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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업�개요

과업명

서울특별시�2011�공공시설물�표준형디자인�실시설계�용역

과업목적

·�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으로�서울의� Identity�확립�및�조화로운�가로이미지�창출

·�보행자�시각에서의�기능성�및�안전성,�심미성을�반영한�표준디자인�정립

과업기간

2011년� 6월� 20일� ~� 2011년� 10월� 31일

과업대상

총�8종� (�타입별�각� 2종�개발� )

공원안내부스

(� 3종� )

·�근린공원용�안내부스

·�수변공원용�안내부스

·�체육공원용�안내부스

공공안내판

(� 5종� )

·�공사장�통합안내판� (도로공사,�건축공사,�도로점용)

·�차없는거리�안내판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승용차요일제�검지장소�안내판

·�승용차요일제�안내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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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과업�내용

공공시설물�표준형디자인�개발�및�실시설계

1.�공공시설물을�통한�서울의�아이덴티티(ldentity)�확립

2.�독창적이고�창의적인�디자인에�간결하고�미려한�조형미�부각

3.�유지관리가�용이한�소재�사용�및�원활한�유지관리�계획�수립

4.�내구성을�가진�소재�사용�및�교체시공�용이성�확보

5.�시설물의�일상점검�및�보수가�용이하도록�계획

6.�시설물설치�관련규정�및�제반규정에�적법하게�설계,�제작�및�시공이�가능하도록�설계

7.�국토해양부�및�서울특별시�시설물관리지침의�조건�등�관련기준�충족

성과품

종�류 규�격 부�수 비�고

실시설계서(최종설계)�도면 A3 20부
CAD� file

2조�포함

실시설계�보고서 A4 20부

공사시방서(특기시방�포함) A4 10부

내역서(공사원가계산서�포함) A4 10부

일위대가표 A4 10부

단가산출조서 A4 10부

수량산출조서 A4 10부

설계도서�CD-ROM 각� 1� SET 10매

설계내역서� EXCEL�디스켓�작성 각� 1� SET 10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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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디자인�방향�

디자인�방향

디자인서울�기본�방향

과밀하고 답답한 도시 산만하고 불편한 도시 배려와 소통이 부족한 도시 자연과 사람이 외면하는 도시

Airy Intergrated Collaborated Sustainale

비우는 서울 통합하는 서울
더불어하는

디자인 서울

지속가능한

디자인 서울

시원한�도시 편리한�도시 친근한�도시 건강한�도시

+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Keywords

기 능 성 � � � 통 합 성 � � � 개 방 성 � � � 최 소 화 � � � 안 전 성�

보 편 성 � � � 친 환 경 성 � � � 연 속 성 � � � 정 체 성

▼

DESIGN� SEOUL

보행자�중심도시� ·�안전한�도시� ·�질서있는�도시

지속가능한�도시� ·�통합적인�경관도시

SOFT� CITY



11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1개요

1.4�관련�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안내부스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공공시설물�부문�참조

★ 필수사항 ● 권장사항

4.7 서비스 시설물 : 관광안내소 (부스형)

  4.7.1 현황 및 문제점

-�관광지�환경에�조화되지�않는다.

-�원거리에서�관광�안내소로�인식하기�힘들다.

-�이질적인�재료(벽돌,�폴리카보네이트,�스틸프레임�등)가�혼용된다.

  4.7.2 디자인 가이드라인

   4.7.2.1

   ★

   4.7.2.2

   ●

   4.7.2.3

   ●가

   ●나

   ★다

   4.7.2.4

   ●가

   ●나

그래픽 요소

관광안내소�표지가�잘�보이도록�한다.

형태

지역�정보물의�제공이�용이한�디자인을�권장한다.

설치

관광객의�편의를�돕도록�다른�시설물과의�결합을�권장한다.

무인�관광정보�키오스크의�설치를�권장한다.

기타�설치에�관한�사항은�<디자인서울�공공공간가이드라인>의�규정을�따른다.

기타

무인� 관광정보� 키오스크� 설치� 시�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발광다이오드

(LED)나� LCD를�이용한�정보�전달과�음성�서비스�기능의�겸비를�권장한다.

무인�관광정보�키오스크�설치�시�조작부는�일반�사용자와�휠체어�사용자�모

두가�사용할�수�있는�높이에�설치할�것을�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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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각매체� �공공안내판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공공시설물�부문�참조

4.5 주차안내 : 주차장 안내표지, 주차장 이용안내, 주차장 안내도, 장애인 주차안내

    4.5.1

  4.5.2 

현황 및 문제점

-�표지가�보행을�방해하는�경우가�있다.

-�표지의�크기,�색상,�형태�등이�통일되지�않아�도시경관을�훼손한다.

-� 주차장� 이용� 안내에� 표기된� 문장이나�단어가� 어렵고� 복잡하여�그� 내용을�

파악하기�힘들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4.5.2.1

      ★가

      ★나

      ★다

      ★라

     4.5.2.2

      ★가

      ★나

설치

주차장�위치�표지는�다른�지주�시설물과�통합�설치한다.

보행자�통행이나�시야를�방해하지�않는�위치�및�높이에�설치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표지는�주차�후에도�확인이�가능한�위치에�표시한다.

기타�설치에�관한�사항은�<디자인서울�공공공간가이드라인>의�규정을�따른다.

표기요소

픽토그램은�국제�표준(ISO)을�적용한다.

주차장�이용�안내에는�주차�요금�등�주차장�이용에�꼭�필요한�내용만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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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보행자 안내 : 보행자 안내 표지, 보행 방향 표지

  4.13.1

  4.13.2 

현황 및 문제점

-�자치구별�설치로�인하여�크기,�색채,�형태의�통일성이�없다.

-�교통�안전표지와�동일한�색채를�사용하여�혼동을�일으키는�경우가�있다.

-�지나치게�큰�규모와�무분별한�장식으로�도시경관을�훼손한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4.13.2.1

       ★가

       ●나

       ★다

     4.13.2.2

       ★가

       ●나

     4.13.2.3

       ★

설치

다양한�연령층의�사용자와�교통약자를�고려하여�높이와�크기를�결정한다.

다른�지주�시설물과의�통합�설치를�권장한다.

기타�설치에�관한�사항은�<디자인서울�공공공간가이드라인>의�규정을�

따른다.

표기요소

보행자�안내�이외의�불필요한�정보�표기나�장식의�사용을�금지한다.

지리안내도의�면적이�지나치게�넓지�않도록�디자인할�것을�권장한다.

색채

표지판�본체와�안내�표지의�색채가�조화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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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공원 안내 : 공원 안내 표지, 공원 시설 안내도

  4.17.1 현황 및 문제점

-�형태와�재료�및�색채가�주변�환경과�조화되지�않는다.

-�이용자의�시각이�고려되어�있지�않다.

  4.17.2 

     4.17.2.1

       ★가

       ★나

     

     4.17.2.2

       ★가

       ★나

     4.17.2.3

       ★

     4.17.2.4

       ●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치

사용자의�눈높이를�고려한�크기로�설치한다.

기타�설치에�관한�사항은�<디자인서울�공공공간가이드라인>의�규정을�

따른다.

표기요소

공원�시설�안내도는�공원�명칭,�역사나�환경�등의�교육용�정보를�주�요소로�

표기하고,�시설�명칭,�상세�정보,�전화번호,�주소�등은�보조로�표기한다.

공원�시설�안내도에는�현재�위치를�표시한다.

재질

주변�환경과�조화되는�재료를�사용한다.

기타

공원�단위로�공원�안내�표지와�공원�시설�안내도의�정체성,�통일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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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상지�분석

서울시의�가로환경은�다양한� 시간의� 흐름에�따라�행태� ·� 색채�등이�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특성을�지니고�있다.� 많은� 역사적�공간이� 존재함과�동시에�첨단도시를�향한�움직

임이�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다양한� 행태와�요소들이� 어우러져� 독특한�

경관을� 갖는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의� 무계획적인� 설치로� 인해� 공간의� 연속성이� 훼손되어�

왔으며,� 특히� 안내시설물의� 경우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안내정보로� 인해� 정보인지성이� 미

흡한�양상을�보이고�있다.

따라서�서울시�공원안내부스�및�공공안내판등�공공안내�정보의�전달에�

필요한�대상�시설물� 8종에�대한�디자인�개발은�서울�전체�경관�및�공간의�

연속성�확보라는�대전제�속에서�효율적인�정보전달을�위해�시급히�표준형�

정립이�필요한�시점이다.�

서울시�공간의�연속성�유지를�위한�시설물�정립�필요

400여개의�생활공원의�체계적�관리를�위한�안내부스�디자인

공사현장�및�차량ž보행의�안전한�유도를�위한�안내사인의�통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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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2현황�및�기초조사�분석

2.2�시설물�현황분석

2.2.1 공원안내부스

·� 각� 공원의� 안내부스가� 일관성� 없는� 개별적인� 형태� 및� 재료,� 색채적용으로� 인해� 서울시의�

정체성�표현�부족�및�기능성에도�혼란을�주고�있음

·�안내부스의�부재로�현수막�등�대체�매체가�그�역할을�대신�수행하고�있어�이용자에게�

불편�및�조화로운�도시�경관�조성을�저해하고�있음

·�이용자의�동선을�고려하지�않은�디자인과�배치로�접근성을�저하시키고�있음

형태,�소재,�색채에�대한�방향성�정립

목적에�따른�주변시설물과의�연계

▼

정체성� ·�일관성�유지

통합성� ·�연계성�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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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공안내판

·�내구성이�약한�재료의�사용으로�원활한�유지관리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야간에는�

가독성�및�인지성을�고려하지�않은�배치로�사용성이�저하되고�있음

·� 사람� 눈높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정보� 인지의� 효용성이� 떨어지며,� 무분별한� 색채와� 서체�

사용으로�가독성이�저하되어�있음�

·� 현재� 뚜렷한� 디자인� 및� 설치� 기준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여� 장소별로� 일관되지� 않은� 사인

체계가�적용되어�있음

·�정보의�혼란�및�가로보행환경의�장애요소로�작용하고�있음

장소성에�대한�고려

사용자에�대한�배려

▼

내구성� ·�안전성�확보

가독성� ·�인지성�향상



21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2현황�및�기초조사�분석

2.3�사례분석

2.3.1 공원안내부스

·� 안내부스가� 설치된�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곡선,� 직선� 및� 사선�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며,�

색채,� 소재,� 추가적인� 조형요소의� 도입을� 통해� 해당� 공간의� 정체성을� 표출하려는� 요소로�

사용하고�있음

·�안내부스�자체의�인지성�확보를�위해�주변�환경과�차별화된�색채,�조형�요소�등�도입

·�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안내부스의� 배치를� 통해� 접근성� 및� 사용성을�향상시키는� 사례도�

다수�존재함

� Keywords

간결한�색채� � � �소재� � � �조형요소�활용� � �지역정체성

인지성� � � �접근성� � � �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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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공공안내판 

·� 정보수요자가�필요로�하는�정보의�적절한�배치를�통해�정보전달을�극대화시키고�있음�

·�주변�시설물을�고려한�설치위치�선정,�시야�확보를�통한�가독성과�인지성�향상�등� � � � � � � �

혼란스러운�경관요소로서의�확산이�아닌,�주목성이�높은�색상�및�배색조합으로�유효한�

정보전달이�가능하도록�하고�있음

·�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픽토그램,�읽기�쉬운�폰트�및�적절한�색채의�사용으로

사용자를�배려하고�있음

� Keywords

주목성� � � �효율적�정보전달� � � �시야확보

가독성� � � �인지성� � � �사용자�배려







서울시�공공시설물�표준형디자인Ⅴ

PUBLIC� FACILITIES� Standard� type� design

� � Part� 3.�디자인�개발

� � 3.1�디자인�방향

� � 3.2�디자인�전략

� � 3.3�세부전략

� � 3.4�분류코드

� � 3.5�디자인개발안

� � 3.6�분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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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디자인�방향

디자인�서울�기본방향

+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
공원안내부스�&�공공안내판�현황

서울시의�정체성�표출�부족�및�사용자�배려� ·�접근성�부족

가독성�및�인지성�저하로�인한�사용성�부족

▼

디자인�방향�도출

통합성

Intergrated
통합�및�지속가능한�디자인·관리를�위한�표준화

범용성

Universal
다양한�사용자에�대처하는�디자인

일관성

Consistency
공공시설물로서�일관된�이미지�전달

유연성

Flexibility
모듈러�시스템�및�장소와�기능에�따른�변화가능성

순응성

Adaptability
주변�경관과�조화로운�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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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3.2�디자인�전략

조형디자인

긍정적�공간화�Human� Positive� Design�

Usability� Strategy Public� Amenity� Strategy

사용성을�고려한�디자인 공공성을�강조하는�디자인

ž 단순한�형태와�기능,�재질,�색상�등�표준형디자인의�계획의도를�인간의�정서적�긍정�효과로�

확장

ž 휴먼�스케일과�열린�공간,�부드러운�경관�창출

ž 보다�효율적인�사용성을�전제로�공간디자인�개념�적용

디자인�대상

공원�안내부스

근린/수변/체육공원용�안내부스

공공안내판

공사장�통합안내판,�차없는거리�안내판�등�

▼

긍정적�공간�조성을�위한�안내공간�및�사인�표준디자인�개발

개방성� � � � � � � � � � � � � �공유성� � � � � � � � � � � � � �전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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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Open� Spot

다양한 사용성을 충족시키는 안전한 공간

내·외부 분리 지양, 시야확보를 위한 개방감 있는 디자인

셉티드 (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기법

영역성 확보 및 시야확보를 통한 자연감시 

공유성� Shared� Spot

커뮤니티 활성화 및 표준화를 통한 정보공유성 강화 

정보의 공유기능을 충족하는 간결한 구조의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 _ 공평한 사용, 간단명료한 정보인지체계 접근성과 사용성의 개선

전환성� Switch� Spot

디자인 요소의 모듈화로 조합과 확장 용이, 연속성 극대화

제작설치와 유지관리가 용이한 모듈형 디자인

통합디자인 _ 기능, 형태의 통합으로 가로환경 정돈



29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3.3�세부전략

소재

계획
친환경성

경관성

천연소재 및

내구성소재

사용

wood(목재)

