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는
서울상징 해치를 모티브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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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는 서울의 대표 상징이다.
해치심벌의 형태는 고개를 돌려 서울을 둘러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역동적이고 힘찬 이미지를 강조하였으며,
해치 고유의 문양과 서울색을 적용하여 부드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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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 및 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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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PD-873 (주)세인환경디자인 SGPD-874 (주)자인 SGPD-875 (자)어반스케이프 SGPD-876 (주)다온

1) 벤치

SGPD-768 (주)예건(재인증) SGPD-877 (주)에이치씨테크 SGPD-878 우성안전(주) SGPD-879 (주)세원에스티

SGPD-881 (주)수성씨에프SGPD-880 (주)수성씨에프 SGPD-882 (주)큰그림 SGPD-883 (주)수성씨에프

SGPD-884 삼호씨엔티(주) SGPD-885 (주)주성테크 SGPD-886 (주)주성테크 SGPD-887 (주)주성테크

SGPD-888 (자)어반스케이프 SGPD-889 (주)디자인팩토리 SGPD-891 (주)디자인팩토리

SGPD-892 (자)어반스케이프 SGPD-893 (주)자인 SGPD-895 (자)어반스케이프SGPD-894 씨엔아이플러스(주)

SGPD-896 (자)어반스케이프 SGPD-897 (자)어반스케이프 SGPD-549 씨엔아이플러스(주)
(재인증)

SGPD-898 (주)광림이엔씨

SGPD-900 우성안전(주)SGPD-899 (주)에이치씨테크 SGPD-901 (주)에스디씨컨스트룩 SGPD-294 도아기업(주)(재인증) SGPD-776 (주)우리휀스산업(재인증)

SGPD-903 우성안전(주) SGPD-904 우성안전(주)

SGPD-906 (주)에스디씨컨스트룩 SGPD-273/도아기업(주)(재인증) SGPD-907 (주)케이원레일 SGPD-908 (주)케이원레일

SGPD-909 (주)에스코알티에스 SGPD-910 (주)에스코알티에스 SGPD-181 (주)디자인모프(재인증) SGPD-182 (주)디자인모프(재인증) SGPD-652 (주)디자인모프(재인증)

SGPD-653 (주)디자인모프(재인증) SGPD-911 (주)에펠 SGPD-912 (주)태헌

SGPD-914 (주)케이씨환경디자인SGPD-913 (주)에펠 SGPD-916 (주)우담라이팅SGPD-915 (주)우담라이팅

SGPD-917 (주)태헌 SGPD-736 (주)케이씨환경디자인
(재인증)

SGPD-766 (주)케이지테크(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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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치
- 인증

SGPD-873 (주)세인환경디자인 14
SGPD-874 (주)자인 16
SGPD-875 (자)어반스케이프 18
SGPD-876 (주)다온 20

- 재인증

SGPD-768 (주)예건 22



(주)세인환경디자인은 도시 공간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융합과 다학제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기본기능에
충실한 합리적인 디자인, 친환경적이고 친인간적인 디자인을 기본 이념으로 두고 있는 조경시설물 전문
업체이다.

업체명 : (주)세인환경디자인
CEO : 박건형

벤치 사이즈 : W1,600×D520×H695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 캐스팅, 하드우드(THK 35)20회 인증:2018. 7. 1~ 2020. 6. 30 

SGPD-873
SIB-229

SIB-229 벤치는 벤치 본연의 기능에 중점을 둔 단순하고 심플한 형태의 등벤치이다. 측면에 사선프레임으로 포인트를
주어 공간에 생기를 부여하고 간결한 디자인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조화롭게 어루어지도록 하였다. 

담당자 : 장원균 E-mail : seined@naver.com      전화 : 02-877-8811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길 19 동아프라임밸리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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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인은 산업 가구 · 건축 · 조경 등 여러 영역외 분야별 전문 디자이너들에 의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공디자인 및 환경시설물 전문디자인 그룹이다.

업체명 : (주)자인 CEO : 박주현벤치 사이즈 : W1,600×D620×H800      색상 : 메탈릭그레이 재료 : Hard Wood, Al-Casting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74
ZWB-497

흐르는 물과 같은 유려한 곡선의 컨셉으로 심미적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모던함과 세련미를 연출하였다.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다. 

담당자 : 구민건 E-mail : zaingroup@naver.com      전화 : 02-6289-5100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사기소길14번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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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반스케이프는 1994년 법인 설립 후 디자인의 가치를 자연과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으로
연결해주는 철학을 가진 기업으로써 조경시설물 디자인 · 설계 · 제조 · 시공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공사
업체이다.  

업체명 : (자)어반스케이프
CEO : 한재순

벤치 사이즈 : W1,700×D400×H44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Hard Wood, Stl-Pipe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75
UBB-129

무한을 상징하는(INFINITE ∞) 형태에서 착안한 디자인으로, 의자를 꼬아서 접은듯한 독특하면서도 심플한 형태이다.
이용자에게 편의 뿐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재미를 주는 디자인이다. 

담당자 : 권민수 E-mail : hk5485@naver.com      전화 : 042-862-060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1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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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온은 조경시설물 전문기업으로써 시설물관련 디자인 · 설계 · 제조 · 시공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
업체이며,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중점으로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 기업이다.

업체명 : (주)다온 CEO : 김복환벤치 사이즈 : W1,600×D660×H815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Hard Wood, Al-Casting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76
DOB-006-1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기본적인 벤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담당자 : 권민수 E-mail : daon4019@naver.com      전화 : 043-292-5485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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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예건은 1990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휴게시설물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으로서 공공디자인과 녹색기반
시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예건의 휴게시설물 특징은 조형적 요소를 단순화하고 천연재료의 풍부한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공공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이용자들과의 소통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업체명 : (주)예건 CEO : 노영일벤치(재인증) 사이즈 : W1,800×D570×H890      색상 : 목재색 재료 : Hard Wood16회 인증:2016. 7. 1. ~ 2018. 6. 30

SGPD-768
YB-263

블라인드를 통하는 빛의 실루엣을 모티브로 디자인하여 수평라인의 시각적 안정성과 간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간살 사이로
비춰지는 조경 및 도시경관의 형상을 고려하여 환경과의 조화를 중시한 벤치이다.

담당자 : 김가현 E-mail : yekundesign@chol.com      전화 : 031-943-6114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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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ard 2) 볼라드
- 인증

SGPD-877 (주)에이치씨테크 26
SGPD-878 우성안전(주) 28
SGPD-879 (주)세원에스티 30
SGPD-880 (주)수성씨에프 32
SGPD-881 (주)수성씨에프 34
SGPD-882 (주)큰그림 36



(주)에이치씨테크는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친환경 교통시설물을 취급함으로써 도시의
안전과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주)에이치씨테크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에
힘써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최고의 제품을 생산 ·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업체명 : (주)에이치씨테크
CEO : 양해천

볼라드 사이즈 : W150×H870×Ø100~15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 실리콘, 분체도장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77
HC-BSA2

기존 볼라드와 달리 친환경 실리콘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접촉시 일반 플라스틱 재질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촉감이 좋으며
탄력이 우수해 충돌시 부상 예방이 가능하며, 상부캡이 분리가 가능하여 보수 및 유지에도 용이하다.

담당자 : 양환 E-mail : hctech8080@naver.com      전화 : 031-705-600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11 C&C프라자 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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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안전(주)는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로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명 : 우성안전(주)      CEO : 임준규볼라드 사이즈 : H850×Ø101.6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합성고무, 초고휘도 반사지, STL-Pipe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78
BD-3101-02

볼라드 본연의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형상으로 정돈된 경관 연출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 제품이다. 비례감이 강조된
슬림한 외형으로 둔탁함을 배제하고 지면을 차지하는 면적을 작게 하여 보행 환경을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도시적인 색상을
사용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초점을 두었다.

