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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단계

정착단계

수립단계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단계별 과정

적용 주최가 되는 수원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인식 공유를 통한 활용성 증대

관련 상위계획 검토 및 방향 설정 주요항목의디자인 방향 및 현실성 검토

수원시 도시 현황의 문제점 분석 시각 자료를 통한 기본 디자인 인식 공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한 기본 전략 도출 계획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시민 인식 개선

공공부문의우선적인적용

계획을 현실화 하기 위해 심의 및 자문 기준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문제점 보완, 현실성 확보

심의 및 자문 기준으로활용/보완

효율적인 조직체계 및 운영방침, 적용상의 행정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관리방안 개선

효율적인운영, 관리방안 개선

규제 및 제한으로서의 공공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과 메뉴얼적 지침으로 디자인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관의 역할

공공디자인대중성 확보

수원시 도시디자인 방향의 체계적인 정립 및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관·민의 협동으로 자발적인 도시 경관 형성

민간부문(도시구성요소) 확대 적용

정리된 수원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도시 자원의 Re Design, 차별화된 수원의 아이덴티티를 위한 디자인 개발

수원시도시 브랜드 개발/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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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디자인 계획에서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광범위하고

사업 추진 주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가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우선순위에 따라 단기, 중ㆍ장기사업

으로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1) 단계별 추진계획

2. 향후 단계별 추진전략

(2) 단기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 사업의 실행에 앞서 사업의 성과가 시 또는 자치구의 도시발전 방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각 분야별로 디자인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 기본방향 및 디자인 원칙을 근거로 하여 사업의 성과가 일률적이면서도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일관되고 합리적인 공공디자인 수준을 담보하고, 수원시 차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시설물에

대해서 표준디자인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설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표준디자인 시설물 개발 보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5 2025

단기 실천계획 중기 실천계획 장기 실천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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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의 지원과 활성화를 유도한다

(3) 중기 추진계획

• 수원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기관, 부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진행해오던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 및 시설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 법률적 근거에 따라 관련 사업의 실행을 주관하고, 관련 기관 및 부처 간 업무조정을 담당할 운영조직이

필요하다. 운영조직의 정비는 계획 및 시설물의 실질적인 통합적 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은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여 다수의 공공디자인을 대상으로 일괄적인 개선을 시행함으로써

가로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 가로환경 개선 시범사업은 가로의 성격에 따라 중․단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방안을 모색한다

•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전담조직, 조례, 기본계획 등)

•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교육

• 시민 참여 유도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민간주도사업에 대한 광역 차원에서의 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발

• 공공디자인을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및 도시마케팅 활성화

관과 전문가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공공디자인 환경이 지역주민이나 시민단체,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장기 추진계획

• 주요 도시거점, 또는 핵심 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을 한다

• 공공디자인을 핵심가치로 하는 특화도시를 육성하여 파급효과를 강하게 한다

공공디자인 체계 확립 및 교육 프로그램

공공디자인 계획 및 관련 법제 정비

가로환경 개선 시범사업

시범도시 선정 및 지원사업

통합관리체제구축



343

• 수원시 공공디자인 정책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적용하여 봄으로써 현실성을 검증하고 수정 보완하여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수립

• 실천적인 수행으로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및 개선의 효과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체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시범사업 선정목적

3.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검토

(2) 시범사업의 대상

타 지역 시범사업의 문제

• 현실성을 간과한 대규모의 사업 제시로 예산

확보의 어려움

• 관련 상위계획 및 타 부서의 용역계획과의

중복 수립

• 관련 민원 및 동의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간연장 및 과업 수행의 취소

수원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 공공디자인 확대 및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의 단계별 제안

• 공공성을 강화하되 민원 발생소지가 적은

사업의 선정으로 실효성 강화

• 관련부서의 예산수립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소규모 예산으로 수행 가능한 제안

•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심시가지와 상점가

•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

•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공간

• 공공디자인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디자인 등

시범사업은공공디자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음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공공디자인의시범사업 대상은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으로 한다

• 가로공간. 공원, 광장, 친수공간, 기타 공공공간

• 행정 및 공공기관 건축물, 의료 및 복지건축물, 교육건축물, 문화 및 체육건축물

• 교통시설물, 휴게 및 편의 시설물, 관리시설물, 공사안전시설물

• 교통관련 시가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지역/시설안내 시각매체/ 영상 시각매체

• 건물부착형 광고물, 지주형 광고물, 기타 광고물 등

◎ 차별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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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사업 기본방향

수원시의 균형적인발전1

동·서간의균형있는공공디자인

발전을위한시범지역선정

동

서

공공성및효율성극대화3

동·서간의균형있는공공디자인

발전을위한시범지역선정

수원시도시이미지강화2

동·서간의균형있는공공디자인

발전을위한시범지역선정

실행력및지속가능성고려4

동·서간의균형있는공공디자인

발전을위한시범지역선정

(4) 시범사업 계획서 평가

과정평가

• 디자인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참여 등 계획수립 방법을 평가 한다

서면평가

• 디자인의 창의성, 기능성, 사업성, 안전성, 조화성, 편의성, 미적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 수원시의 특성과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을 잘 나타낼수있는디자인을우선적으로평가한다

현장평가

• 주변지역과 연계되고, 주민 삶의 질 제고와 방문객의 이미지 강화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평가한다

주요평가지표

• 구체적인 평가 지표는 다음을 참조하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 수원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의 적합 정도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 및 전문가 참여 정도

- 사업대상지의 성격 및 사업효과의 정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 수원시의 중장기 비전과의 연계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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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경관개선사업 제안으로 공공디자인의 효과를 홍보

(5) 지원 및 확산을 위한 방안

(6) 시범사업 단계별 유형별 검토

수원시행정 안내문 및 홍보물 디자인 개선실천사업

단기 사업

중·장기사업

가로특화사업

인계공원 테마 거리 개선

경기대 문화의 거리 조성

거점 디자인 사업

효성육교 및 주변가로 디자인 개선

지지대고개영동고속도로하부개선

수변 환경 개선사업

경희대 젊음의 거리 조성 서수원 터미널육교 디자인 개선

거북시장 주민협약 경관개선사업

행궁길 역사탐방로 조성

서호천변 수변공간 개선

장안문길 특화 가로 조성

• 수원시비지원 : 사업비의 일정범위(예, 75%) 범위 내에서 수원시가 지원

• 행정지원 : ‘수원시 경관위원회' 등을 통한 자문

• 인센티브 : 국가 사업과 연계될 경우 수원시 후보지역으로 우선 선정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공공디자인 홍보 및 지역대학 연계

• 주민리더과정, 전문가과정 등 교육 홍보과정 운영

• 디자인 마인드 교육 : 주민 및 지자체 관련 공무원, 도내 디자인관련 학과의 예비디자이너 등 교육

• 주정부(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및 타 지자체 공공디자인 센터와의 대외협력을 위한 세미나 개최로 디자인 진흥 및 홍보