자연원목�그대로�사용�투명�오일스테인�처리로�

내구성�확보

Al(알루미늄)

압출성형에�의해�균일한�형상의�길이�제한�없이�

성형�가능,�구조체�역할�

NTpanel(앤티�패널)

친환경소재,�자외선�차단효과�높은�강도와�변형이

없어�유지관리에�유리

Steel(스틸)

높은�강도,�내구성�우수

도색

계획

연계성

지속가능성

아크레탄 

마감

·�광택�및�색상�지속력�우수�

·�부착력이�뛰어나며�내마모성,�내수성,�내약품성이�

우수하고�도막의�변색이�거의�없음�

색채

계획
연계성

인지성

서울색 사용

명도차 이용

·� 서울대표색�중에서�주변�경관과�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저채도� 색채인�

기와진회색을� 기본바탕색으로� 하고�

표지면과� 고정철물� 등� 단일색으로�

적용

·�표지면의�정보(텍스트� /�픽토그램� /

기호)는� 흰색을� 적용하여� 배경색과

명도차�이용

·�야맹�등�시각장애�이용자들의�

�가독성�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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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

및�

도식

계획

인지성

일관성

서울서체

사용

·� 서체는�서울서체를�기본으로�일관성�있게�적용하고�가독성

과�조합이�용이한�산세리프�서체인�서울남산체�사용

·�글자의�크기는�입형�표지판의�경우�이용자로부터�적정�

� �가시거리(10m~20m)에서�인지�가능한�크기�설정

� � (한글의� 높이는� 받침이� 있는� 글자� 중� 가장� 높은� 글자를�

기준으로�하고,�영문�및�기타�외국어의�경우�첫�번째�대문자

(첫글자)의�크기�기준)

국제표준

픽토그램

사용

·�안내부스를�나타내는�픽토그램

·�외국인이나�관광객등을�고려하여�국제표준�픽토그램을�공통

적용�

3.4�분류코드

분류코드표

구분 분류 type 코드명

PI
공원안내부스

Park Information 

booth

- 기본형 A PI-A

- 확장형 B PI-B

PS
공공안내판

Public Signboard

공사장 통합안내판

부착형 A PS-I1-A

저가이동형 B PS-I1-B

저가이동형 C PS-I1-C

차없는거리 안내판
이동형 A PS-I2-A

이동형 B PS-I2-B

승용차요일제 안내판
고정형 A PS-I3-A

이동형 B PS-I3-B

승용차요일제 검지장소 안내판
부착형 A PS-I4-A

부착형 B PS-I4-B

거주자 우선주차 안내판 고정형 - PS-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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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3.5�디자인�개발안

3.5.1 공원안내부스

디자인�컨셉

·� 사용자가� 안내부스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스외벽,� 지붕,� 바닥� 등의� 시각적� 일체화�

지향

·�미니멀하고�투명한�입면을�통한�자연경관과�사용자�간의�시각적인�소통�추구

·�주외장재와�인필(Infill)재의�두�부분으로�분리하되�공원안내부스의�기본적�디자인�원형�

유지�

·� 장소성에� 따른� 공간프로그램,� 입면� 조닝의� 형태적� 조합� 변화� 등으로� 공공시설물로서의�

정체성과�차별성�확보

사용성 범죄예방 커뮤니티

효율성

일체화� /�통합화

지원시설�확보

에너지�절감

오픈형�공간�계획

시각적�소통

영역성�확보

장소성

차별성

정체성

공원�통합화

▼

1.�에너지�절감을�위한�차양�지붕�

2.�입면�사용의�효율성을�위한�세로형�구획�

3.�범죄�예방을�위한�오픈형�공간�계획

4.�장소성을�고려한�입면�개방성�확보,�공간확장

5.�안내부스�사용성�향상을�위한�운동기구,�의료/�비상용품,�

� � �개인물품�보관시설�지원

대,�소�크기의�모듈�구조를�통한�규모�차별화

공원안내부스의�형태,�기능�통일

(관리자,�사용자�입장별�이용요소�분류�및�통일화)

안내,�관리�상주인을�고려한�부스�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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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
공원안내부스�

기본형 – A type

Size

1인�기준�

부스�내부� :�W2000� ×�D2900� ×�H2600

부스�외부� :�W2200� ×�D3900� ×�H2600

Material STS.PLATE�절곡,�지정색�분체도장,� T8강화유리,�하드우드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Detail 
주변경관의�통일성에�주의하여�기타�시설물과�어울리는�색상�적용

보행에�방해되지�않도록�보도폭이�4m이상�확보된�공간에�설치�권장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33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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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pective view

Simul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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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I-B
�공원안내부스

확장형 – B type

Size

2~3인�기준�

부스�내부� :�W4000� ×� D2500� ×�H2600

부스�외부� :�W4200� ×� D3900� ×�H2600

Material STS.PLATE�절곡,�지정색�분체도장,� T8강화유리,�하드우드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Detail 
주변경관의�통일성에�주의하여�기타�시설물과�어울리는�색상�적용

보행에�방해되지�않도록�보도폭이� 4m이상�확보된�공간에�설치�권장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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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디자인�개발

Perspective view

Simulation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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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공공안내판

디자인�컨셉

·�장식적�요소는�최대한�배제,�기능에�따른�모듈로�제작성,�호환성�고려

·�철제�등�내구성을�고려한�재질의�지주형식으로�제작�설치

·�점유면적을�최소화한�디자인으로�보행환경의�영향�최소화

·�안내정보의�분류에�따른�통합�적용으로�정보인지성�향상

통합화 위계 정립 모듈화

기능�충족/간결한�구조

통일성

공간의�활용도�향상

휴먼스케일의�정보

정보의�중첩배제

공간질서�확립

기능·형태적�조합

유기적�대응

유지·관리�용이성

내구성

정보�위계화� ž 통합화

▼

1.�이동�및�설치가�용이한�형태의�임시형�

2.�간결한�지주�형태의�고정형�

3.�현장�설치�조건을�고려한�이동형,�부착형�

4.�조립�방식의�간편성

5.�부분모듈의�규격화�및�타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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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1-A 
공사안내판

공사종합안내도 / 부착형 – A type

Size
대형�공사장� :�W2750� ×�H1700

소형�공사장� :�W650� ×� H1500

Material AL� PLATE,�시트�실사출력�부착�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 7534C�한강은백색� (Pantone)

Detail 
공사장�주변,�주�출입구�및�보행량이�많은�주�이동동선에�설치

보행자와�차량�모두에게�쉽게�인지될�수�있는�곳에�설치

Etc.

대형공사장� :� 공사장�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 작업계획표(작업구역안내,�

작업진행도,� 공정표,� 월별계획표)� +� 참여자� 현황� +� 관련기관� 통합�

비상연락망�+�공지사항�및�질문/답변�메모판� �

소형공사장� :� 공사장� 임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 입간판� 형식,� 조감도�

패널�옵션적용�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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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1-B 
공사안내판

공사안내표지판 / 저가 이동형 – B type

Size W500�×�D500� ×�H1300

Material PE.�지정색적용,�시트�실사출력�부착�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 1355C�은행노란색� (Pantone)

Detail 
공사장�주변,�주�출입구�및�통행량이�많은�주�이동동선에�설치

보행자와�차량�모두에게�쉽게�인지될�수�있는�곳에�설치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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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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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1-C 
공사안내판

공사안내표지판 / 저가 이동형 – C type

Size W500�×�D500� ×�H1300

Material PE.�지정색적용,�시트�실사출력�부착

Color � 1355C�은행노란색� (Pantone)

Detail 
공사장�주변,�주�출입구�및�통행량이�많은�주�이동�동선에�설치

보행자와�차량�모두에게�쉽게�인지될�수�있는�곳에�설치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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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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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2-A 
차�없는�거리�안내판

이동형 – A type 

Size W2300�×�D800� ×�H1270

Material STS.PLATE,� STS.PIPE,�지정색�분체도장,�실크인쇄�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Detail 
차�없는�거리�주변,�거리의�진출입부�및�통행량이�많은�보행동선에�설치

주변의�주요�시설물�명칭,�방향,�거리�표기�및�현재�위치�표기로�위치�인지성�확보�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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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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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2-B 
차�없는�거리�안내판

이동형 – B type

Size W2300�×�D800� ×�H1270

Material STS.PLATE,� STS.PIPE,�지정색�분체도장,�실크인쇄�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Detail 
차�없는�거리�주변,�거리의�진출입부�및�통행량이�많은�보행동선에�설치

주변의�주요�시설물�명칭,�방향,�거리표기�및�현재�위치�표기로�위치�인지성�확보�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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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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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3-A 
승용차�요일제�안내판

고정형 – A type

Size W690�×�D100� ×�H1500

Material STS.PLATE�절곡,�지정색�분체도장,�실크인쇄�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 279C�서울하늘색� (Pantone)

Detail 
건물,�주차장�출입구�등�차량의�이동이�잦은�곳에�설치

차량�내에서의�가시성�확보를�위한�위치선정�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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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3-B 
승용차�요일제�안내판

이동형 – B type

Size W800�×�D700� ×�H1500

Material STS.PLATE�절곡,�지정색�분체도장,�실크인쇄�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

Detail 
주차장�출입구�등�차량의�이동이�잦은�곳에�설치

차량�내에서의�가시성�확보를�위한�위치선정�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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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ai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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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4-A 
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부착형 – A type

Size W800�×�D700� ×�H1500

Material AL.�압출,�지정색�분체도장,�실크인쇄�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

Detail 
요일제�검지장소�전방�기존�교통시설물�지주�이용설치

차량�내에서의�가시성�확보를�위한�위치선정�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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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4-B 
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부착형 – B type

Size W800�×�D700� ×�H1500

Material AL.�압출,�지정색�분체도장,�실크인쇄�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

Detail 
요일제�검지장소�전방�기존�교통시설물�지주�이용설치

차량�내에서의�가시성�확보를�위한�위치선정�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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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PS-I5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고정형

Size W690�×�D100� ×�H2000

Material STS.PLATE�절곡,�지정색�분체도장,�실크인쇄�

Color � 418C�기와진회색� (Pantone)� � 3425C�남산초록색� (Pantone)

Detail 
거주자�우선�주차공간�주변에�설치

차량�내에서의�가시성�확보를�위한�위치�선정�

‣ 상세�부분�및�치수는�설계도면과�시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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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3디자인�개발

3.6�운영관리

도심환경과�변수요소에�적극적�대응을�위한�공공시설물�관리

Inspection� Checklist

·� 서울시�공공�시설물에�대한�표준화된�관리체계를�마련하여�시설물에�대한�지식�및�정보를�

공유하고�정형화�된�유지� ․ 관리�시스템을�통해�시민들에게�쾌적한�이용환경�제공
·�유지관리�=�순시�및�점검� +�유지�및�원상복구�+�보수,�보강�및�개량

공공시설물�관리�및�보수계획�수립�시�신속�정확한�정보�제공

사용자�및�이용객�위주의�각종�공공시설물�관리요령�제시

유관기관�간의�정보�공유로�원활한�업무수행�도모

공공시설물�기획�초기단계에서부터�일관성�있는�정보�유지�및�관리

공공시설물�관리의�체계적인�업무수행을�통한�안전사고�방지

공원안내부스

평가항목 양호 보통 불량

이용자의�동선에�방해되지�않는�구조와�배치가�적절하였는가

진입부와�대지�간의�레벨차가�이용자의�접근이�쉽도록�설계되었는가

남녀노소�구분�없이�편리하게�사용할�수�있는�크기와�높이로�디자인�되었는가

설치장소의�지형지세를�고려하였는가

설치�장소의�특성을�고려하여�형태,�재료를�사용하였는가

공원안내판

평가항목 양호 보통 불량

안내판이�위압감을�주지�않도록�크기,�비례를�고려하였는가

보행자,�주행자에게�쉽게�인지될�수�있도록�가시거리와�높이를�고려하였는가

유지� ·�보수� ·�교체가�용이하도록�디자인�하였는가

설치�장소의�특성을�고려하여�형태,�재료를�사용하였는가

주변�경관에�방해되지�않도록�간결하고�단순화하여�디자인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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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ir� Flowchart

·� 정기적�점검수행과�발견된�결함의�진행여부에�대한�신속한�판단�및�효율적�보수�작업

시설물관리대장�관리

시기별,�분야별�점검내역�기록�및�보존

▼

관리내용

1. 부재 균열/ 기초 균열 및 침하/ 시설 손망실

2. 부재 변형 / 부재 파괴 / 시설 도색 오염

3. 시설 낙서 오염 / 시설 녹 오염

4. 시설물 경사 및 전도







서울시�공공시설물�표준형디자인Ⅴ

PUBLIC� FACILITIES� Standard� type� design

� � Part� 4.�설계도면

� � 4.1�안내부스

� � 4.2�공공안내판





� � 4.1�공원안내부스

� �기본형

� �확장형

- A� type

- B� type





























� � 4.2�공공안내판

공사장�통합안내판

- A� type

- B� type

- C� type

차없는거리�안내판� �
- A� type

- B� type

승용차요일제�안내판
- A� type

- B� type

승용차요일제�

검지장소�안내판

- A� type

- B� type

거주자�우선주차�

안내판
-

















































서울시�공공시설물�표준형디자인Ⅴ

PUBLIC� FACILITIES� Standard� type� design

� � Part� 5.�시방서

5.1�공원�안내부스

5.2�공사장�통합안내판

5.3�차없는거리�안내판�

5.4�승용차요일제�안내판

5.5�승용차요일제�검지장소�안내판�

5.6�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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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공원�안내부스�

5.1.1 일반시방서 (공원�안내부스�기본형,�확장형�공통적용)

❚소재 및 가공, 마감방법

소재(외부) 가공방법 마감방법 비고
스테인레스스틸

� (1.6T,3T)

레이져�컷팅,�절곡�샤링�

컷팅

녹방지�도장�3회후�지정색�

우레탄�도장
절단면�산화방지

강화유리(5T,� 8T) KS�규격�제품�사용

전면부�시창�

부분강화유리사용

좌우측면�강화유리�부착�

후�안전필름�부착

출입도어�강화유리�취부

외부노출�유리면에�

안전필름�부착

전기�전력량계 한전�인증품�사용 디지털�전력량계

환기팬
외부�셔터형�환기팬�

사용

팬사이즈�

(150mm~180mm)
보강재�파이프

(30x30,� 100x50,�

50x50)

KS�규격품�절단
녹방지�도장,�줄�용접�

접합

모재와�같은�재질의�

용접봉�사용

THK50�단열재 KS�규격품
방습필름 KS�규격품

내부�진열대�선반

18mm�HPM�판넬

KS�규격품�레이져�

컷팅절곡�및�절단,�

측면�앳지처리

샌딩�마감

ㄱ자�철물�다보
기성품�사용

(지지용�보강�별도추가)
색상은�별도�지정

출입도어

(지정�아연도금�강판)

지정�아연도금강판�위�

지정�우레탄�도장�

마감

잠금장치
기성품

(철물마트-신형컵핸들더블형)
보조�잠금장치�설치

바닥재 지정�강화마루�사용

에어컨�실외기�매입부
아연도금강판�절곡,절단

진동�소음방지용�마감

외부는�우레탄�도장�마감

진동방지용�소음재는�

10T가공하여�전면을�

제외한�5개�면에�고루�

부착

실외기�BOX내부면�T:10�

단열재

온열�필름� 자동온도�조절기�부착형 규격제품�가공�후�시공
바닥마감재와�단열재�

사이에�시공
전기�콘센트 기성품 3EA
전화커넥트 기성품 1EA

실내� 32W형광등 기성품

FL32W�형광등�

기본형-1EA

확장형-2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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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시� 공공시설물�표준형디자인� <공원� 안내부스>� 제작,� 설치의� 제반사항

에�관하여�지켜야�할�일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용어의�정의�
-�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발주기관의�장이�지정한�소속직원을�말한다.

-�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말한다.

-� “계약상대자”라�함은�계약이�체결된�업체를�말한다.

-� “검사”라�함은�계약목적물이�관리법령에�적합하고�설계도면,�시방서대로�제조�설치�되어�

있는지�여부를�감독관이�확인하는�것을�말한다.�

-� “시험”이라� 함은�계약목적물의�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변화� 반응� 등

을�해당�시험기관에서�측정,�분석하는�것을�말하며�그�시험�성적은�검사에�활용한다.�

❚제작기준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준수하여�제작하여야�한다.

-�제작�및�설치에�있어서�현장에서의�마감상태,�설치위치,�간단한�배선�기타�특이사항이나�

의문사항은�감독관과�반드시�협의한�후�제작,�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감독관과�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설치�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있는�경우�전적으로�계약상대자는�책임을�져야한다.

-�발주관청의�사정에�따라�표준도면이�변경된�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이에�따른�비용�상

승분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다.

❚납품�자격�
본제품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금속구조물로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 보전성을� 확보하

기�위하여�철�금속구조조립�전문�업체�등�품질인증�자격(ISO� 9001,� 9002)을�갖춘�업체

에�한하여�제작납품�설치할�수�있다.�

❚납품�수량�및�설치장소의�변경
발주�관청의�사정에�따라�납품수량이�변경(증,감)되거나�설치장소가�변경될�수�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는�감독관의�지시에�따라야�하며,�이의를�제기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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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시제품, 본제품)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설계제작도면을�제출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은�후�제품�제작

에�착수하여야�한다.�

-� 본� 제품의� 납품,� 설치기한� 이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장소별로� 적기에� 납품설치

가�되도록�한다.�

❚하자 기간 

-�본제품에�대한�하자기간은�1년으로�한다.

-�하자기간은�검수가�완료된�날로부터�기산된다.�

❚대금지급 

본� 제품� 납품에� 따른� 대금지급은� 납품설치� 완료하여� 최종검수� 한� 후� 100%를� 지급한

다.� �

❚기기 및 재료 

기자재의�사용은�한국�공업규격품(이하� KS라�한다)을�사용하고� � KS품이�없는�기자재는�

최상품을�사용한다.�

❚시험 

-� 공인기관� 시험� :� STS강판�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시험(성

분,� 기계적�성질�등)을� 필한�합격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시험� 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

다.�

-�공장시험� :�제작완료�후�감독관�입회하에�시험을�실시하여�합격하여야�한다.

❚검사, 검수 

-� 제작� 중� 감돋관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중�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한다.�

-� 공장시험� 및� 완성품� 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계약목적물은�

최종�검수하여�합격�판정된�물품만�납품된�것으로�한다.�

❚운반, 납품설치 

-�모든�제품은�감독관이�지정하는�장소에�납품,�설치하여야�한다.�

-�모든�제품은�단위별로�완전�조립제작상태에서�운반하여�납품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사고예방

-� 계약상대자는�납품,� 설치�완료된�후�관리부서에�인계,� 인수�시까지�현장서�발생하는�모

든�사고�및�피해를�사전에�방지하여야�하며�도난�및�기타�사고�발생시�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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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책임�및�부담하에�최단�시일�내에�복구�및�보상�처리하여야�한다.

-� 사건,� 사고�발생�시� 신속한�기능�복구를�위하여� A/S� 사무소가�있거나,� 없을� 시는�대행

업체를�지정하여야�한다.

❚설치장소

-� 납품,� 설치� 장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본�제품�착수�전에�현장답사를�하여�제품의�설치�위치에�따른�제반여건(경사도,�

장애물,� 전기인입방법�등)을�충분히�파악,�숙지하여�제작설치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

야�한다.�

-� 설치된�시설물은�균형과�수평이�유지가�될�수�있도록�시설중량,�구조�안전을�계산한�받

침대를�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제출서류 

계약자는�납품과�동시에� 최종� 설계도면,� 제작사양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기타� 제

반서류를�2부씩�제출하여야�한다.�

❚제작설치 기록

계약자는� 본� 제품의� 설치� 전,� 중,� 후�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야�하며,� 2부씩�정리하여�원판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작설치 변경 

본�공사�시행중�야기되는�일체의�변경사항에�대하여는�발주처�감독관의�사전�승인을�얻

고� 시행하여야�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발주처�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때는�지시에�즉시�따라야�한다.�

5.1.2 특별시방서

❚적용범위

일반시방서,�설계도면에�표기되지�않는�사항은�특별시방서�및�제작지침서에서�정한�사항

을� 준수하여� 제작� 설치하되� 관계법령(건축법,� 건설기술관련법,� 건설� 산업기본법,� 근로기

준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보전관계법,�산업표준화법,�기타�건축공사관계법)등에�준수하

여�제작설치�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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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모든�재료의�물성은,�제작도면,�시방서�및�한국공업규격(KS)에�부합되는�품질로�제작�설

치�하여야�하며�시방서�및�기타규정에�맞지�않는�재료는�제작에�사용해서는�아니된다.

-� 모든� 재료의� 치수와� 형상은� 제작도면을� 준수하며,�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된� 경우� 이를�

따라야�한다.� 치수�및�형상의�허용공차는�특수시방서�및�설계도면에�적시된�허용공차를�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시방서와� 설계도면에서� 명기된� 구체적인� 수치가� 없을� 시에는�

건축�및� 기계설계에서�일반적으로�통용되는�공차기준을�적용한다.� 다만,� 알루미늄�합금

재와�강화유리의�경우는�아래와�같다.�

·�강화유리:� KS� L� 2002내의�치수공차를�만족해야�한다.�

-�주�구조물�재료

·�철강재료� SS400(KS� D� 3503;�또는� SM490A(KS� D� 3515))�및� SPPS380(KS� D� 3562)

·�주�금속�재료의�요구�물성(최소값)

� � �

금속명
인장강도

N/mm2

항복강도

N/mm2
연신율 시험방법 비고

A6063 160 110 8 KS B 0802 T5 열처리

A6061 177/265 108/245 16/8 KS B 0802 T4/T6 열처리

A6N01 245 206 8 KS B 0802 T5 열처리

A5052 177 69 - KS B 0802 H112

A5083 275 108 12 KS B 0802 H112

AC4A 240 180 2 KS B 0802 T6 열처리
(용체화처리후 시효처리)AC4C 220 165 3.5 KS B 0802

ALDC12 228 154 1.4 KS B 0802 F(as-cast)

SS400 400 245 117 KS B 0802

성분 P, S : KS 규격준수SM490A 490 345 17 KS B 0802

SPPS380 380 220 25 KS B 0802

·� 도급자가� 알루미늄합금의� 원소재를� 확보할� 시에는� KS� D� ISO6362-1� 규격에� 준하여� 검

사�후�인도받아야�한다.�

·� 각각의� 재료가� KS규격에� 만족하는� 물성을� 갖는� 재료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시에는�

국내의�공인기관으로부터�발급된�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다.

-�결합부재

·� 기계조립을�위한�결합�부재로�사용되는�볼트/너트�및�나사는�모두�내식성이�우수한� KS

규격의�스테인레스�재질(STS304�또는� STS316�등)을�사용한다.�

·� 모듈제작을� 위한� 부재의� 결합은� 용접� 이외에� 도급자의� 능력에� 따라� 기계조립이�가능하

므로,�결합�골조의�모서리�등에�강성을�확보하기�위해�사용하는�브라켓류는�모두� KS규

격의�스테인레스�재질(STS304등)을�사용하여야�한다.

·�상용�시판되는�특수크기의�결합부재(볼트,�나사,�브라켓�등)가� KS규격의�스테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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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이�없을�경우에는�감독자와�협의하여�승인�하에�고장력강�등의�일반�철강재를�사용

할�수�있다.�이�경우�강재의�표면은�반드시�용융아연�도금�또는�전기아연도금�처리되어

야�한다.

-�유리제품

·� 유리는�주�구조물의�벽과�천정� 그리고�광고판�보호물로�사용되도록�치수�및� 형상을�가

공하며,�강도와�투명도를�유지할�수�있는�다음과�같은� KS규격의�두께� 8mm와� 10mm의�

“평면�플로트�강화유리”(tempered� glasses)를�사용한다.

·� 강화유리는� 내부응력이� 불균일� 하거나,� 성분의� 불순물� 금속원소(니켈� 등)등이� 잔존하여�

기준�이하의�충격,� 진동,� 압력이나�기타�주변� 여건에�따라�자체�폭발하거나,�태풍�등의�

상황에�따라� 구조물에서� 이탈되어�파괴될� 수� 있으므로,� 유리� 파편에� 의한� 대기� 승객과�

보행자� 등에� 위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본� 구조물에� 사용하는� 모든� 강화유리에� KS� L�

2016규격의� 안전필름을� 붙인다.� KS� L� 2004� 규격의� 접합안전유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유리에�안전필름을�붙이지�않고�사용할�수�있다.� �

·�강화유리의�요구�특성

유리의� 강도:� KS� L� 2002의� 규격에� 따라,�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면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특성을�모두�만족하여야�한다.� �

소재의�결함:� KS� L� 2012의� 규격에�따라,� 유리� 내외부의� 기포,� 이물,� 흠,� 점상/선상� 결점,�

잔금,� 파상,� 절단면� 결점(이빠짐,� 돌기결함,� 조개피,� 귀나감,� 귀달림,� 절단면� 직각도)이�

없어야�한다.

·�안전필름의�요구�특성

�강화유리에� 부착될� 안전필름은,� KS� L� 2016에서� 정한� 제2종(2-II)� 외장용� 유리� 비산방지�

필름이며,� 두께는� 80-120mm범위에� 있으며,� 아래� 항에서� 명기한� 투명성,� 균일성,� 강인

성,� 가요성,� 온습도� 변화시의� 치수유지성� 등을� 가져야� 한다.� 전� 항의� 특성은� KS� L�

2016에� 의해� 시험하며,� 필름� 투신에� 지장이� 있는� 오염,� 기포,� 주름� 등이� 없어야� 하고,�

붙인� 필름은� 유리를� 손상하거나�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필름은� 유리에� 붙였을�

때�균일하게�접착하고,�필요에�따라�벗겨지는�것이�가능해야�한다.

� �

항목 물성 분류 비고
가시광성투과율 60%이상 A1 내후성 시험 전후

차폐 계수 0.4 미만 B1

열 관류율 5.1W/㎡k 미만 C1

인장 강도 (N/10mm 나비) 40 이상 0

내후성 시험 전후신장률 60% 이상

접착 강도 (N/10mm 나비) 1.6 이상

유리 비산 방지율 95% 이상 D1

기타 물성 부풂, 잔금, 끝이 벗겨짐 등의 이상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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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결합구�소재

·�유리와�유리,�유리와�금속이�마주�닿는�부위에는,�설계도면�상�유격(blank)를�두지�않는�

한,� 강화유리의�국부적인� 충격에�의한� 파손과�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고무류의� 유리�

결합구를�사용하여야�한다.

·� 유리�결합구는�설계도면에�따른�형상으로�금형�사출된�것을�사용하며,� 액체형�실란트는�

보조재로써� 결합구� 내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형� 실란트를� 단독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권장�실리콘고무�소재의�특성�

� � �

항목 물성치 시험방법 비고

색상 투명 또는 반투명 - 투명 권장

경도 50 이상 JIS K 6253 Shore A

인장강도(kgf/㎠) 85 이상 JIS K 6251

신장(%) 300 이상 JIS K 6251

인열강도(kgf/㎝) 9 ASTM D 624(B) internal� tearing� strength

·� 보조재로�사용하는�실란트는� KS� F� 4910에�준한�제품으로,�유리결합구와�동일한�실리콘

계를�권장하지만,� 유리�결합구와의�결합성(접합성)이�우수하며,� 결합구의�물성과�유사하

고,�결합구의�원래의�투명도를�유지할�수�있는�투명�또는�무색의�반투명�액형�실란트를�

사용할�수�있다.�또한,�실란트가�외부로�압출되거나,�단독으로�사용해서는�아니된다.

❚규격�및�색채� :�제작도면�참조
❚스테인리스�강판�가공�및�제작
-�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을�사용한다.

-� STS� 304� 1.2T제품으로�사용을�원칙으로�하되�경우에�따라서� 1.0T,� 1.5T,� 2.0T� 제품을�

사용한다.�

-� STS�강판용접은�아르곤�용접으로�하되�용접된�부위에는�산�세척을�실시한다.

-�굴곡과�난반사가�생기지�않게�마감처리�하여야�한다.

