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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역사, 문화, 첨단과학, 환경적 잠재력 풍부하여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플랜 및 추진전략의 부재로 공공디자인 분야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음

특히 주요 대상인 공공시설물의 경우 개별법령 및 소관부서가 서로 상이하여 통합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시환경개선

사업들이 통일된 방향과 목표를 갖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고자 수립함

(1) 계획의 배경

(3) 계획의 수립목적

(2) 계획의 목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개념정립 및 범주 설정

수원시기본경관계획

적합성을 고려하여

도시 디자인 개선을 도모

경관법 제정 후 경관계획 및 조례를 통한

경관/디자인 행정의 법적 근거 마련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

도시질서의 확립 필요

도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도시경쟁력의

새로운 지표, 도시디자인

앞서나가는 도시로서의 운영체계 확보를 통한

공공/행정을 바탕으로 시민의식 개선

1 2

3 4

“공공디자인 계획을 통한 도시의 질적 수준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제기”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디 자 인 / 국제적 수준의 공공디자인 계획으로 쾌적한 공간조성

공공성 증진과 도시경관 수준 향상

실행전략 / 공공디자인 정책수립의 비전

체계적, 효율적 정책 수립

심의, 발주, 실행, 관리의 디자인 행정 효율성 증대

시민참여 / 민간부문의 홍보

도시경관 및 삶의 질 향상

자발적인 프로그램 참여로 효용성과 지속성 증대

수원의
역사, 첨단과학,
환경적잠재력으로
새롭게도약

실천체계 및
관련 법제 제안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확립

1. 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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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범위

 과 업 기 간 : 2010. 03 ~ 2010. 11 (8개월)

 공간적 범위 : 수원시 전체

 내용적 범위 : 

수원시 광역적 위치

상위계획인「수원시 도시기본계획」과 「수원시 도시경관기본계획」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이후 수립될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제시 한다

(3) 계획의 주요체계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수원시 도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침성격의

비 법정 계획이며,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범주를 설정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향후 시민참여방식을 제안하는 등 수원공공

디자인 시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계획이다

현재 법적 근거가 되는 디자인 관련 법안 및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개념정립 및 범주

설정, 운영체계 및 관련 법제의 제안을 중점으로 하여 계획한다

(2) 계획의 성격

1.2 계획의 범위 및 체계

1

2

3

4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 마련

공공디자인의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가이드라인 실현을 위한 적용방안 마련

공공디자인의 개선 시범사업 제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매뉴얼) 제시5

현황분석

수원시 현황 분석

관련 법규 검토

관련 정책 검토

국내외 사례조사

분야별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도시상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부분별 기본구상

실천과제

집행계획

표준매뉴얼

제도적 측면 개선방안

운영적 측면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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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 제안

• 과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검토

• 수행 전략 검토

•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조 요청

• 경관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자문

•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의 적정성 자문

• 실현가능성 및 현실화 적용성 자문

• 공공디자인 계획 보완사항 점검

•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공감대 확산

• 정책적 측면에서의 보완 및 수정사항 검토

• 향후 과제에 대한 도출

• 시범사업 및 주민홍보에 대한 검토

• 수원시 표준디자인 개발

-디자인설계 및 도면작성 / 3D 시뮬레이션

•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항목별 가이드라인 수립 및 사용방안 / 향후 유지관리 방안 마련

• 수원시 공공디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론화/ 공감대 마련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최적화

• 표준디자인 협의 및 구체화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협의

•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세부 추진방향 점검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

• 표준디자인 적정성 검토

• 적용 시뮬레이션에 대한 점검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

착수보고회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중간보고회

경관위원회 자문

시민열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최종보고

(4) 계획의 진행방법

대중교통과 공원과 녹지과

시설공사과건설과 각 구 건설, 건축과 화성사업소

도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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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공디자인 성격

공공(public)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국민·대중을 일컫는 의미에서부터 정부와 국가, 그리고 국민을 위해 국가가 만든 시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즉, 공공이라 함은 사회 일반이나 공중(公衆)에 관계되는 것이며 공공성은 사회

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 따위를 미치는 성질이라는 뜻을가진다

우리사회는 최근에 공공성에 관심과 계획적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농경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또 정보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

가운데 건축과 도시환경 역시 급속한 변화를 하였다. 질보다는 양의 발전이 우선시 되는 기형적인 구조로 발전을 하였으며, 이는

곧 계획적 공공성을 제외시킨 결과를 초래 하였다. 또한 시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계속된 발전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개발되어 현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지속가능성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인간 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에 관련된 체계적 개념으로 현재는 물론 미래와 지역의

이웃에서 지구 전체에 까지 모든 영향을 끼친다. 즉,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는 바 없이, 현세대의 필요와 미래세대의 필요가

조우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념이 공공에 연결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날 세계의 도시들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의 개념 속에는 자연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도시속의 삶의

구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각각의 도시가 자체적인 시상(City Image)을 정립하려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는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공공디자인을 중요한 도시정책 전략으로 채택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은 부족하다

이에 과거 산업정책의 대상이 되어 왔던 디자인이 문화정책의 대상을 넘어 이제는 도시정책의 대상으로 까지 확대되어 공공디자인

이라는 새로운 디자인 영역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Soft 도시문화와 Hard 도시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공공성의 개념

2.1 공공디자인 도입배경

공공성
장소성

표출

보편성 통합성 지속가능성

2. 공공디자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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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목적은 도시의 어메니티(amenity)향상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문화 창출이라는 공익적인 부분이

크지만, 그 도시에 포함된 문화적 가치와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유지·계승 할 수 있는 축제 및 이벤트를 함께 유치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매력을 살리고 활기를 연출하여 지역교류와 관광객의 증가를 불러오는 등 지역경제활동 활성화의 목적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은 단순한 도시의 외형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공간에서의 불법주차나 방치간판 등 시민들의 보행과

생활환경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등 공공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안심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의 향상을 기대하게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일반적 정의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 장치를 합리적으로 꾸미는 것으로서 제품·산업디자인 등 사적 영역이 아닌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설치·관리하는 기반시설, 매체,가로시설물 등을 위한 공적 영역의 디자인이다

즉, 공공디자인이란 ‘국가 공공기관의 관리 안에서 국민의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와 요구를 조절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공공디자인 정의

(3) 공공디자인 목적 및 기대효과

(4) 공공디자인 적용대상

▶도시를구성하는모든요소가공공디자인이다.

버스정보시스템확장

공영주차장 조성

도로 개설, 확장

가로환경개선

도서관, 동 청사 신축

화성 행궁 복원

생태하천복원

학교 숲 조성

공원 조성, 정비

배후단지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

단지 조성

.

도시계획

건축

조경

미술
도시설계 도시경관 디자인

도시디자인

공적 공간

+

사적 공간

공공디자인



11

일반적으로 공공디자인은 공공 공간과 시설, 정보, 이미지 등 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영역과 대상의 디자인을 가리키며 공공

기관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공의 건축물, 공간, 시설, 용품, 정보 등을 공공디자인 정책에 의해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민 삶의 질적 가치의 추구와 동시에 새로운 선진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 포괄적 실행

행위를 말한다

즉 공공디자인이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이 만들거나 설치, 소유,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

등 공적 영역의 디자인을 말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주요간선도로의 건축 시설물이나 미술장식품 및 간판 등과 같이 사적

영역의 경계에 있는 것이 해당되지만 시민의 일상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써 강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겹치는 지역의 디자인까지를 포함하는 말이다.  공공디자인은 도시에 존재하는 공공공간의 공공매체, 공공시설물

등과 사람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관련된 법규와 행정정책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공공디자인의영역 >

2.3 공공디자인 유형에 따른 분류

(1) 공공디자인 분류

도시계획

도로교통통신 환경보전거주

도시디자인
시스템

생활디자인
시스템

시스템디자인
조형, 색채

이미지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감성감각

이미지
사인도구

색채

도 시

디자인 인 간

PUBLIC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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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건축물의 정의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성을 지니고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관공서, 학교, 병원, 도서관, 미술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물을 모두 포함하지만 본 계획에서는 공공성을 지니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공공건축물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단체가 발주, 소유, 관리하는건축물을

말한다

• 다수인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

관련법규에 명시된 공공건축물의 정의

(4) 공공시설물의 정의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이 설계하고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필수적인 요소를

말한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질적 수준은 공공공간의 질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공공시설물이 기능적으로 그리고

형태적으로 합리적인 디자인을 갖추는 것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공공시설물은 그 범위가 넓고, 보행자의 편의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체험적인 측면이 커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담보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공이 소유한 공간으로 광의적 개념으로는 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지칭한다. 공공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공공공간은 공공시설물과 시각매체, 그리고 건축물의 디자인이 펼쳐지는 실질적인 장소로서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소가 된다. 또한 일상생활의 공간인 동시에, 여가의 공간으로써 장소성을 형성하고, 대중의 커뮤니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공공간의 조성은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공공간의 정의

※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공중위생법



13

• 공공시각매체는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두 사인체계(public sign/private sign) 중, 공공정보를 담고 있는 사인시스템

영역(public sign)에 해당하는 것을 지칭한다. 기능에 따라 교통관련 시각매체(지시/유도/안내기능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지시/유도/안내기능 매체), 지역/시설안내, 영상 정보 시각매체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시각매체는 공공장소에서 공적인 정보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각매체를 말한다. 도시환경에서 체계적인 공공

사인시스템은 장소를 인지하고 연계시켜 도시의 편의성과 연속성, 나아가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공공시각매체는

보다 효율적인 도시,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5) 공공시각매체의 정의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광고물 및 사적 정보를 말한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정보를 알릴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옥외광고물은 가로의 표정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 과다하고 과장된 옥외광고물은 거리의 시각적 혼란을 유발

하는 주된 요인이나, 잘 정돈되고 개성 있는 옥외광고물은 거리에 매력을 부여하고 장소성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6) 옥외광고물의 정의

옥외광고물 분류 및 특성

• 옥외광고물은 설치위치에 따라 건물 부착형 광고물, 지주형 광고물, 기타광고물로 분류된다. 기타 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을 포함하여 각종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광고매체 그밖에 광고물을 지칭한다

• 건물 부착형 광고물은 건물표면의 설치위치와 방식에 따라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창문이용간판, 옥상간판으로

세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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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제도의 분석 체계

3.1 상위법규 및 제도 검토

공공디자인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법규 차원의 제도가 없는 상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경관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 관리법 등

현 황

접 근
법규 차원

법(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부칙) 등

공공디자인을 포함하는 디자인 관련 법규, 제도 조사

검 토
공공디자인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시행규칙

공공디자인의 관련법, 제도별 상관관계 분석분 석

수원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 및 근거자료 활용결 론

조례 차원

기초단체조례, 시행규칙 등

3.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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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 제도 현황

구 분 개정현황 내 용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 2009.06.09

법 제 9764호

-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 개정 2009.05.21

법 제 9688호

-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 계획인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2008.02.29

법 제 8852호

-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미술장식, 공연, 전시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함을 규정

경관법
일부 개정 2008.03.21

법 제 8974호

- 국토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

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건축기본법
일부 개정 2008.02.29

법 제 8852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

- 국민의 안전, 건강, 복지에 관련된 생활공간 조성

- 사회요구를 수용하고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 조성

-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2009.04.22

법 제 9636호

-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 를 방지하고 건강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 진흥법

건축기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문화예술진흥법

경관법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 공공디자인 관련 법규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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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디자인 관련법규의 위계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경관법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건축기본법 자연환경보존법