• 우수사업성과물의 전시/홍보하여 도시의 브랜드 증진유도

공공디자인의확산 등을 위해 '공공디자인교육’을 운영한다

수원역 광장 가로환경 개선사업

성균관대역지하보도진입경관개선사업

〈 시범사업 선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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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기사업 계획

• 사 업 명 : 경희대학교젊음의 거리 조성

• 사업규모 : 정문 앞 맞은편 보도 300m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수 보식 및 전정, 가로시설물교체 및 신설, 옥외광고물개선

사업개요

• 경희대학교 정문 맞은편 앞 가로 경관개선을 통해 교육시설 및 주변이미지개선계획

L = 300 m

반달공원

경희대학교

살구골 공원

영일초교

1. 경희대학교 젊음의 거리 조성

〈 위치도 〉 〈 주요현황 〉

• 경희대학교정문에 면한 덕영대로는용인시와의접경지역이며주변으로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이밀집되어 있음

• 공공공지로의불법 주정차와 불법 점유물 등 각종 불법행위의온상이 되어 보도블록 훼손 및보행자의사고의위험이있음

• 경희대 정문경관과대비되어 수원과 용인의 이미지 차이가 부분 발생되므로교육도시수원으로의이미지 개선을위한조치가

필요함

대상지현황

• 경희대학교학생의 통행이 빈번한 주요 보도로 건축물과 보도 사이의 공공공지를이용하고, 대학거리와수원시의문화접목

으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새로운 거리문화 조성

• 수원시 내 주요 대학 주변의 경관개선으로교육중심도시로의이미지 강화 및 점진적인확산 유도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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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개선

바닥포장 개선
(인조화강판석)

공공공지 연계

휴게시설물 신설

옥외광고물 개선

• 공공공지로의 불법 주정차와 불법 점유물 등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보도블록 훼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있음

• 용인시와의 접경지역으로 상대적인 노후로 인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 문제점

오픈 스페이스 조성되어 있지만 보행자 휴식공간 부족

협소한 기존 보도에 보행에 지장이 되는 시설물 또는

차량 주차

민간부지 내의 오픈 스페이스 보도의재료 및 패턴불일치

옥외광고물 크기 및 색채가 다양하여 시각적 공해 발생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옥외광고물 정비

: 수원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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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효성육교 및 주변가로 디자인 개선사업

• 사업규모 : 효성육교교량 외관 및 주변 가로환경 개선

• 사업내용 : 구조물 개선 및 가로시설물교체, 신설

사업개요

• 수원시 신시가지지역의 주요 교차부 로서 도시구조물의 경관적 조화를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사업

2. 효성육교 및 주변가로 디자인 개선사업

〈 위치도 〉 〈 주요현황 〉

• 수원시 신시가지지역으로서주변에 월드컵경기장, 광교신도시및 아주대학교가위치하고있음

• 교차로의 상징성을극대화한 원형육교디자인으로특성을 지니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 및 미관으로거부감

• 효성육교 부근에 많은 가로시설물이설치되어있지만 전체적으로시설물의 통일성 및 지역성 부족

대상지현황

•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통한 안전성과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구조물 형성

• 주변 경관과 조화된 가로시설물의개선 및 통합을 통한 도시 생활가로경관재창출 및 모범제시

• 상징 구조물로서의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향상

기대 효과

월드컵경기장

효성육교

수원교도소 아주대학교

광교신도시

APT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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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하부 도색 개선

표준디자인 휀스 교체

미끄럼방지 보완

Side View

표준디자인 가로등 개선

• 교차로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원형육교 디자인으로 특성을 지니나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 및 미관으로 거부감 형성

• 상징 구조물로서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향상 필요

◎ 문제점

이질감 있는 색채 사용으로 상징적인 의미 부족

가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주체의 편의위주로시설물

설치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복잡한 색채

과도한 장식 및 상징물의 사용으로 혼란스러운경관형성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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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예술공원

인계2호 공원

L = 300 m

수원월드컵공원

나혜석거리

수원시청

• 사 업 명 : 인계공원 테마 거리 개선 사업

• 사업규모 : 보행자전용도로 300m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수 보식 및 전정, 가로시설물교체 및 신설 옥외광고물개선

사업개요

• 수원월드컵공원과 인계공원을 잇는 보행전용도로로서 반대편 나혜석거리과 함께 대표적인 테마 거리 조성계획

3. 인계공원 테마 거리 개선 사업

〈 위치도 〉 〈 주요현황 〉

대상지현황

• 낙후된 보행가로환경을개선하여지역주민의삶과 문화가 공존 하는 거리 조성

•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공공디자인개선을 통해 쾌적한 공간 조성

• 갤러리아 백화점 주변 나혜석거리와함께 수원을 대표하는보행전용 도로로서모범화

기대 효과

• 수원월드컵공원과인계2호 공원과의 연계성 부족하여이용자들의 휴식공간 단절

• 보행전용도로중심으로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조성되어 있으나 노후화된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소홀로 보행안전성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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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포장 개선
(인조화강판석)

벤치형 수목보호대 설치 수목보호덮개 개선

관목 보식

옥외광고물 개선

가로수 개선

◎ 문제점

시설물의 공간적 시각적 점유가 적절하지 못해

보행통행에 방해

무분별한 패턴의 사용으로 혼란한 가로미관 형성

가로수 보호덮개의 경우 보도 면과 덮개의 높이를

동일하게 설치하지 않아 보행안전 위협

편의위주의 시공으로 결합부위간 틈이 생겨 잡초 등이

자라나 가로미관 저해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옥외광고물 정비

: 수원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 수원월드컵공원과 인계2호 공원과의 연계성 부족하여 이용자들의 휴식공간 단절

• 보행자전용도로로 장식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미술장식품으로 안전성 우려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가로이미지 형성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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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L = 230 m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단독주택 지역

경기도 교육청

광교산

• 사 업 명 : 경기대학교문화의 거리 조성

• 사업규모 : 정문 앞 보도 230m ( 보도 460m )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수 보식 및 전정, 가로시설물교체 및 신설 옥외광고물개선

사업개요

• 광교공원으로 이어지는 경기대학교 정문 앞 가로 경관개선을 통한 공원과의 연계성 확보 및 주변 이미지 개선 계획

4. 경기대학교 문화의 거리 조성

〈 위치도 〉 〈 주요현황 〉

대상지현황

• 낙후된 보행가로환경을개선하여광교공원 및 주변 자연경관과조화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도시 이미지 개선

• 노후화된 가로시설물을개선하여보행환경 개선 도모

• 수원시 내 주요 대학 주변의 경관개선으로교육중심도시로의이미지 강화 및 점진적인확산 유도

기대 효과

• 수원시 내 위치한 경기대학교정문부근으로주변으로광교공원 및 광교저수지, 경기도 교육청이 위치하고있음

• 소규모의 근생군이드물게 위치하고 있으며 가로시설물의노후로 가로환경이낙후됨

• 가로시설물의통일성, 지역성 부족하여수원시의 느낌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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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개선