담당자 : 이연진 E-mail : ws1865@hanmail.net      전화 : 02-577-5576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사사동,우성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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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원에스티는 각 수요기관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을 고수하여 제품생산과 완벽한 시공에 귀를 기울일
것이며, 더 나아가 시장변화에 따른 빠른 대응으로 우수한 품질의 상품개발과 제작에 힘을 다하여 고객의
만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우수한 친환경 안전용품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업체명 : (주)세원에스티 CEO : 지용현볼라드 사이즈:H800×Ø130      색상:기와진회색 재료:폴리우레탄, 스틸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79
E-203-1

보행시설물 구조시설 기준에 적합하고, 폴리우레탄을 사용한 견고성으로 유지보수를 줄일 수 있게 설계하였다.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안정된 면분할과 서울특별시가 도시 고유의 독특한 매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지정한 기와
진회색을 적용, 정돈된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 제품이다.

담당자 : 한기현 E-mail : seiwonst@hanmail.net      전화 : 1588-2960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28 (구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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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성씨에프는 아름다운 사람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공공시설물 제조기업으로서,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수준 높은 품질
관리로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주)수성씨에프 CEO : 이희정볼라드 사이즈 : H770×Ø125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강관(KS D 3566(STK400), 엘라스토머, 기타(고휘도 반사시트)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0
SSBD-06

불법광고물 부착 예방을 위해 전체 표면을 스트라이프 돌기표면 형태로 제작하여 청결함을 오래 유지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며, 시각적 미려함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친밀감을 높인 원통형 디자인으로 보행자, 교통약자가 다치지 않도록 부드러운
탄성소재를 사용하였다. 발포우레탄 또는 실리콘 소재의 볼라드 보다 충격강도가 강한 수지계열의 엘라스토머를 사용하여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담당자 : 정성용 E-mail : hsenc1225@daum.net      전화 : 02-2696-3636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31, 4층403호 (도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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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성씨에프는 아름다운 사람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공공시설물 제조기업으로서,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수준 높은 품질
관리로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주)수성씨에프 CEO : 이희정볼라드 사이즈 : H740×Ø11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강관(KS D 3566(STK400) , 엘라스토머, 기타(고휘도 반사시트)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1
SSBD-05 

불법광고물 부착 예방을 위해 전체 표면을 스트라이프 돌기표면 형태로 제작하여 청결함을 오래 유지 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며, 시각적 미려함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친밀감을 높인 원통형 디자인으로 보행자, 교통약자가 다치지 않도록 부드러운
탄성소재를 사용하였다. 발포우레탄 또는 실리콘 소재의 볼라드 보다 충격강도가 강한 수지계열의 엘라스토머를 사용하여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담당자 : 정성용 E-mail : hsenc1225@daum.net      전화 : 02-2696-3636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31, 4층403호 (도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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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큰그림은 자연과 환경을 우선시하며 아파트, 관공서에 필요한 도로시설물을 제작하고 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제품 생산을 하는 환경친화적인 기업이다.

업체명 : (주)큰그림 CEO : 강기순볼라드 사이즈 : H800×Ø12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폴리우레탄, STEEL PIPE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2
Kgrim-BL-4

슬림하고 심플한 외관에 기능성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담배꽁초나 기타 쓰레기 적치를 방지한 박봉형의 상부 디자인과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세로줄 골무늬는 서울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에 어울린다.

담당자 : 신추현 E-mail : Kgrim1@naver.com      전화 : 031-996-612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3번길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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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Tree Cover 3) 가로수보호덮개
- 인증

SGPD-883 (주)수성씨에프 40
SGPD-884 삼호씨엔티(주) 42



(주)수성씨에프는 아름다운 사람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공공시설물 제조기업으로서,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수준 높은 품질
관리로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주)수성씨에프 CEO : 이희정가로수보호덮개 사이즈 : W1,200×D1,200×H18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강판 KS D 3503(SS400), 분체도장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3
SSE-001

한글인 자음을 모티브로 한 그래프를 상징화하여 가로수보호덮개에 적용하였다. 보행자들에게 한글의 유일함과 자긍심을
강조함으로써 민족애를 느끼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현장 변화에 대응 가능하도록 레이져 가공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볼트
조립 또한 최소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담당자 : 정성용 E-mail : hsenc1225@daum.net      전화 : 02-2696-3636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31, 4층403호 (도림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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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씨엔티(주)는 도로변 가로수 및 공원 내 조경수 보호를 위한 수목보호판, 받침틀을 생산 · 납품하고
있으며, 15년 이상의 경험과 장인정신에 입각해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업체명 : 삼호씨엔티(주)      CEO : 권처현가로수보호덮개 사이즈 : W1,200×D1,200×T18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STL-PLATE, KSD 3503)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4
SH1212-Q18

중앙 원을 중심으로 4군데의 기운이 흘러 중심원으로 집중되는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중앙의 원을 서울시의 의미를 두고
작은 4군데의 원은 동서남북으로 이어진 4대문을 상징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분야의 조화로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담당자 : 김희환 E-mail : samhocnt@hanmail.net      전화 : 02-739-7100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레티넘빌딩 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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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Rack 4) 자전거보관대
- 인증

SGPD-885 (주)주성테크 46
SGPD-886 (주)주성테크 48
SGPD-887 (주)주성테크 50
SGPD-888 (자)어반스케이프 52



(주)주성테크는 2005년에 설립하여 디자인휀스 · 자전거보관대 · 볼라드 등 디자인 · 설계 · 제작 · 설치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특허(디자인) 및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주성테크 CEO : 김종은자전거보관대 사이즈 : W400×D76×H8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텐레스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5
JSB-410

자전거보관대에 가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되 심플함과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협소한 공간에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스텐레스 재질에 분체도장으로 부식이 없고 자전거보관에 있어 다양한 위치에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담당자 : 박정민 E-mail : jusung6693@hanmail.net      전화 : 02-806-669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3동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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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성테크는 2005년에 설립하여 디자인휀스 · 자전거보관대 · 볼라드 등 디자인 · 설계 · 제작 · 설치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특허(디자인) 및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주성테크 CEO : 김종은자전거보관대 사이즈 : W500×D76×H77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텐레스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6
JSB-420

자전거보관대에 가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되 심플함과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협소한 공간에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스텐레스 재질에 분체도장으로 부식이 없고 자전거보관에 있어 다양한 위치에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다.

담당자 : 박정민 E-mail : jusung6693@hanmail.net      전화 : 02-806-669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3동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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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성테크는 2005년에 설립하여 디자인휀스 · 자전거보관대 · 볼라드 등 디자인 · 설계 · 제작 · 설치까지
종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서 다수의 특허(디자인) 및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주성테크 CEO : 김종은자전거보관대 사이즈 : W1,200×D60×H75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텐레스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7
JSB-430

자전거보관대에 가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를 최소화하되 심플함과 고급스러움을 주었으며, 협소한 공간에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스텐레스 재질에 분체도장으로 부식이 없고 보행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으며, 화단 보호
및 울타리 겸용으로 자전거를 다양한 위치에 거치를 할수 있게 디자인하였다.

담당자 : 박정민 E-mail : jusung6693@hanmail.net      전화 : 02-806-6693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23동 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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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반스케이프는 1994년 법인 설립 후 디자인의 가치를 자연과 하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으로
연결해주는 철학을 가진 기업으로써, 조경시설물 디자인 · 설계 · 제조 · 시공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공사
업체이다.  