-�내부�보강용�자재는�가능한�동종의�재질을�사용한다.

-�용접은�마감면이�변색하므로�가능한�한�보이지�않는�부분에�한다.

-�기타�세부사항은�제작도면�및�제품시방서에�준한다.

❚알루미늄�가공�및�제작
-�표면처리는�외부용�분체도장으로�하여야�한다.

-�조립은�리벳,�볼트,�용접,�나사�조임을�표준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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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시공
-� 단열� 재료는� KS� 규격제품� 또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단열재는�열손실을�막기�위해�스티로폼(50T이상)을�사용하여야�한다.

-�단열재는�방습제를�겸해야�한다.

-�지붕�단열은�하이폴� 20T를�사용한다.

❚유리설치
-� 투명�강화유리를�사용하되�별도의�지정이�없는�한�두께는� 5T이상을�사용함을�원칙으로�

한다.

-�치수�및�정밀도는� � KS� L� 2002에�따른다.

-�시공재료는�실란트를�사용하며� KS� F4910�규정에�합격한�것이나�동등이상의�품질이어야�

한다.

❚도장
-�도장재료는�한국�산업규격(KS)에�제정한�규격에�합격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외부용�분체도장을�원칙으로�한다.

-�경우에�따라�알루미늄�은분�페인트�도장을�한다.

-�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 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하여야�한다.

-�감독관이�지정하는�부위에는�도장을�실시하며,�색상�등은�감독관과�협의하여�도장�공사

를�실시한다.

❚전기�및�조명기구�설치

-�한국�산업규격(KS)에�제정한�규격에�합격한�것을�사용하여야�한다.

-�전선관은�후렉시블�전선관을�사용한다.

❚금속시공
-�금속공사에�사용되는�제품들은�수직,�수평에�맞고�또한�관련공사에�맞게�바르게�설치한

다.

-�공장맞춤�또는�조인팅에�필요한�절단,�용접,�연마의�과정에�손상된�마감을�보수하고�교

정한�자국이�남지�않도록�마감이나�페인트의�초벌피막을�보수한다,

-�현장에서�재�마감할�수�없는�것은�전체를�재�마감하거나�새로운�것으로�교체한다.

-� 노출된� 이음부위는�상호간� 정확히�맞도록� 설치하고�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조인

트�충전재를�사용하여야�한다.�

-�조립품의�조립은�제품의�완성도와�질을�위해�숨김을�원칙으로�한다.

-�조립품의�홀�가공은�미리�가공하여�조립함으로써�제품의�질을�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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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목적물을�제작도면에�의하여�제작하되�제작도면에�명기되지�않는�사양은�본�제작사

양에�의한다.

❚바닥제작
-�바닥�프레임은� STS� 1.6T철판으로�프레임을�제작하며�연결�부위는�무게를�지탱할�수�있

게�튼튼하게�용접한다.

-�보강으로� 50*50*2.3T�파이프를�사용하며�용접�후�뒤틀림이�없어야�한다.

-� 조절� 좌는� 판매대를� 지탱할� 수� 있게� 도면에� 의해� 제작하되� 평균� 높이가� 7m/m정도로�

최대와�최소는�경사도에�따라�조절한다.

-�프레임의�도장은�녹막이�도장을�원칙으로�한다.

-�파이프�보강위에� STS304� 1.5T판으로�습기�방지를�한다.

-�합판은� 15m/m�두께로�하며,�바닥마감재는�중하중용의� 2.0T이상�두께로�시공한다.

-�기타,�조립�틀�및�냉장고�팬�홀�등은�도면에�지정한�위치에�정확히�가공한다.

-�바닥판�외부마감은� STS� 1.2T로�하며�지정색으로�도장한다.

-�단열재는�스티로폼� 50T로�빈틈이�없이�시공할�것.

❚전면제작
-� 기둥은� STS� PIPE� 40*40*1.2T� 사용하며�기둥�상.� 하의� 조립용�볼트와�선반,� 장은� 견고

하게�용접하여야�한다.

-�창문과�상부�유리는�강화유리� 8.0T로�할�것.

-�상부�유리면에는�상품의�선전용�문구를�사용할�수�있다.

-�외부�마감재는�지정색으로�도장하고�벽�내부에서�조립하여�외관이�미려하게�설치한다.

❚좌측면제작
-�실외기�그릴은� STS� 1.2T로�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실외기�그릴의�안쪽�면은�고운�망으로�막아�곤충이나�쥐�등의�유입을�막는다.

-�모든�연결부위의�방수처리를�완벽하게�한다.

-�단열재는�스티로폼� 50T로�빈틈이�없이�시공할�것.

-�외부벽은� STS� 1.2T를�사용하여�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내부벽은�EGI� 1.2T를�사용하여�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외부�마감재는�지정색으로�도장하고�벽�내부에서�조립하여�외관이�미려하게�설치한다.

❚우측면�제작
-�모든�연결부위의�방수처리를�완벽하게�한다.

-�단열재는�스티로폼� 50T로�빈틈이�없이�시공할�것.

-�내외부벽은�STS� 1.2T를�사용하여�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내부벽은�EGI� 1.2T를�사용하여�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외부�마감재는�지정색으로�도장하고�벽�내부에서�조립하여�외관이�미려하게�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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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제작
-�전기�계량기는�외부에서�검침을�가능하도록�유리를�사용하고�후면�상단에�제작한다.

-�모든�연결�부위의�방수처리를�완벽하게�한다.

-�단열재는�스티로폼� 50T로�빈틈이�없이�시공할�것.

-�외부벽은� STS� 1.2T를�사용하여�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내부벽은�EGI� 1.2T를�사용하여�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외부�마감재는�지정색으로�도장하고�벽�내부에서�조립하여�외관이�미려하게�설치한다.

❚기둥제작
-�기둥은� STS� 2.0T를�사용하여�제작하고�지정색으로�도장한다.

-�기둥에�사용되는�모든�볼트�및�너트는�스테인리스를�사용한다.

-�기둥�고정용�볼트는�M8~M10으로�한다.

❚지붕제작
-� 지붕제작에� 있어� 연결부위는� 물이� 새지� 않게� 용접하여야� 하며� 방수� 재로� 방수� 처리할�

것.

-�지붕단열은� 20m/m�하이폴로�하여�틈이�없이�시공한다.

-�단열재�마감은�인테리어�합판� 3.0T를�사용하고�직결나사를�사용하여�고정한다.

-�지붕무게를�충분히�지탱할�수�있는�보강을�할�것.

❚창호제작
-� 창호의� 레일은�알루미늄�압출� 제품을�사용하며�유리를�바로� 레일에�삽입하여� 슬리이딩

하는�구조로서�창틀의�투박함을�배제한다.

-�유리는�강화유리� 5.0T를�사용하고�유리면과�유리면의�경계는�별도의�단열재를�사용하여�

단열과�방음�및�방습을�한다.

-�창호의�장금장치는�내부에서�별도로�설치하여�사용할�수�있다.

-� 유리면의� 경계� 모서리는� PC재질의�가이드를�고정하여�손잡이의� 역할을�하고� 마감의�질

을�높인다.

❚천장�및�전기설치
-�천장�프레임은� 50*50*2.3T�파이프를�사용하여�제작한다.

-�천장은� THK� 9+12�석고보드�마감�후�지정색�V.P�도장

-�형광등은� FL32W*220V�내부�천장에�설치한다.

-�콘센트�및�스위치는�지정된�장소에�설치하며�누전이�되지�않도록�전선관을�필히�사용

-�기구�내에서�전선�접속은�최소화�하여야�하며�접속부위는�절연튜브를�사용한다.

-�기구에서�전선�인출�부위는�전선피복을�보호하기�위하여�고무패킹을�사용한다.

-� 전선이� 금속부분을�관통하는� 경우는�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않도록�보호부싱� 또는� 기타�

적당한�장치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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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본�공사는�다음에�열거한�법령에�위배됨이�없이�시공하여야�한다.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령

❚시공업체�자격
전기공사업법에�의한�전기공사업면허�소지업체

❚제작설치�시행
-� 계약자는� 현장� 설치에� 따른� 착공� 전�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 하며� 매일� 공사� 내

용과�예정공정,�작업인원�등을�보고하고�감독관의�지시를�받아야�한다.

-� 계약자는�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또는�보수하여야�한다.

-�계약자는�설계도면�및�시방서에�명시되지�않은�사항일지라도�시공상,�구조상,�외관상�당

연히�필요한�사항�또는�법령에�규정되어�있는�사항은�감독관의�지시에�따라�보완�시공

하여야�한다.

-� 현장대리인은�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감독관

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기� 산업기사� 이상� 면허� 소지자로� 현장에�

상주하게�하여�안전사고�예방에�철저를�기한다.

-� 현장설치� 시는� 기존� 제품을� 철거� 후� 신제품� 설치� 시�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이� 경우�

기존제품은�폐기처리한�후�폐기물�처리증명서를�감독관에게�제출한다.

❚관계부서의�업무대행
계약자는�공사착공과�동시에�공사에�필요한�관계관서(한전등)� 허가.�신고�및�검사�등을�

계약자의�비용으로�발주처를�대행하여�신속하게�이를�행하여야�하며�각�시험�및�검사에�

합격하여�공사�준공과�동시에�즉시�사용할�수�있게�하여야�한다.�또한�업무대행�시�감

독관청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따른� 모

든�사항을�수급자의�책임�하에�수행되어야�한다.

❚배관�및�배선설치
-� 기존� 인입선을� 사용하되� 절연상태를� 검사한� 후� 불량이� 있을� 때에는� 교체하며,� 미관을�

고려하여�매입을�원칙으로�한다.

-�가공선로인�경우는�공원안내부스�고정�브래킷을�설치하고,�인입시�물이�스며들지�않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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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공사장�통합안내판�

5.2.1�일반시방서� (공공안내판�5종�공통적용)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공공안내판>� 제작,� 설치의� 제반사항에�

관하여�지켜야�할�일반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용어의�정의�
-�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감독� 업무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민원해결,�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발주기관의�장이�지정한�소속직원을�말한다.

-� “현장대리인(현장� 기술� 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원을�말한다.

-� “계약상대자”라�함은�계약이�체결된�업체를�말한다.

-� “검사”라�함은�계약목적물이�관리법령에�적합하고�설계도면,�시방서대로�제조�설치�되어�

있는지�여부를�감독관이�확인하는�것을�말한다.�

-� “시험”이라� 함은�계약목적물의�물리적인� 기능,� 성능,� 특성� 또는� 화학적인�변화� 반응� 등

을�해당�시험기관에서�측정,�분석하는�것을�말하며�그�시험�성적은�검사에�활용한다.�

❚제작기준
-�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준하여야하며�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준수하여�제작하여야�한다.

-�제작�및�설치에�있어서�현장에서의�마감상태,�설치위치,�간단한�배선�기타�특이사항이나�

의문사항은�감독관과�반드시�협의한�후�제작,�설치하여야�한다.�이�경우�감독관과�협의�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처리하여� 제작,� 설치� 시에� 사건,� 사고� 또는� 제품에� 하자� 등이�

있는�경우�전적으로�계약상대자는�책임을�져야한다.

-�발주관청의�사정에�따라�표준도면이�변경된�경우에는�계약�상대자는�이에�따른�비용�상

승분에�대한�이의를�제기할�수�있다.

❚납품�자격�
본제품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금속구조물로서� 제품의� 신뢰성과� 안정성� 보전성을� 확보하

기�위하여�철�금속구조조립�전문�업체�등�품질인증�자격(ISO� 9001,� 9002)을�갖춘�업체

에�한하여�제작납품�설치할�수�있다.�

❚납품�수량�및�설치장소의�변경
발주�관청의�사정에�따라�납품수량이�변경(증,감)되거나�설치장소가�변경될�수�있다.� 이�

경우�계약상대자는�감독관의�지시에�따라야�하며,�이의를�제기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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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시제품, 본제품)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설계제작도면을�제출하여�감독관의�승인을�받은�후�제품�제작

에�착수하여야�한다.�

-� 본� 제품의� 납품,� 설치기한� 이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 장소별로� 적기에� 납품설치

가�되도록�한다.�

❚하자 기간 

-�본제품에�대한�하자기간은�1년으로�한다.

-�하자기간은�검수가�완료된�날로부터�기산된다.�

❚대금지급 

본� 제품� 납품에� 따른� 대금지급은� 납품설치� 완료하여� 최종검수� 한� 후� 100%를� 지급한

다.� �

❚기기 및 재료 

기자재의�사용은�한국�공업규격품(이하� KS라�한다)을�사용하고� � KS품이�없는�기자재는�

최상품을�사용한다.�

❚시험 

-� 공인기관� 시험� :� STS강판� 등�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시험(성

분,� 기계적�성질�등)을� 필한�합격제품을�사용하여야�하며�시험� 성적서를�제출하여야�한

다.�

-�공장시험� :�제작완료�후�감독관�입회하에�시험을�실시하여�합격하여야�한다.

❚검사, 검수 

-� 제작� 중� 감돋관의� 지시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하며,� 검사� 중� 지적한� 사항은� 즉시�

수정,�보완하여야�한다.�

-� 공장시험� 및� 완성품� 검사를� 완료하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계약목적물은�

최종�검수하여�합격�판정된�물품만�납품된�것으로�한다.�

❚운반, 납품설치 

-�모든�제품은�감독관이�지정하는�장소에�납품,�설치하여야�한다.�

-�모든�제품은�단위별로�완전�조립제작상태에서�운반하여�납품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사고예방

-� 계약상대자는�납품,� 설치�완료된�후�관리부서에�인계,� 인수�시까지�현장서�발생하는�모

든� 사고�및� 피해를�사전에�방지하여야�하며� 도난� 및� 기타�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책

임�및�부담하에�최단�시일�내에�복구�및�보상�처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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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사고�발생�시�신속한�기능�복구를�위하여�A/S�사무소가�있거나,�없을�시는�대행

� � �업체를�지정하여야�한다.