바닥포장 개선

휴게시설물 신설

수목보호덮개 개선

불법주정차 금지

관목 보식

◎ 문제점

불법주정차를 개선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도모

시설물 기능과 성능을 고려하여 통합하지않고관리주체의

편의위주로 시설물 설치

가로수 보호덮개의 경우 보도 재료와 일체화되지 않아

혼란스러움

보도의 유지관리 부족으로 가로미관 저해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 수원시 내 위치한 경기대학교 정문부근 주변으로 광교공원 및 광교저수지, 경기도 교육청이 위치하고 있으나,가로시설물의

노후로 가로환경이 낙후되어 전반적인 경관개선이 요구됨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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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종합운동장

L = 800 m

장안문

영산공원

수원교육청

단독주택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지역

• 사 업 명 : 장안문길 상징가로조성

• 사업규모 : 장안문길 800m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수 보식 및 전정, 가로시설물교체 및 신설, 옥외광고물개선

사업개요

• 수원의 역사적 자산인 수원화성 ( 장안문 )주변 주요 가로의 경관개선을 통한 역사경관축 형성 및 경관거점으로 계획

1. 장안문길 상징가로 조성

〈 위치도 〉 〈 주요현황 〉

대상지현황

• 역사적인 특화가로를조성하여 내외국인관광거점지역으로의수원시 경쟁력 향상

• 사적 가로인 정조대왕능행차길 정비를 통한 상징성 강화

• 역사 테마거리로의경관개선을통한 상업가로의지역활성화도모

기대 효과

• 다양한 규모의 건축물 및 교통량이많아 다소 혼잡해 보이며 다양한 디자인의 가로시설물의난립으로일관성있는가로경관

개선 필요

• 장안문을 중점으로한 주요 가로경관의시야가 옥외광고물및 기타 시설물에의해부분차폐되며 가로시설물의통일성 테마성

부족하여 역사적 상징가로의느낌이 결여됨

(8) 중·장기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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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옥외광고물 크기 및 색채가 다양하여 시각적 공해 발생

필요이상의 시설물의 도로 점유로 보행 시 불편

편의위주의 보도포장 시공을 하여 평탄성 불량

각양각색의 광고물로 인해 택시표지판의 인식 부족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옥외광고물 정비

: 수원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 장안문을 중점으로 한 주요 가로경관의 시야가 옥외광고물 및 기타 시설물에 의해 부분 차폐되며, 가로시설물의 통일성·테마성

부족하여 역사적 상징가로로서의 이미지가 결여됨

바닥포장 개선
(인조화강판석)

표준디자인 볼라드 개선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건축물외벽 개선

택시표지판 개선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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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문

팔달산

화성행궁

L = 1,300 m

장안문

장안공원

연무대

• 사 업 명 : 능행차길 역사탐방로조성

• 사업규모 : 능행차길 1,300m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수 보식 및 전정, 가로시설물교체 및 신설, 옥외광고물개선

사업개요

• 장안문을 시작으로 화성행궁을 지나 팔달문까지 수원시 표준디자인 적용하는 역사길 조성사업계획

2. 능행차길 역사탐방로 조성

〈 위치도 〉 〈 주요현황 〉

대상지현황

• 수원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역사탐방로조성을 통한 가로환경개선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인접한 곳에서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열린 문화도시로서시민의 문화욕구를충족

• 수원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안전하고 안락한 도시이미지를기억하게하는 도시브랜드향상의 일환

기대 효과

• 중소규모의판매시설이밀집되어있으며 노후화된 가로 시설물과방치된 적재물로 인해 슬럼화된가로이미지조성

• 팔달문과 장안문을잇는 주요 가로로서수원시 생활상과 서민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을고려한전면적인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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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포장 개선
(인조화강판석)

옥외광고물 개선

표준디자인 가로등 개선
가로수 개선

지상기기 개선

건축물외벽 개선

◎ 문제점

시설물 기능과 성능을 고려하여 통합하지 않고 관리

주체의 편의위주로 공공시설물 설치

기능위주의 시설물 설치로 인해 공공공간의 시설물 잠식

많은 수의 색상 사용 및 배색으로 인한 혼란한경관형성

역사문화자원의 조망이 유리한 공간에서도 다수의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에 의해 역사문화자원의 조망이

차폐되어 인지하기 힘든 환경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옥외광고물 정비

: 수원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 수원시 내 위치한 경기대학교 정문부근 주변으로 광교공원 및 광교저수지, 경기도 교육청이 위치하고있으나, 가로시설물의 노후로

가로환경이 낙후되어 전반적인 경관개선이 요구됨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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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공원

장안문

L = 650 m

• 사 업 명 : 거북시장 주민협약경관개선사업

• 사업규모 : 거북시장내 650m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시설물교체 및 신설, 옥외광고물개선

사업개요

• 수원시의 주요 시장인 거북시장의 주민협약에 의한 자율적인 경관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방향으로 활용

3. 거북시장 주민협약 경관개선사업

〈 위치도 〉 〈 주요현황 〉

대상지현황

• 수원시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자장기적으로수원시가 관리하는경관 협정사업으로파급효과 기대

• 공공성과 테마성을강화할 수 있는 디자인 제안을 바탕으로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함으로써경관협정사업의 효율성

강화

기대 효과

• 재래시장의이미지와달리 음식점 및 유흥시설이밀집한 거북시장은입점업소의특성상 재래시장의활기는 다소 부족함

• 가로 주변은 입점업소의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옥외광고물연출로 인해 무질서하게난립되어있어가로경관을저해

• 거북시장을상징하는열주는 활용성이떨어지며 주변 적재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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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포장 개선
(인조화강판석)

불법주정차 금지

옥외광고물 개선

표준디자인 가로등 개선

◎ 문제점

광고물이 크기가 필요이상으로 크고, 복잡한 옥외광고물

각양각색의 광고물로 인해 디자인열주의 인식 미비 및

필요이상의 시설물 설치로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시설물에 의한 공간적·시각적 점유 과다하여 보행 시

불편

보도 폭이 협소하여 통행 시 불편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옥외광고물 정비

: 수원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 수원화성 장안문 주변에 위치한 거북시장은 일반적인 재래시장의 이미지와 달리 음식점 및 유흥시설이 밀집하여 활기는 다소

부족함

• 가로 주변은 입점 업소의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옥외광고물 연출로 가로경관을저해하고있어시급한개선과 지속적인 관리

방안이 요구됨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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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1500 m