농업농촌기본법

문화재보호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

.
건축기본계획

경관지구

미관지구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

기 위해 기본방향을 제시하

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계획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

수원시 공공디자인

경관기본계획을 구현을

위한 세부 요소별 실천전략

수립 및 중심적 접근

법정계획

비 법정계획

기본방향

실현수단

보 완

관리방향

실현수단

보 완

• 도시 및 지역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공공디자인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태

• 공공디자인을 직접적으로 규정할 만한 법적 토대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정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공디자인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요소들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법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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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경관법 제정되기 이전부터 도시경관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령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경관관리

지역 설정, 경관관리대상지역 선정,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경관계획 및 관리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경관관리대상지역 선정, 경관지침 작성

•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도시계획 환경성 검토, 경관계획 수립

• 용도지역별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 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등의 행위제한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통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계획(야간경관계획, 경관상세계획수립

지역 설정 등)

경관법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제도, 경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행정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해야 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라,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선택적·중첩적인 계획이다. 경관계획은 광역경관 수준의 경관계획, 기본계획 수준의 경관계획, 관리

계획 수준의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수준의 경관계획 등 위계에 따라 구분된다

• 경관의 보전 · 관리 ·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

•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분류 및 시행 방법

• 주민참여를 위한 경관협정제도 도입

• 경관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원회 분야별 구성인원, 임기기간, 운영방법, 기타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② 경관법

◎ 주요내용

◎ 주요내용



18

건축기본법은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으로 공공성을 제시하고 있다. 건축의 공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

단체로 하여금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하도록

국민의 책무 또한 규정하고 있다

건축기본법의 의의는 건축을 사적인 영역의 소극적인 규제의 대상에서 공공적 가치를 추구 보다 공적인 대상으로 규정 했다는데

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

• 공공건축 사업에서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을 확정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 건축디자인 기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 건축디자이너 등 민간전문가의 유형 및 업무범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민간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해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표시 등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 광고물의 질적 향상 및 정비 등에 관한 자치단체의 책무

•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설치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행정대집행의 특례

•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시행령)

• 특정구역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제한(시행령)

•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시행령)

③ 건축기본법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주요내용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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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기도 공공디자인 제도 수립 현황

항 목 내 용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단 운영규칙

(제정 2007.12.24 규칙 제 3293호)

(폐지 2009.05.18 규칙 제 3377호)

- 경관, 건축디자인, 디자인문화, 공공시설디자인, 공공미술 및 도시 이미지,시각디자인 등 6개

디자인 각 분야의 공공디자인 전문 자문단 구성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19호)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경관 조례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3호)

-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을 중심으로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조성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 방향으로 함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4호)

-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

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증대 추구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제정 2009.04.06 규칙 제 3874호)

- 경기도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우수 디자인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경관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6호)

- 경기도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중심으로 경관계획 관련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7호)

- 경기도 공공디자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디자인 업무지원 요청 관련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9.05.18 규칙 제 3378호)

-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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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계획 및 주요사업 검토

주요 관련계획

화성관련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009

수원화성역사문화도시기본계획: 2007

• 주요 계획사항 반영 및 검토

• 필요 시 연계 및 활용 방안 검토

친환경
환경보전기본계획(수정)연구: 진행중

비오톱 맵 제작: 진행중 • 주요 계획사항 반영 및 검토

• 필요 시 보완 사항 검토

공원녹지
수원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진행중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2008

도시경관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2007, 2010 • 계획내용 검토 및 현황조사 활용

도시공간

2010년 수원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6

2025년 수원도시기본계획 :2007

2015년 수원도시관리계획(재정비): 2009

• 주요 계획사항 반영 및 검토

• 도시공간구조분석 등 활용

• 필요 시 연계 활용 방안 검토

수원시 시책 주요사업 (2006~2009)

화성관련 화성관련 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 등 (24개)

• 수원시 주요 관심사항 파악

• 기 조성 및 조성 중 사업에 대한 고려

• 필요 시 활용방안 또는 보완사항 검토

친환경

생태

공원 수원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10개)

녹지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등 (11개)

수공간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등 (5개)

경제,

도시개발

지역경제 재래시장특화사업 등 (6개)

산업단지 수원지방산업단지 등 (10개)

도시개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등 (13개)

관련사업 및 공사 (2006~2009)

가로경관 아주대 진입로 테마거리 조성공사 등 (33개)

• 수원시 주요 관심사항 및 조성 현황

파악

• 사업주체 파악을 통한 구 및 부서별

연계성 분석

• 필요 시 주요사업 또는 계획에 대한

보완 및 연계계획 검토

특화공간 그린파킹 마을지정 시범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7개)

도시녹화 역전로 벽면녹화 조성공사 등 (4개)

공원관련 공원 조성 공사 등 (41개)

하천관련 서호천(서둔교~평고교 간) 하천정비 공사 등 (26개)

녹지관련 학교 숲 조성공사 등 (44개)

야간경관 2009년 화성야간경관조명 유지보수 공사 등 (10개)

화성관련 행궁 앞 광장조성공사 등 (15개: 야간경관 관련 제외)

기 타 수원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판 메뉴얼 등 (10개)

3.2 수원시 관련계획 및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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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 수도권남부 중심도시로서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개편 및 도시기능 재배치

• 상업․업무․첨단산업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수도권남부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도시위상정립

• 도심기능회복 및 신․구시가지간 균형발전, 시가화 예정용지 조정, 공원녹지확충계획, 교통체계확립 등 수원시 전역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개발방향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 및 관리 도모

• 각 실과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하고 기정 도시기본계획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수정하여지역특성에맞는효율적인 도시

정비 유도

• 기초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 도시성격부여 : 도시기능, 도시미래상, 도시세력권

• 도시지표 설정 : 인구, 경제, 주요도시환경 등

• 도시기본구상

도시개발의 목표와 전략, 공간구조의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 부문별 계획수립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환경보전과 관리, 경관 및 미관, 

공원･녹지,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방재 및 안전

①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② 주요내용

•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 문화예술존중

문화의식, 행사의 내재화

• 환경보전

개발용량(Carring Capacity)의 고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전

저 탄소 녹색성장의 패러다임 구현

• 인간중심적 사고

장애인, 노약자, 여성의 배려, 보행자중심의 교통체계 전환

(자전거, 보행자전용도로, 소규모공원 조성)

•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ㆍ지식기반산업ㆍ연구개발(R＆D)기능으로의 특화

③ 도시미래상 관련 주요이념

• 문화와 경제로 번영하는 행복한 도시, 수원

④ 수원의 미래상

[도시미래상 관련 주요이념]



22

• 기본경관계획은 해당 자치단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해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

① 계획의 위상 및 성격

(3)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경관계획

• 일부 경관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던 사각지대에 대한 경관적 관리

② 기본경관계획 수립의 목표

◎ 관리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 부서별, 구별, 사업별로 개별적 관리 및 시행되던 계획·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고려

◎ 요소별 유형별로 진행되던 계획을 통합적 관점에서 계획

• 그 동안 공공주도로 해오던 사업들을 민간이 참여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경관 만들기

◎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근거로 한 기회 제공

경관계획의 수립

실행계획

사전조사 및 분석

기본구상

관련 및 상위계획
검토

경관자원조사 경관구조분석
수원시 시정계획 및

시정성과 분석

(2006~2009)

경관설계지침

기존제도와의 연계강화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경관(협정)사업의 추진

미래상 설정 추진전략 및 방향 기본구상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경관기본설계지침 경관중점설계지침경관관리구역의 설정

자문 및 심의기능 강화 실행조직 및 체계의 확립

③ 기본경관계획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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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시 기본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이해

(5) 관련계획 및 사업운영의 문제점

기본경관계획 Landscape

경관 권역, 축, 거점 설정 등 도시 경관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 및 도시경관을 보전·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 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Public Design

공공적·심미적 질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공공성 중시 및 다양한 디자인 주체와 영역이 입장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공공영역을 시작으로 도시의 디자인

방향을 제시

권역별, 용도지역별 가로, 도시전체

배치 관계(축, 스카이라인) 물리적 실체(형태, 색채, 재료)

지침, 가이드라인, 계획도 디자인, 시뮬레이션

총체적, 거시적 실행적, 협의적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의 통합적 접근으로 총체적인 공간 환경의 통합적 개선이 요구

공공의 일방적인 사업 진행·주도는 사업 성과의 자발적 확산이 어려움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관건

구 분 계획 및 사업명 담당부서 비 고

테마가로조성

아주대 진입로 테마거리 조성 영통구

각 구 및 시 등의 필요에 의해 테마거리

조성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교로 테마거리(2단계) 조성 팔달구

도심 속 유실수 테마거리 수원시 녹지과

팔달문 시장 파인아트거리 조성사업 달문시장 상인회

… …

지향 대상

제어요소

표현체계

시행전략

수원시청 및 각 구청의 연계성 부족

수원시청과 개별구청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따라 각각 특화 및 녹화계획 등을 개별적·산발적으로 발주하고 있어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 효율성이 저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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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 자치단체 계획 검토

(1) 서울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서울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으로서 도시디자인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조율하고 수행할 전문

부서의 위상이 확정되지 않아 서울 도시디자인 개념과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 서울공공디자인기본계획은 서울의 도시디자인 기본철학과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따른 기본방향과 범주를 설정하여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① 배경 및 목표

• 서울의 도시경관을 창의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의 통합디자인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한다. 통합디자인 개념을

바탕으로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하며, 서울의 디자인계획을 총괄하여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및 체계를 구축한다

② 성격

• 서울의 도시경관과 서울디자인, 서울디자인의 기본개념, 서울 디자인의 범주, 서울디자인의 실행체계로 구성되며, 서울 디자인의

실천과제는 서울디자인 선도프로젝트, 서울디자인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서울 디자인 실천과제의 추진으로 나누어진다

• 서울 디자인의 기본개념은 장소디자인(Contextual design), 소통디자인(Communicative design), 공유디자인(Communaldesign), 

협력디자인(Collaborative design)의 네가지 구체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③ 기본구상 및 기본개념

•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기능성 측면, 안전성 측면, 질서 측면, 환경성 측면, 효율성 측면 등을 요소로 공공공간에서 드러

나는 문제점 중, 특히 긴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현황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지향한다

•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기능성 측면, 통합성 측면, 안전성 측면, 보편성 측면, 환경성 측면, 연속성 측면, 정체성 측면

등을 요소로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현황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④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특징

[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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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경기도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경기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광역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경기도의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립

한다

① 배경

•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

•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차별과 통합이 공존하는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시·군의 지역간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차원의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을 구축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경기도만의 도시브랜드를 형성

② 목적

•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이나 사업, 계획 등이 일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

③ 경기도 디자인 Vision

•‘경기도 31개 시·군간의 소통’, ‘경기도와 세계와의 소통’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디자인

• 소재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재생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연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존해 가는

디자인

•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이 제공해야 하는 근본적인 기능성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모든 사용자가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 경기도의 역사적·문화적 특징에 기초한 고유하고 정체성 있는 경기도만의 공공디자인 이미지 개발

④ 기본방향

[디자인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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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현재 인천광역시의 도시환경 수준은 비교적 열악하여 국제수준에 걸맞은 매력 있는 도시환경의 시급한 조성이 요구됨

•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도시브랜드 가치, 도시이미지의 확립과 이를 통한 도시매력의 증진이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적인 요소로 부각됨

① 배경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가로경관의 미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디자인 부문의 도시비전과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인천다움을 비롯한 인천의 도시브랜드 정립을 모색함으로써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명품도시 건설에 기여

② 목적

• 다양한 특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 있는 도시환경 연출

③ 기본구상 및 기본개념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인천 도시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침