업체명 : (자)어반스케이프
CEO : 한재순

자전거보관대 사이즈 : W220×D225×H68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Hard Wood, Stl-Pipe, Stl-Plate H-Beam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8
UBBT-013

장식적인 요소 없이 자전거보관대 기능에 충실한 심플하고 모던하게 디자인함으로써, 어느 공간에나 어울리도록 하였다.
또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목재를 활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담당자 : 권민수 E-mail : hk5485@naver.com     전화 : 042-862-060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14,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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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basket 5) 휴지통
- 인증

SGPD-889 (주)디자인팩토리 56
SGPD-890 (주)디자인팩토리 58
SGPD-891 (주)디자인팩토리 60
SGPD-892 (자)어반스케이프 62



(주)디자인팩토리는 공공디자인 및 공간 환경디자인을 기획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까지 하는 전문
업체로, 창조적인 공간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디자인팩토리
CEO : 황규연

휴지통 사이즈 : W700×D800×H1,500      색상 : 미색 재료 : 아연도금강판(EGI)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89
CSB-01 휴지통(의류수거함)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환경이 주(主)고 시설이 부(附)라는 기본 원칙하에 직선의
간결한 라인이 돋보이도록 설계하였다. 저채도, 저명도 컬러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아연도금강판 철거 후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담당자 : 이사무엘 E-mail : hwang2983@nate.com      전화 : 02-3453-776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8 (양재동 108-6) 유창빌딩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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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팩토리는 공공디자인 및 공간 환경디자인을 기획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까지 하는 전문
업체로, 창조적인 공간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디자인팩토리
CEO : 황규연

휴지통 사이즈 : W500×D700×H1,5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아연도금강판(EGI)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0
CSB-02 휴지통(의류수거함)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환경이 주(主)고 시설이 부(附)라는 기본 원칙하에 직선의
간결한 라인이 돋보이도록 설계하였다. 저채도, 저명도 컬러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아연도금강판 철거 후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담당자 : 이사무엘 E-mail : hwang2983@nate.com      전화 : 02-3453-776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8 (양재동 108-6) 유창빌딩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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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팩토리는 공공디자인 및 공간 환경디자인을 기획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까지 하는 전문
업체로, 창조적인 공간 창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디자인팩토리
CEO : 황규연

휴지통 사이즈 : W900×D450×H95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아연도금강판(EGI)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1
TC-01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환경이 주(主)고 시설이 부(附)라는 기본 원칙하에 직선의
간결한 라인이 돋보이도록 설계하였다. 저채도, 저명도 컬러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
하였으며, 간결하면서도 안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아연도금강판 철거 후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

담당자 : 이사무엘 E-mail : hwang2983@nate.com      전화 : 02-3453-7767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58 (양재동 108-6) 유창빌딩2층

60�61 



(자)어반스케이프는 1994년 법인 설립 후 디자인의 가치를 자연과 하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으로
연결해주는 철학을 가진 기업으로써, 조경시설물 디자인 · 설계 · 제조 · 시공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공사
업체이다.  

업체명 : (자)어반스케이프
CEO : 한재순

휴지통 사이즈 : W570×D360×H800      색상 : 다크그레이 재료 : Hard Wood, Stl-Pipe, Stl-Plate, E.G.I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2
UBTC-006

모던함이 특징인 이 휴지통은 단순한 형태의 구조로 제작이 용이하고 설치가 간단하며, 유지보수가 쉬운 경제적인 휴지통이다.
목재의 표면처리 또한 수성스테인으로 작업하여 환경까지 고려한 제품이다. 

담당자 : 권민수 E-mail : hk5485@naver.com     전화 : 042-862-060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14, 2층

62�63



64�65

Pergola 6)  파고라
- 인증

SGPD-893 (주)자인 66
SGPD-894 씨엔아이플러스(주) 68
SGPD-895 (자)어반스케이프 70
SGPD-896 (자)어반스케이프 72
SGPD-897 (자)어반스케이프 74
- 재인증

SGPD-549 씨엔아이플러스(주) 76



(주)자인은 산업 가구 · 건축 · 조경 등 여러 영역외 분야별 전문디자이너들에 의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공디자인 및 환경시설물 전문디자인 그룹이다.

업체명 : (주)자인 CEO : 박주현 담당자 : 구민건 E-mail : zaingroup@naver.com      전화 : 02-6289-5100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사기소길14번길 29

파고라 사이즈 : W3,200×D3,200×H2,800      색상 : 메탈릭그레이
재료 : Hard Wood, Al-Extruded-Bar, STL-Pipe, STL-Plate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3
ZFP-222-1

심플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한 선을 사용하여 조형적이면서, 간결한 형태로 심미적 안정감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였으며, 한층
더 열린 공간구성으로 특정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트렌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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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아이플러스(주)는 경관요소 중의 하나인 스트리트퍼니쳐 디자인의 창조와 혁신이라는 정신 아래 설립
되었다.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자연을 사랑하는 기업,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정신과
신의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새롭고 즐거운 디자인 제품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씨엔아이플러스(주)
CEO : 신풍석

담당자 : 김치원 E-mail : cniplus@daum.net      전화 : 1644-0801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42 파고라 사이즈 : W2,580×D3,000×H2,800       색상 : 스틸-기와진회색, 목재 -고궁갈색
재료 : Steel Pipe, Steel Plate, Hardwood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4
CIP-456

사각형의 간결함과 부드러운 현대적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게 표현한 디자인이다.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 시키고 제품의
개방감을 최대한 끌어 올렸으며, 상부의 비스듬히 고정된 목재는 그늘과 하늘을 블라인드 사이로 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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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반스케이프는 1994년 법인 설립 후 디자인의 가치를 자연과 하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으로
연결해주는 철학을 가진 기업으로써, 조경시설물 디자인 · 설계 · 제조 · 시공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공사
업체이다.  

업체명 : (자)어반스케이프
CEO : 한재순

담당자 : 권민수 E-mail : hk5485@naver.com     전화 : 042-862-060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14, 2층파고라 사이즈 : W5,000×D2,700×H2,85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Hard Wood, Stl-Pipe, Stl-Plate, Al-Bar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5
UBP-074

한국적 심미성을 모던하게 표현하고 막힌 부분이 없는 전망형 파고라이다.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목재의 색을 최대한 활용
하여 도시경관에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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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반스케이프는 1994년 법인 설립 후 디자인의 가치를 자연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으로
연결해주는 철학을 가진 기업으로써, 조경시설물 디자인 · 설계 · 제조 · 시공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공사
업체이다.  

업체명 : (자)어반스케이프
CEO : 한재순

담당자 : 권민수 E-mail : hk5485@naver.com     전화 : 042-862-060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14, 2층파고라 사이즈 : W2,100×D2,700×H2,84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Hard Wood, Stl-Pipe, Stl-Plate, H-Beam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6
UBP-080

전망확보와 동시에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양쪽 두 면을 기둥과 벽이 없는 구조로 디자인하였고, 기둥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벤치는 사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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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어반스케이프는 1994년 법인 설립 후 디자인의 가치를 자연과 하나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소통으로
연결해주는 철학을 가진 기업으로써, 조경시설물 디자인 · 설계 · 제조 · 시공 분야까지 섭렵한 전문공사
업체이다.  

업체명 : (자)어반스케이프
CEO : 한재순

담당자 : 권민수 E-mail : hk5485@naver.com     전화 : 042-862-0604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214, 2층파고라 사이즈 : W4,550×D2,800×H3,1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Hard Wood, Stl-Pipe, Stl-Plate, E.G.I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7
UBP-221

수직과 수평의 라인을 강조하여 모던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전망확보를 고려한 심플한 구조로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스트라이프 패턴의 심미성을 부여한 기둥으로 차분함과 간결함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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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아이플러스(주)는 경관요소 중의 하나인 스트리트퍼니쳐 디자인의 창조와 혁신이라는 정신 아래 설립
되었다.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는 기업, 자연을 사랑하는 기업,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으로서의 책임정신과
신의를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며 새롭고 즐거운 디자인 제품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씨엔아이플러스(주)
CEO : 신풍석

담당자 : 김치원 E-mail : cniplus@daum.net      전화 : 1644-0801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42 파고라(재인증) 사이즈 : W3,585×D3,500×H2,440      색상 : 스틸-기와진회색,  목재-고궁갈색
재료 : Steel Pipe, Plate, Hardwood

10회 인증:2013. 7. 1~ 2015. 6. 30 

SGPD-549
CIP-016

사각형의 간결함과 부드러운 현대적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 세련되게 표현한 디자인이다. 장식적인 요소들을 최소화 시키고
제품의 개방감을 최대한 끌어 올렸으며, 상부의 비스듬히 고정된 목재는 그늘과 하늘을 블라인드 사이로 보는 듯한 느낌을
연출 하였다.