여기산공원

KT & G

천천3공원

주거지역 밀집지역

교 량

교 량

교 량

교 량

• 사 업 명 : 서호천변 수변공간조성사업

• 사업규모 : 서호천변 1,500m 주거밀집구간

• 사업내용 : 보도정비, 가로수 보식 및 전정, 가로시설물교체 및 신설, 옥외광고물개선

사업개요

• 수원시의 주요 하천인 서호천변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성 증대 및 수원의 대표 자연휴게공간으로 조성 계획

4. 서호천변 수변공간 개선사업

〈 위치도 〉 〈 주요현황 〉

대상지현황

•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삶의 질을 높이는 자연 공간 조성

• 산책, 여가를 위해 찾아온 보행자들이머물러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보강 등을 통한 지역 명소 조성

•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범적용으로지속가능성을고려한 신재생 시범 하천으로의홍보

기대 효과

• 수원의 대표적인 하천으로수원천 및 원천천의비해 수변 공간의 편의 및 휴게시설이부족함

• 교량 하부의 슬럼화로인한 주거지역 주변의 우범지역형성

• 가로등 및 보안등 미비로 산책공간으로의 활용성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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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자연자원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로 인해 위압감 형성

인접한 외부공간 및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동선 계획 부족

수변경관의 시각적인 요소가 부족하여 시각적, 심리적

안정성 부족

가로등이 미 설치 되어 야간보행 시 위험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 수원의 대표적인 하천으로 수원천 및 원천천의 비해 수변 공간의 편의 및 휴게시설이 부족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 미비로 산책

공간으로의 활용성 저하

• 주변 주거밀집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명소로 활용 가능

교량하부 개선

가로수 개선

바닥포장 개선
(투수콘크리트)

식재 개선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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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지지대고개영동고속도로하부개선

• 사업규모 : 지지대 고개 영동고속도로하부

• 사업내용 : 구조물 개선 및 가로시설물교체, 신설

사업개요

• 오염 및 노후 된 수원 관문 지지대 고개의 영동고속도로 교량하부의 미관개선으로 특색 있는 수원시 진입경관계획

1. 지지대고개 영동고속도로 하부개선

〈 위치도 〉 〈 주요현황 〉

• 수원시 북측 관문지역으로서주변에 북수원I.C 및 지지대 쉼터가 위치하고 있음

• 주변에 주거지역과상가가 없어 보행량은 적으나 수원시를진출입하는차량의 통행이 많음

•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로 인해 하부 구조물이 노출되어있으며 관리부재로인한 오염이 심함

대상지현황

• 수원시 진입관문의구조물 개선으로 도시이미지향상

• 침울한 분위기의 북측관문지역을지역고유의특성을 반영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원시의위상을 향상

•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통한 안전성과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구조물 형성

기대 효과

고가도로

효행공원

북수원I.C

진행방향

(9) 시범사업 선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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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북측 관문지역으로서 주변에 북수원I.C 및 지지대 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하부 쌈지공원 조성으로 진입경관에 대한

개선 시도

• 시공편의 위주의 설치로 인해 하부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관리부재로 인한 오염이 심하여 진입관문으로서 수원시 도시

이미지평가의 큰 요소

◎ 문제점

노후로 인한 혼잡하고 경관 형성

과장된 디자인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지않는색채와외관

주변경관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재료

주변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로 인해 위압감 형성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364

진입육교

상업시설
농수산물시장

일왕저수지

일왕공원

• 사 업 명 : 서수원 진입로 교량 및 가로환경개선

• 사업규모 : 서수원 진입부근교량 및 가로

• 사업내용 : 구조물 개선 및 가로시설물교체, 신설

사업개요

• 서수원 IC주변 서측 관문지역의 교량 미관 및 주변환경개선으로 특색 있고 깨끗한 수원시 진입경관계획

2. 서수원 진입로 교량 및 가로환경 개선

〈 위치도 〉 〈 주요현황 〉

• 수원시 서측 관문지역으로서주변에 서수원I.C 및 농수산물시장,  이마트가 위치하고있음

• 주변지역의무질서한옥외광고물로인해 도시이미지및 가로환경저해

• 수원 서측 진입 부에 위치한 교량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않는 색채 및 미관으로 거부감을부여

대상지현황

• 수원시 진입관문의구조물 개선으로 도시이미지향상

• 황폐한 도시경관을조성하는 서측 관문지역의구조물 미관 개선으로 긍정적인도시이미지부여

•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통한 안전성과심미성을 고려한 디자인 구조물 형성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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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서측 진입 부에 위치한 교량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 및 미관으로 거부감 형성

• 수원시 진입관문적 위치를 고려하여 주변 가로경관 및 교량 미관 개선을 통한 도시이미지 개선 필요

◎ 문제점

관리가 힘든 구조 및 형태의 난간

각양각색의 옥외광고물로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과장된 디자인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색채와

외관

수원의 서측 진입을 부각시키는 시설물이지만 상징성이

부족하여 관문시설물의 의미 무색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① 옥외광고물 정비

: 수원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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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수원역 광장 부근 가로환경 개선

• 사업규모 : 수원역 광장 및 보행 공간

• 사업내용 : 보도포장및 가로시설물교체, 신설

사업개요

3. 수원역 광장 부근 가로환경 개선사업

〈 위치도 〉 〈 주요현황 〉

• 수원시 주요 거점지역으로서주변에 상업시설이위치하고있음

• 장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공공공간을조성하여 특색이 없고 이용자의기억에 남지 않음

• 인접한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과의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공공공간의활용성이 떨어짐

대상지현황

• 수원시 주요거점의특색 있는 공공공간개선으로 도시이미지향상

•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분위기의 수원역을수원의 특성을 반영하여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원시의 위상을 향상

•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통해 안전성과심미성을 고려한 표준디자인시설물 설치

기대 효과

대우푸루지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

역전로

산업단지

경기도청

동남APT

상업지역

• 수원시의 주요 거점인 수원역 부근 가로환경 개선을 통하여 수원의 대표적인 공공공간으로 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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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불법점유물이 보도 점유하여 통행 시 불편

과장된 디자인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되지않는색채와외관

주변경관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재료

각양각색의 광고물로 인해 혼란스러운 경관 형성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 보행공간의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어 보행 시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있으며 가로환경이복잡함

• 수원시의 주요거점지역이며 노후로 인한 도시이미지 형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됨

① 옥외광고물 정비

: 수원시 옥외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④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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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상 공정표

기 간
일 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기 타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105일 120일

착수보고

기본설계

개발여건분석

현장조사
전반적인 시설물

현황조사

상위법규 및

관련계획검토

유사개발 사례조사

디자인기본계획

가로시설물 통합 및

디자인계획

가로공간 디자인계획

보도포장디자인계획

야간경관계획

기타 시설물계획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

경관위원회 디자인심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일정변경

실시설계

현장조사
세부적인 시설물

현황조사

토목분야 설계

평면계획도 작성

일반가로시설물

상세도 작성

조경분야 설계

조경계획도 작성

특수가로시설물

상세도 작성

전기분야 설계

가로등 평면계획도

작성

시설물 상세도 작성

최종보고

최종성과품 제출 및 과업 완료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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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환경 개선사업 개략공사비 산출