성격의 비 법정 계획

• 인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범주를 설정하고,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향후 시민 참여 방식을 제안하는 등 인천 공공디자인

시책의 기본 틀을 정립하는 계획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세부·권역별 가이드라인 중 부분별로 구성되며, 이중 세부 가이드

라인은 공공디자인 분류체계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시

• 적용 및 관리지침에서는 기성시가지 지역, 신개발 지역, 도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적용기준 제시

④ 특징

[도시 일반형] [U-City형] [친환경형(역사문화권역)]

◎ 표준디자인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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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 충북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장기적인 종합플랜 및 추진전략의 부재로 공공디자인 분야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다

• 공공시설물도 개별법령 및 소관부서가 서로 달라 통합디자인 개발이 어려워 각각의 사업들이 통일된 방향과 목표를 갖도록

한다

① 배경 및 목표

• 경관기본계획의 거시적인 틀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부실천전략 수립을 중심적으로 접근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제시한다

② 성격

• 기본방향 : Big충북, Big Design

• 추진전략 : 지속가능디자인, 자연과 조화된 디자인, 맥락적 디자인, 체험하는 디자인, 절제된 디자인

• 실행계획 : 

-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기본계획상 사업의 분석 및 종합화, 가이드라인 개발2단계 향후 실천과제

- 도 차원의 표준디자인 개발보급, 도 상징체계 개발, 가로환경개선 시범사업, 거점환경개선 시범사업, 시범사업선정 및 지원사업

③ 기본구상 및 기본개념

• 가이드라인은 기본개념, 현황 및 문제점, 기본원칙, 분야별 가이드라인, 분야별 통합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 가이드라인은 공통가이드라인과 유형별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며, 이중 공통가이드라인은 충북의 통합된 도시정체성을 형성

하고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며, 유형별가이드라인은 충북경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는 부분에 대해 자연형, 혼합형, 인공형으로 구분한다

• 공공공간, 공공시각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특징

[ 충청북도 표준디자인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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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관련계획 및 사업 종합분석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제도적 체제 구축

현재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법·제도 체제는 공공디자인의 전체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제도적 측면과 세부 사업의 추진을 위한

방법적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이므로 서로 이질적인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수원시 공공디자인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제도의 기본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및 수원시 공공디자인 법·제도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

기존의 공공디자인 정책은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구상과 장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계획되기 보다는 개별적인 단기

과업의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따라서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체계적인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현존하는공공디자인관련 법·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제도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실천적 전략 제시

기존의 타지자체는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라기보다는 공공디자인의 지향점을 개념적인

측면에서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따라서 수원시 공공디자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은 법·제도의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한 실천적인 접근이 필요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의 보완을 통한 제도적 위상 제고

현재 공공디자인의 제도적 위상이 광역조례와 시행규칙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제도의법적인효력이나집행력이다른

부문에 비해 낮은 상태임. 따라서 상위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조례 및 시행규칙의보완을 통한

법적인 위상을 제고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함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조 구축

각 구청 단위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들이 실질적인 제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만전개되어

향후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책이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접근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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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의 역사와 문화

4.1 수원시의 정체성

4. 수원시 공공디자인 현황 및 분석

시대 지명표기 비고

부족국가 ~ 삼국시대 모수국(牟水國) 또는 매홀(買忽) 차자표기법

삼국통일시대 (757, 경덕왕16) 수성(水城)

고려건국 초 (940, 태조23) 수주(水州) - 수주목(水州牧)

고려 (1310, 충선왕2) 수원부(水原府)

조선 (1783, 정조) 수원(水原) & 화성(華城)
현재는 수원시(水原市)와 화성군(華城郡)

이 행정 구역상 따로 존재

구분 기간/장소 행사내용 행사사진

화성문화제
10월 10일

화성일원 및 주요 시가지

1964년 처음개최

수원시 시민의 날 경축을 위해 4일간 수원전역에서 다채로운 행사

(가족체험행사/정조시대 재현행사/ 화성주제경연대회)

난파음악제
8월말~9월초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한국 근대음악 선구자인 난파 홍영후의 위엄을 기리고 음악인재

발굴 위해 1969년 난파 추모일에 시작됨

효의 성곽 순례

5월 5일

신풍초교-팔달문-서장대-화서

문-장안문-화흥문-연무대

조선 정조대왕의 효심을 이어받고,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

수원갈비 축제
5월~6월

장안공원

1995년부터 개최

화성문화제 행사 내 정조대왕맞이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수원특산품인 수원갈비를 알리는 행사

• 수원은 옛 지명(牟水國, 買忽, 水城, 水州)과 현재의 지명에서 볼 때 본래 물과 관련이 깊은 고장

◎ 지명의 유례

• 수원시의 대표적 문화행사로는 ‘수원시민의 날’을 전후로 열리는 화성문화제를 비롯하여 여름음악축제, 난파음악제,   효의

성곽순례, 광교산 산신제, 수원갈비축제 등이 있음

◎ 문화행사 및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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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원시의 도시성격

• 각국의 대도시권간의 무한 경쟁 및 협조관계가 심화되는 시대에 국가 대 국가라는 대결구도에서 도시 대 도시 간 교류와

경쟁의 차원으로 변화

•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도시기반시설 및 첨단기능을 도입하여 세계화ㆍ개방화ㆍ정보화에 대비

◎ 세계화ㆍ개방화ㆍ정보화 도시

•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정책변화에 따른 도시기능 변화가 예상되므로, 특화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미래 지향적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비롯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문화관광 산업의 육성이 필요

◎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지역산업 특화도시

• 경부선 철도 및 군사시설 입지로 인한 동서지역 간 불균형적 도시성장구조 개편에 의한 도시 내 균형발전 유도

• 중심상업권이 시청주변으로 밀집함에 따른 도시기능의 단핵화 현상 해결을 위한 다핵공간구조로의 개편 필요

• 화성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간의 조화를 위해서 구시가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토지이용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추진

◎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추구하는 다핵 공간 도시

• 구릉지, 산, 하천, 저수지 등 풍부한 자연자원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정비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필요

• 광교신도시, 호매실지구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친환경적 생태도시 건설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

◎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친환경적 생태도시

•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로 인하여 통과교통과 도시 내 진 출입 교통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통과교통을위한 우회도로 건설이 시급

• 광역교통망 및 도시내부간 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해 도시활동 범위의 확대와 도시교통문제 해소, 도시 내 생활권간 및 지역

간을 원활히 연결할 수 있는 교통시설의 확충이 필요

• 미래 도시공간구조에 부응하는 지능형 교통체계와 첨단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교통기반마련

◎ 교통체계 및 교통시설이 완비된 첨단교통시스템도시

• 도시문제가 광역화ㆍ연담화 됨에 따라 이에 따른 도시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이 광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수원시의 공간구조개편, 개발축(성장축)ㆍ교통축ㆍ녹지축 설정, 생활권의 설정, 이용공급시설 등에 대한 인근지역 및 광역

지역과의 연계가 필요

◎ 도시문제의 광역적 대처에 의한 광역시스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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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를 대표하는 이지지로 수원화성, 대학교,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수원시의 도시모습은 대체로 혼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사항으로 월드컵경기장, 삼성, 수원역, 수원갈비 등

으로 의견이 많았다

◎ 수원의 대표 이미지

(3) 수원의 의식조사

수원화성 (행궁,팔달문,장안문 포함)

37 %

대학교

18 %

기 타

18 %

월드컵경기장

8 %

삼성, 수원역

7 %

• 수원시의 차별화 요소로는‘역사문화도시’,‘젊음과 활력’의

이미지가 차별화된 의견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사항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공공문화 등이 나타났다

◎ 수원 차별화 요소

역사문화

60 %

공공문화

10 %

젊음과 활력

18 %

자연경관

8 %

기 타

5%

• 수원시내 주요경관의 문제점으로 옥외광고물과 도시 내 공간

특성의 부족이 나타났으며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문제점도

많이 나타 났다. 이에 옥외광고물 및 공간특성화, 휴게시설 확충이

필요함

◎ 수원시 주요경관의 문제점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47 %

공간특성부족

31 %

특징 없는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22 %

• 수원시민의 대부분의 시민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수원시의

공공부문의 규제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의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부분적으로 필요하다.

62 %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0 %

불필요

8 %

• 수원시의 도시 모습은 대체로 혼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타 지역과 비교 시 도시경관에 개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 보행로의 개선으로 설치시설물의 최소화와 보행자의 통행에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건물과 경계에 여유공간 확보와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공공시설물(버스승강장, 화장실, 벤치)에 대해서 이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공공정보매체는 교통정보 안내표지의 불편함을 대체적으로 지적하였으며, 사용된 문자의 크기가읽기에불편하다는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 공공정보매체는 표지판에 사용된 색상이 혼란스러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타의견

※ 수원시 기본경관계획(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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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조사 배경

4.2 수원시 현황조사

수원시내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희망지역 및 추진 계획지역에 대한 추천을 받아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공공 디자인영역 및 대상 분류표에 의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으로 분류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공공디자인의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실시하며 항목별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

(2) 조사목적 및 의의

• 수원시내의 공공디자인 관련 실태파악

• 수원시 및 각 구청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의견수렴

• 수원시 공공디자인 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향후 수원시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수원시 각 구청의 공공디자인 연계성 확립을 위한 전략수립의 필요성 인지

(3) 분석방법

현황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분석

기준설정

분 석 종합분석 방향성

조 사 분 석 방향성 도출

(4) 조사유형별 분류체계

• 도시공간별 현황분석 : 수원시 주요 공간을 조사하여 공간상의 문제점 분석

• 공공기관 현황분석 : 수원시내 있는 주요 공공기관을 조사하여 공공기관 내 · 외부의 문제점 분석

• 수공간별 현황분석 : 수원시를 관통하는 주요 하천을 조사하여 수공간상의 문제점 분석

• 지역별 현황분석 : 각 구청별 주요 가로 및 공간을 조사하여 각 구청별로 연계성, 일관성, 효율성 검토

• 분야별 현황분석 : 수원시 공공디자인 분야별로 조사하여 분야별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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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공간분석 -공간구조(지형, 도로, 광장, 공원, 지도 등), 조망(View : 관통), 시퀀스(Sequence : 공간의 연속성)

경관분석 -도로경관, 도로, 도로구조(폭, 단면, 균배, 포장재, 재료, 색채), 스트리트퍼니춰(벤치, 가로등, 볼라드 등)

이미지분석 -패스(Path : 길, 도로), 노드(Node : 절, 결절점), 지역, 주변녹음(Edge), 랜드마크(Landmark : 절, 표정)

유니버설 환경 분석 - 무장애, 무차단, 유효 폭, 슬로프, 점자표시, 음성유도,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오감과 정보 - 시각, 후각, 미각, 촉각, 빛, 색, 형태, 균형, 야경과 낮의 경관 등

측정항목 -현황조사 분석틀의 대상지역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설정

사용자중심 측면
-보이드(비움) 지향 요소(공간구조, 조망, 관통, 연속성), 유니버설적 요소(점자표시, 음성유도, 유도블록),

범죄예방(Crime Free) 요소, 편리, 쾌적성(시각, 청각, 촉각, 형태, 균형)

정체성 측면 -장소성, 목적성, 인간친화성, 휴먼스케일, 인지성

지속가능성 측면 -지속가능성, 관리의 용이성

참여적 측면 -참여성, 주민자율성

경제적 측면 -내구성, 효율성

(5) 분석요소 검토

대상지역 분석요소는 장소성, 공간, 경관, 이미지, 유니버설 환경, 오감과 정보로 설정하였으며 장소성 분석은 그 지역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으로서 장소가 갖는 힘과 이용자의 행위 등 비물리적인 요소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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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사진각국사대각원 조탑비