76�77 



78�79

Pedestrian Fence 7) 보행자용 휀스
- 인증

SGPD-898 (주)광림이엔씨 80
SGPD-899 (주)에이치씨테크 82
SGPD-900 우성안전(주) 84
SGPD-901 (주)에스디씨컨스트룩 86
- 재인증

SGPD-294 도아기업(주) 88
SGPD-776 (주)우리휀스산업 90



(주)광림이엔씨는 디자인 · 제작 · 시공 등 도로시설물 전문회사로서 다수의 특허(디자인) 및 인증을 보유
하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개발과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다.

업체명:(주)광림이엔씨 CEO:최광식 담당자 : 정재복 E-mail : klim0411@hanmail.net      전화 : 031-981-0411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금포로 497 (2층) 

보행자용 휀스 사이즈 : W1,800×D74×H1,1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STEEL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8
KL-WP02A

안전성에 대한 기능을 중점으로 두어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한 디자인이다. 정교하며 내구성이 강하도록 제작하였으며,
레이져 가공 처리로 심플함과 안전성을 강조하였다. 조립형 제품으로 판넬만 따로 교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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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씨테크는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친환경 교통시설물을 취급함으로써 도시의
안전과 경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주)에이치씨테크는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개발에
힘써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최고의 제품을 생산 ·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업체명 : (주)에이치씨테크
CEO : 양해천

담당자 : 양환 E-mail : hctech8080@naver.com      전화 : 031-705-6009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8번길11 C&C프라자 405호

보행자용 휀스 사이즈 : W2,000×H1,100×Ø48.6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KS D3503 SS400,  KS D 3507 SPP), 분체도장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899
HC-7

보도의 차량 진입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동시에 보행자의 시선과 보도 넓이를 확보해주는 형태이다. 내구성이 강한 스틸
지주와 파이프를 사용하여 차량 충돌 시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며, 파손 시 현장에서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 조립형으로
유지보수가 간편하다. 친환경 재질로 제작되었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표준형 형태의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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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안전(주)는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로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명 : 우성안전(주)      CEO : 임준규 담당자 : 이연진 E-mail : ws1865@hanmail.net       전화 : 02-577-5576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사사동,우성안전(주))

보행자용 휀스 사이즈 : W2,000×D84×H1,150      색상 : 기와진회색, 돌담회색 재료 : AL-Casting, AL-Bar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0
GR-303-01

선형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깔끔한 도시 미관 형성을 고려한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다. 지주 측면을 개방하여 차폐
성을 최소화 하였고, 주변경관과 세련된 방식으로 조화로움을 추구하였다. 구조적 균형감을 추구하여 정돈된 경관 연출을
우선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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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디씨컨스트룩은 도로 안전시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전문으로하는 기업이며, MAS계약상품과
다수의 특허 및 인증 보유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연구개발로 항상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명 : (주)에스디씨컨스트룩
CEO : 김태호

담당자 : 신지영 E-mail : sjind2009@gmail.com      전화 : 02-444-4945      
주소 :  (본사)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586번길 76      (사무실)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301 

보행자용 휀스 사이즈 : W1,800×D80×H1,05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 (6063T5)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1
SDC-F121

단순 선형적 결합구조로 설계되어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편의성을 제공하고, 다양한 도시환경에 적용이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능성 휀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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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기업(주)은 품질 · 안전 · 자연친화 · 세계적 비전을 바탕으로 디자인 · 제작 · 시공하는 도로시설물
전문업체이다. 향상된 기술 능력 보유와 우수한 디자인, 엄선된 기능으로 주변 환경 및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두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로 보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도아기업(주)    CEO : 박연우,유영이
담당자 : 황윤호 E-mail : doalee@do-a.co.kr      전화 : 02-2633-3978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701호 (문래동 에이스테크노타워 701호)

보행자용 휀스(재인증) 사이즈 : W2,000×H1,0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철제6회 인증:2011. 7. 20. ~ 2013. 7. 19.

SGPD-294
CRF-01

부재 형태가 심플하며 개방성이 우수한 디자인과 상 · 하 방향 전환이 가능한 브라켓을 이용하여 경사면에 대응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난간의 강도를 강화하고 부피를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함께 편의성도 고려하였다. 

88�89



(주)우리휀스산업은 최고와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 고객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꾸준한 기술연구와 더불어 꼼꼼한 제품 생산을 기반으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업체명:(주)우리휀스산업 CEO:강용구 담당자 : 홍진환 E-mail : wrf@wrf.co.kr      전화 : 031-534-6562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매봉길 76보행자용 휀스(재인증)  사이즈 : W2,000×D100×H1,1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지주-알루미늄, 횡대-알루미늄, 하드우드

16회 인증:2016. 7. 1. ~ 2018. 6. 30.                        

SGPD-776
WRF-S-N200(CC)

BASICAL(기본에 충실한)+SOLID(꾸밈없는 튼튼함)을 바탕으로 휀스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 설치부 구조를 강화하고
원형 타입의 횡바를 적용하여 구조적 · 시각적 ·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강조하였다. 우수한 기능을 형태적으로 풀어낸 실용적
디자인으로 휀스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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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cycle Fence 8) 자전거도로용 휀스
- 인증

SGPD-902 (주)수성씨에프 94
SGPD-903 우성안전(주) 96
SGPD-904 우성안전(주) 98
SGPD-905 우성안전(주) 100
SGPD-906 (주)에스디씨컨스트룩 102
- 재인증

SGPD-273 도아기업(주) 104



(주)수성씨에프는 아름다운 사람중심의 거리를 조성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온 공공시설물 제조기업으로서,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수준 높은 품질
관리로 고객의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주)수성씨에프 CEO : 이희정 담당자 : 정성용 E-mail : hsenc1225@daum.net      전화 : 02-2696-3636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31, 4층403호 (도림빌딩)

자전거도로용 휀스 사이즈 : W2,000×D140×H1,22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강판 KS D 3503(SS400), 스틸강판 KS D 3566(STK400), 분체도장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2
SSBF-01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되는 휀스로서 보행자 이탈방지와, 자동차 차로 이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주 목적으로 디자인하였다.
자전거 이용자가 휴식을 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 편리성을 두었으며, 발판 이용의 편리성도 주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차량
차선 이탈로 인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전거도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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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용 휀스 사이즈 : W2,000×D100×H1,130      색상 : 기와진회색, 돌담회색
재료 : AL-Casting, AL-Bar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3
GR-302-01

지주 측면을 개방하여 차폐성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움을 주어 구조적 균형감을 추구한 디자인이다. 사선으로
기울인 횡바는 돌발적인 안전사고로 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정돈 된 도시미관 형성에 부합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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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안전(주)는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로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명 : 우성안전(주)      CEO : 임준규 담당자 : 이연진 E-mail : ws1865@hanmail.net       전화 : 02-577-5576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사사동,우성안전(주))



우성안전(주)는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로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명 : 우성안전(주)      CEO : 임준규 담당자 : 이연진 E-mail : ws1865@hanmail.net       전화 : 02-577-5576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사사동,우성안전(주))

자전거도로용 휀스      사이즈 : W2,000×D142×H1,110      색상 : 기와진회색, 목재색 재료 : STS-Pipe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4
GR-306