공종별 시 설 수 량 단 위 단 가 사업비 비 고

토목공사

1.보도포장(PC콘크리트블럭) 25,000 ㎡ 45,000 1,125,000,000 

2.보차도경계석 2,500 m 42,000 105,000,000 

3.도로경계석 2,300 m 27,000 62,100,000 

4.맨홀뚜껑 교체 500 개소 350,000 175,000,000 

5.기존보도 철거 25,000 ㎡ 2,500 62,500,000 

6.우수받이덮개 교체 50 개소 25,000 1,250,000 

7.안내표지판지주 매립 100 개소 1,500,000 150,000,000 

8.공사중교통안전시설 10 식 공사비의2% 15,000,000 

소 계 1,680,850,000 

시설물공사

1.볼라드 20 개소 320,000 6,400,000 

2.휀스 1,500 m 190,000 285,000,000 

3.버스정류장 6 개소 13,000,000 78,000,000 

4.벤치 10 개소 630,000 6,300,000 

5.가로등교체 20 개소 2,500,000 50,000,000 

소 계 425,700,000 

조경공사

1.수목보호대 50 개소 600,000 30,000,000 

2.경관조명 20 개소 5,000,000 100,000,000 

소 계 130,000,000 

기타공사

1.폐기물처리비 1 식 53,500,000 

2.분전함이설 10 개소 13,817,000 138,170,000 

3.기타공사 및 이설비 1 식 순 공사비의20% 200,000,000 

소 계 391,670,000 

계 2,628,220,000 

제잡비(순 공사비의30%) 30% 식 670,957,500 

총 사업비 3,299,177,500 

〈 P C콘크리트 블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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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성균관대 지하보도진입경관 개선사업

• 사업규모 : 밤밭 지하차도및 주변지역

• 사업내용 : 지하차도및 가로시설물교체

사업개요

4. 성균관대 지하보도 진입경관 개선사업

〈 위치도 〉 〈 주요현황 〉

• 수원시 주요 교차지점으로서많은 차량들이 통과하고있으며 수원역으로가는 관문지역

• 주변지역의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공편의 위주로 구조물을 조성하여특색이 없고 통행자의 기억에 남지 않음

• 오래 전에 조성되어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며 공간의 디자인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임

대상지현황

• 수원시 주요교차점으로 특색 있는 구조물 개선으로도시이미지향상

• 주변지역 분위기에어울리는 특색 있는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수원의 랜드마크 적인 진입경관으로향상

• 이 지역만의 특색 있는 진입경관 장소성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기대 효과

성균관대학교

SK케미칼 공장

주거지역

L = 650 m

월암 I.C

APT 지역

신일 APT

래미안 APT

• 서부우회도로와 역전로의 교차지점으로 지하보도 미관 및 주변환경개선으로 특색 있고 깨끗한 수원시 진입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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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복잡하고 혼잡한 재질 패턴으로 주변환경 저해

조화되지않는서체와색채는통행자의시각적공해유발

주변경관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재료

주변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로 인해 위압감 형성

공간분석

◎ 개선예시

개선사항

현 황

현 황

현 황

현 황

• 획일적이고 경직된 디자인으로 특색 없이 조성된 지하보도는 수원시 진입경관을 훼손하고 있음

• 지나치게 인공적인 구조물 조성으로 주변지역과 어울리지 않고 환경성이 떨어져 가로미관이 저해됨

① 공공공간 개선

: 수원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② 공공시설물 개선

: 수원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③ 공공매체 개선

: 수원시 공공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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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09년6월 경관 조례를 재정하여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 도시 전반적인 경관 품질 확보와 민간부문에 대한 경관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2010년12월 수원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으로 도시의 경관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음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의 큰 틀에서의 계획을 평가하고 수원시 경관관리방안과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도시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등의 형태·윤곽·크기· 색채 · 조명 · 주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도시공간과 도시의

구성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기능은 취약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수원시 도시디자인 조례 및 위원회 개정을 통해 도시디자인적 측면의 자문 기능 보강과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 시행에 있어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원시 도시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시디자인 관리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함

(1) 도시디자인 조례 및 위원회 개정

4. 공공디자인 실행 정책 제안

(2) 도시디자인 조례 주요 내용

수원시 도시디자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선·관리를 위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의무화

수원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수립

수원시 시장·구청장 및 그 밖에 공공기관 장의 공공시설물 등 사업 시행 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준수

수원시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준수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효율적인 실시 및 도시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디자인 진흥사업의 시행·지원 · 운영 등의 필요한 규칙 확보
디자인진흥사업

공공기관에서의 디자인 관련 사무 처리시 수원시 디자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 및

관련 자문 수행 : 공공디자인 대상항목 /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
디자인업무의 협의

공공기관에서 계획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은 초기부터 완료된 때까지 협의하고 자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의 일관성과 향후 유지관리의 체계성을 확보

디자인 업무 총괄 부서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의 협의

디자인협의

요청시기및 방법

수원시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한 디자인위원회의 설치·운영(경관위원회 보완)

공공기관에서 협의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 상시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침 확보

디자인위원회의설치

및 운영 방법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하며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
관계 기간의 협조

공공건축물 등 제안공모 및 심사를 통해 기본계획이 확정된 사업

건축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련부서의 심의 ·자문과 병행하여 디자인적 검토가 요구

되는 사업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개선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디자인위원회

자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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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

(7일전)

신청안건

검토및보완

위원회상정안건확정

(3일전)
위원회개최 결과통보및접수

▶디자인 위원회 개최 확정시

수원시 경관위원회 구성(2010.12 현재)

합계 공무원 시의원
건축
계획

도시
계획

조경 교통
환경
생태

역사
문화

조명 색채 디자인
옥 외
광고물

20 2 2 2 2 3 1 1 1 1 1 3 1

수원시는 2009년6월 경관조례 제정 이후, 2010년부터 경관위원회를 통해 수원시 조례상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및 수원시 경관조례에 의한 사업과 시설물 경관에 관한 사항을

주요 대상으로 처리하여 왔음

경관위원회는 2010년12월 현재 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건축 및 디자인 관련 분야별 전문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원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자문대상의 세부 규정에 따라 심의·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나, 건축위원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등의 심의를 득한 건축물이나 공원조성사업, 현상공모에 당첨된 시설물, 기타 시설물 교체 등의 경미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담당부서와 협의한 사업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자문을 제외하고 있어 공공디자인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디자인 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보완되어야 하며, 현재 공공부문에 국한된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대상에서 도시디자인에

따른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관구역 및 항목의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 관리차원에서의 자문이 강화되어야 함

이에 디자인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보완적 역할이자 관련 부서의 자체 심의·자문에 추가적으로 공공사업의디자인부문에 대한