팔달문

화서문

화성

화성행궁

수원광주이씨 월곡댁

지지대비

팔달문동종

봉녕사 석조삼존불 및 불화

노송지대(송죽동)

노송지대(파장동)
노송지대(이목동)

김준용장군 전승지 및 비

심온선생묘

팔달산지석군묘

아담스기념관화령전

여기산 선사유적지
수원축만제

수원향교
항미정

거북산당

수원역대목민관송덕비군

수원역대목민관송덕비군

창성사지

미륵당

정유선생묘

이목동 출토 석곽묘

꽃뫼제사 유적지

벌말 도당굿 및 도당

고색동코잡이 놀이 및 도당
버드내 산제당

만석거(일왕저수지)

원천천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일왕저수지(만석지)

광교저수지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서호(축만제)

일월저수지

복개구간

파장저수지

성균관 대학교

경기대학교

월드컵경기장

아주대학교

경기도 문화의 전당

수원시청

동수원
(창룡문길,동수원I.C)

원천로

남부우회로

경수로

고색로

북수원
(경수로,북수원I.C)

서수원
(수인로,서수원I.C)

역전로

영통서부도로

월드컵경기장

삼성전자

수원역

수원화성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향토유적

(6)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의 현황분석 검토

수원시 공공디자인 현황 분석함에 있어 수원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수원시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

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공공디자인의 기본구상 및 계획의 틀 마련, 상위계획간의 연계성 강화

역전로

원천로

경수로

매산로

경부선

영동고속도로

의왕고색간고속화도로

남부우회로

• 수원시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수원역, 화성과 장안문, 팔달문과

첨단의 상징인 삼성전자 디지털단지가 있음

◎ 수원시 상징적 지역

• 수원시의 도시구성요소 중 가장 강한 영향력 있는 지역으로

화성과 향토유적 등 역사문화재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수원시 역사문화 지역

• 수원시의 지역간 교통축과 간선가로망은 매우 강력한 도시경관이미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수원시 주요도로

• 수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부 주변공간으로 수원시 진입 인식

• 및 이를 통한 도시이미지 형성 용이

◎ 수원시 진입관문

• 일부 공공시설의 경우 대규모 건축물에 의하여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으며 개선계획 검토 필요

◎ 수원시 공공시설

• 수원천, 서호천, 원천천, 황구지천의 4개 하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축 형성

◎ 수원시 자연환경



35

(1) 주요도로별 현황분석

보도패턴 분전함 방호울타리

방음벽 버스정류장 수목보호대

보도패턴 지하보도 전화부스

우체통 공공안내표지판 버스정류장

4.3 도시공간 유형별 현황분석

• 도로점유 시설물의 과다설치와 부적절한 배치로 인해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

• 역사적 공간, 문화예술 공간 등 특성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소적 매력이 부족

• 자치구별로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이 다양하며 무질서한 시설물 설치로 인한 황폐한 가로환경 조성

◎ 주요 시설물 현황

◎ 경수대로 현황분석

북수원I.C 부근 (북측관문지역) 수원시 종합운동장, 홈플러스, 장안구청 부근

수원 종합버스터미널 부근 남측 관문지역, 비행장삼거리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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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I.C 부근 (서측관문지역) 도청사거리 부근

중동사거리 부근 수원시 동측관문지역

• 시설물의 통일성·지역성이 부족하여 지역적 문화적 특성의 반영 요구

• 가로시설물의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제작에 따른 안전성 저하되어 이용자의 불편함 초래

• 차량위주의 공간 조성으로 보행자의 접근성 및 안전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음

◎ 수인산업도로 & 원천로 현황분석

구두수선대 가로띠녹지 분전함

수목보호대 일반벤치 신호등제어함

맨홀뚜껑

옥외광고물

휴지통

지번판

볼라드

디자인가로등

◎ 주요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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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안내판 지하보도 캐노피 볼라드

교통신호함 휀 스 맨홀 뚜껑

캐노피

가로수보호덮개

분전함

방음벽

자전거도로

도로 명 주소판

• 지나치게 많은 광고물 부착, 과도한 크기로 인해 건물의 형태, 재질감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아 특색 없는 공공공간 형성하고 있어 수원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없다

• 주변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이 열악하여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

◎ 역전로 & 동서로 현황분석

수원역 부근 화서역 부근

버들사거리 부근 수원시 남측관문지역

◎ 주요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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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육교 서수원버스터미널 부근

수원종합버스터미널 부근 권선구청 사거리

맨홀뚜껑 현수막 수목보호대

버스 승강장 벤치 영상정보매체 볼라드

가로등 하부

교통통제실

보행로

지번판

교통통제소

자전거도로

•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미흡하고, 수원시를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현이 부족하다

• 획일적인 형태와 디자인으로 쾌적한 도시경관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부족하다

• 시설물의 불합리한 배치로 인한 사용성과 가능성 저하하여 보행자들의 보행 시 안전을 위협한다

◎ 서부우회로 & 남부우회로 현황분석

◎ 주요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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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맨홀 안내표지판 가로판매대

자전거보관대 장애인유도 블록 관광안내판

• 시설물의 통일성·지역성이 부족하여 지역적 문화적 특성의 반영 요구

• 가로시설물의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제작에 따른 안전성 저하되어 이용자의 불편함 초래

◎ 정자로(능행차길) 현황분석

볼라드 파고라 자전거보관대

종합안내판 방음벽 보행공간

• 공공시설물의 무계획적인 설치 및 배치는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시각적 혼란을 야기한다

• 부적절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미흡하며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 월드컵로 현황분석

자전거도로 광 장 횡단보도 앞 볼라드

보행공간 수목보호대 볼라드

• 도로여건 및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기능적 효율성이 떨어진다

• 주변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열악 및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아 특색 없는 공공공간 형성

◎ 밀레니엄 길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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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공공기관 현황분석

• 시설물의 독창성, 지역성이 부족하여 지역적 문화적 특성이 부족한 공공건축물

• 차량중심의 외부공간 조성, 폐쇄적인 공간 계획으로 접근성 저하 및 보행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부족

• 관습적이며 정형화된 건물 디자인으로 인해 도시경관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주요 공간 현황

권선구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영통구청

장안구청

팔달구청

주민센터

조형물 휴지통 휀 스

종합안내판 주차장부스 플랜터

주민센터 재활용수거함 보행등

자전거보관대 벤 치 쉼 터

◎ 주요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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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구지천

서호천

수원천

원천천

( 세류대교 ~ 매세교 / 경기교 ~ 화홍문 )

( 장안구 파장동 ~ 권선구 장지동 )

( 화성시 반월면 초평리 ~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

( 용인 수지구 상현동 ~ 화성시 태안읍 반정리 )

(3) 수공간별 현황분석

•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수변공간 형성하여 도시미관 저해

•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공간계획으로 공공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짐

•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족으로 시설의 노후화 등 편의성 저하, 효율성 저하

난간 수변조형물 교량구조교량하부 쉼터안내판

교량 벤치 돌계단표지판 안내표지판맨홀

14.45 km11.52 km

14.10 km
10.23 km

◎ 주요 시설물 현황

주요 공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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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공원 만석공원

장안공원 광교공원

자전거도로 파고라 휴게시설

휀 스 조형물 맨홀뚜껑

공공화장실

플랜터

조형물

플랜터

벤 치

교통통제소

◎ 주요 시설물 현황

(4) 자연녹지별 현황분석

•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공공공간 형성하여 도시미관 저해

• 지속적인 유지관리 부족으로 시설의 노후화 등 편의성 저하, 효율성 저하

• 이용자의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기능적 효율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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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I.C 부근 (북측관문지역) 남측관문지역

동측관문지역 서수원I.C 부근 (서측관문지역)

(5) 진입거점별 현황분석

•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경관계획으로 수원시 진입 정체성이 부족함

• 차량중심으로 보행자 접근성 및 안전성 불량하여 보행환경 열악함

• 획일적인 형태와 디자인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부족하다

영상정보매체 가로등 수원시 안내판

현수막 휀 스 공사가림막

신호등

옥외광고물

파고라

공사가림막

도시진입경관

분전함

◎ 주요 시설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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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테마거리

(1) 팔달구 주요가로 현황분석

볼라드 가로등 제어함 수목보호대분전함 파고라 자전거보관대

경수로

광교신도시

밀레니엄 길

월드컵경기장

효성사거리

• 과도한 색채,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의 사용, 지역 상징, 홍보문구를 빈번하게 노출하여 도시미관 저해

•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공간계획으로 공공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짐

• 각 시설물 간의 조화가 부족하며 설치 주체에 따라 디자인 수준에 편차가 있음

분전함 벤 치 성 곽

원천로
유신로

휀 스 제어함 버스표지판 택시표지판 관광안내도

역사문화탐방로(수원 화성성곽부근)

화성행궁

경수로

경기도청

월드컵경기장

• 역사적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공간 형성으로 도시미관 저해

• 가로의 특성에 대한 고려, 주변과의 조화 및 연계가 부족

• 통합적 관리 부재로 설치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디자인의 일관성이 부족

4.4 공공디자인 지역별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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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문길

(2) 장안구 주요가로 현황분석

보도패턴 건물 번호판 맨홀뚜껑

수성중학교

수원농생명
과학고등학교

옥외광고물 가로판매대 보행가로등 제어함 버스표지판

경수로

수성로

거북시장

주거지역

•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미흡하고, 정체성의 표현이 부족함

• 상징조형물인 화성의 조망점을 고려하지 않아 지역적, 역사적 특색이 떨어짐

•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공간계획으로 공공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짐

소화전 플랜터 보도패턴

역전로

정자로

KT & G

만석공원

분전함 가로등 제어함 수목보호대

걷고 싶은 거리(영화천변길~두견 길)

수성로

수원병원

• 획일적인 공간조성으로 특색 없는 가로경관을 형성하여 이용성이 떨어짐

• 기성품 위주의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장소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음

• 가로시설물의 부적절한 배치와 관리소홀로 인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며 안전성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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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 싶은 거리(노송지대)

• 시설물의 내구성이 약하고,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낙후되어 있음

• 가로시설물의 잘못된 형태와 디자인으로 기능성 및 효율성이 낮음

• 도로여건 및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가로환경이 주변과 조화롭지 못함

걷고 싶은 거리(수원교육청~수원보훈지청~광교유원지)

• 과도한 가로시설물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미흡하며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가로공간 내 필요이상으로 중복 설치되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 저해함

• 지나친 색채의 강조로 인해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못하고, 형태 및 재료의 표준화된 규정이 미흡함

공사가림막 휀 스 수목보호대

서부우회로

제어함 환경조형물 가로등 공공안내판 우체통

경수로
SK 케미칼 수원공장

북수원 I.C

경기인재개발원

수성로

월드컵로

공공안내판 제어함 우체통 버스표지판 원형플랜터

경기대학교

경수로

수원교육청

수원보훈지청

제어함 환경조형물 가판대 통합신호등 보도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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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문화의 거리

(3) 영통구 주요가로 현황분석

아주대병원

월드컵길

밀레니엄 길

원천로

아주대삼거리

건물 번호판 보도패턴 맨홀뚜껑 수목보호대 전화부스 소화전 공공안내판 공사안내판

걷고 싶은 거리(매탄 4, 5단지 사잇길)

•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미흡하고, 정체성의 표현이 부족하여 지역적 특색이 적음

