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1.1. 기본 방향
경관가이드라인의 목적
◦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하남시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시설물, 외부공간 조성을 유도함
◦ 경관요소 및 유형을 고려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하남시 내 건축물 및 시설물,
공공공간 등의 일관된 경관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침을 제시함
◦ 건축물, 시설물, 개발사업 등의 구상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변 경관을 배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경관 및 환경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통합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도모함

경관가이드라인의 수준
◦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하남시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함
◦ 하남시민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권장 및 유도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내용으로 하여 경관에 대한
가치 인식을 확산시키고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을 스스로 가꾸어 가도록하는 유도적 지침임

경관가이드라인의 기능
◦ 경관가이드라인은 하남시에서 행해지는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조성 및 개발사업 시 준용할 수 있는
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로 활용함
◦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

경관가이드라인의 활용
◦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운영 및 관련업무 실무 담당자가 활용함
◦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기준으로 활용함
◦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도시ㆍ건축ㆍ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기준(체크
리스트)으로 활용함

※ 관련법규 및 지침의 준수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내용을 준용한 지침은 관련 법규 및 지침의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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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대상 및 구성 체계
◦ 경관구조인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에 대해 해당 권역･축･거점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공간 단위
별로 경관관리 요소를 정하고 이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각 구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장소 중심의
공간 단위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미관지구는 지구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등의 경관관리
요소와 이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중심으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경관요소는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방향,
원칙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함
적용대상 및 구성체계
구분

적용 대상
경관권역

경관구조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ㆍ기성시가지권역, 신시가지권역, 농촌산업권역, 자연생태권역
ㆍ산림녹지축, 수변경관축, 도로경관축
ㆍ역사문화거점, 관문거점, 상징거점
ㆍ하남대로, 미사대로
ㆍ일반미관지구

미관지구
주요 경관위해요소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ㆍ공장 및 창고, 송전탑
ㆍ주거건축물(단독주택, 다중･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주택),
상업건축물, 공업건축물, 공공건축물
ㆍ도로, 수변공간, 공원, 녹지, 광장, 기타
ㆍ공통, 지역별, 특성화지역
ㆍ도시구조물(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생태통로)

경관요소
공공시설물

ㆍ가로시설물(공공시설물, 관광안내시설, 가로녹지시설, 휴게･환경시설,
친수공간시설, 교통관련시설, 기타)

색채

ㆍ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건축물, 공업건축물,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야간

ㆍ일반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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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관가이드라인 예시
◦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미관지구, 경관위해요소, 경관
요소별 적용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반영해야 할 권장사항을 내용으로 함
◦ 가이드라인의 내용 중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를 표기하여 강조함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해서는 내용 앞에 를 표기함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에 대해서는 내용 앞에 를 표기함

경관가이드라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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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관가이드라인 활용
◦ 시민들은 건축 및 각종 개발 행위, 개발사업 전에 계획의 구상단계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경관을
배려하여야 함
◦ 본 경관가이드라인은 사전협의를 위한 기준, 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기준, 도시ㆍ건축ㆍ디자인
관련 계획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검토해야 할 기준(체크리스트) 등으로 활용함

1

경관가이드라인 확인

⋅경관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의 설계 시 해당 필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관관리
구역(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등)과 경관위해요소, 미관지구, 경관요소 등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하는 경관가이드라인의 종류를 파악

2

경관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건축물/시설물/공간 계획 및 설계

⋅설계자는 조사 및 구상단계부터 경관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건축물/시설물/공간을 계획 및 설계

3

체크리스트 작성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판단하여
경관가이드라인 안에 항목별 표로 제시된 체크리스트를 작성

4

주무부서 사전협의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5

경관심의ㆍ자문ㆍ협의(체크리스트 제출)

⋅경관심의 또는 자문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은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시
체크리스트를 제출

6

계획ㆍ설계 및 공사

⋅경관심의ㆍ자문을 통과한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건축물은 계획ㆍ설계 및 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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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가이드라인(체크리스트) 활용 예시
① 경관구조, 경관요소의 확인

② 해당 장소와 경관요소의 경관가이드라인 확인

⋅경관구조(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경관관리
구역 등을 확인하여 계획하고자 하는 장소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

⋅해당되는 장소와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을
확인

③ 계획 및 설계

④ 체크리스트 작성

경관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건축물/시설물/공간 계획

⋅경관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경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작성

⑤ 경관심의ㆍ자문ㆍ부서협의 시 제출

⑥ 심의ㆍ자문 및 협의 의견 반영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심의
ㆍ자문 또는 부서 협의 시 제출

⋅심의ㆍ자문 및 부서협의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ㆍ설계 및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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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작성법
ㆍ반영 여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 배려하지 않음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함

체크리스트 작성 예시(단독주택)
경관가이드라인 내용

구분

기본 지침

반영여부

비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경우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지형을 살린 다양한
주거 형태와 배치를 고려

×

평지에 조성

ㆍ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

×

평지에 조성

ㆍ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 대한 전면성 유지를 권장

○

ㆍ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

옹벽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환경친화적 공법 적용

○

외관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위한 주변과의 조화 고려

○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의 지붕 설계
- 도심지역 : 건축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 통일감 있는 지붕 형태 유도
- 자연ㆍ농촌ㆍ수변지역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주변의 건축적 맥락 고려

○

ㆍ평지붕의 경우 옥상 녹화나 정원 설계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

△

ㆍ지붕ㆍ옥상 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외장재, 창문, 지붕, 색채, 높이
등 건축적 맥락 고려)

○

ㆍ블록별로 차별화된 단독주택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며 가로
에서의 전체적인 통일감과 개별적인 건축물의 차별화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

ㆍ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ㆍ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

ㆍ전면과 측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마감 수준

○

절성토

배치

형태

설계자 스스로 작성

배치

지붕

외벽

입면
재질

출입구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및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창문
인증제품 설치 권장

○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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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권역 경관가이드라인
2.1. 기성시가지권역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기본 지침
ㆍ이성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연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보행연계체계를
마련하여 기성시가지의 주요 생활녹지축으로 활용

보전

관리

녹지축 형성 및
주변부 경관관리

ㆍ녹지축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은 단계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주변의 자연녹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신장동, 덕풍동의
저층주거 밀집지역
경관관리외관

ㆍ쇠퇴한 지역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성과 지역주민들의 자생력을 강화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

하남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경관개선을 통한
중심경관축 조성

ㆍ하남 기성시가지의 명료한 경관구조 형성을 위하여 하남대로, 미사대로, 창우로,
조정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녹화 및 검단산･예봉산을 향한 조망축 확보, 상징
가로 조성, 간판정비 등을 통해 하남 기성시가지의 중심경관축으로 조성

덕풍동, 신장동의 ㆍ덕풍동, 신장동의 주요 상업가로 저층부를 중심으로 가로변 건축물 경관유도와
주요 상업가로
연계하여 보행자중심의 가로공간 조성, 공공공간･시설물 정비, 간판정비, 전선･
환경정비 및 특성화
전신주 지중화 등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

형성

시가지내 주요
시설을 중심으로
경관거점 조성 및
활용방안 수립

ㆍ하남문화예술회관, 유니온파크, 하남시청을 중심으로 거점 경관을 조성하고
시설물, 외부 공간, 접근 가로,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마련

덕풍천, 산곡천
수변정비 및
이용 활성화

ㆍ덕풍천과 산곡천 시가지 구간은 시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친수시설 확충, 교량하부 정비, 접근성 개선 등 수변 경관계획 및 사업을 추진

전통시장, 먹거리촌
경관특성 강화

ㆍ신장시장, 덕풍시장, 미사대로변 먹거리촌을 중심으로 테마화 하여 건축물
경관유도와 함께 공공공간･시설물･광고물 정비, 문화예술적 요소 도입 및
문화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경관특성을 유지･강화하도록 다양한 경관형성사업과
관리계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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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신시가지권역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산･구릉지
조망 및 자연녹지
보호
보전

기본 지침
ㆍ금암산, 청량산 등 주변 주요 산으로의 조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산림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시 세심하게 관리
ㆍ주변 구릉지를 보전하고 주요 산에서 구릉지, 신시가지 내 녹지공간으로 이어
지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

구산성지
ㆍ구산성지는 주요 역사문화자원으로 보전하고 주변 건축물, 시설물, 외부 공간,
역사문화자원 보전
접근 가로, 조망을 관리하여 역사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함
및 활용
관리

주요 간선도로
중심경관축 조성

ㆍ하남대로, 미사강변대로, 조정대로, 감북초이간광역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녹화
및 조망축 확보, 상징가로 조성 등을 통해 하남 신시가지의 중심경관축으로 조성
ㆍ주변의 자연경관을 배려하면서 개별지구 및 가로, 건물단위 디자인의 통합계획을
통해 통일감 있는 미래형 도시경관을 창출

매력적인 신시가지
경관형성
ㆍ현재 지구단위계획 등이 기수립되어 있으나 경관부문계획을 강화하여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성을 유도
망월천 등 하천
생활공원 및 녹지
조성
형성

ㆍ미사강변도시 내 위치한 망월천 등 신시가지내 하천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 주변으로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

시계･관문 지역
경관형성

ㆍ상일IC, 미사IC 관문지역 경관정비를 통해 상징적인 관문경관을 형성

그린웨이 조성

ㆍ금암산, 청량산에 접한 시가지 연접부에 수림대가 풍부한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자연과 인공이 만나는 완충형 공간이자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

천마산 공원화

ㆍ서울 송파구 천마공원과 연계하여 천마산을 공원화하고 공원 진입부에 광장
조성, 등산로, 전망공간 정비 등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
ㆍ천마산 공원 주변부에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주변 시가지로 연계･확장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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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촌산업권역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보전

기본 지침

ㆍ금암산~이성산, 일자산의 자연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개발행위 등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도로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하여 보행체계를 확보할
산림녹지축 보존 및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하남의 주요 산림녹지축으로 조성
단절된 녹지 연결
ㆍ서울시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공원과 연계하여 일자산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진입부 및 등산로를 정비
덕풍천, 산곡천
자연형 생태하천
경관 보전

ㆍ덕풍천과 산곡천 상류구간은 수변생태가 양호하므로 불량인공시설 철거, 하천변
완충형 녹지공간 조성, 지속적인 식생구조 및 수질 개선, 자연생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휴게공간 및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자연형
생태하천 경관을 유지

ㆍ개발제한구역 중 산업시설ㆍ창고 등이 밀집한 경관문제지역은 단계적으로 경관
을 개선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한적 개발 시 주변의 자연녹지경관과
개발제한구역 일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경관개선 및 관리
ㆍ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경관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변의 자연녹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관리
관리
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
경관개선을 통한
중심경관축 조성

ㆍ하남의 명료한 경관구조 형성을 위하여 하남대로, 창우로, 서하남로, 감일남로,
감북초이간광역도로는 주요 간선도로 녹화, 조망축 확보, 불량 도로구조물･시설물･
간판 정비 등을 통해 하남의 중심경관축으로 조성
ㆍ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의 주변지역은 대규모 구조물의 위압적인
경관을 완화하고 소음, 분진 등의 공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완충공간을 조성

역사자원을
ㆍ이성산성, 광주향교, 하남동사지, 하남교산동 마애약사여래좌상(선법사)을 중심
중심으로 경관거점
으로 역사문화거점 경관을 조성하고 위례역사길의 가로, 시설물, 식재, 주변
조성 및 활용방안
건축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마련
수립
형성

시계･관문지역
경관형성

ㆍ하남IC, 서하남IC, 주요 간선도로 시경계부는 경관정비를 통해 관문경관을 형성

먹거리촌
경관특성 강화

ㆍ이성산성 주변의 식당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 경관유도와 함께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공간 정비 및 확충 등을 통해 먹거리촌의 경관특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관형성사업과 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장소성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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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연생태권역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보전

산림녹지축 보존
및 단절된 녹지
연결

한강변 농경지
경관개선 및
활용방안 수립

기본 지침
ㆍ검단지맥(검단산~용마산~남한산~청량산)과 금암산, 객산의 자연산림을 보존하고
조망대상으로 세심하게 관리
ㆍ중부고속도로, 하남대로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하남의 주요 산림녹지축으로 조성
ㆍ한강변 농경지는 취락지와 창고, 폐기물처리장, 농업폐기물 등이 방치된 경관문제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경관을 개선하며 주변의 자연녹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ㆍ장기적으로 주변의 한강, 미사리조정경기장, 미사리먹거리촌 등과 연계되는 수변
문화거점 공간으로서 활용 계획을 수립

관리
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
경관개선을 통한
중심경관축 조성

형성

ㆍ하남의 명료한 경관구조 형성을 위하여 하남대로, 미사대로는 주요 간선도로
녹화, 조망축 확보, 상징가로 조성 등을 통해 하남의 중심경관축으로 조성
ㆍ중부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주변지역은 대규모 구조물의 위압적인 경관을
완화하고 소음, 분진 등의 공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완충공간을 조성

한강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거점
조성

ㆍ한강 일대 미사리조정경기장, 자연습지공원, 한강둔치, 미사리먹거리촌, 농경지,
하남미사리유적 등의 경관자원을 연계하여 수변거점지역을 형성을 위한 계획과
사업을 추진

미사리먹거리촌
경관특성 강화

ㆍ미사리먹거리촌은 ‘자연이 살아숨쉬는 문화예술마을’ 성격을 부여하여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경관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추진

남한산성을
ㆍ남한산성(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역사문화경관거점
문화거점경관을 조성하고 시설물, 외부 공간, 접근 가로, 주변 건축물 등에 대한
조성 및 활용방안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선계획을 마련
수립
시계･관문지역
경관형성

ㆍ하남대로, 미사대로 시경계부와 팔당대교, 미사대교 등의 관문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정비를 통해 관문경관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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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축 경관가이드라인
3.1. 산림녹지축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기본 지침
ㆍ검단지맥 고유의 지형지세, 산봉우리와 능선이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고 고층건축물
건축 시에는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
ㆍ검단산은 산 정상에서 하남시 전체와 한강이 조망되는 전망명소이자 하남시 랜드마크
이므로 검단산 주변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자연녹지와 조화로운 경관관리를
추진
ㆍ중부고속도로, 하남대로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은 도로구조물의 상･하부 및 방음벽 녹화,
생태통로 및 완충녹지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도시
공원, 산곡천 녹지축 등과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

검단지맥축

ㆍ도로, 교량, 하천, 시민밀집장소 등 시가지에서 검단산 조망이 양호한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조망점에 대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조망점 주변지역과 조망축상의 건축물, 옥외
광고물, 교통표지판, 가로수, 안내시설물 등에 관리 방안을 설정
ㆍ산정상부, 주요 능선 지점 등 산에서 시가지를 바라보는 부감형 조망이 우수한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조망명소화와 조망포켓 조성사업을 실시
ㆍ산곡천은 시가지를 관통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므로 하천녹지를 연계하여 도심 내 녹지를
유입하고 녹지체계를 구상
ㆍ검단지맥축을 가로지르는 중부고속도로 고가도로 교각부, 하남대로 등의 미관개선 및
시설물 보수로 경관이미지를 향상시킴
ㆍ청량산에서 금암산, 이성산, 덕풍공원을 연결하는 산림경관축으로 고유의 지형지세,
산봉우리와 능선이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고 고층건축물 건축 시에는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ㆍ이성산성 역사문화재가 있는 이성산은 산 정상에서 하남 시가지와 한강이 조망되는 전망
명소이자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로 이성산 주변지역의 건축물, 색채 등을 관리하여
자연녹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

청량산~덕풍공원축

ㆍ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로, 개발사업 등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은 도로구조물의 상･
하부 및 방음벽 녹화, 생태통로 및 완충녹지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원하고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도시공원, 하천녹지축 등과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
ㆍ청량산~금암산~이성산~덕풍공원~풍산지구 내 근린공원~한강(동측)으로 이어지는 녹지
네트워크와 청량산~금암산~이성산~덕풍공원~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한강(북측)으로
이어지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하남시의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함
ㆍ이성산 조망이 양호한 덕풍공원, 초이교차로와 금암산 조망이 양호한 천마산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조망명소화와 조망포켓 조성사업을 추진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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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지침
ㆍ덕풍천은 시가지를 관통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므로 하천녹지를 연계하여 도심 내 녹지를
유입하고 녹지체계를 구상
ㆍ청량산~금암산~이성산의 산림경관축은 녹지연장계획 시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를 관통하는
망월천의 하천녹지를 이용하여 단지 내 녹지유입을 도모

청량산~덕풍공원축
ㆍ금암산 좌측의 감일공공주택지구는 서울과 연결되는 능안천을 활용한 친수공간을 제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ㆍ감일동 지역의 천마산 구릉지는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시 보전하여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 요소로 제공
ㆍ남한산과 객산, 쥐봉을 연결하는 산림경관축으로 고유의 지형지세, 산봉우리와 능선이
이어지는 스카이라인을 보존하고 고층건축물 건축 시에는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치
ㆍ중부고속도로, 하남대로 등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을 복원하고 도심 내 산재되어 있는 도
시공원, 하천녹지축 등과 연계하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축
남한산~쥐봉축

ㆍ이성산 조망이 양호한 지점을 조망점으로 선정하여 조망명소화와 조망포켓 조성사업을
실시
ㆍ산곡천은 시가지를 관통하여 한강으로 연결되므로 하천녹지를 연계하여 도심 내 녹지를
유입하고 녹지체계를 구상
ㆍ남한산~객산축을 지나는 중부고속도로 고가도로 교각부, 하남대로 등의 미관개선 및
시설물 보수로 경관이미지를 향상시킴
ㆍ초이동, 감북동 지역의 배후 산림자원으로 개발사업 시 적극적으로 보전하도록 함

일자산축

ㆍ서울시 강동 그린웨이, 일자산 공원과 연계하여 일자산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진입부 및
등산로를 정비하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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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변경관축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한강변의
경관 관리

기본 지침
ㆍ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자연스런 수변경관과 수변생태계의 보전, 한강변에 분포한
미사리유적과 주변 지역의 수변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사리 한강변 일원
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ㆍ한강 주변의 토지이용과 도로, 녹지축의 연계강화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
ㆍ한강변 습지의 자연생태계를 보전