❚설치장소

-� 납품,� 설치� 장소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통보한다.�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본�제품�착수�전에�현장답사를�하여�제품의�설치�위치에�따른�제반여건(경사도,�

장애물,� 전기인입방법�등)을�충분히�파악,�숙지하여�제작설치에�차질이�없도록�준비하여

야�한다.�

-� 설치된�시설물은�균형과�수평이�유지가�될�수�있도록�시설중량,�구조�안전을�계산한�받

침대를�반드시�설치하여야�한다.�

❚제출서류 

계약자는�납품과�동시에� 최종� 설계도면,� 제작사양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기타� 제

반서류를�2부씩�제출하여야�한다.�

❚제작설치 기록

계약자는� 본� 제품의� 설치� 전,� 중,� 후� 및� 특기�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을� 촬영하여

야�하며,� 2부씩�정리하여�원판과�함께�제출하여야�한다.�

❚제작설치 변경 

본�공사�시행중�야기되는�일체의�변경사항에�대하여는�발주처�감독관의�사전�승인을�얻

고� 시행하여야�한다.� 이미� 시행된� 부분에� 대한� 발주처� 감독관의� 수정� 혹은� 변경요구가�

있을�때는�지시에�즉시�따라야�한다.�

5.2.2 재료 시방서

❚일반사항

-�재료의�종류�및�품질은�이�시방서의�관련규정을�따른다.

-� 사용�재료의�치수�및�품질은�설계서의�지정에�따르되,� 별도의�규정이�없을�때는�마감치

수를�기준으로�품질�및� 성능이� 우수한�시중� 최상품으로�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

을�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출된�재료�견본품은�준공시까지�비치한다.

-�기성제품은�원칙적으로�공장에서�제작하여�현장에�반입�후�설치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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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료의�품질
-�검증된�내구재를�사용하여야�하며,�신자재는�내구성시험에�합격한�것이어야�한다.

-�모든�재료와�처리과정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있어서는�안된다.

-�고정철물이나�연결재�및�덮개는�부식되지�않는�것이거나�부식방지�코팅�처리된�것이어야�

한다.

❚철재
-� A/L� PANEL

·� A/L� SHEET� PANEL의�모재는�알미늄�A� 3003�계열로�사용한다.

·�규� � � �격� (SIZE)

�국내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RW‘G�

ELEVATION�도면에�의거�제작,�설치한다.

·�두� � � �께� :� THK� AL� 2m/m�

·�색� � � �상� :�별도�지정색상

·� 재� � � �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KSD-6759�규정에�의한�표시품으로�한다.

-�이음재료

·� 볼트,� 너트는� KS� B� 10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열처리� 후� 갈라짐이나� 사용한� 해

로운�흠,�덧붙임,�뒤말림�등의�결함이�없어야�한다.

·�철선,�아연도철선은� KS� D� 3552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표면에�녹,�흠,�균열�기타�유해

한�결함이�없어야�한다.

❚PE
-�적용범위

·� 플라스틸�공사에�쓰이는�플라스틱이라�함은�표면이�플라스틱의�층으로�구성된�판재,� 필

름재,�기타�각재�등을�말하며�재질의�성질에�따라�각기�다른�시방을�가진다.

-� 플라스틱재의� 종류,� 색깔,� 광택,� 표면가공� 및� 곡면가공�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도면� 또는�공사시방에서�정한� 바가� 없을�때에는� 견본을� 제출하여�담당원의�승인

을�받는다.

-�플라스틱재는�유해한�흠,�얼룩,�뒤틀림�등이�있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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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010.1�플라스틱재의�종류,�성질,�형상�및�용도

� � �

종류 성질 형상(예) 용도(예)

경

질

재

메타크릴산 수지(poly 

methyle methacrylate resin 

: 이하 아크릴이라 한다)

내알칼리성, 투과성 

양호, 가공성 양호, 

착색자유

평 판

간막이, 창호, 

가구, 조명기구, 

광고판

골 판 지붕, 벽, 천장재

염화비닐 수지(poly vi nyl 

cholride resin : 이하 염화 

비닐이라 한다)

내산, 내알칼리, 

불연성, 착색자유

평 판 

골 판

벽, 간막이, 가구, 

창호, 천장재

멜라민 수지(melamine 

formaldehyde resin)

위와 같다. 특히 

내열성 큰편
적층판

벽, 간막이, 

가구설비품

연

질

재

염화비닐 수지

내산, 내알칼리, 

내수, 착색자유, 

가공자유

타일, 매트, 

시트, 합성피혁, 

필름, 파이프

바닥, 벽, 가구, 

벽커튼, 케이블, 

클로스, 설비, 가구

❚분체도장
-�재료�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

하여�감독원의�확인을�받는다.

·�도료생산업체의�지침서,�유효기간,�보관방법,�사용방법�등을�검토한�후�사용하여야�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

(POWDER)를�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입자유도�분포는�전체의� 80%이상이어야�한다.

-�정전�분체코팅�방법은�정전�자동�뿜칠�방식을�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두께는� 60�이상을�기준으로�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색상은�색�견본을�제출하여�공사�감독원의�승인을�받는다.

-�물리적�성질

·�필경도� :� 3H

·�내충격성� :� H-50㎜� 500g에서�균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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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시공

-�절단

·�판을�절단할�때에는�미리�금을�긋고�판이�우그러지지�않도록�주의하여�절단한다.

·�강관의�절단은�원칙적으로�자동강관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기로�절단할�수�없는�두께의�것은�톱절단이나�가스절단을�해야�한다.

·�가스절단을�하는�경우,�원칙적으로�자동가스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면은�뒤말림과�찌그러짐이�없어야�한다.

·�설계서�상의�치수는�철재의�마무리�치수로�한다.

·�철재의�절단면은�설계서에�지정된�것을�제외하고는�축선에�수직으로�절단한다.

·�절단면은�거스러미를�제거하고�줄이나�그라인더로�표면을�가공하여야�한다.

-�구멍뚫기�

·�고력볼트용�구멍뚫기는�드릴뚫기로�한다.

·�볼트,�앵커볼트,�철근관통구멍은�드릴뚫기를�원칙으로�하며,�지름� 13m�

� �이하인�경우�전단구멍�뚫기를�할�수�있다.�단�구멍의�크기가� 30mm�

� �이상인�경우에는�감독원의�승인을�얻어�가스�구멍뚫기로�할�수�있다.

·�드릴날은�휨이�없는�것을�사용하고,�부재표면에�직각을�유지하여�뚫어야�하며,�구멍뚫기

후�구멍�주변의�흘림,�끌림,�쉿가루�등을�완전히�제거해야�한다.

·� 얇은�판에�구멍을�뚫을�때에는�가공재료의�밑에�고무받침이나�목재�받침을�끼운�후�작

업해야�한다.

-�볼트접합�

·�볼트,�너트,�와셔의�품질은�원칙적으로�한국산업규격을�따르되,�규정이�없거나�별도로�명

시되지�않은�경우에는�감독원과�협의하여�정한다.

·�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너트�밖에� 3개�이상의�나사선이�나와야�한다.

·� 와샤는�볼트머리�아래�및� 너트�아래에�각각�한�장씩� 사용하며�볼트머리와�너트는�정연

하게�놓여야�한다.

·�볼트조임은�핸드렌치,�임팩트렌치�등을�이용하여�느슨하지�않도록�적절히�조이며�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품림을� 방지해야� 한

다.

·� 볼트는�나사를�무리하게�조여�손상되지�않도록�하고�정확라게�구멍속으로�박아야�하며�

볼트�박기중�볼트머리가�손상되지�않도록�해야�한다.

·�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한다.

·�접합부의�접촉포면에는�페인트,�랙커�등의�마찰을�감소시키는�칠이�없어야�한다.

·�볼트�및�너트와�와셔는�용융아연도금한�것이나�스테인리스강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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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설치는�가설치와�본설치로�나누어�시행한다.�가설치의�경우에는�수직,�수평을�잘�맞추어�

설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의� 경우에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따라�세밀히�시행한다.

·� 현장에�반입된�부재는�가급적�빠른�시간�내에�설치하며,�공정관리상�불가피하게�장기간�

보관�할�경우에는�적절한�보관조치를�취해야�한다.

❚플라스틱�시공
-�일반사항

·� 열가소성(熱可塑性)� 플라스틸재는� 열팽창계수가� 크므로� 경질판의� 정착에� 있어서는� 열에�

의한� 신축(伸縮)의� 여유를� 고려해야�한다.� 아크릴,� 폴리에틸렌� 평판은� 10℃의� 온도차에�

대하여� 1m마다� 1~1.5mm,�비닐평판에서는� 0.7~0.8mm의�신축여유를�두는�것을�표준을�

한다.

·� 열가소성� 재료는� 열에� 따른� 경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50℃� (단시간� 60℃)� 이상� 넘지� 않

도록�한다.

·�열가소성�재료에�있어서는�표� 22010.3�온도를�초과하지�않도록�주의한다.

표�22010.3�열가소성�플라스틱�재료의�허용사용온도

� � �

종류 허용사용온도

경화폴리에스 80℃

(단시간 100℃)요소

페놀 100℃

(단시간 120℃)멜라민

·� 마감부분에� 사용하는� 경우� 표면의� 흠,� 얼룩,�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종이,�천�등으로�적당히�양생한다.

·�양생한�후,�부드러운�헝겊에�물,�비눗물,�휘발유�등을�적셔서�청소한다.

·� 아크릴재에는� 도료용� 용제(초산에스터,� 아세톤)가� 묻지� 않도록� 하고� 공사한� 부분에는�

청소�후�특정의�대전방지제(帶電防止濟)로�마무리한다.

·�내장의�바탕공법은�본�건축공사표준시방서� 24000(수장공사)에�준한다.

·� 열가소성�평판의�곡면가공은�반지름을�판두께의� 30배�이하로�하고,�구부리거나�휠�때는�

가열가공(110∼130℃)을� 원칙으로� 한다.� 열경화성재로� 두께� 2mm� 이상의� 경우는� 가소

성(可塑性)� 수지를� 사용하거나� 성형시(成形時)에� 필요한� 곡률(曲律)을� 갖도록� 하고� 현

장에서�가열가공해서는�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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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차없는거리�안내판

5.3.1�일반시방서� (공공안내판�5종�공통적용)� -�공사장�통합안내판�참조�

5.3.2 재료 시방서

❚일반사항

-�재료의�종류�및�품질은�이�시방서의�관련규정을�따른다.

-� 사용�재료의�치수�및�품질은�설계서의�지정에�따르되,� 별도의�규정이�없을�때는�마감치

수를�기준으로�품질�및� 성능이� 우수한�시중� 최상품으로�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

을�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출된�재료�견본품은�준공시까지�비치한다.

-�기성제품은�원칙적으로�공장에서�제작하여�현장에�반입�후�설치하여야�한다.

❚기본재료의�품질
-�검증된�내구재를�사용하여야�하며,�신자재는�내구성시험에�합격한�것이어야�한다.

-�모든�재료와�처리과정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있어서는�안된다.

-�고정철물이나�연결재�및�덮개는�부식되지�않는�것이거나�부식방지�코팅�처리된�것이어야�

한다.

❚철재
-�스테인리스�강관

·� 스테인리스�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제작한�오스트�나이트계의�구조용�스테인리스�

강관�중� STS� 304를�사용한다.

·�관의�인장강도는� 53� kgf/㎟이상,�인신율은� 35%이상으로�한다.

·�관은�실용적으로�곧고�그�양끝은�관축에�대하여�직각이어야�한다.

-�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제작한�오스

트나이트계의�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중� STS� 304를�사용한다.

·�강판�및�강대의�인장강도는� 53� kgf/㎟이상,�연신율은�40%�이상으로�한다.

-�각관

·�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중�특별히� 규정하지�않는� 한�

SPSR� 400을�사용한다.

·�관의�인장강도는� 41� kgf/㎟이상,�연신율을� 23%�이상으로�한다



121

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5시방서

-�이음재료

·� 볼트,� 너트는� KS� B� 1012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서,� 열처리후�갈라짐이나�사용한�해로

운�흠,�덧붙임,�뒤말림�등의�결함이�없어야�한다.

·� 철선,� 아연도철선은� KS� D� 355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가타� 유

해한�결함이�없어야�한다.

·�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홈� 등

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

은�매끄러워야�한다.

-�용접재료

·�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

재는� KS� D� 7014의�규정에�적합한�스테인리스강�피복�아크�용접봉� D308L�제품으로�끝

부분이�빨강색의�것을�사용한다.

·� 용접봉의�피복은�두께가�균등하고�보통�취급으로�쉽게�손상되지�않는�것으로서,�유해하

다고�인정되는�흠이나�갈라짐,� 요철�등의� 결함이�없어야�하며,� 저장중�쉽게�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과도하게�습기를�흡수하지�않는�것이어야�한다.

❚분체도장
-�재료�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

하여�감독원의�확인을�받는다.

·�도료생산업체의�지침서,�유효기간,�보관방법,�사용방법�등을�검토한�후�사용하여야�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

(POWDER)를�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입자유도�분포는�전체의� 80%이상이어야�한다.

-�정전�분체코팅�방법은�정전�자동�뿜칠�방식을�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두께는� 60�이상을�기준으로�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색상은�색�견본을�제출하여�공사�감독원의�승인을�받는다.

-�물리적�성질

·�필경도� :� 3H

·�내충격성� :� H-50㎜� 500g에서�균열�없음

❚우레탄�바퀴�기성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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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시공 시방서

❚철재시공

-�절단

·�판을�절단할�때에는�미리�금을�긋고�판이�우그러지지�않도록�주의하여�절단한다.

·�강관의�절단은�원칙적으로�자동강관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기로�절단할�수�없는�두께의�것은�톱절단이나�가스절단을�해야�한다.

·�가스절단을�하는�경우,�원칙적으로�자동가스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면은�뒤말림과�찌그러짐이�없어야�한다.

·�설계서�상의�치수는�철재의�마무리�치수로�한다.

·�철재의�절단면은�설계서에�지정된�것을�제외하고는�축선에�수직으로�절단한다.

·�절단면은�거스러미를�제거하고�줄이나�그라인더로�표면을�가공하여야�한다.

-�구멍뚫기�

·�고력볼트용�구멍뚫기는�드릴뚫기로�한다.

·�볼트,�앵커볼트,�철근관통구멍은�드릴뚫기를�원칙으로�하며,�지름� 13m�

� �이하인�경우�전단구멍�뚫기를�할�수�있다.�단�구멍의�크기가� 30mm�

� �이상인�경우에는�감독원의�승인을�얻어�가스�구멍뚫기로�할�수�있다.