• 지나치게 많은 광고물 부착, 과도한 크기로 인해 가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함

• 가로시설물의 잘못된 형태와 디자인으로 기능적 효율성이 낮음

• 다수가 이용하기 편리하거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공간 및 보행로가 부족함

•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재질 색채의 사용으로 지역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

•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설물의 부족으로 효율성 및 기능성 저하

휀스 벤치 공공안내판

매탄공원

밀레니엄 길

공사가림막 트렌치 수목보호대

효원공원

KBS 수원센터

동수원초등학교

매원중학교

동수원로

유신고등학교

인계3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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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현수막게시대 소화전

남부우회도로

영흥공원

볼라드 수목보호대 트렌치

현수막게시대 휀스 공공안내판

잠원중학교

남부우회도로

반경천1길

영통서부도로

벤치 수목보호대 휀스

걷고 싶은 거리(영덕고교 옆~영동초교~태장중교)

걷고 싶은 거리(박지성길)

I-park농경지

현대타운

삼성전자

영통로

태장고등학교

영통초등학교

반달공원

• 공공건축물인 교육시설이 차량중심의 외부공간 조성으로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함

•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고려가 부족하여 효율성 떨어짐

•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가로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디자인이 건물과 가로환경에 조화롭지 못함

•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획일적이고 특색 없는 특화가로를 형성하여 도시미관 저해

• 도로여건 및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기능적 효율성이 떨어짐

•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부족으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편의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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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선구 주요가로 현황분석

걷고 싶은 거리(성균관대 정문~일월로)

• 공원 내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의 미흡으로 기능성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 광장의 조성이 획일적이며,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아 기능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 가로시설물의 시공편의 위주의 디자인으로 장소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아 지역성이 부족

•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공간계획으로 공공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짐

• 주변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이 열악하며 지역적 특색이 없음

• 통합적 관리 부재로 설치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디자인의 일관성이 부족함

플랜터 플랜터 버스정류장 가로등 제어함 공공안내판 트렌치 가로등 제어함

수인로

성균관대

서부우회도로

일월저수지

시외버스터미널

아파트 단지

수목보호대 볼라드 교 량

입북초등학교

수인로

가로등 제어함 사설안내판 공공안내판

걷고 싶은 거리(입북동주민센터~왕성저수지~경기대명고)

성균관대 식물원

농경지

서수원 자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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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공간 현황 및 문제점

가로시설물의 보도공간 점유 자전거도로에의한보행공간미확보 차량, 광고물, 노상 적치물 점유

보도 단 차 시설물로 인한 보행 장애 보도 평탄도 불량

보도 변 차량 진출입구 교차로 및 골목길

포장재료 및 색채 혼잡 건물 전면공간 (Set-back 공간)

도시의 활력을 수용할 장소공간 미흡보도와 단절된 건물 저층부 계획

4.5 공공디자인 분야별 현황분석

• 시설의 불합리한 배치로 인한 사용성과 기능성 저하되어 이용자들의 불편함 발생

• 주변의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연출

• 지속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 미흡으로 공공공간의 환경 악화로 인하여 안전성 위협

• 장소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색 없는 공공공간 형성으로 지역경쟁력 저하

시설물로 인한 보행공간 잠식

보도의 통행성 및 안전성 저해

교차부의 통행성 및 안전성 저해

보도패턴 혼잡으로 인한 가로 이미지 저하

가로 활성화를 유도할 공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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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건축물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청, 수원시청, 팔달구청, 장안구청, 영통구청, 권선구청, 각 주민센터

무분별한 설치 시공으로 대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이 건물과 조화롭지 못함

공공건축물 현판 및 게시판의 재질 및 색채가 다양하여 조화롭지 못함

시공위주의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의 연계성이 부족

• 차량중심의 외부공간 조성 및 폐쇄적인 공간 계획으로 접근성 떨어져 이용자들의 편의성 저하

•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관습화 된 디자인으로 지역적 특색이 없음

• 공공건축물의 친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선도적인 건축물로 인식 어려움

•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이용자들의 안전 위협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외관 형성으로 지역 특색 반영 미흡

지역의 공공청사로서 지역주민 및 사용자를 위한 공공성이 부족한 외부공간 계획

건축물 외관 및 외부공간과의 재질·색채의 연계성 부족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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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함, 분전함, 지상노출승강기,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환풍구, 지하보도 캐노피, 육교

쉘터, 볼라드, 펜스, 가드레일, 휴지통, 벤치, 가로등, 안내판, 광고탑, 공중전화, 가로수보호덮개, 가로화분대 등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시설물

(3) 공공시설물 현황 및 문제점

옹벽 및 담장, 방음벽 - 형태 : 다양함 / 재료 : 콘크리트, 콘크리트 담장 / 색채 : 혼재되어 있음

지하차도 및 교량 - 형태 : 다양함 / 재료 : 석재,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플라스틱 / 색채 : 혼재되어 있음

• 공공시설물의 부적절한 배치와 관리소홀로 인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

• 과도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도시 경관 및 가로환경의 조화성 저하

• 과도한 색채 및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미흡하며 지역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 시설물의 내구성이 약하고, 유지․관리가 원활하지 못해 낙후된 지역 환경 초래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외관 형성으로 지역 특색 반영 미흡

지역의 공공청사로서 지역주민 및 사용자를 위한 공공성이 부족한 외부공간 계획

건축물 외관 및 외부공간과의 재질·색채의 연계성 부족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제작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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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시각매체 현황 및 문제점

• 비효율적인 사인 시스템으로 인해 효과적인 정보전달력을 갖지 못하여 이용자 불편 발생

• 공공시각매체의 통합적 관리 부재로 설치·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디자인의 일관성이 부족

• 공공시각매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특성 및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미흡하고 정체성의 표현이 부족하여 도시경관 및 가로환경 저하

교통 안전 및 도로안내 사인

지역안내 / 공원안내 / 문화재 안내 사인

영상정보 / 공공기관 매체

보행안내 사인

권위적이고 획일적인 외관 형성으로 지역 특색 반영 미흡

지역의 공공청사로서 지역주민 및 사용자를 위한 공공성이 부족한 외부공간 계획

건축물 외관 및 외부공간과의 재질·색채의 연계성 부족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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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부착형 광고물(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5) 옥외광고물 현황 및 문제점

지주형 광고물

기타 광고물(현수막, 벽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건물옥상 대형광고물

• 건축 옥탑에 위치한 대형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주요거점의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저해

• 다양한 서체와 디자인으로 가독성이 떨어져 이용자들의 시각적 공해를 일으킴

• 건축 형태와 전면을 가리는 디자인, 고채도의 원색사용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을 저해함

• 과도한 지주형·세로형 광고물로 인한 심미성 및 보행 안전성 저하로 이용자들의 사고 발생

지나치게 많은 광고물 부착, 과도한 크기로 인해 건물의 형태, 재질감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음

지나치게 많은 대형 옥외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로 주요거점의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저해

지주형 광고물의 난립, 과도한 크기로 주요 경관을 가로막아 도시 미관을 저해

현수막의 무분별한 부착 및 설치기준 부재로 시각적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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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공공디자인 현황 분석종합

관련 주체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통합디자인의 부재1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합디자인을추진, 지역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수원시만의도시브랜드를창출

공공시설물의 기능적 효율성 부족으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저해2

시설물의효율적인 배치와 보행공간의규모에 맞는 디자인으로보다 조화롭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계획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하여 잠재력이 높으나 지역적 특성은 부족3

통합적이고심미적인 디자인을 선도하여 각 지역의 상징성·공공성을부여하고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지속적인 지역개발 및 개선사업에 따른 주변환경의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 훼손4

이용자들에게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민 및 타 지역민들에게도시의 심미적 이미지 구축

• 노후화, 기능부적절, 위치 부적절 시설은 적절한 시기에 교체·이전ㆍ설치ㆍ철거등의 보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전담 체계가

미비하여 방치됨

• 설치주체와 유지관리 주체가 상이하여 업무 과중으로 인한 유지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유지관리 및 시설물 보수 방법, 유지관리 주기 등을 총괄하는 지침이 없어 유지보수가 오히려 시설수준을 저하시킴

• 신고에 의한 대중적 관리에 의존하며, 정기적인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환경 악화와 시설노후화를 가속화하고 있음

• 사후관리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훼손된 가로시설물이 방치되어 가로환경을 훼손하고 있음

• 가로시설물을 선정하는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선택으로 객관성이 부족하며 가격경쟁으로 조잡한 제품이 선정되고 있음

• 가로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 또는 굴착 허가 시 설치에 따른 미관기준이나 심의기준이 없고, 설치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도시미관과 가로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 가로시설물의 선정, 심의기준이 모호하여 과도한 디자인 되거나 디자인을 하지 않은 시설물이 설치되고 있음

• 가격 경쟁 등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가로시설물 제작·생산업체가 질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4.6  공공디자인 현황 분석종합

(2) 공공디자인 유형별 분석

유지관리 측면

신설계획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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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서울거리

• 거리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거리 요소

들의 유기적 통합성이 부족

추진배경

• 디자인서울 4대 기본전략

• 비우는 디자인서울, 통합 디자인서울

• 더불어 디자인하는 서울, 지속 가능한 디자인서울

추진방향

• 통합디자인 추진 및 거리 야간 조명계획도 포함하여 고려

• 사업추진 전 과정 의사 결정기구 조직 및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는 가로경관 만들기 사업추진

• 디자인 전문분야 참여 및 간판개선사업 병행 추진하며 간판디자인 및 건물 마감비 (점포당 150만원) 지원

추진방법

• 1~3차에 걸쳐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

•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기대효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보도조성 및 수목 2열 식재

펜스 정비 보도확장 및 휴식공간 조성

한전 분전반 외관개선 자전거 보관대 개선

공공공간

4.7  공공디자인 분야별 선진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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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르셀로나(라람블라 거리)

• 고딕지구(고도시)와 라발지구(문화개잘지구)로 이어지는 중심거리로서 도시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계획

• 역사성과 미래적 분위기가 혼재된 공공시설물을 계획하며 내구성 있는 마감으로 유지 및 관리의 용이하도록 설계

추진방향

• 거리의 개성 넘치는 공공시설물은 도시의 자유로움을 반영하고, 각각의 시설물마다 독특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추구

• 개성 있는 시설물간의 통일성이 유지되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룸

시사점

〈 런던시청사 〉 〈 테이트모던 갤러리 〉 〈 웨일즈 의회 〉

(2) 광화문광장

• 쉼터, 조화, 소통의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교통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

• 아름다운 조망 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및 지역활성화 향상

• 세종로의 옛 모습 복원으로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지속적인 개발 계획

추진방향

•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요소의 조화로운 개발계획

• 국가를 상징하는 거리, 다양한 편의·수경시설과 보행네트워크의 연결 등 시민을 참여 공간

시사점

〈 바닥분숙 및 이순신 동상 〉 〈 서울상징조형물 〉 〈 커뮤니티 광장 〉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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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런던 카나리워프 (Canary Wharf, London)

•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복합용도개발이 이루어져 수변 공원 까지 활발한 활동이 일어남

• 대중교통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주변 저층부의 상업시설 조성으로 활성화된 보행자 네트워크 조성

• 수변에 위치한 오픈 스페이스와 가로에 면한 건축물 계획을 통해 대상지의 인상적인 경관 축을 연출

시사점

◎ 위치 : 런던 도크랜드 내에 위치한 상업업무지구

〈 런던 카나리워프 〉

(5) 시애틀 올림픽 조각공원(Seattle Olympic Sculpture Park)