선형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깔끔한 도시 미관 형성을 고려한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다. 내측, 외측이 구분되는 지주
형태를 사용해 보행로와 차도 공간의 성격을 분리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였으며, 보도시설
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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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안전(주)는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전문업체로 결점 3% 이내, 공기 5% 단축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고객감동을 목표로 항상 고객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명 : 우성안전(주)      CEO : 임준규 담당자 : 이연진 E-mail : ws1865@hanmail.net       전화 : 02-577-5576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대촌3길 2 (사사동,우성안전(주))

자전거도로용 휀스     사이즈 : W2,000×D130×H1,111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AL-Casting, STS-Pipe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5
GR-305

선형을 디자인 요소로 사용하여 깔끔한 도시 미관을 고려한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이다. 최상부 횡대는 핸드레일로 사용,
하부는 지주 전면으로 돌출시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여 보도 시설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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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디씨컨스트룩은 도로 안전시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전문으로하는 기업이며, MAS계약상품과
다수의 특허 및 인증 보유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받았다. 차별화된 기술력과 연구개발로 항상 고객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도를 걷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업체명 : (주)에스디씨컨스트룩
CEO : 김태호

담당자 : 신지영 E-mail : sjind2009@gmail.com      전화 : 02-444-4945      
주소 : (본사)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586번길 76      (사무실)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4. 대오빌딩 301 

자전거도로용 휀스 사이즈 : W1,800×D80×H1,25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6063T5), 알루미늄(AC7A)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6
SDC-C122

자전거도로 안전설계 기준을 준용하여 높이 1.2m로 설계하였고, 난간지주 상단 마감을 라운드형으로 처리하여 자전거
운전자의 충돌사고에 대비하였다. 또한 장식적인 부분을 최소화 한 제품으로 유지관리가 쉽고 신속한 보수처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102�103



도아기업(주)은 품질 · 안전 · 자연친화 · 세계적 비전을 바탕으로 디자인 · 제작 · 시공하는 도로시설물
전문업체이다. 향상된 기술 능력 보유와 우수한 디자인, 엄선된 기능으로 주변 환경 및 아름다운 거리문화를
만들어가는 선두 기업으로 성장해 왔으며,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로 보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업체명 : 도아기업(주)    CEO : 박연우,유영이
담당자 : 황윤호 E-mail : doalee@do-a.co.kr      전화 : 02-2633-3978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701호 (문래동 에이스테크노타워 701호)

자전거도로용 휀스(재인증) 사이즈 : W2,000×H1,100      색상 : 기와진회색, 목무늬 분체도장 재료 : 철제6회 인증:2011. 7. 20. ~ 2013. 7. 19.

SGPD-273
BRF-07

원형 지주 상단에 핸드레일을 고정할 수 있는 캡을 고정하고 하단에는 가로로 지나가는 D형의 파이프를 이용하여 레일형태를
부각시켜 간단한 조립방식으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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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 Fence 9)  교량용 휀스
- 인증

SGPD-907 (주)케이원레일 108
SGPD-908 (주)케이원레일 110
SGPD-909 (주)에스코알티에스 112
SGPD-910 (주)에스코알티에스 114
- 재인증

SGPD-181 (주)디자인모프 116
SGPD-182 (주)디자인모프 118
SGPD-652 (주)디자인모프 120
SGPD-653 (주)디자인모프 122



(주)케이원레일은 토목자재 전문 생산 · 시공업체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안전한 도시문화를 이끈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품질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디자인 제품 개발로 경관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기업이다.

업체명 : (주)케이원레일 CEO : 윤경원 담당자 : 최우수 E-mail : kwonrail@naver.com      전화 : 031-677-9464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449  

교량용 휀스 사이즈 : W2,000×D180×H1,4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7
KWA-655

주 지주에 가로보와 세로보가 결합한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며, 장식적 요소와 부재를 최소화하여 시각적  · 심리적 개방
감이 뛰어나다. 또한 간결한 패턴으로 도심경관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상단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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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원레일은 토목자재 전문 생산 · 시공업체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고 안전한 도시문화를 이끈다는
목표로 지속적인 제품개발과 품질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더 아름다운 디자인 제품 개발로 경관문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기업이다.

업체명 : (주)케이원레일 CEO : 윤경원 담당자 : 최우수 E-mail : kwonrail@naver.com      전화 : 031-677-9464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양성로 449  

교량용 휀스 사이즈 : W2,000×D180×H1,4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8
KWA-656

주 지주에 가로보와 세로보가 결합한 간결하고 심플한 디자인이며, 장식적 요소와 부재를 최소화하여 시각적  · 심리적 개방
감이 뛰어나다. 또한 간결한 패턴으로 도심경관의 자연스러운 연속성을 살린 디자인으로 내구성이 뛰어나며 상단하중에
대한 지지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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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코알티에스는 종합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기획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토탈솔루션으로 수행하며,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이어주는 마스터플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체명 : (주)에스코알티에스
CEO : 조영철

담당자 : 이재민 E-mail : jaemin@enrtech.co.kr      전화 : 02-2008-05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7

교량용 휀스 사이즈 : W2,000×D150×H1,3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09
ERR-107A

기능성과 사용성에 중점을 둔 직선위주의 심플한 세로살대 타입의 디자인으로 시각적 연속성과 개방성을 고려하였고, 서울색
적용으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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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스코알티에스는 종합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기획 · 디자인 · 설계 · 제작 ·  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토탈솔루션으로 수행하며,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더욱 아름답게 이어주는 마스터플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체명 : (주)에스코알티에스
CEO : 조영철

담당자 : 이재민 E-mail : jaemin@enrtech.co.kr      전화 : 02-2008-0500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7

교량용 휀스     사이즈 : W2,000×D150×H1,3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0
ERR-108A

심플한 세로살대 타입 디자인으로 시각적 연속성과 개방성을 고려하였고, 서울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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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모프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예술성 · 실용성 · 공공성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업체명 : (주)디자인모프 CEO : 김한수 담당자 : 김미영 E-mail : designmoff@daum.net      전화 : 02-2038-6640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120호

교량용 휀스(재인증) 사이즈 : W1,500×D80×H1,3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스틸, 알루미늄5회 인증:2010. 12. 23. ~ 2012. 12. 22.

SGPD-181
MF-A211(MF-B055)

교량 및 육교에 적용가능한 제품으로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주변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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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모프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예술성 · 실용성 · 공공성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업체명 : (주)디자인모프 CEO : 김한수 담당자 : 김미영 E-mail : designmoff@daum.net      전화 : 02-2038-6640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120호

교량용 휀스(재인증) 사이즈 : W1,500×D110×H1,3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5회 인증:2010. 12. 23. ~ 2012. 12. 22.

SGPD-182
MF-A212(MF-B002)

교량 및 육교에 적용가능한 제품으로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삼각형의 지주적용으로 자체적인 형태적 아름다움을
가진 휀스를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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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모프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예술성 · 실용성 · 공공성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업체명 : (주)디자인모프 CEO : 김한수 담당자 : 김미영 E-mail : designmoff@daum.net      전화 : 02-2038-6640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120호

교량용 휀스(재인증) 사이즈 : W1,500×D88×H1,200      색상 : 돌담회색 재료 : 스틸, 알루미늄12회 인증:2014. 7. 1. ~ 2016. 6. 30.                        

SGPD-652
MF-B043

교량 및 보도육교 주형부 측면에 지주를 직접 부착함으로서 외부로 보이는 플레이트 또는 볼트들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도육교 자체의 경관을 부각시키면서 부대시설물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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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자인모프는 기능성과 실용성을 살린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예술성 · 실용성 · 공공성이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디자인을 추구한다.