·�드릴날은�휨이�없는�것을�사용하고,�부재표면에�직각을�유지하여�뚫어야�하며,�구멍뚫기

후�구멍�주변의�흘림,�끌림,�쉿가루�등을�완전히�제거해야�한다.

·� 얇은�판에�구멍을�뚫을�때에는�가공재료의�밑에�고무받침이나�목재�받침을�끼운�후�작

업해야�한다.

-�볼트접합�

·�볼트,�너트,�와셔의�품질은�원칙적으로�한국산업규격을�따르되,�규정이�없거나�별도로�명

시되지�않은�경우에는�감독원과�협의하여�정한다.

·�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너트�밖에� 3개�이상의�나사선이�나와야�한다.

·� 와샤는�볼트머리�아래�및� 너트�아래에�각각�한�장씩� 사용하며�볼트머리와�너트는�정연

하게�놓여야�한다.

·�볼트조임은�핸드렌치,�임팩트렌치�등을�이용하여�느슨하지�않도록�적절히�조이며�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품림을� 방지해야� 한

다.

·� 볼트는�나사를�무리하게�조여�손상되지�않도록�하고�정확라게�구멍속으로�박아야�하며�

볼트�박기중�볼트머리가�손상되지�않도록�해야�한다.

·�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한다.

·�접합부의�접촉포면에는�페인트,�랙커�등의�마찰을�감소시키는�칠이�없어야�한다.

·�볼트�및�너트와�와셔는�용융아연도금한�것이나�스테인리스강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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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 설치는�가설치와�본설치로�나누어�시행한다.�가설치의�경우에는�수직,�수평을�잘�맞추어�

설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의� 경우에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따라�세밀히�시행한다.

·� 현장에�반입된�부재는�가급적�빠른�시간�내에�설치하며,�공정관리상�불가피하게�장기간�

보관�할�경우에는�적절한�보관조치를�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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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승용차요일제�안내판

5.4.1�일반시방서� (공공안내판�5종�공통적용)� -�공사장�통합안내판�참조�

5.4.2 재료 시방서

❚일반사항

-�재료의�종류�및�품질은�이�시방서의�관련규정을�따른다.

-� 사용�재료의�치수�및�품질은�설계서의�지정에�따르되,� 별도의�규정이�없을�때는�마감치

수를�기준으로�품질�및� 성능이� 우수한�시중� 최상품으로�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

을�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출된�재료�견본품은�준공시까지�비치한다.

-�기성제품은�원칙적으로�공장에서�제작하여�현장에�반입�후�설치하여야�한다.

❚기본재료의�품질
-�검증된�내구재를�사용하여야�하며,�신자재는�내구성시험에�합격한�것이어야�한다.

-�모든�재료와�처리과정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있어서는�안된다.

-�고정철물이나�연결재�및�덮개는�부식되지�않는�것이거나�부식방지�코팅�처리된�것이어야�

한다.

❚철재
-�스테인리스�강관

·� 스테인리스�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제작한�오스트�나이트계의�구조용�스테인리스�

강관�중� STS� 304를�사용한다.

·�관의�인장강도는� 53� kgf/㎟이상,�인신율은� 35%이상으로�한다.

·�관은�실용적으로�곧고�그�양끝은�관축에�대하여�직각이어야�한다.

-�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제작한�오스

트나이트계의�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중� STS� 304를�사용한다.

·�강판�및�강대의�인장강도는� 53� kgf/㎟이상,�연신율은�40%�이상으로�한다.

-�각관

·�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중�특별히� 규정하지�않는� 한�

SPSR� 400을�사용한다.

·�관의�인장강도는� 41� kgf/㎟이상,�연신율을� 23%�이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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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재료

·� 볼트,� 너트는� KS� B� 1012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서,� 열처리후�갈라짐이나�사용한�해로

운�흠,�덧붙임,�뒤말림�등의�결함이�없어야�한다.

·� 철선,� 아연도철선은� KS� D� 355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가타� 유

해한�결함이�없어야�한다.

·�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홈� 등

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

은�매끄러워야�한다.

-�용접재료

·�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

재는� KS� D� 7014의�규정에�적합한�스테인리스강�피복�아크�용접봉� D308L�제품으로�끝

부분이�빨강색의�것을�사용한다.

·� 용접봉의�피복은�두께가�균등하고�보통�취급으로�쉽게�손상되지�않는�것으로서,�유해하

다고�인정되는�흠이나�갈라짐,� 요철�등의� 결함이�없어야�하며,� 저장중�쉽게�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과도하게�습기를�흡수하지�않는�것이어야�한다.

❚분체도장
-�재료�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

하여�감독원의�확인을�받는다.

·�도료생산업체의�지침서,�유효기간,�보관방법,�사용방법�등을�검토한�후�사용하여야�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

(POWDER)를�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입자유도�분포는�전체의� 80%이상이어야�한다.

-�정전�분체코팅�방법은�정전�자동�뿜칠�방식을�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두께는� 60�이상을�기준으로�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색상은�색�견본을�제출하여�공사�감독원의�승인을�받는다.

-�물리적�성질

·�필경도� :� 3H

·�내충격성� :� H-50㎜� 500g에서�균열�없음

❚우레탄�바퀴�기성품�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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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시공 시방서

❚토공�및�기초�
-� 계약상대자는�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킬�수�있도록�감독원에게�보고하여야�한다.

-�기초가�노출되거나�노출될�우려가�있는�부분의�모서리는�모따기를�한다.

-� 계약상대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위험이�있는�이물질을�제거하고�청소하여야�한다.

❚철재시공

-�절단

·�판을�절단할�때에는�미리�금을�긋고�판이�우그러지지�않도록�주의하여�절단한다.

·�강관의�절단은�원칙적으로�자동강관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기로�절단할�수�없는�두께의�것은�톱절단이나�가스절단을�해야�한다.

·�가스절단을�하는�경우,�원칙적으로�자동가스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면은�뒤말림과�찌그러짐이�없어야�한다.

·�설계서�상의�치수는�철재의�마무리�치수로�한다.

·�철재의�절단면은�설계서에�지정된�것을�제외하고는�축선에�수직으로�절단한다.

·�절단면은�거스러미를�제거하고�줄이나�그라인더로�표면을�가공하여야�한다.

-�구멍뚫기�

·�고력볼트용�구멍뚫기는�드릴뚫기로�한다.

·�볼트,�앵커볼트,�철근관통구멍은�드릴뚫기를�원칙으로�하며,�지름� 13m�

� �이하인�경우�전단구멍�뚫기를�할�수�있다.�단�구멍의�크기가� 30mm�

� �이상인�경우에는�감독원의�승인을�얻어�가스�구멍뚫기로�할�수�있다.

·�드릴날은�휨이�없는�것을�사용하고,�부재표면에�직각을�유지하여�뚫어야�하며,�구멍뚫기

후�구멍�주변의�흘림,�끌림,�쉿가루�등을�완전히�제거해야�한다.

·� 얇은�판에�구멍을�뚫을�때에는�가공재료의�밑에�고무받침이나�목재�받침을�끼운�후�작

업해야�한다.

-�볼트접합�

·�볼트,�너트,�와셔의�품질은�원칙적으로�한국산업규격을�따르되,�규정이�없거나�별도로�명

시되지�않은�경우에는�감독원과�협의하여�정한다.

·�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너트�밖에� 3개�이상의�나사선이�나와야�한다.

·� 와샤는�볼트머리�아래�및� 너트�아래에�각각�한�장씩� 사용하며�볼트머리와�너트는�정연

하게�놓여야�한다.

·�볼트조임은�핸드렌치,�임팩트렌치�등을�이용하여�느슨하지�않도록�적절히�조이며�구조상�

중요한�부분에는�스프링�와셔나�잠금기기가�붙은�것을�사용하여�품림을�방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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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트는�나사를�무리하게�조여�손상되지�않도록�하고�정확라게�구멍속으로�박아야�하며�

볼트�박기중�볼트머리가�손상되지�않도록�해야�한다.

·�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한다.

·�접합부의�접촉포면에는�페인트,�랙커�등의�마찰을�감소시키는�칠이�없어야�한다.

·�볼트�및�너트와�와셔는�용융아연도금한�것이나�스테인리스강이어야�한다.

-�설치

·� 설치는�가설치와�본설치로�나누어�시행한다.�가설치의�경우에는�수직,�수평을�잘�맞추어�

설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의� 경우에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따라�세밀히�시행한다.

·� 현장에�반입된�부재는�가급적�빠른�시간�내에�설치하며,�공정관리상�불가피하게�장기간�

보관�할�경우에는�적절한�보관조치를�취해야�한다.

-�앵커볼트

·� 콘크리트�부어넣기�전에�매입할�경우� :� 형틀에�볼트의�지름에�따라�헐겁지�않게�구멍을�

뚫고,� 볼트를�끼워� 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

를� 조인다.� 볼트� 묻힘� 부의� 끝부분을� 직각으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 또

는� 0.8mm의� 철선� 2~3줄로� 조여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

록�한다.�

·� 콘크리트�부어넣기�완료�후�앵커볼트를�묻을�경우� :� 미리�소정의�앵커볼트의�지름,�길이

에�따라�상자형�틀을�짜넣고�콘크리트를�위치에�빈틈없이�채워�고정한다.�또�상자형�틀

을� 사용하지�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구멍을�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

로�주먹장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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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승용차요일제�검지장소�안내판

5.5.1�일반시방서� (공공안내판�5종�공통적용)� -�공사장�통합안내판�참조�

5.5.2 재료 시방서

❚일반사항

-�재료의�종류�및�품질은�이�시방서의�관련규정을�따른다.

-� 사용�재료의�치수�및�품질은�설계서의�지정에�따르되,� 별도의�규정이�없을�때는�마감치

수를�기준으로�품질�및� 성능이� 우수한�시중� 최상품으로�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

을�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출된�재료�견본품은�준공시까지�비치한다.

-�기성제품은�원칙적으로�공장에서�제작하여�현장에�반입�후�설치하여야�한다.

❚기본재료의�품질
-�검증된�내구재를�사용하여야�하며,�신자재는�내구성시험에�합격한�것이어야�한다.

-�모든�재료와�처리과정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있어서는�안된다.

-�고정철물이나�연결재�및�덮개는�부식되지�않는�것이거나�부식방지�코팅�처리된�것이어야�

한다.

❚철재
-�알루미늄�압출�형재

·�알루미늄�압출�형재의�재질은�한국산업�규격� KS� D� 6759� 알루미늄�및�알루미늄�합금압

출�형재에�의한�제품을�사용하여야한다.

·�형재의�모양�및�치수는�설계�도면에�따른다.

·�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음,� 흠� 등의� 결함이� 없어

야�한다.

·�치수의�허용차는�보통급에�따른다.

-�이음재료

·� 볼트,� 너트는� KS� B� 1012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서,� 열처리후�갈라짐이나�사용한�해로

운�흠,�덧붙임,�뒤말림�등의�결함이�없어야�한다.

·� 철선,� 아연도철선은� KS� D� 355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가타� 유

해한�결함이�없어야�한다.

·�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홈� 등

의�사용상�해로운�결함이�없어야�하고,�로프를�구성하는�소선의�단면이�원형이고�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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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매끄러워야�한다.

❚분체도장
-�재료�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

하여�감독원의�확인을�받는다.

·�도료생산업체의�지침서,�유효기간,�보관방법,�사용방법�등을�검토한�후�사용하여야�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

(POWDER)를�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입자유도�분포는�전체의� 80%이상이어야�한다.

-�정전�분체코팅�방법은�정전�자동�뿜칠�방식을�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두께는� 60�이상을�기준으로�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색상은�색�견본을�제출하여�공사�감독원의�승인을�받는다.

-�물리적�성질

·�필경도� :� 3H

·�내충격성� :� H-50㎜� 500g에서�균열�없음

5.5.3 시공 시방서

❚철재시공

-�구멍뚫기�

·�고력볼트용�구멍뚫기는�드릴뚫기로�한다.

·�볼트,�앵커볼트,�철근관통구멍은�드릴뚫기를�원칙으로�하며,�지름� 13m�

� �이하인�경우�전단구멍�뚫기를�할�수�있다.�단�구멍의�크기가� 30mm�

� �이상인�경우에는�감독원의�승인을�얻어�가스�구멍뚫기로�할�수�있다.

·�드릴날은�휨이�없는�것을�사용하고,�부재표면에�직각을�유지하여�뚫어야�하며,�구멍뚫기

후�구멍�주변의�흘림,�끌림,�쉿가루�등을�완전히�제거해야�한다.

·� 얇은�판에�구멍을�뚫을�때에는�가공재료의�밑에�고무받침이나�목재�받침을�끼운�후�작

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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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접합�

·�볼트,�너트,�와셔의�품질은�원칙적으로�한국산업규격을�따르되,�규정이�없거나�별도로�명

시되지�않은�경우에는�감독원과�협의하여�정한다.

·�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너트�밖에� 3개�이상의�나사선이�나와야�한다.

·� 와샤는�볼트머리�아래�및� 너트�아래에�각각�한�장씩� 사용하며�볼트머리와�너트는�정연

하게�놓여야�한다.

·�볼트조임은�핸드렌치,�임팩트렌치�등을�이용하여�느슨하지�않도록�적절히�조이며�구조상�

중요한�부분에는�스프링�와셔나�잠금기기가�붙은�것을�사용하여�품림을�방지해야한다.

·� 볼트는�나사를�무리하게�조여�손상되지�않도록�하고�정확라게�구멍속으로�박아야�하며�

볼트�박기중�볼트머리가�손상되지�않도록�해야�한다.

·�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한다.

·�접합부의�접촉포면에는�페인트,�랙커�등의�마찰을�감소시키는�칠이�없어야�한다.

·�볼트�및�너트와�와셔는�용융아연도금한�것이나�스테인리스강이어야�한다.

-�설치

·� 설치는�가설치와�본설치로�나누어�시행한다.�가설치의�경우에는�수직,�수평을�잘�맞추어�

설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의� 경우에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따라�세밀히�시행한다.