• 수변으로 접근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고속도로와 철로의 상층부에 인공지형을 조성하여 수변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 부지의 상층부에서 수변 가장자리까지 약 12m의 높이 변화를 이용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조성하여 보행자들에게이동통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

• 시애틀 아트 뮤지엄의 분원으로 각종 문화시설 및 조각공원의 프로그램 배치하여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유도

시사점

◎ 위치 :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공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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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싱가포르 난양기술대(School of Art,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 싱가포르 남서쪽 주롱(Jurong) 지역 위치함

• 주변지형과 자연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자인계획

• 친환경 건축물 디자인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랜드마크적인

건축물 계획

• 200만㎡의 면적으로 지형을 활용한 캠퍼스 건축물 조성 등으로 ‘가든 캠퍼스(GardenCampus)'로 불림

• 지역의 랜드마크 이자 교육의 장으로서 상징성을 지니며 지역활성화가 향상 되어짐

(7) 구마모토 Art-Polis

• 구마모토 현의 풍부한 자연과 역사 풍토를 살려 나가면서 후세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건축물(구조물) 창조

• 현민들에게 도시문화·건축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구마모토 현만의 생활공간을창조

추진방향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시스템은 현내의 뛰어난 건조물을 표창하는 현창사업, 강연회, 심포지엄, 전람회 등을 개최하는

프로젝트 사업

• 기획·홍보·인재육성 사업으로 이루어져 개발 및 발전이 수월하게 진행

시사점

〈 구마모토 북 경찰서 전경 〉 〈 오구니마치 읍민 체육관 〉 〈 아속군 오구니마치 목혼관 〉

〈 싱가포르 난양기술대 〉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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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영국 런던

• 공공건축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인식

• 상징성과 랜드마크 적인 설계를 통해 시민의식 고취

추진배경

• 친환경, 고효율의 건축물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민간

건축물의 수준 선도

추진방향

• 지역의 랜드마크 이자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상징성을 지니며 주민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Better Public Buildings Awards 제도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음

시사점

(9) 프랑스 파리

• 기존의 도시 맥락을 유지하는 공공건축물 계획

• 친환경적 요소의 도입 적극 검토

추진배경

• 일관된 도시정체성 및 주변과 소통하는 공공건축물 계획

•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재질 색채 사용

추진방향

• 독창적인 아이디어 도입을 통한 랜드마크 형성 및 도시의 상징적 아이콘 창출

• 광장, 공원 등 공공공간과 연계한 복합적 계획( 생활 속 문화 복합 공간으로 개발)

시사점

〈 국립도서관 〉 〈 국제회의장(CNIT) 〉 〈 퐁피두 센터 〉

〈 런던시청사 〉 〈 테이트모던 갤러리 〉 〈 웨일즈 의회 〉

공공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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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쿄 미드타운

• 총 6개의 빌딩으로 구성, IT기업, 금융기업, 특급호텔, 

아파트, 고급쇼핑센터, 병원, 미술관, 디자인전문 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 입주, 도시의 고급스러운 일상을 지향

• 녹지대, 공공미술, 공공시설물간의 조화

• 친환경 자연요소 접목

• 공공시설물의 디자인화

• 다용도 복합공간이면서 디자인 요소를 접목시킨 공간으로 도시의 고급스런 일상을 컨셉화

• 디자인화 된 공공시설물과 녹지대를 활용한 공간 구성을 휴식과 랜드마크적 개념이 공존하는 지역에 벤치 마킹하여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11) 일본 가나자와현

• 벤치나 화장실, 식재 등 시민과 관광객들의 걷기 쉬운 보행환경 정비 추진사업으로 가나자와 내에서 보행자 우선, 공용교통

우선 정책을 진행

•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골목은 물론, 생활과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가나자와 만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골목을 선정해 주민과

전문가가 합의를 통해 정비해 나간다.

추진방향

•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하여 매력 있고, 활기 있는 '걷는 마을' 만들기와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상업환경 형성

• 도시기반 정비 추진에 의한 활기 창출

시사점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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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일 베를린

• 시내 중심지역의 광장에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유료 지하 화장실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도모하고,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

추진방향

• 베를린 공공디자인 정책은 계도와 단속이 아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철저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통합성, 조화성,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적절하게 표출하고 있다

• 공공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DIN(독일공업표준규격)에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고있다

세부규정으로는, 놀이터 공간의 시설과 소재에 관한 규정, 교통시설과 보행공간에 관한 규정, 유치원 시설과 사용소재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시사점

(13) 영국 런던

•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지인 영국런던에서는 지역성을 반영한 독특한 공공시설물 계획하여 도시의 정체성 강조함

• 지역별 기본색채를 주로 사용, 통일성을 확보하며 저 채도의 색상을 사용하여 시각적 쾌적함 유도

추진방향

• 런던의 공공시설물은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매우 상징적인 디자인 계획

• 세계적인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미래지향적 디자인이 접목된 공공시설물은 런던이 지향하는 미래상을 제시

시사점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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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국 브리스톨 BLC 프로젝트 (Bristol Legible City : 읽기 쉬운 도시)

• 쇼핑, 리테일에 관련된 것들이 도시를 발전시키는데주요

요소임을 판단하여 방문객의 이해를 돕고자 함

추진배경

• Bristol Legible City (읽기 쉬운 도시)

• Human Scale Thinking

• 도시에 대한 이해와 경험

추진방향

• 도시의 서체, 색상 등의 통일성 추진 및 설문을 통한 디자인 개발방향 설정

• 통합안내 사인 시스템(sign System) : 반복되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표지판들 정비/개선

• 안내지도(Information Map)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디자인

추진방법

•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 경험

• 지역활성화 기여 : 문화산업개발 및 자연혜택의 적극적 활용

기대효과

통합안내 사인시스템 통일된 색상 및 픽토그램

<도시 서체 개발 및 사용자중심의 안내지도> <보행자가 현재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 >

공공시각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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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 도시 방문객을 위한 공공안내체계 확보 지하철, 교차로 등에 지역안내사인 설치, 다국어 지원

• 지주 하단부를 인도에 매입하여 미려하게 마감 처리함

• 중 채도 저명도의 색채 사용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함

추진방향

• 효율적인 사인 시스템으로 인해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하며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계획

• 공공시각매체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특성 및 편의에 대한 배려

시사점

(16) 일본 교토

• 도시 방문객을 위한 공공안내체계 모든 공공공간의 주요 사인에는 다국어 지원

• 공공정보의 위계 확보로 공공시각매체 우선 지각 가능 정보량 최소화 및 정보 위계를 확보하는 색채계획 시행

• 다양한 통합 지주형 가로시설물 계획, 설치

추진방향

• 공공시각매체 통합적 유지 관리로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자인의 일관성을 향상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우며 도시의 정체성을 표현하여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함

시사점

공공시각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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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외 옥외광고물 개선사례

• 구체적인 간판 모델 제시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이한 이해 도모 및 간판디자인 개념 확대를 통한 도시경관 향상 도모

• 거리와 건물과 간판이 조화로울 수 있는 모델제시를 통한 근본적인 간판문화 개선 유도

추진방향

• 간판 종류별 모델 개발 및 개발된 모델에 대한 건물별 적용 디자인 계획

시사점

◎ 일본 오사카 ◎ 일본 교토

◎ 프랑스 파리 ◎ 영국 런던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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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형별 옥외광고물 개선사례

옥외광고물 중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문자 중심의 개성적 디자인 개발

창문을 이용하여 깔끔한 미관형성, 내부 디스플레이와 연계한 연출

◎ 가로형 광고물

◎ 창문이용 광고물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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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점유면적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광고물 내용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

보도점유면적을 최소화하는 형식으로 모듈적 구성을 통해 광고물간의 조화성을 도모

◎ 지주형 광고물

◎ 연립형 광고물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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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전달 이외에도 미디어 아트 구현 등 상징적 이미지와 분위기를 형성

상징조형이나 픽토그램을 이용하여 점포의 조형적 요소로 활용

◎ 미디어 이용 광고물 (지정구역설치 광고물)

◎ 소형 돌출 광고물 (지정구역설치 광고물)

행사 및 이벤트 기간 시 홍보 효과 극대화와 가로분위기 활성화 유도

◎ 배너 이용 광고물 (지정구역설치 광고물)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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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자산 활용 공공디자인 사업

• 근대 건축물, 폐선부지 등의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정비에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역사문화자산 발굴하고 활용 가치가

있는 역사문화자산(근대건축물, 역사 및 폐선 부지 등)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리모델링 사업 전개

• 지역주민 중심의 도시기반시설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커뮤니티 강화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공장을 활용한 시민예술촌 조성 〉 〈 폐선부지 공원화 〉 〈 발전소를 현대미술관 조성 〉 〈 하역창고를 쇼핑몰로 조성 〉

(2) 공공디자인과 연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공공디자인을 접목함

으로써 시장이미지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시의 생동감 부여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역사문화를 바탕으로 한 공공디자인

개발과 시장 정비과정에서 접목

• 전통시장의상인 및 주변이야기를 스토리 텔링화 하고, 공공

디자인에 접목하여 홍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미지 개선을 통해 지역활성화 향상과 주민들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부평 전통시장 공간디자인 개선사업 〉 〈 김해 전통시장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 〈 김해시 전통시장 아케이드 개선사업 〉

4.8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선진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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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코포켓(eco pocket) 조성

• 도시 내 미이용 토지를 대상으로 친환경 소규모 공원(쉼터)

조성과정에서 공공디자인 접목을 통해 도시이미지 및 환경

정비

• 보행로와 연계된 공개공지에 친환경적인 공원 설치

• 중심시가지 및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인접한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소규모 공원

조성

• 소규모 공원 디자인에 있어서는 주민, 사용자 참여

• 광장,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 확충을 통한 쾌적한 공간 조성

• 지역민,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 조성으로 지역이미지 강화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에코 포켓 조성 〉

(4)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적용

•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안전

확보

• 환경예방설계를 통해 지역들간의 자연감시 유도

• 도시 내 방법, 안전 시설물에 공공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범죄예방 디자인

• 안전시설물, 치안등대, 인도 보도 블록에 야간조명 설치

• 범죄율 감소를 통한 지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

• 주민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향상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가로등 개선 〉 〈 치안 등대 〉 〈 CCTV 〉



71

(5) 공공디자인(공공예술)과 연계한 노후지역 정비

• 도시, 농촌 특히, 쇠퇴하고 있는 중심시가지 내에 있는

빈집, 공터 등을 공공예술, 공공디자인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

• 노후, 저 이용 시설과 공간에 공공디자인, 공공예술을 접목

함으로써 주민활동의 장소, 예술인 창작장소, 주민 휴식

장소 등으로 활용

• 노후 되고 방치된 공간을 정비하여 가로환경을 개선 및 지역활성화 기여

• 주민휴식공간 및 예술적 창작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브랜드 향상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노후주택과 연계한 공공미술(영월) 〉 〈 빈 맨션을 활용한 공공미술(대구) 〉

(6) 자연환경을 살린 친환경 공공디자인

• 자연환경보전지구에 공공디자인을 계획하여 친환경 도시

디자인 이미지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관광특화지구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공디자인으로

지자체의 상징성 부여

• 자연환경적 요소와의 조화를 이루는 공공디자인으로 친환경 도시이미지 강화

•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디자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2004 안양천프로젝트(안양천살리기 프로젝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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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나자와

4.9  공공디자인 선진사례 해외 답사

•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전통의 보존을 고려한 도시경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조례 재정과 주민과의 설득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가진 도시 이미지 형성