한강습지
생태계의 보전

한강

ㆍ한강습지의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한적인 학습, 탐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한강으로의
접근성 향상

ㆍ시가지에서 한강으로의 도보 및 자전거이용자의 접근성 및 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공간의 연계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형조건에 따라 보행교,
언더패스 등을 설치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주요 관문부의
상징성 강화

ㆍ한강에 면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창우로를 통해 남양주에서 하남시로 진입하는
관문지점인 미사대교와 팔당대교의 외관을 한강의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디자인
하여 관문부의 상징성을 강화

한강을 중심으로
수변문화거점
조성

ㆍ한강 일대 미사리조정경기장, 자연습지공원, 한강둔치, 미사리먹거리촌, 농경지,
하남미사리유적 등의 경관자원을 연계하여 활기차고 매력적인 수변거점지 경관
형성을 위한 계획과 사업을 추진

수변시설물
디자인 개선을
통한 수변활성화

ㆍ수변과 수상의 다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
ㆍ산림지역 및 전원지역의 구간은 보전 위주로 관리하고 시가지 구간은 친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
ㆍ덕풍천 상류구간은 수질 및 식생을 개선하고 주민친수형 공간을 조성
ㆍ덕풍천 중류구간은 시청과 연계하여 공원화하고 시가지 주민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 운동공간 등을 도입

덕풍천
산곡천

구간별 특성
보전 및 강화

ㆍ덕풍천 하류구간은 생태적 보전 및 개선, 미사대로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고려하여
조망형 수변공간을 조성
ㆍ산곡천 상류구간은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고 주민친수형 공간을 조성
ㆍ산곡천 중류구간은 기존 시설을 재정비하고 주변 학교와 연계하여 생태교육 환경을
조성
ㆍ산곡천 하류구간은 생태적으로 보전 및 유지하고 하천변 시설을 재정비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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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지침
ㆍ하천 주변에 개발사업, 건축물 계획 시 조망과 바람길을 동시에 고려한 하천으로의
통경축 및 시각 회랑을 확보
ㆍ하천변으로 변화감 있는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되 주변 지역의 높이를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

시가지 구간
개방감 있는
수변건축물 유도

ㆍ하천변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하천에서 시가지로 갈수록
높아지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
ㆍ하천변에 건축물 계획 시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주변 건물과 조화로운
형태와 규모, 외관을 형성
ㆍ장방형의 건축이나 과도한 규모로 인한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고려
ㆍ고층부와 저층부로 나누는 형태 분절 및 입면 분절을 통해 휴먼스케일을 형성

덕풍천
산곡천

ㆍ수변공간의 둔치, 시설물, 수변가로, 교량 등의 공간 및 시설을 대상으로 수변
이용성 제고를 위한 공간정비, 디자인 개선, 시설하부 또는 주변공간의 활용 등을
통해 수변활성화를 도모
ㆍ수변둔치는 호안부 콘크리트 블록의 인공형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개선하여
호안부의 생태성을 회복하고 다양한 자연친화적 수변 접근시설과 주변과 조화로운
시설물을 도입하여 수변경관을 개선
ㆍ삭막한 둔치 산책로변에 식재를 강화하여 녹음이 풍부한 수변 산책로를 조성
활력적인
수변 공간 형성을
통한 수변활성화 ㆍ하천 경관과의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위주의 인공구조물은 철거하거나
자연재료를 사용
ㆍ시가지구간에 위치한 교량의 상하부 경관을 개선하여 수변활성화를 도모
ㆍ수변에 면하는 도로에 대해 장애인,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녹음이 풍부한 수변가로수길을 연출
ㆍ수변가로수길에는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등을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
인지성을 강화
ㆍ미사강변도시를 지나며 신시가지의 수변경관을 형성
ㆍ망월천은 단지 내 녹지축과 함께 이성산의 녹지축을 한강으로 연장

망월천

경관특성 보전 및 ㆍ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주변 인공경관요소 완화를 위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친수경관 창출
조성하여 시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을 제공
ㆍ시민이용 활성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변 프롬나드를 조성하고 접근 및
전망이 가능한 친수공간 및 교육장소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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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도로경관축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기본 지침
ㆍ단절 지역간 물리적 연결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을 유도
ㆍ단절 지역의 물리적 연결 추진 시 주변 시가지로부터 보다 편하고 쉬운 접근체계를
확보하며 보행자와 차량 동선과의 교차를 방지하고, 충분한 보행 접근로의 확보, 접근
수단의 다양화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 등을 충분히 고려
ㆍ고속도로에 의해 단절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와 접근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ㆍ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차량통행에 의한 분진과 소음 등 환경문제가 심하고 방음벽, 옹벽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등이 노후되어 삭막함으로 도로 주변부를 풍부한 녹음이 우거진 쾌적하고 매력적인
중부고속도로
녹지공간으로 변모시킴
ㆍ구간별로 시민들의 요구나 이용 행태를 명확히 분석하여 필요 편의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일부 시설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자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고속도로

ㆍ하남TG 디자인을 개선하여 정체성 있는 관문경관을 형성
ㆍ하남IC, 서하남IC, 하남JC 교통광장은 시각적 민감지역으로, 도시를 상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인지성 및 상징성을 높임
ㆍ한강 및 하남시가지 조망을 배려한 가로경관을 형성
ㆍ차폐형 방음벽 등이 한강 및 하남시가지 조망을 저해하므로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변 시설물을 개선
서울춘천
고속도로

ㆍ미사대교는 남양주시에서 하남으로 진입하는 주요 시설로 교량 디자인, 야경 등을
개선하여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
ㆍ미사대교 구조물 및 하부공간에 대한 통합적 경관 정비를 추진
ㆍ미사IC 교통광장은 시각적 민감지역으로, 도시를 상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인지성
및 상징성을 높임
ㆍ하남대로(덕풍파출소앞교차로~시청앞교차로) 구간에서 검단산을 향한 조망축을 보호
하고 조망축변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녹지 등을 관리하여 단계적으로
조망가로를 조성

간선도로

하남대로

ㆍ건축물을 일정 거리 후퇴하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물 스카이라인, 규모,
배치 등을 관리하여 가로 개방감을 확보
ㆍ띠녹지대를 조성하고 아파트 방음벽을 녹화하여 자연친화적 가로경관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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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지침
ㆍ도로변 옥외광고물은 가이드라인을 계획하여 질서 있는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가로
시설물의 형태와 디자인은 간결한 형태와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
ㆍ검단산 서측을 지나는 구간으로 검단산과 어우러진 자연형 도로경관을 연출

하남대로

ㆍ가로변 띠녹지대, 중앙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도로녹지축을 형성
ㆍ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창고형 매장, 공장, 창고, 자동차 관련시설 등은 주변 자연녹지와
조화롭도록 건축물 규모, 높이, 색채, 외부 공간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
ㆍ주변 건물군에 설치된 벽면 이용 간판, 지주형 간판,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관
리･규제하고 통일감 없는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가로 미관을 개선
ㆍ한강 주변의 개방감 있는 도로 구간으로 자연친화적 가로경관을 형성
ㆍ미사대로(조정카누경기장교차로~팔당대교남단교차로) 구간에서 검단산을 향한 조망축을
보호하고 조망축변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여 단계적으로 조망
가로를 조성
ㆍ미사IC, 한강유역환경청교차로, 조정카누경기장교차로, 신풍지하차도, 팔당대교남단교차로는
시각적 민감지역으로, 도시를 상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인지성 및 상징성을 높임

미사대로
간선도로

ㆍ팔당대교 남단교차로의 고가차도 구조물과 콘크리트 옹벽 등의 인공적 이미지를 저감
하기 위한 식재, 녹화, 마감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
ㆍ한강, 팔당호 조망을 배려한 자연친화적 가로경관을 형성
ㆍ위례사랑길 구간으로 도보 및 자전거이용자의 접근성 및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
ㆍ한강변으로 입지한 식당, 상점의 건축물 경관을 관리하고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과 통일감 없는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자연녹지와 어우러진 가로경관을
연출
ㆍ서하남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의 불량경관요소를 개선하고 서하남IC, 서울시
경계부와 연계하여 상징적이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
ㆍ서부초교삼거리~소방서삼거리 구간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옹벽과 방음벽의 인공적
이미지를 저감하고 고가차도 경관을 정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

서하남로

ㆍ서하남IC, 서울시경계부 주변에 상징조형물을 도입하여 상징적인 관문경관을 형성하고
인접 건물군의 간판정비와 외관정비사업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조성
ㆍ이성산성~춘궁저수지~광주항교~선법사구간은 위례역사길 구간으로 역사적 이미지와
자연적 이미지가 어우러지도록 특화된 가로경관을 연출
ㆍ이성산성, 춘궁저수지, 광주향교, 선법사 등의 진입을 알리는 안내시설물을 도입
ㆍ이성산 주변으로 밀집한 식당의 벽면 이용 간판, 지주형 간판, 입간판 등의 옥외광고
물을 관리･규제하고 통일감 없는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가로 미관을 개선
<표계속>

18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구분

기본 지침
ㆍ가로변 녹지대, 중앙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자연친화형 도로경관을 연출

서하남로

ㆍ서하남로와 하남대로545번길을 연결하는 도로 조성시 터널 등을 통해 객산의 기존
산림을 보존하고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터널진입부 경관을 고려
ㆍ조정대로(상일IC~황산사거리) 구간에서는 예봉산을 향한 조망축을 보호하고 조망축변
건축물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여 단계적으로 조망가로를 조성

조정대로 :
ㆍ상일IC주변에 상징조형물을 도입하여 상징적인 관문경관을 형성하고 인접 건물군의
상일IC~
조정카누
간판정비와 외관정비사업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조성
경기장교차로
ㆍ황산사거리와 진등지하차도 상부, 조정카누경지장교차로는 시각적 민감지역으로,
도시를 상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인지성 및 상징성을 높임
ㆍ하남IC주변에 인접 건물군의 간판정비와 외관정비사업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산곡천 녹지와 연계하여 한강으로 이어지는 가로녹지축을 형성
창우로 :
하남IC~
팔당대교
간선도로

ㆍ하남IC 앞 천현삼거리, 팔당대교남단교차로는 시각적 민감지역으로, 도시구조물 미관을
개선하고 도시를 상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인지성 및 상징성을 높임
ㆍ팔당대교는 한강, 검단산 조망이 우수한 지점이자 남양주시에서 하남시로 진입하는
관문시설로 교량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조망시설을 도입하여 관문지역으로서의 장소성을
형성
ㆍ감일남로와 위례대로 구간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산림 및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가로녹지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로경관을 형성

감일남로,
위례대로

ㆍ위례대로 조성 시 청량산으로의 조망을 배려하고 천마산의 산림과 지형의 훼손 및
녹지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ㆍ감일남로 서울시경계부에는 상징조형물을 도입하여 상징적인 관문경관을 형성하고
인접 건물군의 간판정비와 외관정비사업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
ㆍ감일초이간광역도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녹지 경관이 양호한 지역을 지나므로
도로 조성시 발생된 절개사면, 성토사면의 산림을 복원하고 녹화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ㆍ계절별 다양한 경관변화를 연출하도록 가로 녹지대 조성을 유도(가로수길, 띠녹지대,
꽃길 등)
ㆍ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의 교차구간~감북교차로 구간은 시각적 민감지역으로, 도시를
상징하는 수종을 식재하여 인지성 및 상징성을 높이고 인공적 이미지를 저감
ㆍ가로 인접 건물군의 간판정비와 외관정비사업, 공장·창고·적재물 등 불량경관시설에
대한 차폐형 식재 등을 통해 가로경관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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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거점 경관가이드라인
4.1. 역사문화거점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기본 지침
ㆍ광주향교을 중심으로 이성산성, 하남동사지, 선법사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해 주변 산,
덕풍천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거점경관을 창출
공통
ㆍ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탐방로, 외부공간, 주변가로, 조망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화로운 역사문화경관을 도모
ㆍ이성산성을 지속적으로 복원하여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공원화를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자연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가･휴양의 공간을 제공

이성산성

ㆍ이성산성과 춘궁저수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는 먹거리촌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역사 및
자연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리
ㆍ지형특성 및 조망여건에 따라 이성산성 내･외부에서 다양하게 조망되는 역사문화경관을
지속적으로 관리

춘궁동
역사문화
거점

ㆍ광주향교 주변을 누구나 즐겁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덕풍천과 연계하여 매력적인 여가･문화공간으로 활용
광주향교
ㆍ광주향교 주변 건축물과 도로나 시설은 역사적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및 재료를 계획
하도록 문화재 주변공간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

하남동사지

ㆍ하남 동사지는 진입로와 고속도로 하부 연결통로를 개선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하남동사지에서 조망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재활용센타 등의 불량경관 요소를
개선하여 역사이미지를 연출

춘궁저수지

ㆍ춘궁저수지는 수변시설(낚시), 산책로, 옹벽을 정비하고 주변 식당, 카페 등의 건축물
경관을 관리하여 주･야간 차별화된 수변공간을 제공

선법사

ㆍ선법사는 진입로와 주변 건축물 경관을 정비하여 접근성 및 쾌적성을 제공
ㆍ위례역사길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정비하고 도보 및 자전거이용자의 접근성 및 보행편의를
제공

탐방로
ㆍ역사자원을 연결하는 탐방로에는 접근을 유도하면서 탐방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식재,
보도 포장, 건축물 미관, 색채, 가로변 담장, 공공시설물 등을 테마화
<표계속>

20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구분

기본 지침
ㆍ남한산성을 중심으로 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해 주변 남한산, 덕풍천과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역사･문화･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거점경관을 창출
공통

ㆍ남한산을 중심으로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임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접근이 필요
ㆍ남한산성 등산로 입구 주차장~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남한산 법화사지 및 부도~
남한산성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따라 탐방로를 조성하고 정비

남한산
역사문화
거점

ㆍ하남시 상사창동 연자마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 테마마을 경관을 창출
ㆍ공공 주도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공공, 민간 부문의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경관협정을 유도
주변 마을

ㆍ마을 진입로, 건축물 외벽, 담장, 나대지 등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공연･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
ㆍ고골 주차장을 중심으로 녹지가 어우러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다양한 나눔과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으로 활용

탐방로

공통

ㆍ위례둘레길을 중심으로 조성된 탐방로를 정비하고 안내시설물, 안내사인, 쉼터 등을
주요 장소에 적절히 배치
ㆍ한강을 중심으로 하남미사리선사유적지, 나무고아원, 구산성지, 하남종합운동장, 미사리
조정경기장, 미사리먹거리촌을 연계하여 ‘자연･역사･스포츠･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거점경관을 창출
ㆍ한강, 녹지 등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임으로 이를 배려한 친환경적 접근이 필요

한강미사리 ㆍ하남미사리유적은 유적지를 보전하고 나무고아원과 연계하여 공원화
유적~나무
ㆍ한강선착장의 수상 시설물을 수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
고아원
미사리
역사문화
거점

ㆍ구산성지 경계부와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역사문화경관을 형성
구산성지
ㆍ주변 도로나 시설은 역사적 경관과 조화되는 재료 및 색채를 계획
하남종합
ㆍ하남의 대표 공공시설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구부에 심플하면서
운동장,
미사리조정
조형성 있는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개방감을 확보
경기장
미사리
먹거리촌

ㆍ미사리 먹거리촌은 한강과 미사리경정장이 인접하면서 자연경관이 양호한 지역으로
자연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특화된 마을 경관을 형성
ㆍ구체적인 지침을 수반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을 유도･관리･형성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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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지침
ㆍ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설계를 지향하고 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보행자 도로, 작은 공원, 쉼터 등으로 활용

미사리
역사문화
거점

미사리
먹거리촌

ㆍ휴먼스케일을 살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건축지침을 마련하여 건축물 사이의 조화 및
주변 자연과의 조화를 구현
ㆍ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용도를 계획(상점, 카페, 레스토랑, 서점, 음반매장, 식음시설,
일반판매점, 스튜디오, 복합체험관, 갤러리, 기업홍보관, 정보안내소 등)
ㆍ다양한 자연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자생식물을 도입
ㆍ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작품과 프로그램을 도입
ㆍ탐방로는 녹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도보 및 자전거이용자의 접근성 및 보행편의를 제공

탐방로

ㆍ탐방로에는 접근을 유도하면서 탐방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형태와 디자인은 전체 탐방노선에 걸쳐 통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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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관문거점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기본 지침
ㆍ하남IC 주변의 고가차도 구조물과 옹벽, 노후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의 경관 부조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변에 완충형 녹지 공간을 조성
하남IC

ㆍ하남으로 진입시 인근에 있는 검단산 조망이 주요 산경 랜드마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검단산과 함께 조망되는 주변 건축물의 지붕색이
이질감을 형성함으로 지붕색채 개선을 통해 조화로운 조망경관을 확보
ㆍ하남 톨게이트 디자인을 개선하여 정체성 있는 관문이미지를 형성
ㆍ하남시 서측 서울시에 인접하여 있어 하남 뿐만 아니라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 서하남로 서울시경계부와 연계하여 연속된 관문경관을 형성

고속도로
관문거점

서하남IC ㆍ고유의 도로경관 형성을 위해 다층구조의 가로녹지대 조성, 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 옥외
광고물 정비, 서하남IC 고가차도 구조물 및 하부공간의 자연친화적 디자인요소 도입,
상징물 도입 등을 통해 하남시 서측의 대표 관문으로 조성
ㆍ미사강변도시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예봉산과 검단산으로의 조망이 하남시 진입의 주요
산경 랜드마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시각회랑과 조망권을 확보
상일IC

ㆍ친환경적 관문경관 연출을 위해 도로변으로 완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벚나무 등 특색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가로변 녹지축을 형성
ㆍ가로변에 상징물을 도입하여 공간적 인식과 상징성을 부여
ㆍ가로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통일감있는 가로시설물을 설치
ㆍ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하남 미사강변도시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한강 조망이 하남시 진입의
주요 랜드마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망권을 확보

