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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과1.

서울시는 년 환경미화원복을 개발하고 년에는 보건소 간호직 유니폼을 개발하여 서울시2008 2009

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안전근무복 또한 칼라 컨셉을 적용함으.

로써 라는 서울시만의 칼라 코드를 만들어가고자Clean-Green, Healthy-Brown, Upright-Blue

한다.

이를 적용하여 두 가지 를 적용한 시안을 만들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직원의 선호도Blue ,

근무자의 안전 서울시의 아이덴티티 등을 고려한 결과 동복은 어두운 블루 춘추복과 하복은 밝, ,

은 블루로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일관성 있는 적용과 서울의 정체성을 확보를 위해 근무복 및 부속물의 세부 규격 로고부,

착 기준 착용매뉴얼 등의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본 보고서에 담고자 한다, .

춘추복1.1.

색상- : main color - SC7911 / Sub color - SC6908

원단 라미네이팅- : Polyester 100% / 58" /

춘추복

착용 이미지 디자인

그림 최종결과 춘추복1-1 ( )



동복1.2.

색상- : main color - SC7029 / Sub color - SC6908

원단 라미네이팅- : Polyester 100% / 58" /

동복

착용 이미지 디자인

그림 최종결과 동복1-2 ( )

하복 조끼1.3. ( )

색상- : main color - SC7911 / Sub color - SC6908

원단 라미네이팅- : Polyester 100% / 58" /

하복 조끼( )

착용 이미지 디자인

그림 최종결과 하복1-3 ( )



서울시 안전근무복 디자인 가이드라인2.

제작 가이드라인2.1.

착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2.2.



서울시 안전근무복 가이드라인2.

적용 대상•
본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안전근무복에 대한 디자인기준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한 일

반적 기준으로 서울시 소속의 공무원 근무복 디자인에 규정한다, .

활용원칙•
본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의 입장과 목적에 따라 제작 가이드라인 착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가이드라인의 적용시에는 각각의 입장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제작 가이드라인•
사용자 근무복 제작자- :

목적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유지하기 위함- :

착용 및 유지관리 매뉴얼•
사용자 서울시 소속 공무원- :

목적 공공 유니폼으로써의 품위유지 및 서울의 아이덴티티 강화- :



제작 가이드라인2.1.

춘추복2.1.1.

디자인①

그림 춘추복 디자인2-1

실물제작②

그림 춘추복 실물2-2



그림 춘추복 로고부착 기준2-3



로고부착 기준③

앞 오른쪽 가슴에 폭의 해치서울 로고를 앞여밈 지퍼의 시작점으로부터 바깥쪽- 5cm ‘ ’ 10cm

에 앞 절개라인으로부터 하단에 실크스크린 프린트한다, 4cm .

해치 는( color White )※

등판 카라 아래쪽으로 되는 지점에 폭의 안전점검 또는 용도에 맞는 단어를 실- 8cm 18cm ‘ ’

크스크린 프린트한다.

원단 및 부자재 규격서④

그림 춘추복 원단 및 부자재 규격서2-4

구분 품명 용도 규격 비고

상의

원단

몸판 Polyester 100% / 58"

배색 Polyester 100% / 58"

규격 P75D × P75D Plain

구조
또는 을 사용하여 로PTFE PU Film 2Ply

라미네이팅

투습도
염화칼슘법KS K 0594

이상(5,000 gr/ /24h )㎡

방오 방수 가공/ 가공Teflon

안감 안감 줄 메쉬1:1 stripe / Polyester 100% / 60“

지퍼
앞여밈용 호 지퍼Nylon 5

주머니 모자용, 호 지퍼Nylon 3

지퍼풀
앞여밈 고무

주머니 고무 세미오토( )

스트링 밑단 통 조절 사 엘라스티 스트링12

스토퍼 밑단 통 조절 크기 소- (Polyester 100%)



제작요령⑤

기본 카라로 스티치는 끝 스티치로 한다- , .

앞여밈은 호 나일론지퍼 역방향 를 사용하며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배색원단의 플라켓을 달- 5 ( ) ,

아 봉제한다 플라켓을 여밀 수 있도록 폭의 벨크로를 안쪽에 단다 맨 윗부분은 썬그. 20mm .

립 헤드 개를 단다( 15mm) 1 .

가슴주머니의 겉은 주머니덮개를 몸판에 덧박고 안쪽에 호 나일론지퍼를 달아 지퍼로 여밈을- 3

한다.

앞 하단부 양쪽 주머니는 몸판 원단으로 주머니덮개를 몸판에 덧박고 안쪽에 호 나일론지퍼- 3

를 달아 지퍼로 여밈을 한다.

소매 몸판 옆솔기 등판 부분은 배색원단을 사용하고 절개라인에 끝 스티치로 마무리 한다- , , .