업체명 : (주)디자인모프 CEO : 김한수 담당자 : 김미영 E-mail : designmoff@daum.net      전화 : 02-2038-6640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84, 1120호

교량용 휀스(재인증) 사이즈 : W1,500×D80×H1,1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 목재12회 인증:2014. 7. 1. ~ 2016. 6. 30.                        

SGPD-653
MF-B034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심플한 경관을 연출, 간결한 형태로 기능성을 우선으로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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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et Light 10) 가로등
- 인증

SGPD-911 (주)에펠 126
SGPD-912 (주)태헌 128



(주)에펠은 가로등 및 볼라드 등의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 제작하는 기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현대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제품개발과 보다 나은 시공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에펠 CEO : 박준열 담당자 : 최서현 E-mail : epelkorea@naver.com      전화 : 031-989-867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귀전로 172-24

가로등 사이즈 : W165×D165×H8,5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철제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1
EPL-7B

주변경관을 배려한 절재된 디자인의 조명시설물로 심플한 형태의 구성으로 시각적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줌으로써 주행시
시각적 혼선이 없고 심리적 개방감이 확보되어 시야에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 서울시 도시 환경에 일조할 수 있도록 기와진
회색으로 세련됨과 깔끔함이 돋보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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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설립 이래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로등주 및 운동장 조명시설을 납품하였고,국내 최다 양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자인연구소 ‘디자인 터전’을 운영하여 다양한 Design Portfolio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강르네상스(반포대교, 여의도, 난지지구) 경관조명을 납품하는 등, 실외 조명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 기업이다.

업체명 : (주)태헌 CEO : 고태호 담당자 : 김헌범 E-mail : taehun@hanmail.net      전화 : 02-769-122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맨하탄빌딩 1026호

가로등 사이즈 : W114×D220×H10,000      색상 : 아연도금 후 기와진회색 (선택가능)       
재료 : 등주 - 철재 (SS400 3.2t), 등기구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2
THP2-9133, DN-R101

코끼리의 상아 모양에 모티브를 얻어 자연스럽게 포물선을 그리며 뻗어나가는 암과 곧게 뻗은 암의 만남으로 다른 가로등과
차별화한 자연스러움과 특별함을 더했다. 도심안의 코끼리 의미로 자연과 도시와 어울리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128�129



130�131

Park Light 11) 공원등
- 인증

SGPD-913 (주)에펠 132
SGPD-914 (주)케이씨환경디자인 134



(주)에펠은 가로등 및 볼라드 등의 공공시설물을 디자인 · 제작하는 기업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현대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제품개발과 보다 나은 시공방법 등을 꾸준히 연구하며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다.

업체명 : (주)에펠 CEO : 박준열 담당자 : 최서현 E-mail : epelkorea@naver.com     전화 : 031-989-8678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귀전로 172-24

공원등 사이즈 : W160×D160×H1,0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알루미늄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3
EP-P03

주변경관을 배려한 절재된 조명시설물로 심플한 형태의 구성으로 시각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줌과 동시에 시각적
혼선없이 심리적 개방감이 확보되어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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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환경디자인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술집약형 기업으로서 빛으로 건축 및 생활공간에 생명
력을 불어 넣어 아름답고 윤택한 야간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개발로 도시경관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체명 : (주)케이씨환경디자인
CEO : 구희경

담당자 : 마현순 E-mail : kcdesign@daum.net      전화 : 032-677-1994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53 603-1호 (원당동, 삼정프라자)

공원등 사이즈 : W710×D234×H3,990      색상 : 기와진회색, 고궁갈색 재료 : STEEL, WOOD, ALUMINUM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4
KCPL-SW003

합성목재가 더해진 일자형 등주에 원형을 기초로 한 등기구 헤드를 설치하여, 간결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규격화 된 서울시 표준 LED 모듈을 적용하여 범용성이 뛰어나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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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Light 12) 보안등
- 인증

SGPD-915 (주)우담라이팅 138
SGPD-916 (주)우담라이팅 140
SGPD-917 (주)태헌 142

- 재인증

SGPD-736 (주)케이씨환경디자인 144
SGPD-766 (주)케이지테크 146



(주)우담라이팅은 2007년도 설립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밝고 효율적인 등기구 제조 · 설계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빛의 낭비를 줄여 빛공해를 최소화 시키고 다양한 도로조건에 적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등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체명 : (주)우담라이팅 CEO : 이성기 담당자 : 편승아 E-mail : woodam001@naver.com      전화 : 02-304-0857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보안등 사이즈 : W1,167×D300×H4,0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등주-STEEL, 등기구-AL DIECASTING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5
WGPP-09 / WD-LSL013W

간결한 직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볼트타입의 개폐장치로 별도의 장비없이 유지보수가 가능
하다. 또한 표준모듈에 적합하도록 소형의 등기구를 적용하였으며, LED칩과 렌즈개발을 통하여 설치환경에 적합하도록
빛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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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담라이팅은 2007년도 설립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밝고 효율적인 등기구 제조 · 설계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비효율적인 빛의 낭비를 줄여 빛공해를 최소화 시키고 다양한 도로조건에 적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등기구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체명 : (주)우담라이팅 CEO : 이성기 담당자 : 편승아 E-mail : woodam001@naver.com      전화 : 02-304-0857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83

보안등 사이즈 : W1,029×D300×H4,0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등주-STEEL, 등기구-AL DIECASTING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6
WGPP-08 / WD-LSL001W

간결한 곡선으로 이루어진 형태로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볼트타입의 개폐장치로 별도의 장비없이 유지보수가 가능
하다. 또한 LED칩과 렌즈개발을 통하여 설치환경에 적합하도록 빛 설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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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설립 이래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로등주 및 운동장 조명시설을 납품하였고,국내 최다 양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디자인연구소 ‘디자인 터전’을 운영하여 다양한 Design Portfolio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강르네상스(반포대교, 여의도, 난지지구) 경관조명을 납품하는 등, 실외 조명을
이끌어 나가는 선두 기업이다.

업체명 : (주)태헌 CEO : 고태호 담당자 : 김헌범 E-mail : taehun@hanmail.net      전화 : 02-769-1220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3 맨하탄빌딩 1026호

보안등 사이즈 : W90×D76.3×H5,000      색상 : 아연도금 후 기와진회색 (선택가능)        
재료 : 등주 - 철재 (SS400 3.2t), 등기구 -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0회 인증:2018. 7. 1. ~ 2020. 6. 30.

SGPD-917
THP3-501710, TH560-40

도시환경, 공원 등 어느 곳에서나 적합할 수 있도록 미려하고 심플하게 디자인하였다. 상징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보안등으로
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심사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디자인의
주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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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씨환경디자인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술집약형 기업으로서, 빛으로 건축 및 생활공간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 아름답고 윤택한 야간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개발로 도시경관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체명 : (주)케이씨환경디자인
CEO : 구희경

담당자 : 마현순 E-mail : kcdesign@daum.net      전화 : 032-677-1994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53 603-1호(원당동, 삼정프라자)

보안등(재인증) 사이즈 : W1,090×D250×H4,000     색상 : 기와진회색, 고궁갈색 재료 : STEEL, WOOD14회 인증:2015. 7. 1. ~ 2017. 6. 30.

SGPD-736
KCPL-W002

심플한 사각형태의 등기구에 친환경자재인 목재를 사용하여 도심 및 공원에 어울리도록 디자인하였다. 규격화된 서울시
표준 LED 모듈을 적용하여 범용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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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지테크는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적인 기업으로 가로등 · 공원등 · 조명타워 · 경관 조명 등을 설계・
개발하는 전문 제조업체로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산지식을 토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고객 만족을
극대화 시키고자 노력하는 회사이다.

업체명 : (주)케이지테크 CEO : 이진욱 담당자 : 최재석 E-mail : kgtech1@naver.com      전화 : 031-977-6511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31-23

보안등(재인증) 사이즈 : W290×D900×H5,000      색상 : 기와진회색
재료 : STEEL, TAINLESS STEEL 304, ALUMINIUM

15회 인증:2016. 1. 1. ~ 2017. 12. 30.