미사IC
ㆍ도로변 방음벽의 개방감 확보, 미사대교 구조물 및 하부공간에 대한 통합적 경관 정비를
추진

간선도로
관문거점

ㆍ광주에서 하남으로 진입하는 시계지역으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반
적인 저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 미흡 등으로 인해 경관이 저해됨으로 완충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경관의 부조화를 저감
하남대로
광주시
경계부 ㆍ도로변에 입지하는 건축물의 외관, 콘크리트 옹벽 등을 자연과 어우러지는 소재와 색채로
정비하여 친자연형 도로 이미지를 강화
ㆍ간결한 디자인의 상징물을 도입하여 공간적 인식과 상징성을 부여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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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사대로
광주시
경계부

간선도로
관문거점

서하남로
서울시
경계부,
감일남로
서울시
경계부,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서울시
경계부
(북측,남측)

팔당대교
남양주시
경계부

기본 지침
ㆍ팔당호를 따라 하남시로 진출입하는 시계지역으로 팔당호를 랜드마크로 활용하여 자연적
이미지를 증진시키고 팔당호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
ㆍ팔당호 반대편에 상징물을 도입하여 공간적 인식과 상징성을 부여
ㆍ서울에서 하남으로 진입하는 시계지역으로 주변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저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 미흡, 건축물･시설물의 난립 등으로 인해 경관이
저해됨으로 완충형 녹지대를 조성하여 경관의 부조화를 저감
ㆍ시경계부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벚나무 등 특색있는 수종을 식재하고 가로변 녹지대를
확충하여 가로녹지축을 형성
ㆍ가로변 녹지나 중앙녹지대에 상징물을 도입하여 공간적 인식과 상징성을 부여
ㆍ서하남로 서울시경계부는 서하남IC와 연계하여 연속된 관문경관을 형성
ㆍ남양주에서 하남시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지역으로 한강과 검단산의 조망이 하남시 진입의
주요 랜드마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망권을 확보
ㆍ교량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조망시설을 도입하여 장소성을 형성
ㆍ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접근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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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상징거점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기본 지침
ㆍ하남시청은 하남은 대표하는 공공시설로 주변에 공원･녹지와 덕풍천을 연계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 경관을 형성

하남시청

ㆍ하남시청의 장소적 인지를 위하여 주변지역과 입구부에 조형성 있는 안내시설물을 도입
ㆍ상징적 요소 및 경관성이 높은 수목은 조명연출로 야간경관을 고려
ㆍ주변에 밀집한 상업, 업무시설의 전면공지는 접근성 및 쾌적성을 향상시켜 활발한 이용을 유도

유니온파크,
스타필드하남

ㆍ유니온파크는 하남시를 감상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아름답고 전망 좋은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상부에 녹지, 놀이터, 물놀이시설, 운동시설을 조성하여 인간친화적인
공간이자 쉼과 휴식･레저의 공간으로 활용
ㆍ스타필드하남은 기존 시가지, 유니온파크, 한강, 덕풍천 등과의 보행 및 녹지의 연계체계를
강화
ㆍ하남의 대표 공공시설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구부에 심플하면서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안내시설물을 설치

하남종합운동장,
미사리조정경기장

ㆍ미사리조정경기장은 입구부에 상징적인 조형관문을 설치하여 장소성을 강조하고 야간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함
ㆍ미사리조정경기장을 자연과 조화로운 거점시설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문화･예술적 요소를
도입하여 레저･여가･문화의 중심지로 조성
ㆍ미사리조정경기장 주변의 한강, 미사리먹거리촌과의 보행 연계를 강화하고 경계부 녹지를
정비하여 정돈된 선형의 녹지 경관을 연출
ㆍ하남문화예술회관, 하남역사박물관, 하남문화원을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거점시설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외부공간에도 자연과 문화･예술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남문화예술회관 ㆍ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신장동 구시가지에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가로 경관을 특화
ㆍ하남문화예술회관 전면 광장에 문화예술을 표현한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진입을 유도하고
야간에도 인지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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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가이드라인
5.1.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기본 지침
ㆍ조망가로축으로 설정한 하남대로에서 검단산 조망을 보호
ㆍ건축물 후면배치를 통해 가로 개방감을 확보

검단산 조망 및
개방감 확보

ㆍ가로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지정을 검토
ㆍ고층건물의 경우 저층부, 고층부 등 규모에 따라 건물을 분절하고 디자인, 재료, 색채 등을
차별화

배치

ㆍ가로미관을 해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는 장대한 규모나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외부공간

ㆍ주차장 및 물건 적재공간은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 배치를 권장하고 전면 배치 시 식재 등
완충공간 설치를 권장
ㆍ건축물의 부속 설비는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구조물 등으로 엄폐하는 등,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외벽과 같은 소재나 색채, 의장으로 난간이나 설비 시설을 차폐

건축물

부속설비 ㆍ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 등은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ㆍ설비기기 등을 감추기 위한 구조물은 건물 외벽과의 조화를 고려
ㆍ설비나 비상용 계단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과 동일계열의 색을 쓰도록 함
ㆍ동일한 구간에는 동일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계획
식재
ㆍ결절부 및 주요 공간에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줄 수 있는 수목을 식재

구조물,
시설물

구조물

ㆍ교량은 과도한 디자인과 고채도 원색의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구조물로서의
디자인을 고려

시설물

ㆍ가로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도록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하며
수량 및 규모를 최소화 하여 통합된 디자인으로 설치

지중화

ㆍ전선, 전신주 등은 유관부서,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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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지침

광고물

ㆍ도로변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광고물 설치를 지양

크기, 수량 ㆍ옥외광고물은 주거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및 수량을 최소화
옥외
광고물

ㆍ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소재 사용을 권장
색채, 소재
ㆍ가급적 원색적인 색채, 장대한 규모, 발광･점멸방식, 반사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
기타

색채

ㆍ그 외 사항은 본 경관계획의 ‘옥외광고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ㆍ자연과 조화로우면서 활기차고 밝은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함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ㆍ그 외 사항은 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ㆍ빛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명 연출을 통해 활기찬 야간경관을 연출

야간

ㆍ주변으로 새어나가는 빛의 간섭과 하늘을 향한 조명을 지양하며 광공해를 최소화
ㆍ그 외 사항은 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권장 : 정연한 가로경관

▲권장 : 상징적 교차로 경관

▲권장 : 통합디자인 된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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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분

기본 지침
ㆍ조망가로축으로 설정한 미사대로와 조망점(조정카누경기장교차로)에서 검단산 조망을 보호

검단산 조망 및
개방감 확보

ㆍ건축물 후면배치를 통해 가로 개방감을 확보
ㆍ가로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선 지정을 검토

배치

ㆍ가로미관을 해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는 장대한 규모나 돌출된 건축물을 지양하고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

외부공간

ㆍ주차장 및 물건 적재공간은 건축물 측면이나 후면 배치를 권장하고 전면 배치 시 식재 등
완충공간 설치를 권장
ㆍ건축물의 부속 설비는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구조물 등으로 엄폐하는 등,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도록 외벽과 같은 소재나 색채, 의장으로 난간이나 설비 시설을 차폐

건축물

부속설비 ㆍ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 등은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ㆍ설비기기 등을 감추기 위한 구조물은 건물 외벽과의 조화를 고려
ㆍ설비나 비상용 계단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과 동일계열의 색을 쓰도록 함
한강변
식당,
카페

ㆍ한강변 건축물은 입면 분절, 자연과 조화로운 마감재 사용, 인공물 차폐 식재, 경계부
녹화 등 인공경관 완화 방안을 마련
ㆍ동일한 구간에는 동일수종 식재를 원칙으로 계획
ㆍ결절부 및 주요 공간에는 랜드마크적 성격을 줄 수 있는 수목을 식재

식재

ㆍ입체교차로 구조물 주변에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형성

구조물,
시설물

구조물

ㆍ지하차도, 보행육교 등은 과도한 디자인과 고채도 원색의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구조물로서의 디자인을 고려

시설물

ㆍ가로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도록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하며
수량 및 규모를 최소화 하여 통합된 디자인으로 설치

지중화

ㆍ전선, 전신주 등은 유관부서,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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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본 지침

광고물

ㆍ도로변으로 시선을 집중시키는 대규모 광고물 설치를 지양

크기, 수량 ㆍ옥외광고물은 주거, 자연녹지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및 수량을 최소화
ㆍ건축물 자체 뿐 아니라, 주변 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소재 사용을 권장
옥외
광고물

색채, 소재 ㆍ옥외광고물은 가급적 원색적인 색채, 장대한 규모, 발광･점멸방식, 반사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
지주형간판 ㆍ지주형간판은 주변 간판을 고려하여 크기, 위치,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설치
기타

색채

ㆍ그 외 사항은 본 경관계획의 ‘옥외광고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ㆍ차분하고 자연적인 색채의 사용을 권장하고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명도를 지양함. 단, 건축물 강조를 위한 강조색은 부분적으로 사용
가능
ㆍ그 외 사항은 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ㆍ주변 자연경관을 배려하여 지나치게 인공적이지 않도록 정온한 빛으로 수변･녹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

야간

ㆍ주변으로 새어나가는 빛의 간섭과 하늘을 향한 조명을 지양하며 광공해를 최소화
ㆍ그 외 사항은 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권장 : 조망이 확보된 가로경관

▲권장 : 정연한 가로경관

▲권장 : 식재를 통한 특색있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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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관지구
6.1. 일반미관지구
관리요소

기본 지침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누구나 걷기 편한 공간으로 조성

보도

ㆍ일관된 보도 패턴과 색채를 적용하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요철을 최소화
ㆍ가로변 녹지가 부족한 부분은 가로수 및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함
★건축선 후퇴부는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며, 통행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하여서는 아니 됨
★보도와 동일한 포장으로 하고 보도와 건축선 후퇴부 사이에 단차가 없도록 조성

건축선
ㆍ공개공지를 조성할 경우 가로와 연접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가로와의 단차가 없어 접근이 용이하도록
조성
ㆍ공개공지는 본 경관계획의 오픈스페이스 가이드라인(공개공지)를 참조하여 조성
★대지경계선에서 건축선을 충분히 후퇴하여 배치함으로써 개방감을 확보함
배치

★주변 건축물과의 가로변 배치 연속성을 확보
ㆍ가로에 면해 건축물의 장변 배치 권장
ㆍ가로미관을 해치거나 지나치게 강조되는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 지양

규모, 높이
ㆍ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저층부

ㆍ건축물 저층부는 보행자의 활동과 시각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재료(벽돌, 석재, 목재 등),
색채 등을 사용하여 보행친화적 가로경관을 연출
ㆍ거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리에 면하는 부분에는 출입구 등을 최소화

건축물

주차장

ㆍ주차장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후면부 또는 측면부를 활용하며, 친환경재료를
사용하여 조성
ㆍ품격있는 가로경관형성을 위해 경관 저해요인인 부속설비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디자인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부속설비

ㆍ건축물의 부속 설비는 주위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구조물 등으로 엄폐하는 등, 매력적인 가로
경관을 형성하도록 외벽과 같은 소재나 색채, 의장으로 난간이나 설비 시설을 차폐
ㆍ베란다에 설치된 실외기 등은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
ㆍ설비기기 등을 감추기 위한 구조물은 건물 외벽과의 조화를 고려
ㆍ설비나 비상용 계단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과 동일계열의 색 사용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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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교통표지판, 가로등, 신호등. 볼라드 등 가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통합하고 수량 및 규모를
최소화 하며 통합디자인을 통해 통일감을 부여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ㆍ전선, 전신주 등은 유관부서,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중화 사업을 추진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외관의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도록 디자인하여 설치하며 가급적 원색적인
색채, 장대한 규모, 발광･점멸 방식, 반사 소재 등의 사용을 지양

▲권장 : 개방적 보행공간(서울 공항로) ▲권장 : 인접 건축물 간 조화로운 경관 ▲권장 : 통합디자인 된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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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관위해요소 경관가이드라인
7.1. 공장 및 창고
구분

기본 지침
ㆍ배후 산림 및 대상지 주변의 역사자원 등으로의 조망을 충분히 고려
배치
ㆍ자연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배치
ㆍ주변의 경관자원 및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규모 및 높이를 도모

규모･높이
ㆍ지나치게 장대한 규모 및 돌출된 건축물은 지양
ㆍ옥상설비 등 부속설비의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디자인과 조화되도록 함
건축물

형태･외관

ㆍ주변 자연과 조화로운 소재 사용을 도모하고, 지나치게 눈에 띄거나 부조화 되는 소재
사용을 지양 (예 : 지나친 투명, 반사, 발광소재 등)
ㆍ장대한 입면은 형태, 재질, 색채를 이용하여 입면을 분절하고 요철을 부여하여 위압감을
저감
ㆍ담장의 설치를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일체화되거나 주변과 어울리는
색채와 재질을 사용(폐쇄적인 형태, 원색 칼라메쉬, 단순 콘크리트 등은 지양)

담장
ㆍ지형 보호를 위해 옹벽 등의 조성은 가급적 지양(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연적 소재
사용 및 건축물과 일체화, 시각적으로 차폐 등 주변과 조화 도모)
ㆍ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고 공장, 창고 주변으로 풍부한 녹지공간을 확보
외부공간
ㆍ외부로의 시각적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계부에 사계절 차폐가 가능한 수목 식재권장
ㆍ장식적 개념보다는 기능 위주의 간결한 형태 시설물 설치 권장
시설물
ㆍ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도록 저채도 색채 사용
ㆍ주변 자연(산, 하천), 주택 등으로 광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야간경관
ㆍ자연경관을 고려하여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으로 연출
ㆍ가능한 원색은 피하고 주변의 수목 및 토양과 조화될 수 있는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
색채

ㆍ주변의 색채위계를 난색계열의 차분하고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상을 권장
ㆍ주변 녹음과 조화를 이루는 웜그레이 계열 또는 중명도 저채도의 색상을 권장

▲지양 : 고채도 색채를 사용하여 주변 ▲권장 : 간결한 패턴으로 위압감 저감 ▲권장 : 주변과 조화로운 저채도 색채
경관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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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송전탑
구분

기본 지침
ㆍ산의 정상이나 능선, 경관상 가치있고 시선이 집중되는 지역을 피하고 형태･색채 등이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위치
ㆍ그늘이 지는 취락지역의 북사면이나 토지이용 또는 식생의 경계부에 위치시킴으로써 눈에 잘
띄지 않게 하여 주변경관을 보호함
형태

ㆍ필요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형태를 권장함

색채

ㆍ철탑 주변 배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형태와 색채의 명도･채도를 선택(예, 지형 배경 시 진한색,
하늘 배경시 밝은 색)

▲권장 :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형태

▲권장 : 기존 송전탑 디자인 개선 예비 ▲송전탑 디자인 공모사업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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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관요소별 경관가이드라인
8.1. 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ECO-GREEN

HARMONY

IDENTITY

친환경 건축물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개성있고 아름다운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 친환경적인 외장재, 자연적 질감재, 건물 녹화 등을 통한 친환경 건축 조성
◦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 구릉지, 하천, 시가지 등 주변 자연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건축물
◦ 공간형성 및 보행체계 등 입체적인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공간 유도

개성있고 아름다운 건축물
◦ 개성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해 특색있는 블록, 거리 조성 유도

구분

적용 대상
ㆍ단독주택, 다중x다가구x다세대주택

주거건축물
ㆍ공동주택
상업건축물

ㆍ상업건축물

공업건축물

ㆍ공업건축물

공공건축물

ㆍ공공건축물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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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단독주택
적용 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단독주택, 공관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구릉지에 위치하는 경우 절성토량을 최소화하고 지형을 살린 다양한 주거 형태와 배치를 고려

절성토
배치

배치

ㆍ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1)
ㆍ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 대한 전면성 유지를 권장
ㆍ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2)

옹벽
외관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환경친화적 공법 적용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위한 주변과의 조화 고려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의 지붕 설계
- 도심지역 : 건축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 통일감 있는 지붕 형태를 유도
- 자연ㆍ농촌ㆍ수변지역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주변의 건축적 맥락을 고려

형태
지붕

ㆍ평지붕의 경우 옥상 녹화나 정원 설계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
ㆍ지붕ㆍ옥상 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외장재, 창문, 지붕, 색채, 높이 등 건축적 맥락 고려)

외벽

ㆍ블록별로 차별화된 단독주택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며 가로에서의 전체적인
통일감과 개별적인 건축물의 차별화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ㆍ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ㆍ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재질
입면

ㆍ전면과 측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마감 수준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출입구
및
창문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 권장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음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함
<표계속>

1)「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심재생사업의 경관지침」 주거단지 경관지침(6.1)
2)「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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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배치

기본 지침
ㆍ주택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ㆍ우수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녹음수 조경
건물 근처에는 관목에서 순차적으로 교목 순으로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

조경
외부공간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수고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교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를 창문
높이 이상으로 하여 외부로의 시야를 확보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주차장

ㆍ주택부지 내 외부주차장은 환경을 살린 투수성 포장 권장
★이웃 대문, 담장의 위치 및 형태와 조화를 유지하고 투시가 가능하도록 조성

담장
시설물

ㆍ대문, 담장의 색채는 가구 및 건축물 입면과 조화 고려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3)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권장 : 자연지형 순응

▲권장 : 낮은 관목식재로 시야확보

▲권장 : 수목식재 시 시야 확보

▲권장 : 조화로운 형태, 재질

▲권장 :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권장 : 투시형 담장, 외부녹지공간

▲권장 :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권장 : 주택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권장 : 개방형 담장
재료 사용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3)「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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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다중･다가구･다세대주택
적용 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다중･다가구주택과 [별표1]2호의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다세대주택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1)

절성토
배치

ㆍ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2)

배치

ㆍ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 대한 전면성 유지를 권장

옹벽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환경친화적 공법 적용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의 지붕 설계
- 도심지역 : 건축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 통일감 있는 지붕 형태를 유도
- 자연ㆍ농촌지역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주변의 건축적 맥락을 고려

형태

지붕

ㆍ평지붕의 경우 옥상 녹화나 정원 설계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
ㆍ옥상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지붕의 식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풍토색을 권장하며 외벽과 어울리는 색과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
ㆍ옥상 등에 설치되는 설비 시설물이나 물탱크 등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인접 건축물과 건축적 맥락(외장재, 창문, 지붕, 색채, 높이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ㆍ건축 입면이 단조로운 형태의 연속성 배열과 단순직선형 벽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형태,
재질, 색채를 이용하여 입면을 분절하고 요철을 부여하여 표정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