·� 현장에�반입된�부재는�가급적�빠른�시간�내에�설치하며,�공정관리상�불가피하게�장기간�

보관�할�경우에는�적절한�보관조치를�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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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5.6.1�일반시방서� (공공안내판�5종�공통적용)� -�공사장�통합안내판�참조�

5.6.2 재료 시방서

❚일반사항

-�재료의�종류�및�품질은�이�시방서의�관련규정을�따른다.

-� 사용�재료의�치수�및�품질은�설계서의�지정에�따르되,� 별도의�규정이�없을�때는�마감치

수를�기준으로�품질�및� 성능이� 우수한�시중� 최상품으로�하며,� 이� 경우� 시공� 전에� 견본

을�제출하여�감독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출된�재료�견본품은�준공시까지�비치한다.

-�기성제품은�원칙적으로�공장에서�제작하여�현장에�반입�후�설치하여야�한다.

❚기본재료의�품질
-�검증된�내구재를�사용하여야�하며,�신자재는�내구성시험에�합격한�것이어야�한다.

-�모든�재료와�처리과정에서�인체에�유해한�물질이�있어서는�안된다.

-�고정철물이나�연결재�및�덮개는�부식되지�않는�것이거나�부식방지�코팅�처리된�것이어야�

한다.

❚철재
-�스테인리스�강관

·� 스테인리스�강관은� KS� D� 3536에� 준하여�제작한�오스트�나이트계의�구조용�스테인리스�

강관�중� STS� 304를�사용한다.

·�관의�인장강도는� 53� kgf/㎟이상,�인신율은� 35%이상으로�한다.

·�관은�실용적으로�곧고�그�양끝은�관축에�대하여�직각이어야�한다.

-�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

·�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제작한�오스

트나이트계의�냉간압연�스테인리스�강판�및�강대중� STS� 304를�사용한다.

·�강판�및�강대의�인장강도는� 53� kgf/㎟이상,�연신율은�40%�이상으로�한다.

-�각관

·� 각관은� KS� D� 3568에� 준하여� 제작한� 일반구조용� 각형각관중�특별히� 규정하지�않는� 한�

SPSR� 400을�사용한다.

·�관의�인장강도는� 41� kgf/㎟이상,�연신율을� 23%�이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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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재료

·� 볼트,� 너트는� KS� B� 1012의�규정에�적합한�것으로서,� 열처리후�갈라짐이나�사용한�해로

운�흠,�덧붙임,�뒤말림�등의�결함이�없어야�한다.

·� 철선,� 아연도철선은� KS� D� 3552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표면에� 녹,� 흠,� 균열� 가타� 유

해한�결함이�없어야�한다.

·� 와이어로프는� KS� D� 351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전체길이를� 통하여� 찌그러짐,� 홈� 등

의�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하고,� 로프를� 구성하는� 소선의� 단면이� 원형이고� 표면

은�매끄러워야�한다.

-�용접재료

·� 용접봉은� 일반강재의� 경우� KS� D� 7004의� 규정에� 적합한�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또는�

KS� D� 7006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력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을�사용하고� 스테인리스� 강

재는� KS� D� 7014의�규정에�적합한�스테인리스강�피복�아크�용접봉� D308L�제품으로�끝

부분이�빨강색의�것을�사용한다.

·� 용접봉의�피복은�두께가�균등하고�보통�취급으로�쉽게�손상되지�않는�것으로서,�유해하

다고�인정되는�흠이나�갈라짐,� 요철�등의� 결함이�없어야�하며,� 저장중�쉽게�화학변화를�

일으키거나�과도하게�습기를�흡수하지�않는�것이어야�한다.

❚분체도장
-�재료�

·�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제품이� 아닐� 경우에는� 규격의� 번호,� 제조자명,� 제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및� 수량에� 대

하여�감독원의�확인을�받는다.

·�도료생산업체의�지침서,�유효기간,�보관방법,�사용방법�등을�검토한�후�사용하여야�한다

-� 원료는� 폴리에스터� 고분자� 수지(ELECTRO� PLASTIC� POWDER)에� 해당하는� 분말

(POWDER)를�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입자유도�분포는�전체의� 80%이상이어야�한다.

-�정전�분체코팅�방법은�정전�자동�뿜칠�방식을�사용한다.

-�분말칠(POWDER�COATING)의�두께는� 60�이상을�기준으로�한다.

-� 분말칠(POWDER� COATING)이� 완료되면� 170℃� 이상의� 가열로� 내에서� 30-35분간� 열풍

가열�한다.

-�색상은�색�견본을�제출하여�공사�감독원의�승인을�받는다.

-�물리적�성질

·�필경도� :� 3H

·�내충격성� :� H-50㎜� 500g에서�균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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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시공 시방서

❚토공�및�기초�
-� 계약상대자는� 기초지반이� 불량한� 경우� 연약지반� 개량,� 잡석다짐� 등을� 시행하여� 지반을�

안정시킬�수�있도록�감독원에게�보고하여야�한다.

-�기초가�노출되거나�노출될�우려가�있는�부분의�모서리는�모따기를�한다.

-� 계약상대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위험이�있는�이물질을�제거하고�청소하여야�한다.

❚철재시공

-�절단

·�판을�절단할�때에는�미리�금을�긋고�판이�우그러지지�않도록�주의하여�절단한다.

·�강관의�절단은�원칙적으로�자동강관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기로�절단할�수�없는�두께의�것은�톱절단이나�가스절단을�해야�한다.

·�가스절단을�하는�경우,�원칙적으로�자동가스절단기를�사용해야�한다.

·�절단면은�뒤말림과�찌그러짐이�없어야�한다.

·�설계서�상의�치수는�철재의�마무리�치수로�한다.

·�철재의�절단면은�설계서에�지정된�것을�제외하고는�축선에�수직으로�절단한다.

·�절단면은�거스러미를�제거하고�줄이나�그라인더로�표면을�가공하여야�한다.

-�구멍뚫기�

·�고력볼트용�구멍뚫기는�드릴뚫기로�한다.

·�볼트,�앵커볼트,�철근관통구멍은�드릴뚫기를�원칙으로�하며,�지름� 13m�

� �이하인�경우�전단구멍�뚫기를�할�수�있다.�단�구멍의�크기가� 30mm�

� �이상인�경우에는�감독원의�승인을�얻어�가스�구멍뚫기로�할�수�있다.

·�드릴날은�휨이�없는�것을�사용하고,�부재표면에�직각을�유지하여�뚫어야�하며,�구멍뚫기

후�구멍�주변의�흘림,�끌림,�쉿가루�등을�완전히�제거해야�한다.

·� 얇은�판에�구멍을�뚫을�때에는�가공재료의�밑에�고무받침이나�목재�받침을�끼운�후�작

업해야�한다.

-�볼트접합�

·�볼트,�너트,�와셔의�품질은�원칙적으로�한국산업규격을�따르되,�규정이�없거나�별도로�명

시되지�않은�경우에는�감독원과�협의하여�정한다.

·�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너트�밖에� 3개�이상의�나사선이�나와야�한다.

·� 와샤는�볼트머리�아래�및� 너트�아래에�각각�한�장씩� 사용하며�볼트머리와�너트는�정연

하게�놓여야�한다.

·�볼트조임은�핸드렌치,�임팩트렌치�등을�이용하여�느슨하지�않도록�적절히�조이며�구조상�

중요한�부분에는�스프링�와셔나�잠금기기가�붙은�것을�사용하여�품림을�방지해야한다.



134

·� 볼트는�나사를�무리하게�조여�손상되지�않도록�하고�정확라게�구멍속으로�박아야�하며�

볼트�박기중�볼트머리가�손상되지�않도록�해야�한다.

·�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해야�한다.

·�접합부의�접촉포면에는�페인트,�랙커�등의�마찰을�감소시키는�칠이�없어야�한다.

·�볼트�및�너트와�와셔는�용융아연도금한�것이나�스테인리스강이어야�한다.

-�설치

·� 설치는�가설치와�본설치로�나누어�시행한다.�가설치의�경우에는�수직,�수평을�잘�맞추어�

설계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의� 경우에는�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따라�세밀히�시행한다.

·� 현장에�반입된�부재는�가급적�빠른�시간�내에�설치하며,�공정관리상�불가피하게�장기간�

보관�할�경우에는�적절한�보관조치를�취해야�한다.

-�앵커볼트

·� 콘크리트�부어넣기�전에�매입할�경우� :� 형틀에�볼트의�지름에�따라�헐겁지�않게�구멍을�

뚫고,� 볼트를�끼워� 넣고�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

를� 조인다.� 볼트� 묻힘� 부의� 끝부분을� 직각으로� 구부리고�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 또

는� 0.8mm의� 철선� 2~3줄로� 조여매고,� 콘크리트면과는� 도면이� 지정한� 각도를� 유지하도

록�한다.�

·� 콘크리트�부어넣기�완료�후�앵커볼트를�묻을�경우� :� 미리�소정의�앵커볼트의�지름,�길이

에�따라�상자형�틀을�짜넣고�콘크리트를�위치에�빈틈없이�채워�고정한다.�또�상자형�틀

을� 사용하지�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구멍을�파고� 묻을� 경우는� 될� 수� 있는� 대

로�주먹장형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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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ACILITIES� Standard� type� design

� � Part� 6.�부록

� � 6.1�추진과정

� � 6.2�협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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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추진과정

6.1.1 공모제안 

공원안내부스�

공공안내판�

공사안내판�

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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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거리�안내판

승용차�요일제�안내판

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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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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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디자인 심의안

공원안내부스�
기본형 확장형

공공안내판�
공사종합안내도�안내판

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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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판� -�저가형

승용차�요일제�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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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없는거리�안내판�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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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협의�내용

6.2.1 착수보고

장  소 서울시�서소문청사�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일  정 2011.� 06.� 21

참석자
디자인자문관,�공공디자인과장,�시설물디자인팀장,�담당주무관,�

㈜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공원안내부스

-�규격�차별화� :�대,�소�크기의�모듈�구조

-�체육/근린/수변� :�형태,�기능�통일�

관리자�입장의�다용도�수납시설�설치,�상주공간�내부�설치

사용자�입장의�공통된�이용요소�통일,�개별수납�설치�삭제�

-�색채�코드화� :�근린공원� _�남산초록색

체육공원� _�서울하늘색�

수변공원� _�은행노란색�

-�공원�장소�리스트�확보� /�현황�기초조사�및�분류화�작업�

-�안내원�상주여부에�따른�공원안내부스�규모�차별화� /�안내�+�관리�기능�필요

-�현재�디자인안은�너무�많은�의미와�기능을�담아내려함에�따라�규모가�커짐�

-�보급적인�측면에서�기본적인�기능�유지�및�형태�기능�최소화�필요� /�단순화�작업�필요

-�안내소가�가지는�관리,�안내적�측면의�기본�목적성�유지�

-�안내소�외�추가�부수장치(유지관리시설)도�모두�소화해야함�

-�공원�장소별�분류보다는�사람의�사용도와�규모적�측면에서�분류

-�공원과�및�관계부서�협의�후�발전�

■�공공안내판

-�범용성,�재활용�방향�유지

-�지속성을�고려한�재료,�도색�방법

-�안내판�내부�보강재�설치

-�색채코드화� :�안내판별�색채구분을�위한�명확한�정의�필요색채�적용� _�정면,�배면�외�측면�적용�

고려�

-�공사장�통합안내판� :�벽부형,�지주형�방식�

공사방식,�내용에�대한�기초조사�후�안내판�분류�

높이� 1500~1600�크기�유지�

해치,�안전모등의�캐릭터�응용

-�거주자우선주차�안내판� :�차량높이�이상� (상부인지요소의�높이�상향)

-�차없는�거리� :�지주부에�고정장치�등�임시/고정적�측면�모두�고려

-�공사실명제� (사진,�비상연락처),�주요공정�등�공사�내용을�포함하는�안내판�

-�부드러운�소통의�매개체로서�언어,�시각적�표현법�고려� (Fun�디자인�적용)

-�단가효율,�경제성,�내구성을�고려한�실용적�디자인�

-�다국어표기체계� (영어)�공용사용

-�안내판의�가시성/인지성을�고려한�색채적용�및�서체크기�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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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중간보고

장  소 서울시�서소문청사�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일  정 2011.� 09.� 02

참석자

공공디자인�과장,�공공디자인�팀장�및�주무관,�기술심사담당관�팀장,�

맑은환경본부�주무관,�푸른도시국�주무관,�한강사업본부�주무관,�

㈜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공원안내부스� -�푸른도시국�온수진�주무관� /�한강사업본부�서정윤�주무관

-�대체적으로�부서요구사항�만족�

-�안내부스의�정의� :�관리인�상주의�관리초소의�기능�

-�공원통합� :�형태는�일관적으로�적용,�공간별�부스�규모�차별화�

-�근무환경�개선을�위한�공간�디자인을�포함하여�설계에�반영

-�내부�냉난방�시설이�마련되면�바닥난방은�넣지�않아도�됨�

-�햇빛차단,�비가림�마감�우선�해결

-�실외기등의�부가적�시설은�안내부스와�일체화하여�공간마련� /�기본형태에서�돌출되지�않도록�함

-�부스�내부�수납은�시스템�수납�형태

-�창호�면적�고려,�범죄예방�기능차원의�면적을�넓게�하나�햇빛노출,�냉난방의�단점�해결�

-�부스�마감� :�목재�사용시�기후�대응�여부�고려,�스테인분체+우드패널� /�기존의�부수�개보수시�

마감�개선�방안�마련�

-�한강공원� :�친수기능성�고려,�지게차�이동시�이동이�용이한�크기�고려

-�체육공원:�현재�관리주체�모호

■�공사장�안내사인� �기술심사담당관�박미애�팀장

-�부서요구사항�반영됨

-�전체�주요공정표는�실질적�관리차원에서�처음부터�인쇄하여�부착하는�방안

-�종합안내판�사이즈,�배치�규격등을�통일한�기본�서식�제공

-�공사안내표지판/저가형-�바람영향�최소화하여�넘어지지�않게,�기능/단가를�고려한�표준화�작업�

■�승용차요일제,�검지장소�안내판� -�맑은�환경본부�강성모�주무관

-�승용차요일제� :�선택적요일제는�서울시에서�운영중인�제도,�끝자리�요일제는�타시도�운영제도

-�안내판에�선택적요일제를�주로�언급하고�끝자리�요일제도�혼용(번호게시)