SGPD-766
KGP2-SD003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강도를 한층 더 높인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깔끔하고 세련미를 강조한 디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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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1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1) 17회서울우수공공디자인 150 - 153
2) 18회서울우수공공디자인 154 - 161
3) 19회서울우수공공디자인 162 - 165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 및 재인증
20회 인증기간 2018. 7. 1.~ 2020. 6. 30



SGPD-796 (벤치)
모델명: DWJ-2053
업체명:드림월드

SGPD-797 (벤치)
모델명:NEO-N6-1
업체명:(주)네오개발

SGPD-798 (벤치)
모델명:NEO-N6-2
업체명:(주)네오개발

SGPD-799 (벤치)
모델명:NEO-N6-3
업체명:(주)네오개발

SGPD-800 (벤치)
모델명:UBB-504
업체명:(자)어반스케이프

SGPD-801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3SF-105
업체명:정도산업(주) 

SGPD-802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SHF-428
업체명:(주)신화

SGPD-803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MD-003
업체명:앰디자인건설(주)

SGPD-804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DAUS-RA-163
업체명:(주)다우스

SGPD-805 (볼라드)
모델명:KLB-13
업체명:(주)광림이엔씨

SGPD-806 (가로수보호덮개)
모델명:DNG-126 
업체명:디자인나눔

SGPD-807 (가로수보호덮개)
모델명:DNG-192
업체명:디자인나눔

SGPD-808 (가로수보호덮개)
모델명:SH1212-Q11 
업체명:삼호씨엔티(주)

SGPD-809 (가로수보호덮개)
모델명:SH1212-Q12
업체명:삼호씨엔티(주)

SGPD-810 (자전거보관대)
모델명:BP-045-B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811 (휴지통)
모델명:DWN-1006
업체명:드림월드

SGPD-812 (가로등)
모델명:WGP-042S/WD-RL002
업체명:(주)우담라이팅

SGPD-813 (가로등)
모델명:SLX-GP05S-10
업체명:(주)썬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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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7. 1. 1. ~ 2018. 12. 31.



SGPD-814 (가로등)
모델명:THP2-904, DN-120
업체명:(주)태헌

SGPD-815 (가로등)
모델명: MDSS43-10A16, JSLF-001-e150W
업체명:(주)명도산업조명

SGPD-816 (가로등)
모델명:MDSS44-10A16, JSLF-001-e150W 
업체명:(주)명도산업조명

SGPD-817 (보안등)
모델명:YNL-DAL
업체명: (주)와이엔엘

SGPD-818 (보안등)
모델명:MDSP39-05A16,  MDLM-50-35
업체명:(주)명도산업조명

SGPD-819 (보안등)
모델명:HG-50
업체명:(주)한일티앤씨

SGPD-820 (전거도로용 휀스)
모델명:FB-3101-01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821 (전거도로용 휀스) 
모델명:FG-3101-01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822 (전거도로용 휀스)
모델명:FG-3101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823 (교량용 휀스)
모델명:KWA-637
업체명:(주)케이원레일

SGPD-824 (교량용 휀스)
모델명:MF-B002-7
업체명:(주)디자인모프

SGPD-825 (교량용 휀스)
모델명:MF-B055-2
업체명:(주)디자인모프

152�153

17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7. 1. 1. ~ 2018. 12. 31.



SGPD-826 (벤치)
모델명:YB-287
업체명:(주)예건

SGPD-827 (벤치)
모델명:YB-288
업체명:(주)예건

SGPD-828 (벤치)
모델명:UBB-015-1
업체명:(자)어반스케이프

SGPD-829 (벤치)
모델명:DWB-1010 
업체명:데오스웍스

SGPD-830 (벤치)
모델명:DWB-1030
업체명:데오스웍스

SGPD-64 (벤치, 재인증)
모델명:CIB-005
업체명:씨엔아이플러스(주) 

SGPD-65 (벤치, 재인증)
모델명:CIB-114
업체명:씨엔아이플러스(주) 

SGPD-159 (벤치, 재인증)
모델명:BL 01
업체명:(주)디자인팩토리

SGPD-398 (벤치, 재인증)
모델명:CIB-119
업체명:씨엔아이플러스(주)

SGPD-403 (벤치, 재인증)
모델명:SIB-214
업체명:(주)세인환경디자인

SGPD-537 (벤치, 재인증)
모델명:BL 08
업체명:(주)디자인팩토리

SGPD-831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3SF-108
업체명:정도산업(주)

SGPD-832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JW-593
업체명:(주)주원테크

SGPD-833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F-228
업체명:(주)세원리테크

SGPD-834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SSF-101
업체명:(주)수성씨에프

SGPD-835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CBFE-3027
업체명:(주)차본

SGPD-836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GR-530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27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096
업체명:우성안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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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7. 7. 1. ~ 2019. 6. 30.



SGPD-31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095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56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151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321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WRF-S-201
업체명:(주)우리휀스산업

SGPD-445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FL-02
업체명:(주)디자인팩토리

SGPD-511 (보행자용 휀스, 재재인증)
모델명:GR-207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512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209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513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208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573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DAUS-SS-050
업체명:(주)다우스

SGPD-606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170-02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717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NEO-FS310
업체명:(주)네오개발

SGPD-719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NEO-FS309
업체명:(주)네오개발

SGPD-725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151-02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726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GR-095-S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837 (자전거도로용 휀스)
모델명:DAUS-SS-085
업체명:(주)다우스

SGPD-838 (자전거도로용 휀스)
모델명:JSF-B04
업체명:(주)주성테크

SGPD-278 (자전거도로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DAUS-RA-036
업체명:(주)다우스

SGPD-363 (자전거도로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DAUS-SS-023
업체명:(주)다우스

SGPD-514 (자전거도로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MF-BR003
업체명:(주)디자인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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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7. 7. 1. ~ 2019. 6. 30.



SGPD-710 (자전거도로용 휀스, 재인증)모델명:MF-BR001업체명:(주)디자인모프
SGPD-839 (교량용 휀스)
모델명:DAUS-RA-166
업체명:(주)다우스

SGPD-840 (교량용 휀스)
모델명:DAUS-SS-083
업체명:(주)다우스

SGPD-841 (교량용 휀스)
모델명:KWA-638
업체명:(주)케이원레일

SGPD-518 (교량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MF-B005
업체명:(주)디자인모프

SGPD-732 (교량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ERR-096
업체명:(주)에스코알티에스

SGPD-842 (볼라드)
모델명:SYBD-900
업체명:(주)삼영 씨.앤.알

SGPD-843 (볼라드)
모델명:RPST-06
업체명:(주)로드폴

SGPD-844 (볼라드)
모델명:RPST-05
업체명:(주)로드폴

SGPD-845 (볼라드)
모델명:ARB-716
업체명:(주)아리산업

SGPD-846 (가로수보호덮개)
모델명:SH1212-Q13
업체명:삼호씨엔티(주)   

SGPD-480 (자전거보관대, 재인증)
모델명:BP-036
업체명:우성안전(주) 

SGPD-355 (음수대, 재인증)
모델명:WT01
업체명:(주)디자인팩토리

SGPD-847 (파고라)
모델명:UBP-204
업체명:(자)어반스케이프

SGPD-848 (파고라)
모델명:DWP-1100
업체명:데오스웍스

SGPD-849 (가로등)
모델명:THP2-101710, DN-120
업체명:(주)태헌

SGPD-850 (가로등)
모델명:THP2-101720, DN-120
업체명:(주)태헌

SGPD-143 (가로등, 재인증)
모델명:ACP-261
업체명:에이컴에너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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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7. 7. 1. ~ 2019. 6. 30.