입면

외벽

ㆍ블록별로 차별화된 주택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며 가로에서의 전체적인 통일감과
개별적인 건축물의 차별화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ㆍ가로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 건물 저층부에는 석재, 벽돌, 목재, 점토류, 신소재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저층부 외관을 차별화하도록 권장(필로티 조성시 노출부분은 외장재와 동일하게
마감)
ㆍ양측면 및 배면의 마감재는 가급적 정면에 사용된 소재와 동일한 소재로 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면에 계획한 마감재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색채 계획
<표계속>

1)「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2)「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심재생사업의 경관지침」 주거단지 경관지침(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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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재질

ㆍ전면과 측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마감 수준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입면

출입구
및
창문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 권장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음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함
ㆍ주택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 및 인접 필지와 연속하여 배치

외부공간
주택 주변의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ㆍ우수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녹음수 조경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조경

침입자들이 건축물로의 침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의 식재는
피하도록 함
건물 근처에는 관목에서 순차적으로 교목 순으로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수고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교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를 창문
높이 이상으로 하여 외부로의 시야를 확보
ㆍ주택부지 내 외부주차장은 환경을 살린 투수성 포장 권장

주차장
ㆍ가급적 본체와 일체화된 형태와 재질 사용을 권장

외부공간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 조경 등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
단, 담장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담장

담장의 형태는 담장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거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
ㆍ대문, 담장의 색채는 가구 및 건축물 입면과 조화 고려
ㆍ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3)

시설물

주택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옥외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함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
주택에 부속된 창고·차고는 발코니·창문 등에서 2미터 이상 이격하여 계획
<표계속>

3)「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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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CPTED

ㆍ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신축 원룸 방범인증제4)를 검토 적용

▲권장 : 형태, 재질, 색채를 이용하여 ▲권장 : 입면의 음영 및 돌출
입면 분절

▲권장 :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출입문 계획

▲권장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명확화 ▲권장 : 외벽배관을 벽속에 매립

▲권장 : 저층부 방범창 설치

4)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신축원룸 방범인증제,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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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공동주택
적용 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2호의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절성토

기본 지침
★구릉지의 과도한 절ㆍ성토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를 유지하고 사면은 식재로
피복
★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1)

단지조성

ㆍ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2)
옹벽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처리
ㆍ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
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3)

배치
배치
통경축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4)
★지형, 조망, 바람길 등을 고려한 주동배치를 통해 통경축 확보
ㆍ타워형, 복합형, 유선형, 테라스형 등 입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 도입

주동형태

ㆍ지표동 설정 및 시각적 디자인을 통한 초점 부여
ㆍ단지별 가로별 특색 있는 지붕설계

옥탑
(지붕)
주동
형태

★지붕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풍토색을 권장하며 외벽과 어울리는 색과 재료를
선택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함
ㆍ옥탑의 기계실, 물탱크실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일체감 부여
ㆍ중경 이상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높이설정을 위한 경관 시뮬레이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주변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형성

높이

★주요 도로변에서 단조로운 경관이 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산지, 하천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 조망 확보
<표계속>

1)「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심재생사업의 경관지침」 주거단지 경관지침(6.1)
2)3)4)「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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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입면이 단조로운 형태의 연속성 배열과 단순직선형 벽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형태, 재질,
색채를 이용하여 입면을 분절하고 요철(돌출)을 부여하여 표정 있는 건축물 외관 형성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

외벽
입면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을 권장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함

색채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7)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 고려
주동 출입구는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계획, 조명, 문주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주동출입구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ㆍ어린이 정서를 고려한 공간계획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창의적 공간 조성

놀이터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주동 출입구 주변,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
ㆍ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부를 녹지, 휴게 및 커뮤니티 광장 등으로 활용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 권장
지하주차장의 주차 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

부대시설

주차장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을 구별하여 계획
하는 것을 고려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권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주차면 바닥, 벽체 등에 밝고 경쾌한 느낌의 색채 계획 권장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계획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경비실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함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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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상점, 휴게시설, 놀이터,
출입구)과 연계 고려

활성화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

완충
녹지

ㆍ소음 등의 민원발생 예상되는 단지 경계부에 방음둔덕을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권장
ㆍ절개사면을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ㆍ화목류 또는 수형과 그늘이 좋은 교목 식재

보행로

ㆍ하천, 산지, 공원 등 경관자원에 인접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경관자원으로의 접근
보행로 확보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적용8)
ㆍ도로와 만나는 단지 경계부, 가각부에 대하여 공개공지 확보 및 쌈지 공원 조성을 권장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

조경
외부공간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ㆍ생태녹도 조성 시 개거형 및 투수형 수로를 설치하여 지표수 확보 및 배수로의 기능 권장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의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도록 계획

단지
출입구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ㆍ과도한 연출을 금지하고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고려
ㆍ단지 진입부에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장소성 제고
보행자 및 노약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조성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음. 담장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 이웃 담장의 재료와 형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하고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경계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고 1~1.5m 이내인 밀생 수종･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ㆍ녹지, 보행로 등 공공공간에 접하는 경우, 경계시설 설치 지양(수림대, 둔덕 등으로
자연스럽게 조성)
<표계속>

7)「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8)「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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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색채

기본 지침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
(glare-free) 등(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

야간조명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임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권장 : 주변과 조화된 스카이라인형성 ▲권장 : 자극적이지 않은 색채

▲권장 : 보행로에 화목류 식재

▲권장 : 자연감시가 가능한 놀이터

▲권장 : 내/외부 경계를 분리하는 게이트 ▲권장 : 적정조도의 조명 다수 설치

▲권장 : 지하주차장 색채 계획

▲권장 : 지하주차장 색채 계획

▲권장 : 지하주차장 자연채광(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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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상업ㆍ업무건축물
적용 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교육연구
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단조롭지 않은 건축물 형태로 설계
ㆍ교차로 등 모서리 대지의 건축물은 접한 도로 모두에서 전면으로 인식되도록 처리

외관

★도로변의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고려
ㆍ가구별 혹은 가로별로 주변 건축물과 형태적으로 조화되며, 번잡하지 않도록 설계

형태

옥상
(지붕)

ㆍ지붕이나 옥상은 녹화를 권장하며, 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
초화류 등을 식재
ㆍ지붕ㆍ옥상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가구별 건축선 일치를 통한 가로의 연속성 유지 권장

배치

ㆍ가구별 조화되고 일관성 있는 입면 형성
입면

ㆍ건축물 장축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ㆍ전면과 측ㆍ후면이 조화를 이루는 마감수준을 갖도록 하거나 색채 사용

색채
입면
외벽

★가로변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주변 건축물의 색채 및 외장 등 고려
ㆍ콘크리트 벽면이 전면에 노출 된 경우 식재대 설치 등 녹지요소 보강 (노출콘크리트 기법
적용 등 제외)
출입구가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후퇴된 알코브형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

출입구

업무용 건축물의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함
★가로변 건축물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면 혹은 가각부에 공지 조성 권장(소규모 광장 및
공원 등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

외부공간

ㆍ공개공지, 아케이드로 인한 개방감 확보
★옥상이나 외부의 물탱크, 환기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입면을 고려하여 식재 등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차폐)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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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외부공간

기본 지침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야간에 시야를 확보

지상주차공간 주변은 숨을 공간이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관목은 피하고 일정 높이
지상
주차공간
이상의 지하고를 가진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주차장
지하
주차장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 권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주차면 바닥, 벽체 등에 밝고 경쾌한 느낌의 색채 계획 권장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설치
10미터 거리에서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권장 : 건축선일치로 가로연속성 유지 ▲권장 : 지붕에 옥상녹화, 조경 조성

▲권장 : 공개공지 조성으로 개방감 확보

▲권장 : 주차공간은 지하고가 일정높이 ▲권장 : 지하주차장 색채 계획
이상의 교목 식재

▲권장 : 조명을 가리지 않는 수목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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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공공건축물
적용 대상
◦ 공공건축물은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건축물을 의미하고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타 유사 단체가 발주하여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축물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의 유무, 혹은 신체적 능력 저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

일반

ㆍ불필요하게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보행에 장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지양
ㆍ보행 안전을 위해 전면 공지와 보행가로 사이의 급격한 단차 지양
ㆍ권위적인 느낌의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설계

형태

외관

ㆍ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과 시설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를 가급적 피하고 계단식 진입인 경우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약자를 배려

입면

★지나치게 거대하거나 획일적인 입면(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ㆍ편안한 느낌을 주는 친환경적 외장재 사용

입면

재료
외벽

ㆍ당해 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과도한 장식 금지
ㆍ홍보게시판, 전광광고물 등은 건축물입면을 고려하여 설계
ㆍ옥외 주차장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시설
★지상주차장을 가급적 지양하여, 녹지공간 등의 넓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에서
공공건축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건물

주차장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 설치
10m 거리에서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 확보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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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상층부

기본 지침
ㆍ지붕이나 옥상은 녹화를 권장하며, 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
초화류 등을 식재
ㆍ지붕ㆍ옥상 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
★외부공간은 주변 오픈스페이스(하천, 공원 등)와 보행로와 연계하여 조성

외부공간

보행로

접근성

ㆍ보행가로와 접한 외부공간은 풍부한 수목이 식재되고 상시 개방된 소공원, 광장 등으로 조성
ㆍ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자전거, 보행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
동선계획 수립을 권장
ㆍ구릉지에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1)

옹벽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자연경사, 석축, 자연석쌓기 등)을 적용
야간 개방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동선을 중심으로 가로등 설치 계획 수립

시설물

ㆍ공공시설물은 장식적이고 과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가로공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
ㆍ시설물에는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설치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권장 : 상징적이면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권장 : 외부공간은 시민에게 개방된 ▲권장 : 간결한 디자인의 시설물
공원, 녹지 조성

▲권장 : 유니버설디자인(보행가로와
단차 없는 공지)

▲권장 : 상층부는 옥상조경 및 휴게
공간으로 활용

▲권장 : 친환경에너지 사용

1)「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01 경관가이드라인 ❙ 47

8.1.6. 공업건축물
적용 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절성토

기본 지침
ㆍ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1)
ㆍ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권장2)

단지조성
옹벽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적용.
단, 부득이하게 옹벽을 설치 할 경우 녹화 및 차폐 식재 등을 통해 위압감을 저감
ㆍ도로경계부에 건축한계선을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

배치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거나 차폐식재를 권장

배치 및
규모
규모

★공장건물은 그 크기로 인하여 위압감이 크므로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
ㆍ주조재, 부조재, 강조재 3종류 이내로 사용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 및 외관을 유도
★벽면은 밝고 청결한 인상을 강조하고 적당한 강조색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돌출색
(원색, 고채도 등)이 큰 면적에 사용되는 것을 지양

입면
ㆍ굴뚝, Silo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유도

형태 및
외관

★지나치게 거대하거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옥상

ㆍ옥상이나 외부공간에 물탱크, 환기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ㆍ수목 등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살리는 담장 설치를 권장

외부공간

담장

ㆍ보행에 위압감을 주는 높이의 인공담장 지양(불가피한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2m이상
후퇴하고 후퇴부에 식재대를 조성하여 수목 식재)
ㆍ콘크리트 등 인공담장은 지양하고, 인공담장의 경우 수목, 화목, 관목 등 혼합식재를
통하여 담장의 인공면 저감
<표계속>

1)「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심재생사업의 경관지침」 주거단지 경관지침(6.1)
2)「경관 심의 운영 지침」 별지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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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경계부

★가로변의 위압감 저감과 경관 향상을 위해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친환경적 이미지 형성

진입로

ㆍ진입부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절제된 상징조형물 설치 권장

보행로

ㆍ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포장 및 식재 등으로 보차 분리를 권장

외부공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로변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

식재

지상주차공간 주변은 숨을 공간이나 함정이 생기지 않도록 관목은 피하고 일정 높이
이상의 지하고를 가진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지양 : 원색의 색채 사용

▲지양 : 폐쇄적인 시멘트 담장

▲지양 : 노출된 시설물, 과대한 광고물

▲권장 : 적절한 마감재 패턴과 강조색 ▲권장 : 적절한 강조색 사용(최소 면적) ▲권장 : 적절한 패턴 사용 및 시각적
분절로 위압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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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오픈스페이스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NATURE

NETWORK

COMMUNITY

자연친화적 공공공간

풍부한 그린네트워크

사람중심의 커뮤니티 공간

자연친화적 공공공간
◦ 친환경소재나 자연소재를 활용한 시설 및 공간 조성
◦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풍부한 그린네트워크 형성
◦ 주변 자연에서 공원, 하천을 거쳐 정주공간으로 이어지는 녹지 연계
◦ 가로변 녹지를 활용한 오픈스페이스 연계망 강화

사람중심의 커뮤니티형 공간
◦ 주민들의 휴식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
◦ 어린이와 노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 형태를 적극적으로 도입
구분

적용 대상

도로

ㆍ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수변공간

ㆍ하천, 도시 내 수경공간

공원

ㆍ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녹지

ㆍ완충녹지, 연결녹지

광장

ㆍ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기타

ㆍ건축물 외부공간, 공개공지, 옥외주차장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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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오픈스페이스 경관가이드라인
1) 도로 ❙차도❙
적용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중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의 차도를 대상으로 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자연 지형에 순응하도록 계획하고, 과다한 절개지 노출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지양
ㆍ주요 사거리 가각부에 공지를 조성하여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
ㆍ주요 도로 및 교차점에서 도로 선형 및 경사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도시의 주요 경관
자원을 향한 조망이 용이하도록 계획

배치 및 구조

ㆍ보조간선도로(대로이상) : 도로의 개설ㆍ확장ㆍ정비 시 도로 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하거나 지하고나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도로의 쾌적성을 증진
ㆍ집산도로(중로이상) :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는 지양하고 장애물존, 공개공지 등
여유부지에 가로시설물 설치
ㆍ국지도로(소로) : 협소한 보도 폭을 가지는 국지도로는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보도 진입을 지양하고 보행자 통행 공간의 구분을 명확히 함
ㆍ가로등의 형태나 디자인은 주변과 조화되도록 설계
★중앙분리대, 장애물존 등 도로의 여유공간 내 시설을 통합설치하고, 식재를 연속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권장

시설물

ㆍ교통안내와 전광판 등의 교통안내ㆍ표지 시설물은 가급적 통합하고,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는 최적화된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
ㆍ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시선을 교란시키는 사인이나 시설물의 설치 지양
★방음벽은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재질/색채/녹화(녹지공간 등) 등을 계획
ㆍ트랜치는 노면의 경사로와 위치를 고려하여 배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
ㆍ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지하고가 높은 수종의 식재를 권장
<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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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차도 및 측대는 교통량, 노상의 상태, 기후조건, 경제성, 시공성 및 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법으로 포장

재료

ㆍ내리막 경사 평면곡선부 등 도로의 선형 또는 시거로 인하여 짧은 제동거리가 요구되는
구간의 차도는 미끄럼에 대한 저항이 양호한 재질로 포장
ㆍ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두께 및 재질의 구조로 포장
ㆍ교통약자 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인접 보도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포장의 요철이 보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유의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버스전용차로 등을 일반차도와 구분하는 경우 눈부심이 없고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채
사용을 지향

패턴 및 색채

ㆍ보행중심의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나 보차공존 도로의 경우 차도 포장의 패턴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로 조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
ㆍ횡단보도 등의 주의색채는 주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색채 대비를 권장

▲권장 :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권장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권장 : 조화로운 재질과 색채의
풍부한 녹지대 조성
지하고가 높은 수목 식재
방음벽과 녹지 공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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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보도❙
적용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중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의 보도를 대상으로 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보도의 일정폭을 보행안전존으로 확보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공간 확보

배치 및 구조

ㆍ일반도로의 가로공간은 차도-장애물존-자전거도로-보도 순의 구성을 권장
ㆍ보도는 단차가 없는 평탄한 보도를 원칙으로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
ㆍ보도는 내구성과 기초를 튼튼하게 계획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함
보도블럭은 구두굽이나 쓰레기가 빠져 가로환경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단위크기를 가급적
크게 하고 보도 블럭 간 줄눈의 간격을 조밀하게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재료

ㆍ우천시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투수 블록 사용을 적극 권장
ㆍ차량진입에도 침하하지 않도록 포장면 하부에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내구성을 보완
ㆍ점토블럭, 화강판석, 황토블럭, 투수블럭, 소형고압블럭 등
★보도 블럭에 자극적인 패턴, 고채도의 원색적인 색 사용을 지양
ㆍ한 구간 내에 여러 패턴과 색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지양
★단일색 계획을 기본으로 하되, 패턴에 따른 변화감 연출을 목적으로 한 계획 시 동일 색상
계열의 톤차에 의한 색채 사용을 권장

패턴 및 색채

ㆍ주변 경관 및 구간 내 설치되는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중ㆍ저명도, 중ㆍ저채도의
단순화된 패턴을 적용
★장식적이고 과잉 디자인된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화하여 시각적인 안정감이 들도록 함
ㆍ보행로 사이의 차량 진입부는 인지가 가능하도록 패턴이나 포장색의 변화를 주는 것을 권장
ㆍ색채는 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권장 : 투수블럭 사용

▲권장 : 간결한 패턴

▲지양 : 자극적인 패턴,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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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자전거도로❙
적용 대상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자전거의 동선과 보행동선은 안전을 위해 가급적 분리
ㆍ자전거도로의 연속적인 주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유념하고 보행 가로에 준하는 평탄도 유지
ㆍ자전거도로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함.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퍼센트까지 할 수 있음1)

배치 및 구조

★횡단보도 구간에는 턱낮춤을 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원활하도록 함
자전거 도로는 주요 지역과 시설을 연결하여, 활동인지에 의한 자연감시를 유도
자전거도로에는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상가, 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요 지점에 자전거
보관소를 분산 배치하고, 자연감시가 약한 한적한 자전거 도로에는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 설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돌출시설물 및 고정시설물의 설치 지양
ㆍ배수로 및 배수구 설치를 권장하며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
ㆍ트랜치 살의 방향이 직각을 이루도록하고, 살간격을 촘촘한 것으로 설치하여 자전거 바퀴가
트랜치에 끼지 않도록 함
ㆍ자전거 난간 설치 시 3단 이상의 가로보를 지주로 받친 개방형 구조를 원칙으로 함