소매의 팔꿈치 부분에 다트를 넣는다- .

소매단에 벨크로를 부착하고 밴드를 넣어 소매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1“E- .

가슴라인은 양 끝쪽이 굴곡이 지는 라인으로 절개라인을 주고 끝 스티치로 마무리 한다- .

밑단은 줄 스티치로 한다- 2 .

안쪽 왼쪽 가슴주머니는 호 나일론지퍼를 달아 지퍼로 여밈을 한다- 3 .

밑단 안쪽에 사 엘라스티 스트링 끈을 넣어 밑단 통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스토퍼로 고정- 12

시킨다.

은 안쪽 뒤 등판 상단 중심에 부착한다- Main Label .

나염로고는 앞판 가슴부위 오른쪽에 찍는다- .

아일렛 스트링 입구 마감처리 호 니켈2

밴드1”E- 소매단 25mm(Polyester 100%)

벨크로 앞여밈 소매단 20mm(Nylon)

썬그립 앞여밈 15mm(Nylon)

사이즈 라벨 사이즈 표시 폭10mm

품질라벨 품질표시 폭25mm

나염 로고 실크스크린



동복2.1.2.

디자인①

그림 동복 디자인2-5

실물제작②

그림 동복 실물2-6



그림 동복 로고부착 기준2-7



로고부착 기준③

앞 오른쪽 가슴에 폭의 해치서울 로고를 앞여밈 지퍼의 시작점으로부터 바깥쪽에- 5cm ‘ ’ 10cm

실크스크린 프린트한다 해치 는. ( color White )※

등판 카라 아래쪽으로 되는 지점에 폭의 안전점검 또는 용도에 맞는 단어를 실- 8cm 18cm ‘ ’

크스크린 프린트한다.

원단 및 부자재 규격서④

그림 동복 원단 및 부자재 규격서2-8

구분 품명 용도 규격 비고

상의

원단

몸판 라미네이트 코팅Polyester 100% / 58" /

배색 라미네이트 코팅Polyester 100% / 58" /

규격 P50D × P50D Plain

구조
또는 을 사용하여 로PTFE PU Film 2Ply

라미네이팅

투습도
염화칼슘법KS K 0594

이상(5,000 gt/ /24h )㎡

방오 방수 가공/ 가공Teflon

안감 안감 Polyester 100% 44" Twill

안감 본딩 보온재
Polyester 100% 44"

하스 몸판 에리 소매- / (5oz), (3oz)

지퍼
앞여밈용 호 지퍼Nylon 5

주머니 모자용, 호 지퍼Nylon 3

지퍼풀

앞여밈 고무

주머니 고무 세미오토( )

스트링 밑단 통 조절 사 엘라스티 스트링12

스토퍼 밑단 통 조절 크기 소- (Polyester 100%)



제작요령⑤

차이나 카라로 스티치는 끝 스티치로 한다- .

안감에 보온재 하스 를 본딩하여 몸판 카라는 소매는 를 사용하여 봉제한다- ( ) / 5oz, 3oz .

앞여밈은 호 나일론지퍼를 사용하며 지퍼가 보이지 않도록 몸판 원단의 플라켓을 달아 봉제- 5 ,

한다 플라켓을 여밀 수 있도록 폭의 벨크로를 안쪽에 단다 맨 윗부분은 썬그립 헤드. 20mm . (

개를 단다15mm) 1 .

가슴주머니는 호 나일론 지퍼를 달아 여밈을 한다- 3 .

앞 하단부 양쪽 주머니는 몸판 원단으로 주머니덮개를 몸판에 덧박고 안쪽에 호 나일론 지퍼- 3

를 달아 여밈을 한다.

소매 몸판옆솔기 등판 부분은 배색원단을 사용하고 절개라인에 끝 스티치로 마무리 한다- , , .

소매단에 벨크로를 부착하고 밴드를 넣어 소매단통을 조절할 수 있게 한다- 1“E- .

밑단은 줄 스티치로 한다- 2 .

안쪽 왼쪽 가슴주머니는 호 나일론 지퍼를 달아 지퍼로 여밈을 한다- 3 .

밑단 안쪽에 사 엘라스티 스트링 끈을 넣어 밑단 통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스토퍼로 고정- 12

시킨다.

모자는 호 나일론 지퍼로 탈부착 할 수 있도록 봉제하고 모자의 앞여밈을 벨크로 줄로 한- 3 2

다 모자 바깥쪽에 사 엘라스티 스트링 끈을 넣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스토퍼로. 12

고정시킨다.

은 안쪽 뒤 등판 상단 중심에 부착한다- Main Label .

나염로고는 앞판 가슴부위 오른쪽에 찍는다- .