• 도시 경관의 보존과 개발 방향을 수립

• 전통환경보존구역과 근대적 도시 경관창출 구역을 구분

• 상징경관/역사가로경관/하천변경관/풍치경관구역 지정

•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려는 오랜 기간의 노력으로 도시 이미지를 만든다

• 도시의 주요 경관 조망점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된 도시 전체의 경관을 형성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나가마치 부케야시티아토 〉 〈 가나자와 역 〉 〈 겐로쿠엔 정원 〉

가나자와 도시경관정책

가나자와시 전통환경보존조례 재정

전통 환경 보존구역

옥외광고물조례

(1995)

1968

가나자와시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보존조례 제정1977

전통환경보존조례 폐지 및 전통&근대 경관구역 설정1989

근대적 도시 경관 창출구역

사면녹지보전조례

(1997)

용수보존조례

(1996)

전통환경보존구역 : 36개
1,887ha

가나자와의 전통환경 보존 및 아름다운 경관 형성에 관한 조례 제정2009

근대적 도시경관 창출구역 : 13개
154 ha

풍치경관구역하천변 경관구역상징경관구역 역사가로경관구역

〈 아사노가와강, 사이가와강 수변 경관 〉 〈 히가시 차야가이 – 찻집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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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고야

• 전쟁으로 소실된 시가지의 단계적인 재건과 이를 바탕으로

도시 재생에 대한 체계적인 기구를 수립하여 시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의 형성과 관리를 유도

추진배경 추진방향

나고야 도시경관정책

나고야시 도시경관조례 제정

도시 경관 정비 지구 지정

1984

일본 경관법 제정2004

경관법에 근거한 나고야시 경관 계획 수립2007

건축물 사전 신고제

• 주민이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마찌즈꾸리 협약

• 관의 보조와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 도시재생 전시관으로 나고야의 도시 경관 홍보 참여유도

공공디자인 설계 기준

마을 만들기(마찌쯔꾸리) 주민 협약

도시경관심의회

대규모 건축물 및 공작물 경관지침

외장 및 광고물 설치 지침

경관 인센티브 및 패널티 지침

• 주민 참여적인 마을 만들기 협정을 통해 도시의 지속적인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나고야

• 나고야의 도시디자인 정책은 관주도적인 우리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시사점

〈 사카에 거리 〉 〈 시라토리 정원 〉

〈 나고야성 주변 경관 〉 〈 오아시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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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쿄

• 노후화된 공장 및 주거지의 도시 재생을 목표로 도시를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터 하는 UR 도시기구를 설립·운영

• 도시재생긴급정비구역을 지정,단계적인 정비계획 추진

• 도쿄도의 장기 계획으로 도시 기능의 갱신을 목표로 하고

다양한 재개발 계획을 진행

• 주민 참여적인 도시 재생 지원 및 홍보와 교육 시행

• 도시 재생에 대한 토탈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민간 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개별적인 재개발이 아닌 도쿄의 전체적인

경관과 복합지구로서의 연계성 있는 개발을 유도

• 도시 재개발의 과정상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않고 있는 도시 디자인의 선진 사례

추진배경 추진방향

시사점

〈 오사키 역 〉 〈 시나가와역 〉

도쿄 도시경관정책

국가차원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 :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 8개 지역 2,514ha2002

민간 도시개발 투자 촉진 프로젝트

〈 건물 녹화 및 도시 연계성 강조 〉

도교 도시재생본부 설치 및 민간도시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긴급 조치 시행2001

마찌쯔꾸리 보조금 제도 수립 : 주민 협정에 의한 지방도시재생사업의 지원2004

도시 재생 영역 교외 환경 영역거주 환경 영역재해 부흥 영역

〈 마루노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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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의 시사점

• 저 채도 계열의 색을 시설, 공간, 건물 등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통일된 경관을 유지하고 일부 강한 색상을 도입하여가로의 포인트를 강조

(2) 선진도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특징

• 역사, 문화예술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배치의 적절한 배치로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증진

• 친환경, 고효율 건축물 도입 / 주변공간과의 적극적인 교류, 개방적 장소로의 전환

• 통합지주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서체를 적용하고,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 도입

• 옥외광고물은 건물의 입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가로의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량은 물론 설치위치 ,  디자인 등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

• 공공시설물의 색채를 저 채도 계열의 색으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개별적 디자인의 강조보다는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는 조화로운 디자인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버스정류소,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내는가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시설물은 공간의 특성과 장소적 조건을 고려하여 설치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이 장소에 놓였을 때 장소와의 이질감, 혹은 주변 시설물과의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있다

• 보행자가 중심인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우선 보행도로의 시설물인 도로시설물, 공급시설물 등의 공간구분이 확실하여

보행영역이 독립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 선진 도시는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보행 네트워킹 구축하고 휴식과 이벤트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수변을 따라 보행데크,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도로 등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공공시각매체의 통합디자인을 도입하고 옥외광고물의 규제를 통한 경관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관성을 가지고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전달은 간결하게 하여 이해도를 높이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색채에 대한 엄격한 적용

◎ 주변환경을 활용한 공공공간 디자인

◎ 공공건축물의 독창적 설계를 통한 랜드마크 형성

◎ 읽기 쉽고, 찾기 쉬운 공공시각매체

◎ 옥외광고물 규제

4.9  선진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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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고찰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비전, 기본방향, 기본원칙을 배경으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디자인 지침

공공디자인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공공디자인에 대한 의식개선 및 주요시책

수원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관리

공공디자인의 디자인수준 향상 및 그 외 사항

공공디자인 계획을 통한 도시의 질적 수준의 제고와 지역 정체성 확립 필요성 제기

과 거 정조대왕이 세운 계획도시로서 무수한 역사문화유산과 조화되는 도시디자인 방향을 지향

현 재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산업·교육의 도시로서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차별 없는 통합된 도시디자인방향을 지향

미 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복합다기능 도시로서 경쟁력을 지닌 생활 환경과 정체성 있는 도시 브랜드로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방향으로 발전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실행 전략 ▶ 가이드라인

디자인위원회 심의 기준 활용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디자인 기준 향상 ▶ 표준디자인

공공디자인 원칙 수립 및

관련사업의 일관성 있고 체계적 추진

시민 참여 의식 개선 ▶ 시범사업

수원시 공공디자인 방향의 현실화 및

지속적인 개선, 디자인마인드 확산

디자인 행정 효율성 증대 수원시의 도시경관 수준 향상 효용성과 지속가능성 증대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준

디자인 방향 및 목표

세부기준 수립

디자인 관련 자문.심의기준 및

시정 전반의 디자인 총괄 조정

5.1 수원시 공공디자인 필요성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기준

5.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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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와 색상 등이 눈에 띄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

• 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제거한 디자인

• 불특정 다수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제거하는 디자인

• 지역성이 담긴 모티브의 은유적 표현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디자인

•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조절과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디자인

•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력과 안전성 확보로 위험성을 최소화한 디자인

•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디자인

• 다른 시설물과 연계 가능한 디자인

• 유행에 치우치지 않는 지속성 있는 디자인

• 시공 및 유지관리 시 경제적이고 효율이 높은 디자인

쉽고 편리한 공공성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

수원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조사.분석하여“수원다움”으로 거듭나는 디자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렉티브 디자인 개발로 적극적인 참여가 유지되는 디자인

관련 제도 연계를 통한 실행 가능한 디자인 정착 다음 세대를 위한 기틀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경기도 공공디자인의 4대 기본방향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

비우고1 통합하고2 더불어3 지속 가능한4 차별 없는5 정체성 있는6

Airy Integrated Collaborative Sustainable Universal Identity

경기도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원시 경관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바탕으로 한

연계성 있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으로 ‚실천적·체계적인 실행계획 마련‛

5.2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함께하는

디자인

기억되는

디자인

배려하는

디자인

지속되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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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디자인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수원시
공공디자인
차별화
기본개념

/ 수원시 차별화 기본원칙

/ 수원시 차별화 기본방향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개념

경기도 공공디자인을 기본으로 하되,

수원시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도 높은 가이드라인 수립

“ 수원시 아이덴티티 확보”

+ =

경기도의 공공디자인은 31개 시·군의 특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차별과 통합이 공존하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 시·군의

지역간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차원의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체성 구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관련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또는 가이드라인 중에서 광역차원의 공유를 권장하는 사항을 부가시켜 보완하는‘차별속의 통합’의

개념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1) 수원시 공공디자인 차별화 계획

5.3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전략

(2) 수원시 공공디자인 분야별 전략

공공

공간

보행자 중심도시

안전한 도시

질서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공공

건축물

조화로운 디자인

친환경적 디자인

개성 있는 디자인

편리한 디자인

공공

시설물

기능을 우선시하는 공공시설물

통합하는 공공시설물

안전한 공공시설물

사용자를 배려하는 공공시설물

공공

시각매체

가독성 높은 시각매체

보편성을 고려한 시각매체

정체성이 반영된 공공시각매체

수량 및 정보량의 최소화

옥외

광고물

정량적 방향(최소화, 축소화)

정서적 방향(질서, 가독성, 조화)

개성 있는 디자인

아름다운 디자인

수원시 공공디자인 각 분야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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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기본경관계획에 기초하여 공공디자인 비전 및 방향을 수립하고 향후 경관 개선사항과 이미지를 분석한다 이를 공공디자인

에서 구현하기 위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및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공공디자인 부문에 적용 원칙과 품질 확보

등의 기준을 부여하는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
디자인 방향 및 목표

세부기준 수립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수원시기본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실행부분

경관이미지

자연경관자원

시가지 및 도시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경관기본설계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및 야간경관

계획기준

상징성 강화

자연과의 접근

공공과 민간이 공유

개방과 통합

실행계획

기존제도와의 연계강화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경관협정 및 사업추진

자문 및 심의기능 강화

공공디자인 비전 및 방향 Keyword + 경관기본방향 , 경관설계지침, 추진전략

실행체계로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광역적인 범위에서 시를 분석하고 경관계획을 제시한 경관기본계획과 맥락을 같이하여

이를 보다 구체화 할 수 있는 실행체계로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실행

5.4  수원시 공공디자인 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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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구상요소 도출

5.5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구상은 수원시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이며, 원칙적인

방향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본구상의 디자인적 요소는 인문적, 물리적 환경정비요소를 도출하여 종합적 검토하며 통시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맥락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디자인요소(인문적·자연적)

인문적, 자연적 디자인 요소(형태, 색상 등)

과거 : 역사, 전설, 설화 등 인문·도시적 요소

현재 : 도시가로의 맥락 및 경관요소, 잠재력

미래 : 도시의 미래 이미지

(2) 기본구상 요소 검토

기본구상 요소의 검토는 역사 문화적, 첨단과학, 관광, 주거 ·교육 요소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유형자원 이미지에 의한 디자인

키워드(key word)를 도출한다

키워드( Key word )

역사·문화의 조화 / 사람 중심의 문화 / 미래를 위한 경쟁력

① 역사문화적 요소 - 화성성곽문화, 수원시 문화행사 등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의한 키워드를 도출한다

② 첨단과학도시 – 수원첨단산업단지, 수원 삼성전자 등 첨단과학을 상징하는 키워드를 도출한다

③ 관광도시 – 역사탐방길, 화성 행궁 등 관광요소를 도출하여 검토한다

④ 주거 ·교육도시 – 성균관대 및 경기대학교, 살기 좋은 주거단지를 상징하는 이미지에 키워드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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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의 도시특성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 외 많은 문화재 보유