시설물

ㆍ맨홀 및 핸드홀 등과 같은 바닥형 시설물은 가급적 보도나 장애물존에 설치. 단, 자전거
도로 내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맨홀 및 핸드홀 표면에 자전거도로의 지정색 도색을
지양
ㆍ자전거도로 표지는 이용자의 시인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선정
야간이용이 빈번한 구간에는 안전성과 범죄 예방을 위해 보행등과 바닥등의 설치를 권장
ㆍ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설치
자전거도로에는 버스정류장, 공원, 학교, 상가, 놀이터, 운동시설 등 주요 지점에 자전거
보관소를 분산 배치하고, 자연감시가 약한 한적한 자전거 도로에는 비상전화, 비상경보기
등을 설치
<표계속>

1)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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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자전거도로 표면의 요철 발생을 최소화

재료

ㆍ보행가로와 다른 재질을 사용할 경우 경계를 매끈하게 시공하고 같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
경계선을 명확히 표시
★자전거도로의 포장재는 빗물의 배수가 원활한 투수성 포장재의 사용을 기본으로 함
ㆍ포장 면에 자전거 노면표지를 명확히 표기
ㆍ횡단보도 측면에 자전거 횡단구간을 조성하고 바닥면에 자전거 사인(픽토그램) 표기
★교차로, 이면도로, 시종점 등 상충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포장의 색상은 암적색으로
하며, 자전거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색상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시공함1)

패턴 및 색채

ㆍ자전거도로의 포장 색상은 표층 고유의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
상충구간 표준색
KS 0075
RGB 105 58 59
CMYK 0 45 44 59

기본구간

관련 법규

ㆍ그 외 사항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름

▲권장 :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명확한 ▲권장 : 상충구간 암적색 포장
분리

▲권장 : 시인성을 고려한 자전거도로
표지 설치

▲권장 : 자전거 노면표지를 명확히 함 ▲권장 : 횡단보고 구간 턱낮춤

▲권장 : 투수성 포장재 사용

2)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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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변공간 ❙하천❙
적용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하천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보존이 우선시되는 구역과 개발이용이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생태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
★녹지지역,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서로 연계하여 녹지축을 형성함으로써 친수성, 접근성,
경관성 차원에서 이용자의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권장

배치 및 구조

교통약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계단 외에 경사로 등 설치)
ㆍ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물과 접촉이 가능한 친수공간의 확보를 권장
★수변공간에는 자동차 도로를 최소화하고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도보 및 자전거 접근을 유도
ㆍ규모가 큰 하천의 경우 수변에 운동장, 체육시설, 수상레포츠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다양한 활동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권장
ㆍ수변의 야간 경관 형성과 활동에 적합한 조명을 설치

시설물

ㆍ장소성 구현을 위한 직설적이고 과도한 상징 조형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 구성, 식재,
마감 등 설계적 방법을 통한 차별화를 권장
ㆍ수변과 조화되는 컨셉의 통합된 디자인을 계획하고 연속된 구간 내 동일한 디자인 시설물 설치
ㆍ빈번하게 침수되는 구역은 생태형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

식재

ㆍ서식 환경의 수위, 침수 빈도 등을 고려해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종 및 식재 방법을 강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제방은 콘크리트 벽면을 지양하고, 인공제방의 경우 수목 등의 식재가 가능한 제방 형성을
통해 인공미를 저감
ㆍ접근로, 편의시설 등 인공시설 설치 시 환경성을 고려하여 친자연형 소재 사용을 권장

재질, 패턴, 색채

ㆍ수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장식적이거나 복잡한 패턴의 바닥포장은 지양
ㆍ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 및 마감 방법을 적용
ㆍ가급적 도장은 피하고 재료 자체의 색채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

▲권장 : 생태 서식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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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 설치

▲권장 : 수목 식재로 인공미 저감

5) 수변공간 ❙도시 내 수경공간❙
적용 대상
◦ 도심 내 실개천, 인공형 연못, 벽천,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보도 변에 설치되는 수경시설은 주변 환경에 따라 인공형 연못, 소형 벽천, 실개천 등 다양한
구조로 조성하되,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배치 및 구조

ㆍ실개천과 인공 소하천의 조성 시 청각효과를 위하여 물이 흐르는 부분의 재질 및 마감처리를
다양화 함
★바닥분수와 같이 이용자의 동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공간의 경우 평탄한 지형에 조성하도록 권장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으로부터 수경시설까지의 시야를 확보
ㆍ수경 시설 설치 시 어린이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배수구의 크기를 적정하게 조정
ㆍ야간의 물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리듬감을 줄 수 있도록 조명 설치를 권장

시설물

ㆍ일정 규모 이상의 도심 공간 내에 수경공간 조성 시 수생식물을 활용한 자연형 생태 연못으로
조성하는 권을 권장
ㆍ수경 시설의 전기관련 설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ㆍ배수로를 확보하기 위해 낙엽수의 식재 및 배치 위치에 유의
ㆍ주변 보도와 연계를 고려하여 패턴 및 색채를 적용

재질, 패턴,
색채

ㆍ바닥재는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다양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므로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책

▲권장 : 도심 내 바닥분수 등 친수시설 ▲권장 : 야간조명을 통한 경관 특화 ▲권장 :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권장
패턴 및 색채 적용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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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원 ❙근린공원❙
적용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린공원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지역민의 참여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계획
공원 출입부는 인접 가로, 보행동선과 연계하고 단차를 없애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을 고려

배치 및 구조

ㆍ지형차와 식재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공원 경관이 연출되도록 계획
ㆍ놀이와 운동공간 등 소음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주변 건축물에서 일정거리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고 마운딩, 수림대 등으로 차음과 차폐 효과를 유도할 것을 권장
★공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휴식, 여가,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
ㆍ담장과 펜스 설치를 지양하고 공원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높임. 단,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생울타리,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를 권장
ㆍ벤치는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나 수목이 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

시설물

ㆍ광장, 휴식공간, 산책로 등 이용이 잦은 공간은 식재 그늘을 제공하여 이용성을 높임
★공원 내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공원의 입구, 통로,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
ㆍ공원의 성격과 주제에 맞게 통일된 콘셉트의 시설물 설치
ㆍ과다하게 랜드마크적 가치를 반영하는 인공적 구조물은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계획
ㆍ자연미를 살린 곡선으로 친환경 디자인을 권장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고명도, 고채도의 과도한 색채를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고유색을 이용

재질, 패턴, 색채

용도와 목적이 다른 공간이 교차하는 구간에은 바닥마감의 색채와 재질에 변화를 주어
경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의 설치를 권장
ㆍ공원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 재료를 권장

▲권장 : 다양한 활동을 고려한 시설물 ▲권장 : 수목과 연계하여 벤치 설치

58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권장 : 공원 내 유도등 및 보행등 설치

7) 공원 ❙어린이공원❙
적용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주변 건축물과 가로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 항시 보호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

배치 및 구조

어린이 외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려한 편의공간을 함께 고려하고 놀이공간에 인접하여
배치하여 항시 보호 감시가 가능하도록 함
이용자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개방적인 광장형 공원을 권장
ㆍ대상 연령에 적합한 시설을 계획하며, 연령별 이용자 간의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공간을 구분
ㆍ출입부가 도로측에 위치할 경우 주변에 자동차 속도저감시설 설치를 권장
ㆍ경계부의 담장 및 펜스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어린이의 안전이나 공원의 보안과 관련된
펜스는 설치가능하며 이 경우 생울타리나 놀이벽 등 폐쇄감이 낮은 형태를 권장

시설물

ㆍ다층식재를 통해 생태적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적 기능을 높이도록 해설시설 등의 설치 권장
외부로부터 수목에 의해 시선이 가려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목의 높이 및 수종을 고려
공원 내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공원의 입구, 통로,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
이용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충격흡수가 가능한 모래나 친환경 투수성 탄성포장을 함

재질, 패턴
ㆍ공원 내 계단의 모서리 같은 곳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하거나 탄성재질의 마감 권장

▲권장 : 개방형 어린이공원 조성

▲권장 : 도로변 속도저감시설 설치

▲권장 : 공원 내 방범용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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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원 ❙소공원❙
적용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소공원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전하여 소공원 조성
ㆍ도로 모퉁이, 건물 사이의 소규모 토지 등에 소공원 조성을 유도하고 인공구조물은 최소한으로 설치

배치 및 구조

주변 건축물과 가로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항시 보호와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
ㆍ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방향을 고려하여 하절기 그늘과 동절기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
★보행가로와의 연계성을 중점으로 두고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
★소공원은 시설보다 녹지위주로 조성하며 공원 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
ㆍ과다하게 랜드마크적 가치를 반영하는 인공적 구조물은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계획
ㆍ주민의 휴식 기능을 위주로 편의/휴게 시설물 배치를 권장

시설물

ㆍ펜스 설치를 지양하고 관목식재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경계부를 처리
공원 내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이고,
공원의 입구, 통로, 표지판에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를 권장
외부 가로에서 수목에 의해 시선이 가려져 우범화되지 않도록 교목의 높이와 수종을 고려
이용자의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바닥패턴은 단순화하고 고명도,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며 재료 자체의 고유색을 이용

재질, 패턴
ㆍ공원 내 바닥재질은 젖은 상태에서도 미끄럽지 않고 투수성이 높은 포장 재료를 권장

▲권장 : 작은 공간에 녹지와 시설물을 적절히 설치하여 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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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녹지 ❙완충녹지❙
적용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고층 다밀식재를 하고 활엽수와 상록수를 혼합 식재
ㆍ지피식물부터 수고가 높은 수목으로 다층 구조식재를 통하여 방음기능과 생물서식 환경 조성

공통적용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조경은 항상 잘 정돈하고 관리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조명을 가리는 것을 피해야 함
녹지내 산책로, 쉼터 등에는 야간에도 안전한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조명시설 설치
ㆍ보행자 및 아파트 거주자의 산책, 휴식, 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활용
주거지

ㆍ주거지 내 조경면적과 연계하여 산책로 등 이용가능한 형태의 녹지대로 조성
ㆍ주거지 쪽으로 치우친 형태로 마운딩하여 주거지에서의 시야를 확보
ㆍ산업단지의 제반 공해 차단 및 완화
ㆍ폭30m 녹지대 형성을 권장

산업단지

ㆍ관리가 용이한 수목을 식재하되 산업단지 측 사면은 내연성에 강한 수종을 식재
ㆍ차폐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록낙엽수 및 철쭉 등 관목을 2열로 짜임새 있게 식재
ㆍ공장종업원 및 인근 주민을 위한 산책로 등 이용가능한 형태의 녹지대로 조성
ㆍ밀식으로 인한 차폐를 지양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평지형 구조로 녹지대 조성

상업･업무지

ㆍ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수형과 단풍이 아름다운 수목을 식재하고 관목성상의 수종을 식재
ㆍ매연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고,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상록활엽수를 다층구조로 식재

▲권장 : 주거지 완충녹지 조성

▲권장 : 완충녹지 산책로 설치

▲권장 : 보행로 띠녹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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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지 ❙연결녹지❙
적용 대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연결녹지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생태적･환경친화적 기법으로 조성

일반사항

ㆍ도시 내 적정구간을 조사하여 녹지대 전체를 유수 유입이 용이한 오목형 녹지대로 조성권장
ㆍ도로변이나 주차장 주변의 녹지는 자연측구 형태로 설치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을 창출

식재
ㆍ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수종을 식재
CPTED
상업･업무지

ㆍ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함정지역이 생기기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
ㆍ조경은 항상 잘 정돈하고 관리하여 시야를 가리거나 조명을 가리는 것을 피해야 함

▲권장 : 주변과 조화되는 녹지대 조성 ▲권장 : 산책로변 수목식재로 쾌적한 ▲권장 : 상업x업무지역의 수목식재
보행환경 조성

62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11) 광장 ❙교통광장❙
적용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교통광장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배치
및
구조

교차점
광장

기본 지침
★차량 소통을 저해하지 않으며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성
★보행자의 안전한 동선을 고려하여 공간을 배치하고 개방성을 높여 활성화를 극대화

역전
광장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 주변가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배치하고 동선을 계획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 및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조성
ㆍ구심점과 장소성을 부각할 수 있는 상징물이나 적절한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를 배치
하여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
ㆍ이용자를 위한 보도ㆍ차도ㆍ택시정류장ㆍ버스정류장ㆍ휴식시설 등의 설치 권장
ㆍ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택하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성

시설물
야간에도 보행자의 방향 인지와 동선 결정 같은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명 연출
형식과 배치계획 수립을 권장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요 통행 동선에 고정시설물 배치나 단차 발생을 지양
수목이나 시설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시야를 확보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자블록 동선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치

재질, 패턴, 색채

ㆍ마감재질과 패턴의 변화로 정적ㆍ동적인 공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광장의 넓은 면적이 주는
단조로움을 피함

▲권장 : 구심점과 장소성을 부각시키는 ▲권장 : 휴식 및 문화의 장으로 활용
상징물 설치

▲권장 : 야간 이용을 고려한 조명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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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장 ❙일반광장❙
적용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반광장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중심대
광장
배치 및
구조

기본 지침
ㆍ전체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 권장
ㆍ일시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
★시각적ㆍ심리적 안정성을 구비하기 위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호 및 독자적 영역 확보

근린
광장

★생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녹지와 휴게, 문화시설을 접목하는 등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계획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
ㆍ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과도로의 배치를 지양

시설물

ㆍ정보매체를 도입하여 보행자에게 안내정보를 제공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요 통행 동선에 고정시설물 배치나 단차 발생을 지양
수목이나 시설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히 시야를 확보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투수성 포장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

재질, 패턴, 색채

ㆍ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자블록 동선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설치
ㆍ마감재질과 패턴의 변화로 정적ㆍ동적인 공간을 적절히 배분하여 광장의 넓은 면적이 주는
단조로움을 피함

▲권장 : 공간을 비워두는 대신 바닥패턴 ▲권장 : 접근성과 개방감 확보
으로 포인트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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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

13) 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적용 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축물 부설광장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건축물 이용객, 지역주민 등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성과 접근성을 향상
ㆍ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유의

배치 및 구조

ㆍ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을 권장
4면이 개방되는 구조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계획하고 소규모 공개공지는 향후
우범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ㆍ열린공간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조각품이나 분수 등의 시설 설치를 권장

시설물
ㆍ광장의 용도를 설명하는 안내시설의 설치를 권장
야간에도 개방되는 공간에서는 충분한 조명 설치로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
식재

재질, 패턴, 색채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인접한 건축물과 보행공간을 고려하여 바닥패턴과 색채의 마감이 통합적 경관을 연출
하도록 계획
수목이나 시설물로 인하여 숨을 장소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

▲권장 : 건축물, 주변 보행로와 조화로운 휴식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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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 ❙공개공지❙
적용 대상
◦ 「건축법」제43조제1항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대상으로 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개방된 형태 조성으로 공공성을 확보
ㆍ별도의 보행공간이 없거나 협소할 경우 연접한 공개공지의 보도화 방안을 모색하여 확장감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ㆍ인접 보도와 연속되는 일체감 있는 포장재료 및 패턴의 사용으로 경관적 연속성을 유지

일반사항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가로수와 조경 등이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함
4면이 개방되는 구조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계획하고 소규모 공개공지는 향후
우범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
ㆍ주요 보행로에 면하는 대규모 공개공지는 소공원 및 소광장의 형태로 조성하되, 인접 공공
공간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
대규모 건축물
공개공지

ㆍ녹지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벤치, 키오스크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
ㆍ열린 공간의 주변 현황을 고려하여 조각품이나 분수 등의 시설 설치를 권장
인접보도와의 단차를 해소하고 시각적 차폐시설과 진입장애시설물 설치를 지양
ㆍ오픈카페, 거리공연, 야외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유치하여 공간의 매력도 증진
턱 높임을 통한 사유화를 지양하고 보도와 평행한 높이의 공개공지와 주출입부 동선 계획

상업건축물
공개공지

보행자의 접근 차단을 의도하는 볼라드, 화단과 같은 장애물이나 차폐물 설치를 지양
ㆍ별도의 보도 공간이 없거나 협소할 경우 공개공지의 보도화 방안을 모색

주유소
공개공지

공원 및 녹지, 광장
공개공지

ㆍ보차분리를 명확히 하고, 연접부에 안전경계석 등 안전시설 설치 권장
ㆍ차량의 진입부와 출입부는 분리하고 진행방향을 알리는 바닥 표시 등을 적용
ㆍ공원 및 녹지, 광장 등과 연접한 보도의 경계부는 울타리와 담장 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자연스러운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
ㆍ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녹지와 통합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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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옥외주차장❙
적용 대상
◦ 「주차장법」에서 정의하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중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적용함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자동차 주 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

배치 및 구조

★주차장 출입구는 보행자 동선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
ㆍ자동차 출입구에는 운전자의 시선을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 배치를 지양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할 있도록 고려하여 효율적인 주차안내체계를 구축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명시설,
보안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

시설물

ㆍ인접 보도와의 경계부에 생울타리, 식재대, 휴게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경계부의 경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쾌적성을 높일 것을 권장
ㆍ주차장 경계부 및 주차장 내 일부를 녹화하여 시각적 쾌적감을 높이고, 복사열 저감 및
투수 면적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CCTV설치를 권장하고, 24시간 범죄에 대한 감시 및 재해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고려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불투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

재질, 패턴, 색채

ㆍ자동차구역, 보행구역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보행통로, 자동차 이동통로, 주차공간의 포장패턴
이나 재질을 달리하여 인지성 확보
★주차구획은 일반주차구획,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여성 우선 주차구획,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등 유형별로 재료나 색채를 차별화하여 구분할 것을 권장

▲권장 : 주자창 경계부 녹화

▲권장 : 투수성 포장 권장

▲권장 : 야간조명 및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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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옥외광고물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HARMONY

