
YB-263
업체명: (주)예건

SGPD-00769
벤치
UBB-013  
업체명: (자)어반스케이프

SGPD-00770
보행자용 휀스
F-116
업체명: (주)세원리테크

SGPD-00771
보행자용 휀스
KL-105CB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00772
보행자용 휀스
KL-105CA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00778
볼라드
DAB-510
업체명: (주)디자인아치

SGPD-00779
가로수보호덮개
DNG-125
업체명: 디자인나눔

SGPD-00780
가로수보호덮개
DNG-161
업체명: 디자인나눔

SGPD-00781
파고라
YP-543_seoul
업체명: (주)예건

SGPD-00782
공원등
JB-0101
업체명: (주)지준시스템

SGPD-00783
공원등
JB-0102
업체명: (주)지준시스템

SGPD-00784
공원등
hy-02  
업체명: 화영전기(주)

SGPD-00785
보안등
JS-0105
업체명: (주)지준시스템

SGPD-00786
자전거도로용 휀스
F-153
업체명: (주)세원리테크

SGPD-00787
자전거도로용 휀스
JDCF-101
업체명: 정도산업(주)

SGPD-00773
보행자용 휀스
Kgrim-17
업체명: (주)큰그림

SGPD-00774
보행자용 휀스
FL-02
업체명: 유닛코리아

SGPD-00775
보행자용 휀스
WRF-S-N201(TR)
업체명: (주)우리휀스산업

SGPD-00776
보행자용 휀스
WRF-S-N200(CC)
업체명: (주)우리휀스산업

SGPD-00777
볼라드
E-204
업체명: (주)세원리테크

SGPD-00788
자전거도로용 휀스
LSFE-6041A
업체명: 빌드윈(주)

SGPD-00789
자전거도로용 휀스
LSFE-6041
업체명: 빌드윈(주)

SGPD-00790
교량용 휀스
JDBF-106
업체명: 정도산업(주)

SGPD-00791
교량용 휀스
JDBF-107
업체명: 정도산업(주)

SGPD-00792
교량용 휀스
ERR-105
업체명: (주)에스코알티에스

SGPD-00638/재인증
벤치
YB-255
업체명: (주)예건

SGPD-00640/재인증
벤치
YB-254
업체명: (주)예건

SGPD-00652/재인증
교량용 휀스
MF-BO43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00653/재인증
교량용 휀스
MF-BO34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00658/재인증
보행자용 휀스
KWF-808P
업체명: (주)케이원레일

SGPD-00661/재인증
보행자용 휀스
KL-105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00793
지상기기
해늘-400
업체명: (주)가보테크

SGPD-00794
지상기기
SL-B
업체명: 영인글로벌

SGPD-00795
CCTV
U-PL-02
업체명: (주)디자인팩토리

SGPD-00456/재인증
교량용 휀스
DAUS-RA-043a
업체명: (주)다우스

SGPD-00625/재인증
가로등
THP2-903, DN-R101
업체명: (주)태헌

SGPD-00662/재인증
자전거도로용 휀스
BI-PS
업체명: 정도산업(주)

SGPD-00664/재인증
자전거도로용 휀스
MF-BR006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9796 서울우수공공디자인 



SGPD 우수공공디자인은 조화롭고 편리한 디자인이다.
조화로움이란 설치 위계에 대한 기준 확립과 주변경관과의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빛을 발한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광고물과
과도한 형태의 조형물, 현란한 색채의 공공공간과 시설물이 난립
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 도시의 복잡함을 정돈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반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가 도시의
이미지를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라는 무대에서 인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정온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SEOUL GOOD PUBLIC DESIGN (SGPD) & SEOUL DESIGN CLINIC



17th Seoul Good Public Design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Seoul Good Public Design

서울디자인클리닉 
Seoul Design Clinic

목 적
■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조기정착 ■ 글로벌디자인 중심도시로의 발전 추구
■ 디자인수도 위상정립 ・도시디자인 구체적 실현                            ■ 미학 ・기능 ・환경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공공디자인 발굴 ・장려
■ 공공시설물디자인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정 의
■ 서울시 공공디자인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을 선정・장려
■ 서울시 디자인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

조건 및 대상
■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업체제품(시설)
■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디자인 