아일렛 스트링 입구 마감처리 호 니켈2

밴드1”E- 소매단 25mm(Polyester 100%)

벨크로 앞여밈 소매단 20mm(Nylon)

썬그립 앞여밈 15mm(Nylon)

사이즈 라벨 사이즈 표시 폭10mm

품질라벨 품질표시 폭25mm

나염 로고 실크스크린



하복 조끼2.1.3. ( )

디자인①

그림 하복 조끼 디자인2-9 ( )

실물제작②

그림 하복 조끼 실물2-10 ( )

로고부착 기준③

앞 오른쪽 가슴에 폭의 해치서울 로고를 앞여밈 지퍼의 시작점으로부터 바깥쪽- 5cm ‘ ’ 6.5cm

에 카라 아래끝으로부터 아래에 실크스크린 프린트한다, 12cm .

등판 카라 아래쪽으로 되는 지점에 폭의 안전점검 또는 용도에 맞는 단어를 실크- 8cm 18cm ‘ ’

스크린 프린트한다.



그림 하복 로고부착 기준2-11



원단 및 부자재 규격서④

그림 하복 원단 및 부자재 규격서2-12

제작요령⑤

민소매 점퍼로 한다- .

차이나 카라로 높이는 총 배색은 로 스티치는 끝 스티치로 한다- 5cm, 1.5cm .

앞여밈은 호 나일론 지퍼를 사용하며 지퍼가 보이도록 봉제한다- 5 , .

가슴주머니는 주머니덮개를 달고 안쪽에 호 나일론지퍼를 달아 여밈을 한다- 3 .

구분 품명 용도 규격 비고

상의

원단

몸판 Polyester 100% / 58"

배색 Polyester 100% / 58"

규격 P75D × P75D Plain

내용 가공Teflon

안감 안감 메쉬1:1stripe / Polyester 100% / 60“

지퍼
앞여밈용 나일론 호 지퍼5

주머니용 나일론 호 지퍼3

지퍼풀
앞여밈 주머니, 고무

속주머니 고무 세미오토( )

스트링 밑단 통 조절 사 엘라스티 스트링12

스토퍼 밑단 통 조절 크기 소- (Polyester 100%)

아일렛 스트링 입구 마감처리 호 니켈2

사이즈 라벨 사이즈 표시 폭10mm

품질 라벨 품질표시 폭25mm

나염 로고 실크스크린



앞 하단부 양족주머니는 몸판 원단으로 주머니덮개를 달고 덮개 끝에 배색원단으로 파이핑 처-

리한다 안쪽에 호 나일론 지퍼를 달아 여밈을 한다. 3 .

어깨 몸판옆솔기 등판 부분은 배색원단을 사용하고 절개라인에 끝 스티치로 마무리 한다- , , .

암홀라인은 배색원단으로 폭으로 말아 박는다- 1cm .

밑단은 줄 스티치로 한다- 2 .

안쪽 오른쪽 가슴주머니는 호 나일론 지퍼를 달아 여밈을 한다- 3 .

밑단 안쪽에 사 엘라스티 스트링 끈을 넣어 밑단 통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스토퍼로 고정- 12

시킨다.

은 안쪽 뒤 등판 상단 중심에 부착한다- Main Label .

나염 로고는 앞판 가슴부위 오른쪽에 찍는다- .



착용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2.2.

착용 가이드라인2.2.1.

안전근무복은 기본적으로 춘추복 동복 하복 조끼 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기후조건에 따라, , ( )

다양하게 착용가능하다 여기서는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안전근무복을 대상으로.

착용시의 기본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근무복 이외의 색상이나 디자인은 착용하지 않는다, .

둘째 등판의 안전점검 등과 같은 작업관련 문구는 기능에 맞게 작성하여 넣되 서울시를 나타, ,

내는 해치로고는 반드시 넣도록 한다.

근무복 유지관리 요령2.2.2.

기본사항1)

오염이나 훼손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청결히 관리하여 근무복의 수명을 연•

장할 수 있도록 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근무자는 지급된 근무복을 청결하게 세탁 및 착용하여 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유지한다.

세탁라벨2)

춘추복 및 동복 조끼 등의 제작 시 아래의 세탁라벨을 부착하여 표시하고 근무자는, ,•

세탁라벨에서 제시한대로 세탁에 철저를 기한다.

의 온수에 중성세제를 잘 푼 다음 물세탁하거나 드라이크리닝한다30 .• ℃

다른 옷과 함께 세탁하지 말고 지퍼나 단추 등을 다 채운 상태에서 세탁하는 것이 좋,•

다 지퍼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의 세탁은 의류에 부착된 지퍼나 단추 등에 의해 원단.



이 손상되어 기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된다.

세제찌꺼기가 남아있을 경우 탈색이나 멤브레인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항상 깨끗•

이 헹궈준다.

표백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세탁 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여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