SIMPLE

PERSONALITY

조화로운 간판

절제되고 세련된 간판

개성있고 아름다운 간판

건축물 입면과 조화
◦ 건축물의 형태, 재질, 색채를 반영한 옥외광고물 계획 수립
◦ 광고물 설치기준을 통한 옥외광고물과 건축물의 일체화 및 입면의 디자인 요소로 제시

장소별 특성화 유도
◦ 장소별 테마를 도입하여 특성화 유도
◦ 간판의 볼거리를 통한 관광상품화 및 거리활성화 유도

개성있고 아름다운 간판
◦ 옥외광고물은 예술작품화하여 개성과 아름다움을 연출
◦ 간판의 창의성을 존중하여 업소별 특성을 조형적 이미지로 표현

구분
공통

지역별

특성화지역

적용 대상

비고

ㆍ하남시 전 지역

ㆍ옥외광고물 설치 시 적용

ㆍ주거⋅녹지지역
ㆍ준주거⋅공업지역
ㆍ상업지역

ㆍ경관사업, 경관협정, 지구단위
계획, 개발사업, 특정구역 등의
옥외광고물 세부 지침 마련
및 경관심의 시 적용

ㆍ신평로, 신장로 구간
ㆍ춘궁동(이성산성, 하남동사지, 광주향교, 선법사 주변) 일원
ㆍ미사리 먹거리촌, 검단산 입구

ㆍ옥외광고물 세부 지침 마련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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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옥외광고물 공통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하남시 전 지역 옥외광고물

경관가이드라인
구분
수량

기본 지침
ㆍ설치 수량은 최소화 함
★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옥상 바닥면 및 지붕면 등에는 표시를
지양

표시위치

ㆍ광고물은 건축물의 상단 선을 넘지 않도록 함
ㆍ건축물과 광고물의 게시 틀 및 게시시설의 이격 거리는 최소화
ㆍ동일 건물의 경우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를 통일
★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를 지양

표시내용

ㆍ표시 내용은 최소화하여 충분한 여백을 가지도록 함
ㆍ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픽토그램의 표시를 권장
ㆍ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 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
위치를 결정

형태

ㆍ건축물 및 업소성격 등 주변 환경과 인접한 타 광고물과 비교하여 형태⋅크기⋅색상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디자인 및 설치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재료

ㆍ건축물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함

색채

★광고물의 바탕색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은 지양
(단, 강조할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기업의 CI중 심볼(심볼, 로고, 마크)은 기업의 고유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음
ㆍ문자색은 광고물 바탕색과 조화롭게 함

조명

기타

ㆍ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을 지양
ㆍ신축 건물의 경우 외벽 훼손을 방지하고 광고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판게시틀(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설치 틀) 설치 권장
ㆍ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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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옥외광고물 지역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특정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경관협정 및 경관사업 등을 시행 또는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가이드라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시 일정한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가이드라인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 타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용함
◦ 본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경관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함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
◦ 지역별 경관가이드라인은 토지이용의 용도별로 광고물에 대한 규제와 완화를 위해 주거･녹지지역 ,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연번

광고물의 종류

주거⋅녹지지역

준주거･공업지역

상업지역

1

벽면 이용 간판

○

○

○

2

연립형 벽면이용간판

○

○

○

3

돌출 간판

○

○

○

4

공연 간판

○

○

○

5

지주이용간판

○

○

○

6

현수막

○

○

○

7

창문이용광고물

○

○

○

8

차양막

○

○

○

※ 옥상간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종합병원, 대형 유통시설 등 공익목적 또는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에는 설치할 수 있음

타 법과의 관계
◦ 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경우, 해당 지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ㆍ경관협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공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수단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가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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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녹지지역 등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 주요 경관자원의 보존 및 주거환경의 보호 등을 목표로 함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위한 광고물의 수량, 규모 등을 최소화 함

구성요소에 관한 사항
구분
수량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이내로 함
ㆍ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옥상 바닥면 및 지붕면
등에는 표시를 지양함

표시 위치

ㆍ광고물은 건축물의 상단선을 넘지 않도록 함
ㆍ건축물과 광고물의 게시틀 및 게시시설의 이격 거리는 최소화하도록 함
ㆍ건축설계 시 광고물 설치수량과 설치위치를 반영하여 디자인 함
ㆍ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를 지양함

표시 내용
ㆍ표시내용은 간판바탕면적의 80% 이내로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함
ㆍ가급적 판류형은 지양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권장
형태

ㆍ입점업소 이미지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함
ㆍ건축 형태 및 입면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함

재료

ㆍ간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 외장재를 반영하여 건축물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함
ㆍ바탕색에는 가급적 흑색의 사용을 지양함

색채
ㆍ광고물의 바탕색은 건축물 외장색을 반영하여 이질적이지 않은 색으로 함
ㆍ가급적 낱문자의 크기는 가로 0.8m이내, 세로 0.8m이내로 함
문자

조명

ㆍ이 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음
ㆍ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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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에 관한 사항
1) 벽면 이용 간판
구분
수량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ㆍ3층 이하에만 설치 가능하며 그 위치는 각층 상단 정면에 표시

표시 위치

ㆍ기둥면이 돌출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기둥면에는 표시를 지양
ㆍ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함

규격

ㆍ벽면 이용 간판의 가로 길이는 해당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함(최대 10m 이내)

2)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수량
ㆍ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 또는 지하 내부 업소, 후발 입점 업소에 한함
표시 위치

ㆍ3층 이하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

표시 내용

ㆍ업소명, 층수, 상징 도형만 표시(개별 간판 면적의 1/2이내)
ㆍ연립형 벽면이용 간판 1업소 면적 : 0.5㎡이내(가로 1.25m × 세로 0.4m)

규격
ㆍ돌출폭 : 0.3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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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출 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수량

ㆍ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 또는 지하 내부 업소, 후발 입점 업소에 한함
ㆍ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의 표시등(+, 약, 싸인볼) 1개(1업소 1간판 적용 제외)
ㆍ지상으로부터 3m 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 ~ 5층 이하(최상층 창문 상단선 이하)에 설치

표시 위치

ㆍ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건물 좌측 또는 우측에 1줄, 건물 전면 폭이 10m 초과할 경우 건물
의 양측 끝에 1줄씩 설치할 수 있음
ㆍ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돌출폭, 두께, 가로폭, 간판
바깥선 등을 동일하게 설치(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ㆍ세로 1m 이내, 두께 : 0.3m 이내

규격
ㆍ돌출폭 : 1m 이내(게시틀 포함)
※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불허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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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 간판
구분

기본 지침

표시 위치

ㆍ벽면에는 게시틀(게시시설)을 마련하고 게시틀(게시시설)에만 표시가능함

규격

ㆍ가로는 건축물 벽면 가로 폭 3분의 1 이내로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색채

ㆍ게시틀은 무광처리하며, 외벽색과 동일색 또는 유사색을 적용함

조명

ㆍ조명은 간접조명만 허용함

5) 지주이용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하며, 건물별 1개 설치 가능

수량

ㆍ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
ㆍ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시내용 등을 통일

표시위치

ㆍ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고,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ㆍ가급적 설치위치는 화단 등의 녹지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

색채

ㆍ지주는 무광처리하고,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

규격

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3m 이내, 단위면적은 3㎡ 이내

형태

ㆍ지주이용간판의 기초부는 매립하여 미려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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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수막
구분

기본 지침

위치

ㆍ지정게시대에만 설치 가능

형태

ㆍ지정게시대의 형태는 간결하게 하고, 상부에 조형물 등의 장식적 요소는 지양

재료 및 색채
크기
글자크기

ㆍ현수막 게시대는 무광처리하며, 무채색 또는 저명도･저채도 색으로 마감
ㆍ가로 600㎝~700㎝ × 세로 70㎝
ㆍ가로34㎝, 세로40㎝ 이하
ㆍ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 상⋅하 15㎝ 안쪽에 표기
3단구성

ㆍ가로방향 3단으로 구성
ㆍ1,2단(광고문구 및 업체명 표기), 3단(연락처 표기)

표시방법

ㆍ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 상⋅하 15㎝ 안쪽에 표기
2단구성

ㆍ가로방향 2단으로 구성
ㆍ1,2단(광고문구 및 업체명 표기, 연락처 표기)
ㆍ1단과 2단을 색으로 구분할 경우 명도차를 이용하여 구분

3단 구성

2단 구성

⇨

현황

현수막 예시(2단, 3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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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문이용광고물
구분

기본 지침

수량

ㆍ업소당 1개 설치

위치

ㆍ1층 이하에 표시

규격

ㆍ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길이가 0.2m 이내로 표시
ㆍ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0.2㎡ 이내로 표시

8) 차양막
구분
표시 위치

표시 내용

재료 및 색채
규격

기본 지침
ㆍ1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
ㆍ차양막이 연접하는 경우 차양막 상단선을 동일하게 연출함
ㆍ차양면 끝단면에는 업소의 상호명만 기입하여 간결하게 표시하고 상호명은 한가지색으로
표시함. 이 경우에는 광고물의 총 수량에서 제외함
ㆍ단일 건축물에서는 동일 재료, 동일 색채, 동일 디자인으로 설치함
ㆍ색은 채도 3이하로 함
ㆍ가로는 단위 창문 폭 이내, 세로는 1m 이내, 돌출폭은 1.2m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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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공업지역 등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 생활환경의 보호와 개선을 목표로 계획함
◦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광고물의 표기내용을 간결화 함

구성요소에 관한 사항
구분

기본 지침
수량

ㆍ총 수량은 업소당 2개 이내로 함
ㆍ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옥상 바닥면 및 지붕면 등
에는 표시를 지양함

표시위치

ㆍ광고물은 건축물의 상단선을 넘지 않도록 함
ㆍ건축물과 광고물의 게시틀 및 게시시설의 이격 거리는 최소화하도록 함
ㆍ건축설계 시 광고물 설치수량과 설치위치를 반영하여 디자인 함
ㆍ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를 지양함

표시내용
ㆍ표시내용은 간판바탕면적의 80% 이내로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함
ㆍ가급적 판류형은 지양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권장

구성요소
형태

ㆍ입점업소 이미지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함
ㆍ건축물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함
ㆍ바탕색에는 가급적 흑색의 사용을 지양함

색채
ㆍ광고물의 바탕색은 건축물 외장색을 반영하여 이질적이지 않은 색으로 함
ㆍ가급적 낱문자의 크기는 가로 0.8m이내, 세로 0.8m이내로 함
문자

조명

ㆍ이 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음
ㆍ자연환경, 주거환경 등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방식을 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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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에 관한 사항
1) 벽면 이용 간판
구분
수량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ㆍ3층 이하에 표시를 권장함

표시 위치

ㆍ기둥면이 돌출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기둥면에는 표시를 지양함
ㆍ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함

규격

ㆍ벽면 이용 간판의 가로 길이는 해당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함(최대 10m 이내)

2)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수량
ㆍ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 또는 지하 내부 업소, 후발 입점 업소에 한함
표시 위치

ㆍ3층 이하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

표시 내용

ㆍ업소명, 층수, 상징 도형만 표시(개별 간판 면적의 1/2이내)
ㆍ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 1업소 면적 : 0.5㎡이내(가로 1.25m × 세로 0.4m)

규격
ㆍ돌출폭 : 0.3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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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출 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수량

ㆍ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 또는 지하 내부 업소, 후발 입점 업소에 한함
ㆍ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의 표시등(+, 약, 싸인볼) 1개(1업소 1간판 적용 제외)
ㆍ지상으로부터 3m 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 ~ 5층 이하(최상층 창문 상단선 이하)에 설치

표시 위치

ㆍ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건물 좌측 또는 우측에 1줄, 건물 전면 폭이 10m 초과할 경우 건물
의 양측 끝에 1줄씩 설치할 수 있음
ㆍ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돌출폭, 두께, 가로폭, 간판
바깥선 등을 동일하게 설치(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ㆍ세로 1m 이내, 두께 : 0.3m 이내

규격
ㆍ돌출폭 : 1m 이내(게시틀 포함)
※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불허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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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연 간판
구분

기본 지침

표시 위치

ㆍ벽면에는 게시틀(게시시설)을 마련하고 게시틀(게시시설)에만 표시가능함

규격

ㆍ가로는 건축물 벽면 가로 폭 3분의 1 이내로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색채

ㆍ게시틀은 무광처리하며, 외벽색과 동일색 또는 유사색을 적용함

조명

ㆍ조명은 간접조명만 허용함

5) 지주이용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하며, 건물별 1개 설치 가능

수량
ㆍ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
ㆍ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시내용 등을 통일
표시위치

ㆍ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고,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ㆍ가급적 설치위치는 화단 등의 녹지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

색채

ㆍ지주는 무광처리하고,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

규격

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단위면적은 3㎡ 이내

형태

ㆍ지주이용간판의 기초부는 매립하여 미려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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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수막
구분

기본 지침

위치

ㆍ지정게시대에만 설치 가능

형태

ㆍ지정게시대의 형태는 간결하게 하고, 상부에 조형물 등의 장식적 요소는 지양

재료 및 색채
크기
글자크기

ㆍ현수막 게시대는 무광처리하며, 무채색 또는 저명도･저채도 색으로 마감
ㆍ가로 600㎝~700㎝ × 세로 70㎝
ㆍ가로34㎝, 세로40㎝ 이하
ㆍ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 상⋅하 15㎝ 안쪽에 표기
3단구성

ㆍ가로방향 3단으로 구성
ㆍ1,2단(광고문구 및 업체명 표기), 3단(연락처 표기)

표시방법

ㆍ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 상⋅하 15㎝ 안쪽에 표기
2단구성

ㆍ가로방향 2단으로 구성
ㆍ1,2단(광고문구 및 업체명 표기, 연락처 표기)
ㆍ1단과 2단을 색으로 구분할 경우 명도차를 이용하여 구분

3단 구성

2단 구성

⇨

현황

현수막 예시(2단, 3단 구성)

01 경관가이드라인 ❙ 81

7) 창문이용광고물
구분

기본 지침

수량

ㆍ업소당 1개 설치

위치

ㆍ2층 이하에 표시

규격

ㆍ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길이가 0.2m 이내로 표시
ㆍ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0.2㎡ 이내로 표시

8) 차양막
구분
표시 위치

표시 내용

재료 및 색채
규격

기본 지침
ㆍ2층이하 업소에 한하여 설치
ㆍ차양막이 연접하는 경우 차양막 상단선을 동일하게 연출함
ㆍ차양면 끝단면에는 업소의 상호명만 기입하여 간결하게 표시하고 상호명은 한가지색으로
표시함. 이 경우에는 광고물의 총 수량에서 제외함
ㆍ단일 건축물에서는 동일 재료, 동일 색채, 동일 디자인으로 설치함
ㆍ색은 채도 4이하로 함
ㆍ가로는 단위 창문 폭 이내, 세로는 1m 이내, 돌출폭은 1.2m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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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등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 공간 또는 가로의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함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소한의 규제와 완화를 계획함

구성요소에 관한 사항
구분

기본 지침
수량

ㆍ총 수량은 3개 이내로 함
ㆍ건축물이 도로를 접하는 전면에만 원칙적으로 설치하며, 옥상 바닥면 및 지붕면
등에는 표시를 지양함

표시위치

ㆍ광고물은 건축물의 상단선을 넘지 않도록 함
ㆍ건축물과 광고물의 게시틀 및 게시시설의 이격 거리는 최소화하도록 함
ㆍ건축설계 시 광고물 설치수량과 설치위치를 반영하여 디자인 함
ㆍ광고물 바탕에는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사진, 그림 등의 표시를 지양함

표시내용
ㆍ표시내용은 간판바탕면적의 80% 이내로 표시하여 여백을 가지도록 함
ㆍ가급적 판류형은 지양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권장
구성요소

형태

ㆍ입점업소 이미지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시함
ㆍ건축물 외장재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함
ㆍ바탕색에는 가급적 흑색의 사용을 지양함

색채
ㆍ광고물의 바탕색은 건축물 외장색을 반영하여 이질적이지 않은 색으로 함
ㆍ가급적 낱문자의 크기는 가로 0.8m이내, 세로 0.8m이내로 함
문자

조명

ㆍ이 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옥외광고물 관련 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를 통하여
표시할 수 있음
ㆍ주거지역 연접지역에서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점멸, 동영상 변화가 있는 조명
방식을 금함
ㆍ업소당 조명의 색은 2가지 이내로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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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에 관한 사항
1) 벽면 이용 간판
구분
수량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ㆍ3층 이하에 표시를 권장함

표시 위치

ㆍ기둥면이 돌출되거나 구분되는 경우, 기둥면에는 표시를 지양함
ㆍ단일 건축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연속되는 경우 벽면 이용 간판의 하단선을 동일하게 함

규격

ㆍ벽면 이용 간판의 가로 길이는 해당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함(최대 10m 이내)

2) 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수량
ㆍ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 또는 지하 내부 업소, 후발 입점 업소에 한함
표시 위치

ㆍ3층 이하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으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

표시 내용

ㆍ업소명, 층수, 상징 도형만 표시(개별 간판 면적의 1/2이내)
ㆍ연립형 벽면 이용 간판 1업소 면적 : 0.5㎡이내(가로 1.25m × 세로 0.4m)

규격
ㆍ돌출폭 : 0.3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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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출 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

수량

ㆍ벽면 이용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 또는 지하 내부 업소, 후발 입점 업소에 한함
ㆍ의료기관, 약국, 이미용 업소의 표시등(+, 약, 싸인볼) 1개(1업소 1간판 적용 제외)
ㆍ지상으로부터 3m 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4m 이상) ~ 5층 이하(최상층 창문 상단선 이하)에 설치

표시 위치

ㆍ건물 전면 폭이 10m 이하는 건물 좌측 또는 우측에 1줄, 건물 전면 폭이 10m 초과할 경우 건물의
양측 끝에 1줄씩 설치할 수 있음
ㆍ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돌출폭, 두께, 가로폭, 간판
바깥선 등을 동일하게 설치(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ㆍ세로 1m 이내, 두께 : 0.3m 이내

규격
ㆍ돌출폭 : 1m 이내(게시틀 포함)
※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및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불허하는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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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주이용간판
구분

기본 지침
ㆍ업소당 1개 설치하며, 건물별 1개 설치 가능

수량
ㆍ연립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
ㆍ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연립형으로 표시하고,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시내용 등을 통일
표시위치