부분적이고 전문적인 보완을 위한 수단으로써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디자인 및 시공, 유지관리 등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구성으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자문이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할이 있음

또한 수원시 행정을 위해 요구되는 디자인이나, 공공에서 배포되는 인쇄물, 도시디자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부

문의 디자인 요소 등 경관위원회에서 제외된 개별 항목에 대한 자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수원시전반에대한 디자인 자문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

(3) 디자인위원회 자문 대상 및 운영 방향

수원시 디자인위원회 구성(제안)

디자인 광고물 건축 조경 조명

시각디자인
(사인)

산업디자인
(시설물)

문화 예술
(조형)

색채 인쇄 간판 영상 외장 유니버셜

- - - - - - - - - - -

위원회분야별 구성

디자인위원회자문 절차

▶디자인 자문 확정시

관련 분야 자문위원

전자 자문 시행
자문서 수령

결과통보

및반영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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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으로는 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나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통한 의견개진,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가로시설물의 기부 또는 관리 등이 있을 수 있다

5. 주민참여 방안

-주민이 공공디자인 정책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공공디자인 공모전 등을 통한 참여가 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은 수원시의 도시 정체성, 또는 지역특성을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등에 반영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며 ,

동시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특히표준디자인개발을위한다양한아이디어를 모색하는데

적합하다

-우수 디자인 인증 제는 공모전 등을 통해 제안된 디자인 가운데 수원시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안)에대해

시에서‘우수디자인’으로 인정하고, 향후 디자인 개선 사업 등에 적용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수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디자인(안)은 표준디자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별 구에서 발주하여 개발한 디자인(안)에 대해서도 심의를 거쳐 우수디자인으로 인증함으로써 제작․설치 등에 있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디자인 인증제의 폭넓은 활용은 공공디자인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디자인 산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참여는 디자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반면, 공공디자인 웹사이트의 운영을 통한 공공디자인 DB

구축은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디자인 인식을 높이는데 있어 효율적인 장점이 있다 또한 공공디자인행정의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시민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접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의 상시적인 제안이 가능하다 또한, 파손되거나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수원시는 공공디자인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전달 할 수 있으며, 정책에 대한피드백을통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여DB를구축하는것도가능하다

-옥외광고물 및 시설물 사업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같은 디자인 지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준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접함으로써 디자인 역량을 강화한다

공공디자인 공모전

우수 디자인 인증 제

공공디자인 DB 구축

(1) 공공주도형 참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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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관과 민간이 공동주체가 되어 협동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사업에참여하는파트너

쉽을 형성할 수 있으며,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및 단체가 주체가 되어 진행

(2) 민관협동형 참여계획

-경관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역의 장래상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경관 디자인에 의한 주민합의형성을도모하는

단계로, 주민이 자신의 거주지와 그 주변 환경을 시각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여 바람직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시스템이다

또한 지금까지 활용되어 온 컴퓨터그래픽 등 시각적시뮬레이션의범용성을 높여 주민이 직접 손대어 인지할 수 있고, 주민이용이

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주민이 부담할수있는저비용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실제의 마을건물 사진을 포토샵 에서 경사각을 수정

한 후 매스 표면에 붙여 도시경관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소형 카메라로 화면에 비추어, 마을경관에 조화로운 건물의 규모와

디자인 등을 결정한다 이 시스템이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시뮬레이션 등과 비교해 가장 뛰어난 점은, 워크숍 참가자가시각뿐만

아니라 촉각에 의해서 인지하는 촉지 인지성을 가지고 있어 그자리 에서 건물의 층고및입면디자인, 보도 포장 등을 간단히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관 마을 만들기 시뮬레이션

-지역의 장래상을 시각적으로 공유하고 문제점 등을 추출하여 수정하여 나가는 방안으로, 웹 기반을 통해건물의 규모와 디자인

등 경관변화의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의 주민협의 공간으로 활용한다. 또한, 웹 환경의 특성상 경관시뮬레이션정보제공과 동시에

의견수렴 창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제시및토론, 합의형성유도등 가상의 주민협의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초기 구축 및 유지관리비용이 소용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재 토지지리정보서비스에서 구축하고 있는 3D GIS자료를활용할

경우, 비용문제를 줄일 수 있으며, 웹 기반으로 3차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적극적인지원이 필요하다

웹기반 3D 경관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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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의 사업계획성에 의한 정비 안을 체험하는 단계로, 실제의 마을에 가상적으로 정비 안을 구현하여 주민들이 몸소

체험토록 한다.  1:1 축척으로 실제의 거리에 가상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경관협정 대상(비닐시트를 이용한 수로의 가상적

설치, 종이를 이용한 포장재료의 가상적 설치 등)에 적당하다

1:1 워크숍

-사업계획서의 정비 안에 대한 문제점을 추출하는 단계로, 보, 여름, 가을, 겨울 팀을 만들어 평일, 휴일의 아침 ,  점심 ,  저녁

시간대의 행동에 대하여 남녀노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사업계획서의 정비 안을 확정하여 정비를 검토하는 단계로, 4계절 워크숍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 안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

대립하는 의견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지역에 중요한지를 파악한다

4계절 워크숍 및 저울질 워크숍

1 2 3 4

계 획 설 치 검 토 협 의

4계절 워크숍 저울질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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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설계 단계에서는 디자인을 관리하기 위해 디자인 심의 및

설계지침을 통해 디자인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설계가 끝나고 완공단계 및 사용단계에서 실제 결과물에대한디자인

관리체계의 부재는 공공디자인의 질적 향상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공공디자인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해 공공디자인 평가제도 도입 및 조례 재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1) 평가시스템 필요성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항목 간에는 통합화 하여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도출하고 상대적으로 빈도수가적은항목들은삭제함으로써

최종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3) 평가항목 선정

공공디자인의 유사사업 간의 피드백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있다. 이는 평가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DB화를 통해 공공디

자인 사업 시행 시 유사사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참고로 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요즘 많은 지자체에서 공공

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시행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심의 시에 유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자료를 참고함으로써 기존에 유사 프로

젝트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심의를 함으로서 공공디자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평가시스템의 활용방안

공공디자인

디자인공공성 효 과

접근성

사용성

안전성

지역성

경관성

지속가능성

시공성

지역주민

지역사회

경제성

< 평가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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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은 공공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문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일반시민이 얼마나 편안하고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지와 사용하기에 편안한 정도, 또한 얼마나 안전한가를 평가한다. 이러한 공공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주변공간과의 관계성에 대한 측면과, 공공디자인이 놓일 지역의 특성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측면을 평가한다

◎ 공공성 부문

디자인 부문은 대상물 그 자체에 대한 평가로서 공공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심미적인 측면과 성능적인측면을평가한다