SGPD-325 (가로등, 재인증)
모델명:ENLP-SP테파-401-100,

ENLA-SP암-903, ENLS-301
업체명:(주)이엔엘

SGPD-672 (공원등, 재인증)
모델명:LST-PL008-4
업체명:(주)엘에스티

SGPD-851 (보안등)
모델명:THP3-501710, DOLCE LED-L25
업체명:(주)태헌

SGPD-565 (보안등, 재인증)
모델명:KLPL-SGB06, WD-LSL001-70
업체명:(주)서경라이텍

SGPD-679 (보안등, 재인증)
모델명:LST-GP072S-5
업체명:(주)엘에스티

SGPD-852 (지상기기)
모델명:DNR-400P
업체명:(주)가보테크

SGPD-208 (지상기기, 재인증)
모델명:NANUMI (NNM-02)
업체명:(주)두리계전

SGPD-209 (지상기기, 재인증)
모델명:네오스Ⅱ(NEO-02)
업체명:(주)두리계전

SGPD-210 (지상기기, 재인증)
모델명:ACERO-A (ACE-02)
업체명:(주)두리계전

SGPD-423 (지상기기, 재인증)
모델명:네오스 (NEOS)
업체명:(주)두리계전

160�161 

1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7. 7. 1. ~ 2019. 6. 30.



SGPD-853 (벤치)
모델명:SIB-372
업체명: (주)세인환경디자인

SGPD-854 (벤치)
모델명:ZWB-501
업체명:(주)자인

SGPD-855 (벤치)
모델명:ZWB-430
업체명:(주)자인

SGPD-856 (벤치)
모델명:ZCB-834
업체명:(주)자인

SGPD-857 (벤치)
모델명:Kims-BC001
업체명: (주)김스애드

SGPD-858 (가로수보호덮개)
모델명:SH1212-Q16
업체명:삼호씨엔티(주)

SGPD-859 (자전거보관대)
모델명:ZNC-237-1
업체명:(주)자인

SGPD-576 (자전거보관대, 재인증)
모델명:KLG-40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860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WRF-S-N301(TR)
업체명:(주)우리휀스산업

SGPD-861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WRF-S-N302(GL)
업체명:(주)우리휀스산업

SGPD-862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KL-WP01A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863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KL-WP01B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864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JSF-164
업체명:(주)주성테크

SGPD-865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DAUS-SS-088
업체명:(주)다우스

SGPD-866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DAUS-SS-089
업체명:(주)다우스

SGPD-867 (보행자용 휀스)
모델명:BRF-12-06
업체명:도아기업(주)

SGPD-131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KL-83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316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JSF-156
업체명:(주)주성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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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8. 1. 1. ~ 2019. 12. 31.



SGPD-319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JSF-157
업체명:(주)주성테크

SGPD-366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KL-82W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713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KL-106A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714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KL-106
업체명: (주)광림이엔씨

SGPD-716 l(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MF-SW016
업체명: (주)디자인모프

SGPD-759 (보행자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3SF-104
업체명:정도산업(주)

SGPD-868 (자전거도로용 휀스) 
모델명:SDC-F301s
업체명:(주)에스디씨컨스트룩

SGPD-869 (교량용 휀스)
모델명:JDBF-108
업체명:정도산업(주)

SGPD-870 (교량용 휀스)
모델명:KWA-649
업체명:(주)케이원레일

SGPD-871 (교량용 휀스)
모델명:JSF-165
업체명:(주)주성테크

SGPD-730 (교량용 휀스, 재인증)
모델명:DAUS-RA-116-1
업체명: (주)다우스

SGPD-756 (교량용 휀스, 재인증)모델명:DAUS-RA-154
업체명: (주)다우스

SGPD-872 (보안등)
모델명:THP3-401510+DOLCE-L25
업체명:(주)태헌

SGPD-326 (가로등,재인증)
모델명:THP2-902, DN-R101
업체명:(주)태헌

SGPD-34 (맨홀, 재인증)
모델명:디자인아이엠유맨홀
업체명: (주)아이엠유이엔지

SGPD-530 (기타시설, 재인증)
모델명:횡단보도 쉘터
업체명:(주)리더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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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인증기간 : 2018. 1. 1. ~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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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서울색, 서울서체

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170 - 171
2) 서울디자인클리닉 172 - 173
3) 서울색, 서울서체 174 - 175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 및 재인증
20회 인증기간 2018. 7. 1.~ 2020. 6. 30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및 서울디자인클리닉
SEOUL GOOD PUBLIC DESIGN
& SEOUL DESIGN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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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공간과 시설물이 난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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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성이 충분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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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대상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 예정인 시제품

■ 신청자격
- 해당 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업체

■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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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대상

170�171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Seoul Good Public Design

■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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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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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게 시 설 물      벤치, 파고라(그늘막)

위 생 시 설 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녹 지 시 설 물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보 호 시 설 물        볼라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관 리 시 설 물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 CCTV

조 명 시 설 물       가로등, 공원등,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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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세스

서울디자인클리닉
Seoul Design Clinic

■ 목적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탈락업체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서울시

디자인 방향에 맞는 공공시설물 개발과정 및 방법지도
- 디자인닥터(Design Doctor)운영으로 디자인 진단 및 1:1 자문을 통한 제품

디자인 수준향상
- 탈락업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업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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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제품의 증대로 공공시설물 선택영역의 확대

1단계 > 단기클리닉 대 상 - 인증제 서류심사 탈락 업체〉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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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디자인가이드라인 교육 등

3단계 > 집중클리닉 대 상 - 단기클리닉 수료업체 및 인증제 현물심사 탈락업체

내 용 -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 디자인닥터의 1:1 집중지도를 통한 공공시설물 개발과

정 및 방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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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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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체
Seoul Font

서울시는 서울의 고유글꼴로 널리 활용되며 도시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서울서체로 총 9종을 개발했다. 서울서체는 강직한 선비정신과 단아한 여백을 담고
있으며 조형적으로는 한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이름으로
는 서울의 대표적인 자산인 ‘한강’과 ‘남산’을 응용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언어인 한글의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일 것이다. 현시대,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민 고객들의 수요에 맞추어 서울서체는 컴퓨터 화면에서 최적의 구현을 위한 기술적
업그레이드(웹용)및 모바일용 서울서체도 개발・완료되었다.

명조계열인 서울한강체 4종: Light, Medium, Bold, Extra Bold
고딕계열인 서울남산체 4종: Light, Medium, Bold, Extra Bold
세로쓰기 1종

■ 서울서체의 구성

서울대표색
Representative Color, Seoul, Korea

서울시에는 무질서하고 혼잡한 색채환경 속에 있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서울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현상색250, 서울권장색600으로 구성된 총 850색의
서울색을 정립하였다. 서울의 대표적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에 대하여 현장
측색, 문헌연구 등을 수행하여 서울현상색250을 추출하였으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지역색50과 서울대표색10을 선정하였다. 서울대표색10은
서울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서울의 이미지와 노출빈도가 큰 색채를 기준으로 선정되
었으며, 10색에 각각 고유의 색명을 개발하였다. 또한 서울대표색10 중 서울시민과
전문가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단청빨간색을 서울상징색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서울색은 올바른 활용과 보급을 위하여 ' 서울색표집’으로 제작되었다. 서울
색표집은 서울대표색50을 중심으로 정확한 서울색을 구현하였으며, 실물로 직접
서울색을 확인하고 도시경관에 적용하기 위한 색채관리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서울색을 사용하고, 문서편집이 가능하도록 한글프
로그램용‘서울색 팔레트’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서울색은 현재  여의도 서울색공원, 서울동물원, 조형물, 공공시설물, 시설안내사인,
공사장 임시시설물 등에 적용되어 거리환경을 개선하고 서울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서울색을 체험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색채품질 인증절차를 거쳐 도료, 시트지, 미술
용품 등으로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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