ㆍ해당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고, 보도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ㆍ가급적 설치위치는 화단 등의 녹지공간에 설치할 것을 권장

색채

ㆍ지주는 무광처리하고, 저채도의 색으로 마감

규격

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단위면적은 3㎡ 이내

형태

ㆍ지주이용간판의 기초부는 매립하여 미려하게 처리

5) 공연 간판
구분

기본 지침

표시 위치

ㆍ벽면에는 게시틀(게시시설)을 마련하고 게시틀(게시시설)에만 표시가능함

규격

ㆍ가로는 건축물 벽면 가로 폭 3분의 1 이내로 하며, 창문을 막아서는 안됨

색채

ㆍ게시틀은 무광처리하며, 외벽색과 동일색 또는 유사색을 적용함

조명

ㆍ조명은 간접조명만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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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문이용광고물
구분

기본 지침

수량

ㆍ업소당 1개 설치

위치

ㆍ2층 이하에 표시
ㆍ창문 및 출입문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가로 또는 세로의 한 길이가 0.2m 이내로 표시

규격
ㆍ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0.2㎡ 이내로 표시

7) 현수막
구분

기본 지침

위치

ㆍ지정게시대에만 설치 가능

형태

ㆍ지정게시대의 형태는 간결하게 하고, 상부에 조형물 등의 장식적 요소는 지양

재료 및 색채
크기
글자크기

ㆍ현수막 게시대는 무광처리하며, 무채색 또는 저명도･저채도 색으로 마감
ㆍ가로 600㎝~700㎝ × 세로 70㎝
ㆍ가로34㎝, 세로40㎝ 이하
ㆍ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 상⋅하 15㎝ 안쪽에 표기
3단구성

ㆍ가로방향 3단으로 구성
ㆍ1,2단(광고문구 및 업체명 표기), 3단(연락처 표기)

표시방법

ㆍ현수막 가장자리에서 좌⋅우 10㎝, 상⋅하 15㎝ 안쪽에 표기
2단구성

ㆍ가로방향 2단으로 구성
ㆍ1,2단(광고문구 및 업체명 표기, 연락처 표기)
ㆍ1단과 2단을 색으로 구분할 경우 명도차를 이용하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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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구성

2단구성

9) 차양막
구분

기본 지침
ㆍ2층이하 업소에 한하여 설치

표시 위치
ㆍ차양막이 연접하는 경우 차양막 상단선을 동일하게 연출함
표시 내용

ㆍ차양면 끝단면에는 업소의 상호명만 기입하여 간결하게 표시하고 상호명은 한가지색으로
표시함. 이 경우에는 광고물의 총 수량에서 제외함
ㆍ단일 건축물에서는 동일 재료, 동일 색채, 동일 디자인으로 설치함

재료 및 색채
ㆍ색은 채도 6이하로 함
규격

ㆍ가로는 단위 창문 폭 이내, 세로는 1m 이내, 돌출폭은 1.2m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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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옥외광고물 특성화지역 가이드라인
옥외광고물 특성화 지역 설정 제안
◦ 특성화지역으로 제시된 지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음

옥외광고물 특성화지역 대상지(안)
유형

대상지

중심상업 특성화 지역

ㆍ신평로, 신장로 구간

역사문화 특성화 지역

ㆍ춘궁동 일원 (이성산성, 하남동사지, 광주향교, 선법사 주변)

문화예술 특성화 지역

ㆍ미사리 먹거리촌, 검단산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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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지역 기본 방향
 중심상업 특성화지역
테마
밝고 깨끗한 도시이미지 연출을 위한 재료, 색채, 표시내용 등의 규제 또는 완화

기본 방향
ㆍ도시가로의 쾌적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광고물 유도
ㆍ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재료의 활용 가능
ㆍ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 유도

가이드라인
종류

ㆍ업소별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의 일관성 유지

형태

ㆍ간결한 형태를 유지하되 건축물의 입면과 일체감 유도(판류형보다는 채널형 권장)

표시내용

색채

ㆍ업소의 로고(심볼 등)을 활용하며 여백을 활용한 표시내용의 간결화 유도
ㆍ건축물의 입면 재료 및 업소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색 적용
ㆍ깨끗한, 편안한 이미지의 색채로 통일감 형성

문자

ㆍ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체 도입

조명

ㆍ직접조명 방식을 지양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은은한 이미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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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 특성화지역
테마
역사문화의 이미지 연출을 위한 재료, 색채, 표시내용 등의 규제 또는 완화
기본 방향
ㆍ역사문화 지역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광고물의 특화
ㆍ건축물 파사드와 조화로운 재료의 도입으로 주변 녹지 및 역사문화자원과의 조화 유도
ㆍ전통문양 등의 디자인 모티브 적용으로 독특한 이미지 연출

가이드라인
종류

ㆍ업소별 벽면 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의 일관성 유지

재료

ㆍ건축물의 입면과 조화로운 재료의 도입으로 건축물 및 주변과의 조화 유도

표시내용

색채

ㆍ가급적 한글 표시를 권장
ㆍ충분한 여백을 가지도록 표시내용의 간결화 유도
ㆍ원색 및 돌출색의 사용을 금하며 건축물 입면재료의 색을 반영
ㆍ가급적 표시내용은 한 가지 색으로 통일 권장

문자

ㆍ딱딱한 문자를 지양하고 켈리그라피 등의 문자 디자인 개발 및 도입

조명

ㆍ직접조명 방식을 지양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은은한 이미지 연출

기타

ㆍ전통 건축물에 직접 부착이 어려운 경우 지주이용 간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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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특성화지역
테마
문화예술의 이미지 연출을 위한 재료, 색채, 표시내용 등의 규제 또는 완화
기본 방향
ㆍ문화예술 지역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한 광고물의 특화
ㆍ광고물 표시 및 설치 종류를 최소화하여 일관성 유지
ㆍ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입체적이며 독창적인 디자인 유도

가이드라인
종류

ㆍ업소별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의 일관성 유지
ㆍ건축물 파사드와 연계된 다양한 형태 구현(판류형보다는 채널형 권장)

형태

ㆍ입점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체적 연출 지향
ㆍ서체형, 조형형 등의 독창적인 형태 디자인 유도

재료
표시내용

ㆍ건축물 파사드와 연계된 다양한 재료의 적용
ㆍ업소의 로고(심볼 등)을 활용하며 여백을 활용한 표시내용의 간결화 유도

색채

ㆍ건축물 입면 재료 및 업소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색 적용

문자

ㆍ딱딱한 문자를 지양하고 켈리그라피 등의 문자 디자인 개발 및 도입

조명

ㆍ직접조명 방식을 지양하며 간접조명 방식을 적용하여 은은한 이미지 연출

기타

ㆍ평면적인 연출을 지양하고 입체적 연출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연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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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공시설물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방향
SAFETY

HARMONY

UNIVERSAL

기능위주의 안전한 시설물

조화로운 시설물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시설물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 기능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 지향
◦ 각 시설의 모듈화와 일관성 있는 색채 적용

조화로운 디자인
◦ 주변 환경, 건축물 등 장소를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 및 배치
◦ 신체와 접촉하는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고 자연소재 사용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
◦ 인간의 행위를 고려하여 편리성, 쾌적성 극대화
◦ 기능적으로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등 어느 누구에게도 편리한 디자인 고려

구분
도시구조물

적용 대상
ㆍ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통로암거), 터널, 생태통로
교통시설물 ㆍ가로등, 보도펜스, 볼라드,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함, 신호등, 방음벽

가로시설물

편의시설물

ㆍ벤치, 휴지통, 음수대, 이동식화장실, 가로판매대, 무인키오스크, 공중전화,
인포메이션부스

공급시설물

ㆍ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환기구, 방재시설(제설함, 지상식소화전, 옥외소화전),
시계, 온습도계 등

※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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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도시구조물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의 디자인
◦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여 접근이 쉽고 편안하며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 장식적이고 과다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성을 강조하는 디자인
◦ 독립적인 상징적 형태보다는 주변 자연 및 도시환경과의 조화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디자인
◦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디자인

적용 대상
◦ 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차도, 지하보도(통로암거), 터널, 생태통로를 대상으로 함
◦ 하남시 전역에 신규 설치 또는 기존 도시구조물 정비 시에 적용함

참고 사항
◦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을 참고함

94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1) 도시구조물 ❙교량❙
구분

기본 지침
ㆍ교량을 디자인할 때 교량의 측면 뿐만 아니라 교량의 하부, 상부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일반 사항

형태 및 구조

ㆍ교량 구간에 설치되는 가로등이나 펜스, 보행등, 보도블럭 등과 같은 기타 부속시설물은
가로공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량과 연접한 가로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디자인
ㆍ교량의 디자인은 구조와 관계없는 조형성 중심의 형태보다는 기능성에 기초한 간결한
이미지의 형태를 권장함. 단, 장소성을 강조하는 랜드마크 기능을 가지는 교량은 시각적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조형성을 강조할 수 있음
ㆍ교량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

색채 및 재료

ㆍ교량 상부의 보도 및 자전거도로는 연접한 가로공간의 포장계획을 검토하여 보행 및
가로공간의 단절감이 없는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
ㆍ교대 주변에 교목 또는 관목을 식재하여 교량 측면에 노출되는 인공구조물을 차폐하고
주변 녹지와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
ㆍ교량의 교각, 거더, 난간(방호울타리) 등에는 정돈된 도시이미지를 위해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지양

그래픽 및 조명

ㆍ고채도의 도색 및 패턴 또는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함.
단, 교량 하부에 보행자를 위한 쉼터가 조성되는 경우에는 공공미술품을 설치할 수 있음
ㆍ교량의 교명주는 과도한 장식이나 지역상징물 등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와 구조를 권장
교량하부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연출
교량 하부공간의 위압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CPTED

보행자의 안전 및 방범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 기회를 차단
편의 및 운동시설을 조성하여 하부공간 이용률을 높여 활성화
쓰레기 및 화물 등을 쌓아놓지 않도록 관리하여 밝은 도색 및 적절한 조명계획을 통해
이용성을 높임

▲지양 : 부속시설 노출 및 어두운 이미지 ▲권장 : 외장재 마감으로 부속시설 차폐 ▲권장 : 교량 하부 디자인

01 경관가이드라인 ❙ 95

2) 도시구조물 ❙고가차도❙
구분
일반 사항

기본 지침
ㆍ고가차도의 상부, 하부, 측면 등의 다양한 부분을 일체적으로 디자인
ㆍ고가차도 구간에 설치되는 가로등이나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과 같은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은
고가차도와 인접한 가로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의 디자인과 운전자 입장에서 인지하는
도로공간의 연속성과 조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형태 및 구조

ㆍ고가차도 경사로 부분 입면과 교대에는 동식물, 전통문양, 자연석, 호박들 등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하거나 유사 재료처럼 보이도록 모방한 거푸집 적용을 지양하고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이용하거나 기하학적 모듈을 기본으로 한 간결한 패턴의 거푸집을
권장
ㆍ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

색채 및 재료
ㆍ교대와 교갹, 거더부는 형태 및 색채의 통일성을 유지

그래픽 및 조명

ㆍ고채도의 도색 및 패턴 또는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
ㆍ유채색의 조명연출이나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연출형 경관조명을 지양
 고가하부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여 밝은 분위기를 연출
 고가차도 하부공간의 위압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CPTED

 고가차도 하부에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조명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
 쓰레기 및 화물 등을 쌓아놓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으로 공간을 활성화

▲지양 : 조악한 패턴의 반복적 사용과 ▲권장 : 구조물간의 조화로운 색채
일체감 없는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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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재료가 가진 고유한 이미지
활용, 단순하고 간결한 패턴

3) 도시구조물 ❙보도육교❙
구분

기본 지침

일반사항

ㆍ보도 육교 설치시 계단이나 엘리베이터가 주변 보도나 자전거도로에 위치하여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주변 공간의 보도공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
ㆍ보도육교는 구조적 기능과 관계없는 장식적 개념의 형태를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권장
ㆍ경사로와 같은 구조물의 가로공간 점유를 최소화하고, 장애인 및 자전거이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사로 설치보다는 엘리베이터의 설치를 권장

형태 및 구조
ㆍ보도 육교의 계단부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관계 없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용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ㆍ보도육교의 펜스는 어린이가 사다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수직형 구조를 기본으로 할 것을
권장
색채 및 재료

ㆍ보도육교의 색채는 주변 환경의 배경이 되는 색채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
ㆍ부대시설물 등의 디자인에는 지역을 상징하는 문양, 특정이미지를 형성화시켜 적용하는
것을 지양

그래픽 및 조명

ㆍ보도육교에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도색 및 패턴 또는 특정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
ㆍ정돈된 야간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의 안전을 위한 조명 이외에 조형적 측면의
경관조명 연출은 지양
가로 내외부 시점에서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면적인 형태를 지양

CPTED

보도육교 하부공간의 위압감을 해소하고 사각지대 형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쓰레기 및 화물 등을 쌓아놓지 않도록 관리

▲권장 : 엘리베이터 설치

▲권장 : 자전거 경사로 설치

▲권장 : 저채도 및 무광재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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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구조물 ❙지하차도❙
구분

기본 지침

일반사항

ㆍ지하차도를 디자인을 할 때 지하차도의 U-type 구간과 Box구간의 측면 외에 하부, 상부
등과 같은 다양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ㆍ지하차도의 Box 구간 시점부의 상부에는 관목 또는 교목을 식재하여 자연이미지가 풍부한
가로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함. 이 때 관목과 교목은 동일 수종을 군집 식재하여 상징적인
이미지를 조성

형태 및 구조

ㆍ지하차도 U-type 구간의 측면도로부에는 관목을 식재하여 자연이미지가 풍부한 가로공간을
조성할 것을 권장
ㆍ지하차도 U-type 구간의 입구 입면에는 동식물이나 구름, 전통문양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장식적 개념의 거푸집 적용을 지양하고, 기하학적 모듈을 기본으로 한 간결한
이미지의 거푸집을 권장
ㆍ지하차도의 색채는 주변 환경의 배경이 되는 색채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

색채 및 재료

ㆍU-type 구간 입면의 재료와 색채는 Box 구간 입구 입면과 유사하게 선정하여 연속성을
유지
ㆍ지하차도에 설치되는 부대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도록 형태와 재료를 단순화
하고 유사계열의 색채연출을 통해 일체감있는 경관을 구현

그래픽 및 조명

ㆍ지하차도 명칭을 표시할 경우에는 형식, 크기, 서체, 위치 등을 도시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정돈된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내부 적정조도를 적용
 지하보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면적인 형태를 지양
 지하보도에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설계

CPTED
 지하보도에 방법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
 이용자의 안전 및 방범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긴급상황 시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권장 : 간결한 디자인, 연속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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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U-type구간 측면도로부 녹화 ▲권장 : 개방형 보도 및 기둥디자인

5) 도시구조물 ❙지하보도(통로암거)❙
구분

기본 지침
ㆍ지하보도는 계단과 함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도록 권장

일반사항

ㆍ지하보도 계단부에는 엘리베이터의 설치에 관계 없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용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
ㆍ지하보도, 통로암거의 출입구는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보다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

형태 및 구조

ㆍ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손잡이 등을 지하보도 입구에서 반대편 출구까지
연속하여 설치
ㆍ지하보도, 통로암거 입구 전면에는 여유 공간을 확보

색채 및 재료

ㆍ지하보도, 통로암거의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고유의 색을
드러냄을 원칙으로 함
ㆍ지하보도, 통로암거 바닥표면 마감처리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

그래픽 및 조명

CPTED

ㆍ고채도의 도색 및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
 야간에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권장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내부 적정조도를 적용

▲지양 : 좁고 지저분한 입구부

▲권장 : 간결하고 편안한 디자인

▲권장 : 전면부 공간 확보

▲지양 : 어둡고 삭막한 내부 공간

▲권장 : 내외부 디자인 연계

▲권장 : 내부 밝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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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구조물 ❙터널❙
구분

기본 지침

일반사항

ㆍ터널 진출입부의 절토면에는 관목 또는 지피식물 등을 식재하여 인공적인 이미지를 완화
시키고, 터널 진입부에는 지역성을 담은 식재, 초화류 및 화단 조성 등을 통해 상징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경관을 연출
ㆍ터널의 진출입구는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보다는 인공적인 구조물의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

형태 및 구조

ㆍ원통절개형의 경우 터널 단부의 부드러운 연출과 라이닝의 두께를 조정하여 시각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연출
ㆍ면벽형의 경우 면벽의 형태변화와 패턴도입을 통해 위압감을 저감하되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연출
ㆍ터널 구성요소간의 형태, 색채 또는 재질과의 연계를 통해 통일감 있는 경관을 연출

색채 및 재료

ㆍ재료 고유의 색을 드러냄을 원칙으로 하며 도색이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에 순응되는
색채로 연출
ㆍ터널 진입부에 유사재료를 모방하는 조잡한 패턴의 반복을 금하고 과도한 도안이나 슈퍼
그래픽과 같은 기능과 무관한 장식을 지양

그래픽 및 조명

ㆍ터널 내부의 입면 디자인은 복잡한 패턴연출을 지양하며 인지성 및 주행자의 시선유도를
고려하여 선적인 간결한 패턴디자인을 권장
ㆍ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명 이외에 장식적 개념의 경관조명 연출은 지양
 주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도계획 및 방범시설을 적용

CPTED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권장

[추가 참고사항]
ㆍ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디자인 매뉴얼 (터널편)을 추가적으로 참고함

▲권장 : 안정감있는 원통절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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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 터널 상부, 주변 녹화

▲권장 : 터널 구성요소간의 연계

7) 도시구조물 ❙생태통로❙
구분

기본 지침

일반사항

ㆍ도로의 구조, 대상 동물의 서식실태 파악 등 생태통로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위치, 크기, 형태 등을 결정함으로써 야생 동물의 이동경로 확인 및 도로침입 방지대책,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한 영향 저감대책 등을 강구
ㆍ가능한 한 다양한 동물의 통행을 고려하여 넓은 면적을 확보할 것을 권장
ㆍ생태통로의 구조부분은 장식적이고 복잡한 형태보다는 인공적인 구조물의 부피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지향