-�선택적�요일제의�요일표기를�크게,�운영시간�및�내용에서�다른�부분은�수정바람

-�안내판의�컬러시인성� :�고궁갈색보다는�서울하늘색이�시인성이�높음

-�요일제의�내용과�위치,�컬러,�폰트에�대한�가이드�마련

-�검지장소�안내판� :�문구�수정� /�승용차�요일제�위반차량�검지장소

■�차�없는�거리�안내판� -�맑은�환경본부�강성모�주무관

-�이동성에�대한�고려� :�혼자서도�이동할�수�있게�해서는�안됨,�적정�무게와�크기�고려�

-�이동성에�따른�손잡이�위치�및�바퀴�잠금장치/하단부�구조�수정

-�안내판의�기능으로서�정보�표기�위치�수정�

-�바람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으로�타공판�사용�여부�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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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최종보고 디자인 심의

장  소 서울시�서소문청사�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일  정 2011.� 11.� 02

참석자 공공디자인�팀장�및�담당�주무관,�㈜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심의�총평

-�서울시�표준형�시설물의�연장,�기존�표준�시설물과의�연관성,�맥락성�부재

-�부스의�사면�적용,�이동형�사인�형태�등�제품�자체로는�무리�없으나,�야외�그라운드에�놓여질�

시설물로서는�위험

-�기존�표준형�시설물의�특징과�맥락을�이해하여�연계되는�디자인�개발�필요

■�공사장�안내사인

-�종합안내도� :�내부�사각라운드�박스.�라운드� r값�제거,�사각처리

-�공사안내표지판(저가형)� :�레이어�중첩�제거

� �패널과�하부�물통�접점부�견고성�검토,�패널�평활도�검토

� �제작업체�미팅�필요

■�기타사인류

-�하단부�걸레받이�제거

-�상단�라운드�제거,�사각처리�

-�상단부�컬러�적용�제거� (주목성�보완책�연구� -�픽토그램�활용�등)

-�승용차요일제�검지장소�차량�아이콘�교체,�실사실루엣�적용

-�승용차요일제�안내판�이동형,�차�없는�거리�안내판� :�이동형의�공통점�살려�스케일�다른�같은�

디자인으로�통합

-�차�없는�거리�안내판�양면형,�파이프형�지양,�수직�수평,�면�마감,�

� �삼각프리즘� or�사각�박스형,�역� T자형

� �장기�설치용�타입,�단기�설치용�타입�구분� (중량,�크기�조정)� �

■�공원안내부스

-�박스형으로�진행

-�공원이름�표기�정면�창문�상단으로�이동

-�리플렛�포켓�이동� :�정면�창문�좌나�우측�한�면�이용,�스틸�or�아크릴�에칭

-�에어컨�실외기�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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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6부록

6.2.4 실무자 회의 - 공원현장

장  소 서울숲,�시민의�숲,�보라매공원

일  정 2011.� 07.� 01

참석자
동부푸른도시사업소�공원운영과�주무관,�서울숲공원관리소�소장,

㈜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서울숲공원관리소�이원영�소장

-�서울숲은�규모가�비교적�큰�공원으로�메인�입구에� 2인�이상�상주�가능한�공원안내소�필요� (서울숲�

임의�디자인�제작설치�완료-공원관리사무소�디자인�차용)

-� 1~2인�상주�규격�안내소�디자인�개선�필요�

-�서울숲은�개장�당시�고급스럽고�서울숲만의�차별화�된�사인�디자인�설치하였으나�최근�서울시에서�

표준�사인�디자인�규정이�내려와�두�종류의�사인�혼재

-�표준형�사인은�소규모�공원�또는�노후된�사인이나�사인�시스템�구축이�안�된�공원에�구별하여�

설치함이�바람직함.�서울숲은�이미�계획된�사인시스템이�존재.

-�최근�공원관리사무소�건물�디자인을�차용한�공원안내소�설치하였으나�획일화되는�안내소는�

바람직하지�않음.�공원만의�요소와�특징을�적용한�디자인�필요

-� 1~2인�상주�안내소의�경우�기존�사이즈�확장�요구� (휠체어나�기타�시설물�수납필요성)

-�하절기는�에어컨�가동,�동절기는�온풍기�가동�중이나�발에�냉기� -�바닥�온돌매트�설치

■�시민의�숲

-�메인�입구�스테인레스�헤어라인�마감처리�된�안내소�운영�중

-�스테인레스�마감�개선�필요� (서울시�지침)

-�햇빛�가리기�위한�차양막�또는�전면�유리창�크기�조절�필요

-�부스�사이즈�확장,�내부�빌트인�가구�설계� (책상,�수납함�등)

■�보라매공원

-�서문�안내소는�콘크리트�구조.�외벽�방부목�부착�마감�개선�완료

-�남문�안내소�스테인레스�헤어라인�마감

-�차양�기능�지붕�존재하나�반대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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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서울시�서소문청사�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일  정 2011.� 07.� 20

참석자 담당�주무관,�기술심사담당관�팀장,�㈜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공사장�안내사인� �기술심사담당관�박미애�팀장

-�공사장�관리사무소�내에�있는�종합안내판을�외부에�설치하여,�일반인에게�정보제공하는�목적이�초기�

제안의�취지

-�종합안내판의�기본�가이드라인�레이아웃의�업그레이드

-�공사기간�제시� (일단위,�주단위가�아닌�월단위나�분기별�단위의�일정�명기)

-�종합안내판에�시공자나�관리자�등의�사진�공개하여�책임감�및�자부심�고취

-�불특정�다수를�위한�정보�제공이긴�하나�실질적으로�필요한�사람에게�제공�의의

-�종합안내판�및�이외�안내사인의�재활용의�의미는�없다.�소모품의�개념으로�인식

-�지금까지의�인식과�현실은�재활용성의�가치에�낮다.�외부충격에�의한�훼손가능성이�크고,�공사장�외부�

설치로�인한�내구성�저하�문제�상존

-�안내�입간판의�경우�공사장�특성상�고정형이�아니라�반드시�이동형으로�제시

-�제작시�기본�모듈사이즈�내에서�스펙�결정하여�낭비�자원�사전�차단

-�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효과�위한�고민�필요

-�시에서�발주되는�공사장이나�시에서�허가를�득할�시�안내사인�설치에�관한�가이드라인�권유하여�정착�

유도� �

-�장기�설치용�타입,�단기�설치용�타입과의�구분�필요

-�대여,�구입�등�유통과�보급�체계의�적정성�타진

■�공원안내부스� �공공디자인과�권성은�주무관

-�푸른�도시국과의�협조논의�미팅계획(공원관리소의�필요조건�건의�및�의견�수렴)

-�서울시�내�근린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등의�시설운영�데이터�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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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06부록

장  소 서울시�서소문청사�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일  정 2011.� 08.� 23

참석자
담당�주무관,�기술심사담당관�팀장,�친환경�교통과�주무관,�

푸른도시정책과�주무관,�㈜에스이공간환경디자인그룹

■�공사장�안내사인� �기술심사담당관�박미애�팀장

-�조경공사용�종합안내판과�건축공사용�종합안내판의�구성�차이�고려

-�바탕색과�글씨색의�대비�강조하여�가독성�및�주목성�향상�필요� (ex.�기와진회색�적용)

-�공지사항�및�공사관련�질문/답변란�삭제

-�공사�타이틀�위치�눈높이에�맞게�조정�필요

-�참여자�현황판�참여인력�수�조절�대형공사�안내판�시공자�5명,�감리자� 5명(사진포함)

-�대형공사안내판�공정표�상의�주요공정내용란�수기작성용�고려,�하단으로�위치�이동

-�중형�공사안내판�주요공정내용�수기작성란�삭제

-�문의처와�비상연락망�내용�중복�조정�필요

-�소형�공사안내판은�입간판개념으로�제작,�간단한�주요공정,�현장소장,�구청감독,�시공감독�

3명(사진포함),�조감도는� +�@�적용

■� �차�없는�거리�사인,�승용차요일제� -�친환경교통과�우상균�주무관

-�차�없는�거리�사인은�이동성,�안전성이�중요

-�차량�진입�금지�픽토그램�적용

-�이동성�위한�무게,�크기�고려

-�승용차�요일제는�서울시에서�진행하는�선택적�요일제와�타시도에서�진행하는�끝번호�자리제가�

운영�중

-�서울시의�선택적�요일제�강조,�끝번호�자리제�언급�필요,�착탈식�구조�고려�

-�고정식,�이동식�제안

-�승용차�요일제�검지장소�안내�표지판� :�서울시�방향안내사인�타입�참고,�가로등류의�기존�지주에�

체결하여�설치,�조명x�반사시트�or�도색�마감

■�공원안내부스� -�푸른도시정책과�조진성�주무관

-�관리공원명,�기능,�개수,�사진,�상주�인원�자료�협조�요청

-�근린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등의�분리가�아닌�통합개념의�안내소�

-�녹지공간이�비교적�넓은�공원이지만�초소의�성격을�띤�안내소의�특성상�많은�면적을�할애하기�

곤란

-� SE가�제안한�안내부스�+�휴식(파고라)�개념은�기존�관리�운영�방향과�차이

-�공원�안내소�운영방향이�이용자를�위한�서비스�지향보다는�개방된�공간의�유지관리�측면에�치중

-�기존�안내소�시설의�기능적�측면,�경관적�측면,�환경적�측면�고려

-� SE의�현장�답사�결과�유모차,�휠체어,�자전거�대여�기능�필요성�

-�공원�조성과�심의위원회�상정�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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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의부서 의견 및 반영사항

■�푸른도시정책과� (�공원안내부스� )

의견 반영여부

ž 근린공원,�수변공원,�체육공원�등의�분리가�아닌�

통합개념의�안내소

ž 녹지공간이�비교적�넓은�공원이지만�초소의�

성격을�띤�안내소의�특성상�많은�면적을�

할애하기�곤란

ž 안내부스+휴게�파고라�개념은�기존�관리�운영�

방향과�차이

ž 이용자를�위한�서비스�지향보다는�공원�유지관리�

측면에�치중�

ž 기존�안내소�시설의�기능적,�측면,�경관적�측면,�

환경적�측면�고려

ž 통합하여�규모별�시안�적용

ž 필요기능�위한�최적화된�면적�고려

ž 필요기능과�유지관리성,�이용편의성,�환경성�고려

■�서울숲� (�공원안내부스� )

의견 반영여부

ž 서울숲은�규모가�비교적�큰�공원으로�메인입구에�

2인�이상�상주�가능한�공원안내소�필요

ž 최근�공원관리사무소�건물�디자인�차용한�

공원안내소�설치,�획일화�지양,�공원만의�요소와�

특징을�적용한�디자인�요구

ž 1~2인�상주�안내소의�경우�기존�사이즈�확장�

요구� (휠체어나�기타�시설물�수납필요성)

ž 하절기�에어컨,�가동,�동절기�온풍기�가동�중이나�

발에�냉기-�바닥�온돌매트�설치�

ž 표준�디자인� -�특정�공원만을�위한�유일�디자인�

적용�가능성�희박

ž 휠체어�등�이용자�지원시설�및�기구�수납장�적용

ž 바닥�온돌매트�설치�검토�

■�양재�시민의�숲� (�공원안내부스� )

의견 반영여부

ž 메인�입구�스테인레스�마감처리된�안내소�

운영중,�스테인레스�마감�개선�필요(서울시�지침)

ž 햇빛�가리기�위한�차양막�또는�전면�유리창�크기�

조절�필요

ž 부스�사이즈�확장,�내부�빌트인�가구�설계� (�

책상,�수납함�등)

ž 서울색�도색�또는�목재�일부�마감�적용

ž 차양막�적용

ž 사이즈�확장,�수납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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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공원� (�공원안내부스� )

의견 반영여부

ž 서문�안내소�콘크리트�구조,�외벽�방부목�부착�

마감�개선�완료

ž 남문�안내소�스테인레스�마감

ž 차양기능�지붕�존재하나�반대로�설치�

ž 서울색�도색�또는�목재�일부�마감�적용

ž 차양막�적용

■�조경심사팀� (�공사장안내판� )

의견 반영여부

ž 공사장�관리사무소�내에�있는�종합안내판을�

외부에�설치하여,�일반인에게�정보�제공하는�

목적이�초기�제안의�취지

ž 월단위나�분기별�단위의�공사일정�및�주요공정�

수기�작성란�필요

ž 시공자나�감리자�등의�성명,�사진�공개하여�

책임감�및�자부심�고취

ž 종합�안내판�및�기타�안내사인류는�소모품의�

개념으로�인식� (�외부충격에�의한�훼손가능성,�

외부설치로�인한�내구성�저하)

ž 장기�설치용�타입,�단기�설치용�타입과의�구분�

필요� (고급형/�기본형)

ž 안내�입간판의�경우�반드시�이동형으로�제시�

ž 공사일정�적용,�주요공정�수기표시란�적용

ž 공사장�규모에�따라�참여자�인원�조정

ž 초기�제안타입의�고급형,�저가�기본형�적요

ž 이동형�적용

■�친환경�교통과� (�차없는거리,�승용차요일제,�승용차검지장소�안내판� )

의견 반영여부

ž 차없는�거리�사인은�이동성,�안전성이�중요

ž 차량�진입�금지�픽토그램�적용�고려

ž 이동성�위한�무게,�크기�고려

ž 승용차�요일제는�서울시에서�진행하는�선택적�

요일제와�타시도에서�진행하는�끝번호�자리제가�

운영중� /�서울시의�선택적�요일제�강조,�끝번호�

자리제�언급�필요

ž 요일제�표식�착탈식�구조�고려

ž 고정식,�이동식�제안

ž 승용차�요일제�검지장소�안내표지판� -�서울시�

방향�안내사인�타입�참고,�가로등류의�기존�

지주에�체결하여�설치

ž 반사시트나�도색�마감�

ž 이동�편의성�고려

ž 픽토그램�적용

ž 이동편의성�위한�바퀴�적용

ž 선택적�요일제�강조

ž 착탈식�구조�고려

ž 고정식,�이동식�제안�검토

ž 서울시�방향안내사인�타입�적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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