◎ 수원은 세계적 문화 유산을 갖춘 도시이다

1789년 10월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의 무덤이 수원의 관아가 있는 중심부(현 화성시)로 옮겨지고, 이곳에 있던 수원 사람

들이 현재 수원 지역으로 이전 읍치의 이전과 함께 화성을 축조하게 되고, 매년 참배를 위해 능행차를 시행했으며, 화성행궁

등 필요시설 축조 능행차길 길목인 수원 현 노송지대에 내탕금을 사사하여 소나무 500그루를 심는 등 많은 관심을 보임

◎ 수원은 정조대왕의 효심에서 생겨난 효원의 문화 도시이다

• 수원의 옛 지명(牟水國, 買忽, 水城, 水州)과 현재 지명으로 볼 때 본래 물의 고장

• 하천, 호수, 구룽지, 산 등 다양한 자연경관 보유

◎ 수원은 다양한 자연경관이 존재하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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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첨단과학을 이용하여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

• 지형을 고려한 토목기술과 방어를 위한 축성기술이 결집되어 독특한 도시경관 창조

• 실용적인 건축미학적 특징이 있는 과학도시

• 21세기 첨단산업과 국제적 브랜드인 삼성전자 입지

◎ 수원은 첨단과학의 도시이다

•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수원여대, 합동신학대, 동남보건대 등 다수의 교육기관 입지

•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 조성의 시책 추진

• 수원갈비축제 / 화성문화제 /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 / 효의 성곽 순례 / 여름 음악축제 / 난파음악제 등 다양한 축제행사

◎ 수원은 다수의 교육기관 입지와 다양한 축제로 젊음과 활력이 있는 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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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의 과거, 현재, 미래

• 백제와 고구려의 옛 영토 / 수원의 고유지명인 ‘매홀’

• 물 고을이라는 발음의 표기에서 유래

삼국/통일신라/고려 조선시대

• 정조대왕이 세운 계획도시 / 정조(1793)때 화성 유수부로 승격. 

• 경기도의 도청 소재지

• 철도교통의 중심지

• 경부선(1905), 수여선(1931),수인선(1937) 개통

일제시대 1960~70년대

• 도시화 시대 초기 경기도청의 이전으로 경기도의 중심

• 아주대, 성균관대, 경기대 개교로 교육의 중심으로 부상

• 삼성전자의 이전으로 첨단산업과 국제적 브랜드화

• 삼성전자 주변지역 관련 산업 집적

1980~90년대 1990~2000년대

• 화성세계문화유산 등록

• 수원 외곽지역의 신도시 개발

수원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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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가 조화되는 디자인 사람이 중심 되는 디자인 미래를 준비하는 디자인

Tradition City Human City Sustainable City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는_

사람중심도시

문화와 예술의 정체성을 체험하는_

문화관광도시

현재의 것을 더욱 가꾸고 다듬는 지혜_

녹색성장도시

수원의 문화적, 전통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경쟁력을 지닌 도시브랜드로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자연, 문화, 미래’가 공존하는 수원

(5)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6) Public Design 기본목표

과거와 현재 수원의 문화적, 전통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가 조화되는 디자인

현재와 미래 차별 없는 사람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휴먼 디자인

과거와 미래 경쟁력을 지닌 생활 환경과 정체성 있는 도시 브랜드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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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분야별 공공디자인 기본구상

• 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기본 목표 및 계획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 가이드라인은 기본전략과 분야별 계획방향을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1) 공공공간

• 지역적 특성과 장소적 맥락이 반영될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만든다. 이를 위해 상징적인 조형물, 시설물의 설치를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고 보 차 분리를 실시하는 등 보행자 중심 공간으로 조성한다

• 자연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친 환경성을 높인다

• 단일공간이 아닌 도시의 통합적 공간으로 인식하여 인접한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과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양호한 공간의 부족

장소성 부재

접근성 미흡

양호한 공간의 확보

장소적 매력 창출

접근성 개선

쾌적한 도시

특색 있는 도시

매력 있는 도시환경 연출

수원의 정체성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분야별

계획방향

디자인

가이드라인

◎ 기본목표

◎ 디자인 계획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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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공간

도로의 이용대상에 따라 보행자도로, 자동차도로, 자전거도로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도록한다

특히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가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구 분 디자인 원칙

보행자 도로

-보도의 평탄성을 유지한다

-보도 상 장애물을 최소화한다

-다양한 식재와 조경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교차로, 교통 환승 지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야확보가 필요한 구간은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한다

-가로판매대, 벤치, 휴지통을 적절히 배치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도시의 주요 공공공간, 녹지, 수변 공간 등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보행네트워크 개념을 도입한다

자전거도로

-보행로 및 차도와의 구분을 명확히 함

-자전거 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탄성을 유지(경사각 규제)한다

-이면도로, 차량 진출입로 에는 주의표지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자전거 보관대 등 편의시설을 적절히 배치한다

-보도에 설치되는 자전거 도로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한 색채의 사용으로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자동차 도로

-도로의 여건을 감안하여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 표지,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보차 공존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위주의 환경조성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이도록 한다

• 광장은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주변의 맥락을 고려하여 장소성을

갖는 조형물이나 편의시설을 배치한다

• 주변 공공공간과의 연계성으로 고려하여 보행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성한다

• 민/관 협력을 통해 광장 조성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원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장소적 매력을 갖도록 바닥패턴, 색채, 식재 등을 계획한다 공원 내 편의시설은이용자의행태를

고려하여 배치하고 주변 공공시설, 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인다

◎ 도로의 디자인 원칙

◎ 광장의 디자인 원칙

◎ 광장의 디자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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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건축물

• 공공활동 중심공간으로서 전체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개방적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시민 활동의 중심공간으로 기능 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름답고 독창적인 공공건축물은 도시의 상징이 되고, 지역 사회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전환하여 다수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 문화공간이자

휴식처로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친환경 요소를 도입한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통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 구축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한다

• 공공건축물 표준디자인 기준 마련

• MP·MA, 디자인 커미셔너 제도 등 민간전문가의 활용

• 현상설계 / 아이디어 공모의 적절한 활용

• 디자인 사전 심의 및 자문제도의 도입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계획 및 실행

기능의 다양성 부재

공공성 저하

이용자에 대한 배려부족

기능과 장소의 연계

심미적인 디자인 연출

이용자 중심 공간계획

공공적 가치 회복

주민의 편의 증진

선도적인 공공공간 조성

◎ 기본목표

◎ 디자인 계획방향

◎ 디자인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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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지

입 지

• 보행 및 대중교통 수단을 통한 접근성을 고려한다

•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장소에 입지하도록 한다

• 공원, 광장 등 공공공간과의 연계가 원활하고, 변화와 확장의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건축선
• 건축선 지정을 통해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 건축선 후퇴로 인해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조경이나 광장을 조성하여 개방한다

전면공지

대지 내 공지

• 연속적이고 통합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이용효율을 높이고, 휴게공간, 소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보장한다

• 야간 조명등을 통해 야간에도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대지경계 • 담장설치를 제한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변과의 시각적, 공간적 개방감과 일체감을 높인다

필지 내 보행로, 

보행통로

• 대규모 공공건축물은 대지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확보한다

• 가로에서 건물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독립된 보행로를 최소 1개소이상 설치하고, 시설물의 배치 등

으로 통행에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

진입로, 주차장

• 주 출입구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 전면에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보 차 분리를 한다

• 가로에서 건물까지의 보행 통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옥외주차장을 설치한다

건 물

형태 및 외관 재료

• 보편적 디자인에서 탈피하여 독창적인 건물을 도입, 지역 랜드마크 로서 기능하게 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재료와 건물형태로 설계한다

• 건물 입면에 무분별한 현수막, 옥외광고물 설치를 지양하고, 설치 시 건물의 입면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높이, 스카이라인 • 지형, 주변건물 및 가로스케일을 고려하여 활력 있는 도시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배치 • 주변 건물과 건축선을 맞추고, 방향성을 같게 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저층부 진입과

개방성

• 계단식 진입을 지양하고, 보행약자를 고려한 출입구 설치한다

• 저층부에 휴게공간 및 공공문화공간을 마련하여 공공성을 높인다

• 투과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시각적 개방성을 확보하고, 자연채광을 도입한다

◎ 공공건축물 디자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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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물

형태 •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기능에 맞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한다

기능 • 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이용자의 속성을 고려한다

재질 • 기능적이며 내구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색채와 조화롭게 선택한다

색채 •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지역성이 반영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규모 • 이용인구,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를 결정한다

설치 및 배치 • 지면결합부위의 처리에 주의하고, 다른 시설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한다

• 사용자가 손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 합리적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 연관된 공공시설물 간의 통합을 모색하고, 시설물 간의 색채, 형태, 재질 등에 있어서도 시각적 통일성을 강조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하고 장소별 이용량을 고려하여 설치수량을 결정한다

• 지역적, 장소적 특성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한다

획일적인 디자인

효율성/ 기능성 저하

도시경관 저해

디자인 수준 향상

합리적인 기능 개선 도모

유니버셜 디자인 강조

편안한 도시

안전한 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환경

◎ 디자인 계획방향

◎ 기본목표

◎ 디자인 원칙



90

(4) 공공시각매체

• 정보통합을 통한 도시경관과의 조화시킨다

• 일관성 있는 정보 전달 체계와 디자인을 통해 공공시각매체의 시인성과 가독성을 높여 명확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한다

•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하고, 체계적인 다국어 표기 방법을 도입하여 공공시각매체의 국제성을 고려한다

•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는 공공시각매체를 사용한다

• 가독성이 낮은 장식적인 서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 가독성을 위하여 자간, 행간의 조절을 권장하며, 과도한 장평 조정 및 변형은 금지한다

• 동일한 공공시각매체에는 다양한 서체의 사용을 금지한다

• 글자와 픽토그램 및 사인 판형간의 여백을 확보한다

• 영문서체는 세로쓰기를 하지 않는다

• 공공시각매체의 주요시설 및 장소 표기는 한글과 영문의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 터미널, 역과 같은 주요공공장소와 유적지, 관광지의 안내표지판은 2개 국어 병기를 원칙으로 한다

• 다국어 표기 시, 한글-영어-기타 외국어 순서로 표기한다

• 영문표기는 국가 지정 로마자 표기원칙을 따른다

• 영문은 한글과 같이 세로쓰기를 하지 않으며, 세로로 표기할 경우 가로쓰기를 돌려서 표기한다

정보량 과다

사인시스템 부재

다양한 형태 및 색채

정보량 조절

시각매체 체계 개선

디자인 통일성

찾기 쉬운 도시

쾌적한 도시

잘 읽히는 도시경관 구축

◎ 디자인 계획방향

◎ 기본목표

◎ 디자인 원칙



91

(5) 옥외광고물

정보량 과다

경관과의 부조화

과도한 디자인

정보량 조절

현실적인 기준 제시

지역별 특성 반영

쾌적한 도시

잘 읽히는 도시

쾌적한 가로환경 구축

분야별

용도별

크기, 형태, 수량, 표기요소, 그래픽 요소

재질, 색채, 조명, 설치, 설치 주체

규제대상 요소

규제완화 규제강화

• 옥외광고물의 수량을 최소화하고, 간판의 크기 및 면적을 규격화 하여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유도한다

• 표기내용을 최소화하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기방법․여백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일률적인 형태의 광고물 정비를 지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를 유도한다

• 지역의 경관 특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크기, 형태, 색상을 고려한다

• 색채, 수량, 유형, 규격, 표시내용 등을 지역에 따라 적용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침을 마련한다

•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 디자인 계획방향

◎ 기본목표

◎ 디자인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