심미적인 측면으로서는 외관의 적정성과 같은 디자인적 요소로서 경관적인 측면을 평가하고 성능적인 측면으로서는 시공의

적정성, 유지관리, 친환경성, 지속가능성 등 과 같은 대상물의 기능적인 측면을 평가한다. 디자인 부문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은 경관성, 지속가능성, 시공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방향은 아래와 같다

◎ 디자인 부문

공공디자인 사업이 지역사회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지역사회의 가치를 향상 시켰는지를 평가하고자 목적이고 ,  또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효과 부문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서는 지역사회, 지역주민, 경제성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평가항목의평가

방향은 다음과 같다

◎ 효과 부문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공공성

접근성 일반 시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관한 평가로서 동선과 배치의 적정성 평가

사용성 이용에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로서 물리적.프로그램적 측면 모두 평가

안전성 이용에 위험이 없거나 사고가 발생될 염려가 없는지 안전성에 대한 측면을 평가

지역성 독특하고 고유한 장소를 만드는 디자인에 대한 측면을 평가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디자인

경관성 평가 대상의 미관적 측면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성에 대한 측면을 평가

지속가능성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가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내구성, 환경적 측면 등을 평가

시공성 시공의 질에 대한 측면을 평가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효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활성화 정도 및 기여하는 정도를 평가

지역주민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 및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정도를 평가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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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평가항목 및 평가방향을 토대로 하여 공공디자인 유형에 따른 평가지표를 검토

(4) 세부 평가지표

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점수

매우

불

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미

적용

1 2 3 4 5 -

공공성

접근성

지역시민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도보 및 차량의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과

직간접 연계할 수 있도록 조성 했는가?

주요 보행 가로 및 다른 주변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있는가?

대규모 필지 개발을 통한 단지 조성이나 신축 시, 대지내 가로와 주변 보행가로와의

연결되어 있는가?

건물 규모에 맞는 적절한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주변 가로와 연결되어 있는가?

지역시민의 접근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단차 및 권위적인 캐노피 설치를 지양했는가?

전면공지로의 차량진입을 금지하였는가?

사용성

다양한 지원 시설 및 시설물 적절한 배치 계획을 하였는가? (전반적인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지표)

공간구성 및 시설배치는 행정편의보다 이용자 편의로 계획하였는가?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 및 사용 목적별 동선을 적절히 분리하였는가?

주변 여건과 상호 연관된 프로그램의 계획 및 운영으로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시설 및 프로그램이 복합화 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주민참여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각 시설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게 외부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는가?(보육실, 

유희실등은 외부공간과 연접하여 배치)

공간환경이 쾌적하게 조성되었는가?(일조, 통풍, 실내환경의 질)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유도 및 기성시가지권역 주요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공간의 사용이 유연하고 가변적인가?

장애자, 노약자, 유아동반자 등 다양한 계층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는가?

외부 공간 및 실내형 공개공간은 24시간 개방되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안전성

시각적으로 차폐된 공간이 없는 열린 공간으로 자연 감시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였는가

램프의 경사로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확보하였는가

야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내외 조명은 적정한 조도를 확보하였는가

사용상 위험요소들에 대한 고려를 잘하였는가

수원의 정체성(지역의 정체성)에 맞는가

시가지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시가지 고유의 지형지세를 고려하였는가

지구별 지역특성에 어울리며, 지역특성강화를 도모하는가

지구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

◎ 공공건축물 평가예시(공공성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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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세부

평가항목
평가방향

점수

매우

불

만족

불

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미

적용

1 2 3 4 5 -

디자인

경관성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형태, 재표를 사용하였는가?(ex. 문화재, 수변, 공원,

주거지구, 상업지구 등)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명 계획을 하였는가?(ex. 주택가는 차분한 조명)

주변 경관에 방해되지 않도록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디자인 하였는가?

시설물이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도로와 가로 폭에 맞게 스케일을 고려하였는가?

시설물 통합 설치 시 시설물간 통일감 있게 디자인 하였는가?

저명도 ,저채도 색채를 사용하였는가?

시가지권역 경관의 개방감을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구조체와 투명한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보행자 또는 차향 운행시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크기와 눈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였는가?

표지판 또는 안내도 디자인 시 지나치게 많은 정보 표시, 지나친 장식과 상징

표현을 지양하였는가?

지속가능성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충돌, 발길질 등의 외부충격에도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였는가?

계절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해서 고려하였는가?

청소하기 쉬우며, 배수 및 유지·보수·교체가 가능하게 디자인 하였는가?

시공성

디자인 의도대로 견고하게 시공되었는가?

지면 및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하였는가?

경사진 장소에서 시설물이 수직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였는가?

효과

지역사회

지역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사업 시행 후 지역 사회의 가치가 상승하였는가?

지역주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였는가?

지역주민들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향상되었는가?

사업 시행 후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가?

경제성

활용도가 높은 지역 위주로 설치 장소를 검토하여 설치하였는가?

사업 시행 후 시설물의 활용도는 높은가?

◎ 공공시설물 평가예시(디자인 및 효과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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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평가시스템의 최종 평가방식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평가지표를 통한 평가점수 도출과

두 번째로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부문으로서 제한된 평가지표라는 틀에서 평가하지 못한 부문에 대하여 평가자가 평가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통하여 일정점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하도록 하였다

(5) 평가점수체계

각 평가지표 별로 다섯 단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은 매우 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5단계로 평가하

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평가대상과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관계없음이라는 공란을 만들었다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부문은 대 분류인 공공성, 디자인, 효과 부문별로 평가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 대한 점수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다.이는 한정된 평가지표의 틀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문을 보완하는 측면과 평가대상의전체적인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평가점수 도출

◎ 주관적 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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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원시 현수막 계획

◎ 대안 A

사람이중심인수원시의BI를 부각시키는디자인으로 도시적이고세련됨을강조

◎ 대안 B

역사가깊은 수원시의고풍스러움을강조하여정적이면서도차분하며고급스러운디자인계획

7. 수원시 공공디자인 활용

I Type B

I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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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용 시 안

1.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I Type B

I Type A 

(2) 수원시 공공시각매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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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제 표지판

2. 공공주차장 표지판

I Type A I Type B 

I Type A I Type B 

유료주차장표지판



385

방부목 양각 조각

3. 공공안내표지판

I Type B

I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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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목 + Steel

3. 공공안내표지판

I Type B

I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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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원시 버스 및 정류장 광고 계획

버스광고판계획-Size:370X100

디자인예시(안)

디자인예시(안)

◎ 설치사례

버스정류장광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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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시 선전탑 계획

선전탑–Size:1450x10000

Atl_01 Atl_02 Atl_03

Atl_04 Atl_05 Atl_06

◎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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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원시 현수기 계획

현수기-Size:600X2000

Atl_01 Atl_02

Atl_03 Atl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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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디자인 CI 제작

< 선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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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원시 도시기반시설물(분전함) 계획