목 적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탈락업체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서울시 디자인 방향에 맞는 공공시설물 개발과정 및 방법지도
■ 디자인닥터(Design Doctor)운영으로 디자인 진단 및 1:1 자문을 통한 제품디자인 수준향상
■ 탈락업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업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개 요
■ 업체별 비인증제품에 대하여 해당분야 디자인닥터 ・내부전문가의 다자 상담을 통한 맞춤형 디자인 지도
■ 연 2회 실시되고 있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탈락업체 대상으로 2~3개월 간 지도

조건 및 대상
■ 공공시설물 제작업체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개발 투자 필요성 각인
■ 전문가의 맞춤형 디자인 지도로 업체의 디자인 개발 능력 향상
■ 디자인제품 개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및 디자인 국제 경쟁력 강화
■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서울형 공공시설물 확대기반 마련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의 증대로 공공시설물 선택영역의 확대선정대상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프로세스

신청자격
■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업체

추진방향

인증대상

■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제작 등 전 과정에 거쳐 우리시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향에 부합되도록 유도 및 장려
■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착과 공공디자인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디자인 실현 (시원한 도시, 편리한 도시, 친근한 도시, 건강한 도시)
■ 공공시설물디자인 관련 업계의 수준향상 지원(서울디자인 클리닉 운영)

벤치파고라(그늘막)

휴게시설물
휴지통공중화장실음수대

위생시설물
자전거보관대

서비스시설물
가로화분대가로수보호덮개

녹지시설물
볼라드보행자용휀스자전거도로용휀스교량용휀스

보호시설물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맨홀 CCTV

관리시설물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조명시설물

1단계 > 단기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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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인증제 서류심사 탈락 업체

▼
내용  •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개선방향에 대한 지도

2단계 > 설명회
대 상• 단기클리닉 수료업체 및 집중클리닉을 희망하는 업체

▼
내 용•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방향 및 서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교육 등

3단계 > 집중클리닉
대 상• 단기클리닉 수료업체 및인증제 현물심사 탈락업체

▼
내 용•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 디자인닥터의 1:1 집중지도를통한 공공시설물 개발과정 및방법 지도

※ 집중클리닉은 클리닉 수행인력(디자이너)을 보유하여야 하며, 업체당 3개제품 이내로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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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표색 
Representative Color, Seoul, Korea

서울서체
Seoul  Font

서울시에는 무질서하고 혼잡한 색채환경 속에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현상색250, 서울권장색600으로 구
성된 총 850색의 서울색을 정립하였다. 서울의 대표적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에 대하여 현장측색, 문헌연구 등을 수행하여 서울현상색
250을 추출하였으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지역색50과 서울대표색10을 선정하였다. 서울대표색10은 서울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서울의 이미지와 노출빈도가 큰 색채를 기준으로 선정되었으며, 10색에 각각 고유의 색명을 개발하였다. 또한 서울대표색10 중 서울시민
과 전문가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단청빨간색을 서울상징색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서울색은 올바른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 서울색표집’으로 제작되었다. 서울색표집은 서울대표색50을 중심으로 정확한 서울색을
구현하였으며, 실물로 직접 서울색을 확인하고 도시경관에 적용하기 위한 색채관리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서울색을 사용하고, 문서편집이 가능하도록 한글프로그램용 ‘서울색 팔레트’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서울색은 현재  여의도 서울색공원, 서울동물원, 조형물, 공공시설물, 시설안내사인, 공사장 임시시설물 등에 적용되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서
울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서울색을 체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
시의 색채품질 인증절차를 거쳐 도료, 시트지, 미술용품 등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의 고유글꼴로 널리 활용되며 도시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서울서체로 총 9종을 개발했다. 서울서체는 강직한 선비
정신과 단아한 여백을 담고 있으며 조형적으로는 한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름으로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산인 ‘한강’과
‘남산’을 응용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언어인 한글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였다. 현시대,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민 고객들의
수요에 맞추어 서울서체는 컴퓨터 화면에서 최적의 구현을 위해 기술적 업그레이드(웹용)와 모바일용 서울서체도 개발・완료되었다.
명조계열인 서울한강체 4종: Light, Medium, Bold, Extra Bold
고딕계열인 서울남산체 4종: Light, Medium, Bold, Extra Bold
세로쓰기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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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체의 구성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문의_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02-2133-761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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