◎ 대안 A

Detail View

수원시의한옥마을의역사성을반영한 YR계열의난색계열로주변과의조화로운색채계획

◎Color Number

YR계열 적용 색채디자인 안 분전함고유Number 표지판상세도

현황사진

◎색채 범위

기단부의분전함과동일한컬러를적용하여일체성을부여

수원시를대표하는수원성곽과전통기와의컬러를 추출하여자연경관과어우러지는PB계열로계획

◎Color Number

PB계열 적용 색채디자인 안

◎색채 범위

기단부의분전함과동일한컬러를적용하여일체성을부여

분전함고유Number 표지판상세도

◎ 대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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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C

Detail View

수원시를대표하는수원성곽과전통기와의컬러를 추출하여자연경관과어우러지는PB계열로계획

◎Color Number

YR계열 적용 색채디자인 안 분전함고유Number 표지판상세도

◎색채 범위

기단부의분전함과동일한컬러를적용하여일체성을부여

수원시를대표하는수원성곽과전통기와의컬러를 추출하여자연경관과어우러지는PB계열로계획

◎Color Number

PB계열 적용 색채디자인 안

◎색채 범위

기단부의분전함과동일한컬러를적용하여일체성을부여

분전함고유Number 표지판상세도

◎ 대안 D

◎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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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전함 기단 부 개선 안

지면과맞닿는부분의 마감을 시설물본체와

일면으로계획

지면과맞닿는부분의 마감을 들여 넣기

방식으로계획

지면과맞닿는부분의 마감 재료를 석재로 계획

지면과맞닿는부분의 마감 재료를 석재로 계획

Atl_01 Atl_02

Atl_03 Atl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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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행로계획

• 기존 차갑고 삭막했던 이미지를 탈피하여 수원시 공공표준디자인 색채를 포인트 컬러 및 그라데이션으로 적용

• 도로의 동선에 맞춰 연속성을 부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자 함

1. 공사안내표지판

(8) 수원시 공사시설물 계획

 현장사진  보행자통로 안내판

I Type B

I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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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표지판[운전자용]디자인 예시(안)

I Type A I Type B 

적용시안

I Type A I Type B I Type A I Type B 

I Type A I Type B I Type A I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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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내표지판[보행자용] 디자인 예시(안)

I Type A I Type B 

공사정보 게시판 디자인 예시(안)

I Type A I Type B I 기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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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정보 게시판 디자인 예시(안)

I Type A I Type B 

I 기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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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예시(안)

◎ 가설 휀스 입면디자인

I Type A 

I Type B 

◎ 가설 휀스 재료별 분류

I 타공판 I Pvc 보호망

2. 가설 휀스 디자인 계획

 PVC 보호망에스카시 부착 또는 반사시트지를사용하여설치

타 동판면에표기요소에입체문자또는 반사 시트지를설치하여야간 시에 인지성을높임

야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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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가림막 계획

디자인 계획

현장사진

수원시 공공표준디자인 색채 적용- 포인트 색상
적용하여 인지성 강화

 규격 및 재질

 현장사진

규격 : 1,800(H) x 2,000(W) / 2,000(H) x 2,000(W)
2,400(H) x 2,000(W) / 3,000(H) x 2,000(W)

재질 : 알루미늄(오픈형:폴리카보네이트 또는 아크릴)
또는 EGI 강판 및 스틸 적용

조명 :LED 내부매입 라인조명

색상 : 수원시 공공표준시설물의 주조색과 동일하게 적용

 Grident  Point Color 적용

①프레임에 타공하여 내부조명 적용한 경우

②프레임에 형광색인 Y계열 반사시트 부착

OFF형

OPEN형

기존 공사가림막의 차갑고 삭막했던 이미지를 탈피하여 수원시 공공표준디자인 색채를 포인트 컬러 및 그라데이

션으로 적용, 도로의 동선에 맞춰 연속성을 부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연출하고자 함

Alt_01 : 공사가림막의 기존 프레임에 타공 하여 내부조명을 매립하는 방식으로 야간 시에도 공사현장의 안전성과 인지성을 높임

Alt_02 : 공사가림막 프레임에 Y계열의 반사시트를 적용하여 야간 시에도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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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공표준디자인 색채 적용- 포인트 색상 적용하여 인지성 강화

Type Basic

Type Graphic

I OFF 형 I OPEN형

I 그라데이션 적용예시

I Type A 

I Type B 

I Type c 

일반형 공사가림막



401

디자인 공사가림막(그래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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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수문 공사게이트 및 공사가림막 계획

디자인 공사게이트(적용시안)

디자인 공사가림막(적용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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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들의 배열 및 간판유형의 개선으로 무질서한 간판정비 필요

• 건물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간판디자인 필요

• 입체 문자를 사용하여 건물의 미관을 살리고 불필요한 면적을 줄임

(9)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Before After

◎ 화서역 부근

• 불법적인 간판설치의 규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 표현법의 정리 필요

•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 수원역 광장 부근 건축물 파사드 처리가 필요

• 상가 내 업소들의 고유의 특징을 살리되, 절제된 디자인이 요구

◎ 수원역 광장 부근

Befor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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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유니버설 체크리스트

•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동선체계, 안전성, 인체 스케일 등의 배려로 안전성 확보

•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 등 약자에 대한 시설과 일반인 시설의 분리 보다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어우러져 생활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심리적 소외감을 최소화

(10) 수원시 공공건축물 유니버셜 디자인 지침 제작

① 매개시설

• 경사면과 핸드레일을설치하였는가?

• 주 출입구는 미끄러지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였는가?

• 출입문 손잡이는 바닥 면으로 부터 0.8m~0.9m로 하였는가?

② 내부시설

• 접근이 용이한 1층에는 민원 관련실을 배치하였는가?

• 공중 이용이 많은 실 문 옆은 점자표지판을설치하였는가?

• 승강기 내부에는 점자표기를부착하였는가?

④ 위생시설

• 바닥은 미끄러지지않는 재질로 마감하였는가?

• 바닥이면은높이의 차이를 두지 않았는가?

• 세면대 거울은 세면대 바로 위부터 설치하였는가?

③ 안내시설

• 점자블록 높이는 바닥재와동일하게 설치하였는가?

• 경광 등을 출구까지연속적으로설치하였는가?

• 민원인 대기공간에는휠체어 공간을 확보하였는가?

◎ 유니버셜 디자인 원칙

◎ 체크리스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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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하는 수원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경관조성, 공공디자인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공디자인 마인드를

확산하고 관련 공무원의 관심과 안목을 넓혀 나가고자 함

(11) 공공디자인 교육

교육자료

•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된 다양한 활용 방안들은 수원시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항목에서

적용될 수 있음

•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위해 다녀온 일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교육 동영상을 계획, 제작하여 수원시청 홈페이지 게제 및 관련 부서에 활용토록 함으로서 공공디자인 마인드를

확산하고 수원시 공공디자인의 정착을 유도

◎ 교육동영상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