형태 및 구조
ㆍ생태통로의 콘크리트 구조 면에는 동식물이나 구름, 전통문양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시킨 장식적 개념의 거푸집 적용을 지양

색채 및 재료

그래픽 및 조명

ㆍ생태통로의 색채는 배경이 되는 주변 공간의 색채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야생동물 시야 및 이동을 방해 할 수 있는 고광택, 원색의 재료보다 저광택,
저채도, 저명도의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
ㆍ생태통로에는 주변 공간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고채도의 도색 및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
ㆍ생태통로에는 유채색의 조명이나 색의 변화가 연출되는 경관조명연출을 금지

CPTED

 생태통로 상부에 보행자의 통로로 활용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권장

▲권장 : 육교형 생태이동통로

▲권장 : 육교형 생태이동통로

▲권장 : 생태통로 상부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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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가로시설물 경관가이드라인
기본 원칙
◦ 장식적 개념의 불필요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 중심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디자인
◦ 각종 가로시설물의 독립적인 차별성보다는 주변 자연 및 도시 환경과의 조화성과 연속성을 강조한
디자인
◦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지속가능한 공간환경을 구축하고,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디자인
◦ 다양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한 디자인
◦ 제작 및 설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디자인
◦ 도시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도시를 구현하는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 대상
◦ 하남시 전역에 신규 설치 또는 기존 가로시설물 정비 시에 적용함
구분

적용 대상

공공시설물

ㆍ가로등, 도로안내사인, 휀스, 볼라드, 경계석, 보도블럭, 자전거보관대, 맨홀,
배전함, 가로등제어함, 제설함

관광안내시설

ㆍ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상징조형물

가로녹지시설

ㆍ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지주대, 가로화분대

가로시설물
휴게･환경시설 ㆍ벤치,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이동식화장실
교통관련시설
기타

ㆍ버스･택시 승차대, 보행자 안내표지판, 주차장 안내표지판,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신호등
ㆍ시계탑, 방음벽

※ 하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별표]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 참조

참고 사항
◦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
라인,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함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가로등, 안내표지판, 방범시설물, 가로등제어함은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에 개발된 표준디자인을 따름
◦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은 경기도에서 개발한 표준디자인을 따름
◦ 향후 하남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디자인을 개발할 경우 하남시 표준디자인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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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경관가이드라인
관리요소

기본 지침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가급적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을 원칙으로 함

형태

ㆍ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개방감 있는 가로이미지 형성
- 부피감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
-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연계 가능한 시설물은 가급적 통합하여 설치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에 개발된 공공시설물은 그 형태를 따름
★하남시 공공시설물의 주요 재료는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과의 통일화
방안을 모색

재료

ㆍ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목재, 석재, 점토블럭을 보조재료로 사용
- 사용되는 소재는 내구성이 강하고 유지보수가 유리한 재질을 사용
- 스틸은 내구성이 있는 무광도료로 표면을 처리
- 목재는 무색도료(오일스텐)로 표면을 처리하며, 목재 선정시 무색도료 처리에 따른 색채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
ㆍ주변 환경과 쉽게 조화되는 저명도 저채도의 색채 사용을 기본으로 함

색채

정보표시

★공공시설물의 색채는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에 적용된 표준디자인 개발
시설물의 색채와의 통일화 방안을 모색
ㆍ공공시설물의 정보표시는 정보의 전달성 및 가독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색채나 그래픽은
지양하며 보행자의 속도와 행위 패턴을 고려하여 적정거리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설계
ㆍ정보표시의 내용은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
사용자의 인체치수를 고려하여 연령이나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ㆍ조형적인 측면과 함께 기능상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제공

기능

ㆍ상황에 따라 형태나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디자인
장애물을 최소화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친환경에너지

ㆍ태양열, 태양광, 바람,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시설물 계획을 권장
★공공시설물의 배치는 장애물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공간에 배치되는
시설물은 보행 및 이동 등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유지관리 및 설치

ㆍ시설물 설치 및 시공 시 시설물의 매입을 원칙으로 함
ㆍ시설물이 설치되는 포장은 주변과 동일한 포장으로 마감
ㆍ시설물 설치 시 바닥의 마감부분이 불량할 경우 재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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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별 경관가이드라인
◦ 본 경관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경기도 공공시설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고함
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단순한 형태를 원칙으로 하며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가로등의 통일성을 유지

가로등

ㆍ신호등, 교통안내사인 등과 연계한 통합지주형 가로등 권장
ㆍ가로등 지주를 지면에 설치 시 지지대, 볼트, 앵커 등 노출 제한
ㆍ중복 설치 지양
ㆍ다른 지주 시설물과의 통합설치 권장

도로
ㆍ표기할 정보와 시인성을 고려하여 크기 최소화
안내사인
ㆍ한글과 영문의 병기 권장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명의 영문 병기 지양
ㆍ문자, 화살표 및 거리 등 주요 표기 요소는 간단 명료하게 표현
ㆍ기능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휀스

ㆍ차폐감을 주는 판상형 구조는 지양
ㆍ스테인리스 스틸 등 고광택 재료의 사용 지양
ㆍ간결한 형태로 사각라운드형의 볼라드 설치

공공
시설물
볼라드

ㆍ보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
ㆍ보도와의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설치
★보행 연계 구간 보차도 경계의 모서리 부분은 날카롭지 않게 처리

경계석

★차로변 보차도 경계석의 높이는 25cm 이하로 설치
★내구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료 사용
★단순하고 모듈형으로 증식이 가능하게 설계

자전거
보관대

ㆍ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의 장식적 도안 지양
ㆍ자전거 보관, 회수 시 시설물 손상을 막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보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하도록 권장

맨홀

보행자가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보도면과 단차가 없도록 설치
ㆍ표면의 페인트 도장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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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기본 지침
ㆍ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공지, 공원, 장애물존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위치를 결정

배전함

ㆍ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
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
ㆍ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으로 개발된 가로등제어함과 통일감있는 색채 적용
ㆍ배전함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
ㆍ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
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

공공
시설물

가로등
제어함

ㆍ가로등제어함 색채는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
ㆍ불필요한 장식 요소를 줄이고, 시설물 상단 하우징에는 경사를 두어 눈이나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처리
ㆍ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으로 개발된 가로등제어함을 적용함
★기능성을 총족시키는 범위내에서 부피감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하는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

제설함

★제설함은 보행 공간 점유를 지양하고 주변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접건물, 공개공지,
공원, 녹지대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위치를 결정
ㆍ색상은 원색이나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되는 색상과 재료를 사용
하도록 권장

관광
안내소
관광
안내
시설

ㆍ과도한 CI, 조명 및 원색의 색채 지양(무인 키오스크 권장)
ㆍ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권장
ㆍ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크기로 설치

관광
안내도

ㆍ명칭, 역사나 환경 등의 교육용 정보를 주요소로 표기
ㆍ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재료 사용

상징
조형물

ㆍ보행가로의 유효 보도폭 내에 상징 조형물의 설치 지양
★보행을 방해하는 구조물이 되지 않도록 유의(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

가로수
보호덮개 ㆍ수목보호대 자체가 재료분리대의 기능을 갖춘 구조로 설계 권장
ㆍ사방에서 보아도 같은 패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

가로
녹지
시설

ㆍ가로수 보호대는 보도면의 높이와 일치
가로수
지주대

ㆍ저채도 저명도 색채나 재료 사용
ㆍ물 공급과 재수가 고려된 디자인 적용
★가로수 지주대가 필요한 경우, 가로수 보호대와 통일성 있게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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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가로
녹지
시설

기본 지침
★보행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

가로
화분대

ㆍ벤치나 볼라드, 가로수 보호 덮개 등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디자인을 권장
ㆍ플라스틱 등 인공재료는 지양하고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
★이용자의 안전과 가로의 다른 시설물과의 배치를 고려하여 설치
ㆍ조명(가로등)과 인접하여 설치 권장

벤치

ㆍ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 지양
ㆍ조립부의 볼트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설계
ㆍ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
ㆍ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파고라

ㆍ같이 설치되는 벤치 등의 시설물과 디자인을 가급적으로 통합할 것을 권장
ㆍ가급적 기둥의 수와 단면을 최소로 하여 경쾌감을 줌

휴게
･
환경
시설

ㆍ꼭 필요한 곳 이외에 설치 지양
ㆍ과도한 CI, 원색계열의 색채 사용 지양
휴지통
★수거 및 청소 등의 관리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
ㆍ쓰레기 투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구를 윗면으로 개방 지양
ㆍ일반인은 물론 휠체어이용자 및 어린이의 사용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
음수대

ㆍ겨울철 동파를 막기 위한 보온용 설비와 퇴수용 설비를 반영
ㆍ음수대의 주재료는 내부식성이 강한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주변부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재료의 사용을 권장
★간결하며 인지성을 살릴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

이동식
화장실

ㆍ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의 적용을 지양
ㆍ주변 경관, 도로 포장 등에 어울리는 마감 재료 선택
ㆍ경기도에서 개발한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 표준디자인을 적용

교통
관련
시설

버스
ㆍ
택시
승차대

ㆍ단순하고 간결하게 설계
ㆍ운전자와 승객이 상호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정보 제공
ㆍ버스승차대의 광고물판은 자동차의 위치 파악에 방해되지 않게 설치

보행자
안내
표지판

ㆍ‘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된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적용
ㆍ보행자가 접촉하기 쉬운 모서리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
ㆍ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면과 접하는 마감부를 미려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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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소
주차장
안내
표지판

기본 지침
ㆍ주차장 위치 표지는 다른 지주 시설물과 통합 설치
ㆍ보행자 통행이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위치 및 높이에 설치
ㆍ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지는 주차 후에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표시
ㆍ과도한 CI, 조명 및 원색의 색채 지양

교통
관련
시설

주차장 ㆍ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권장
관리소
(박스형) ㆍ ‘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에 개발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의 표준디자인
형태 및 색채와 통일감 있게 디자인
ㆍ가로등, 사인 등가 같은 지주형 시설물과 통합 설치하여 공간의 효율성 제고
신호등

ㆍ보행자, 교통약자, 장애인 등을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음향신호기, 횡단시간 표시 등)
ㆍ지면에 고정되는 하부구조의 고정 장치의 외부 노출을 지양하고 결합부위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
ㆍ무분별한 상업 광고 부착 지양

시계탑

ㆍ스테인리스 스틸 등 고광택 재료의 사용은 지양.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 권장
ㆍ지주형 시계탑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권장. 단, 불가피한 경우 랜드마크 건축물에 부착 가능
ㆍ불필요한 지역의 과도한 방음벽 설치 자제
ㆍ불가피하게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 양편에 충분한 폭의 녹지를 조성하여 인공적
이미지 저감

기타
시설

ㆍ주변 경관과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료 및 입면 구성
방음벽

ㆍ환경성 및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 사용
★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의 방음벽 설치 권장
ㆍ가로에 면하는 학교, 공동주택 등의 경우 가능한 대지경계선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
하고 녹지대나 화단 조성
ㆍ‘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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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시설물 디자인 예시안(경기도 보급형 가로시설물)
▼ 버스쉘터

▼ 택시쉘터

▼ 가로판매대

▼ 구두수선대

▼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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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제어함

▼ 방범등

8.5. 색채 경관가이드라인
8.5.1. 기본 방향
기본 방향
◦ 하남시 경관계획 목표에 따라 환경색채 적용에 대한 기본개념 설정
◦ 하남시의 색채이미지를 형성하는 동시에 타 지역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 반영
◦ 차별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개념을 반영하여 아름답고 매력적인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색채계획
◦ 하남시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연계되고 조화를 이뤄 풍요롭고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한
색채계획

색채계획 구성
◦ 하남시의 자연환경, 인공환경, 인문환경의 색채를 분석하여 기조색 추출
◦ 하남시의 기조색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색 선정
◦ 하남시를 통합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색채이미지 설정 및 좀 더 세분화된 구성요소별 환경색채
가이드라인 수립
ㆍ색채계획의 개념 및 기본 원칙 설정
ㆍ자연환경과 인공환경, 인문환경의 색채분석을 통해 하남의 기조색 추출

1단계

색채계획의 기본방향 수립

2단계

경관권역별 색채이미지
및 대표상징색

ㆍ환경적,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이미지포지션 분석을 통한 키워드와
색채 이미지 선정
ㆍ하남시의 상징경관, 미래상. 시민의식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대표색 선정

색채경관 가이드라인

ㆍ건축물의 용도별(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건축물, 산업건축물, 공공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ㆍ하남시 전체에 조성되는 시설물 요소별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옥외
광고물) 색채 가이드라인

3단계

적용범위 및 대상

적용범위

적용대상
(구성 요소별)

⋅하남시의 색채를 통합하는 기조색 추출
⋅도시 특성화를 위해 구성요소에 따른 색채 범위 제시
⋅색채가이드라인 관리 및 운영방안 구축
⋅건축물 (용도별) : 주거건축물 (단독주택/공동주택), 상업·업무 건축물 (근린/업무), 산업건축물
(산업/공장/창고 등), 공공건축물 (공공업무/문화집회/종교/연구 등)
⋅시설물 (요소별) : 도시구조물 , 가로시설물 , 옥외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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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계획 4대원칙

색채계획 컨셉
◦ 한강이 흐르고, 새롭게 개발되는 신도시가 많은 하남시만의 도시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적인 색채
이미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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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기조색 및 상징색
기조색 개념 및 적용방향
◦ 기조색은 주조색과 다른 의미로 도시 전체의 주를 이루는 색채를 의미
◦ 기조색은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책의 범위로 선정하였으며, 재료자체의 색이나, 보조색, 강조색의
사용으로 변화감을 추구하도록 계획
◦ 하남시의 기조색은 도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재료와 색채를 적용하도록 하며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색채로 유도
◦ 기조색은 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색채 범위를 지정하며 도시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적용

기조색 추출
◦ 하남시의 자연환경 색채를 조사 분석 후, 토양색 및 자연환경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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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기조색 선정
◦ 하남시 자연환경에서 추출된 색을 중심으로 하남시 대표 기조색의 범위 및 대표색 선정

상징색 선정
◦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상징적 경관자원의 색채와 Base가 되는 하남시의 기조색을 오버랩하여
하남시 경관계획에서의 미래상을 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징색 추출
◦ 권역별 대표ㆍ특화색상과 시설물 일부에 적용하여 하남시만의 색을 바탕으로 다채롭고 매력적인
경관연출

▼ 각 권역별 이미지를 연출하는 상징색으로써 각 권역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색

▼ 하남시 기조색을 반영하여 추출한 상징색으로써 하남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상징색과 함께 사용하여 통합적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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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권역별 색채이미지 및 대표 상징색
◦ 하남시의 경관권역별 지니고 있는 경관특성에 따라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지향이미지 선정

ㆍ시가지경관권역은 교육시설과 신시가지 및
구시가지의 상업시설이 분포된 곳으로
세련되고 개성있으며 활기찬 색채 이미지를 연출
ㆍ자연생태경관권역은 풍부한 생태와 풍부
한 자연환경이 있는 경관으로 조화로우며
자연친화적, 전원적인 색채 이미지 연출
ㆍ농촌산업경관은 자연적소재를 통해 풍부한
색공간을 포현하며 온화한 색채 이미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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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색채 경관가이드라인
개요
◦ 하남시의 경관 권역별로 분류하여 경관별 지향이미지 및 대표색을 토대로 색채가이드라인 제시
◦ 공통으로 적용할 요소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하남시의 통일된 도시이미지 형성

구성요소별 기본 방향
주거지역(단독,공동주택 )

경관권역별
적용

상업·업무 지역

⦁권역별 지향이미지에 따른 기본방향 제시

공업·기타 지역

⦁색채적용 범위 및 배색방안 제시

공공시설물/사인물

기본방향 ⦁지붕색 및 벽체색의 적용범위 제한

구분
농촌주거 및·창고 기타
옥외광고물

공통 적용

⦁권장색 팔레트 제시
⦁적용 예시

도시구조물
보행자도로/자전거도로

유형별 적용원칙
◦ 외장 재료의 도장처리 여부 등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햐여 구성 요소별 색채 적용원칙 제시
유형

적용원칙

예시

도장 및 도장방식에 의해
재료의 색채가 표현된 경우

ㆍ경관별 색채설계 지침에 따라
각 경관권역 및 지역에 맞는
색채범위 따름

ㆍ도장, 드라이비트, 인공패널류, 비닐사이딩류,
인공 석재류, 타일류 등

재료자체의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된 경우

ㆍ채도는 6이하로 제한
(단, 공동주택 하단부에 적용시
색채제한 없음)

ㆍ벽돌, 목재, 블록, 노출콘크리트, 시멘트압출,
성형패널, 천연석재, 부식강판, 유리등

색의 면적 비례
◦ 도시의 통일성이나 전체의 이미지를 위하여 아래 제시된 면적비례표의 주조/보조/강조색의 비례를
준수하도록 함
◦ 주조색 : 70%이상 / 보조색 15%이상 30% 미만 / 강조색 :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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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야간 경관가이드라인
8.6.1. 개요
계획수립 체계
◦ 하남시의 야간경관현황 및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도출함
◦ 상위계획인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관련계획 분석을 통해
하남시 야간경관계획 기본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야간경관 적용대상에 따른 기본지침을 제시함

기본 방향
◦ 하남시의 야간경관 현황을 바탕으로 현 야간경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야간에 형성되는 하남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경관지침을 제시함
◦ 세부적인 내용은 상위계획인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름

적용 대상
◦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반영함
구분

분류

일반구역

ㆍ도로조명, 건축물조명, 발광광고물조명, 옥외공간조명, 도시기반시설조명

조명환경
관리구역

ㆍ자연환경관리구역, 농림환경관리구역, 주거환경관리구역, 생활산업관리구역, 상업업무관리구역

※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하남시는 인공빛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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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일반구역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도로조명, 건축물 조명, 발광광고물조명, 옥외공간조명, 도시기반시설조명을 대상으로
하고, 각 분류의 특성에 맞게 세부 범위를 차별화시켜 구성함

일반구역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범위
구분
도로조명
건축물 조명
발광광고물조명
옥외공간조명
도시기반시설조명

세부 범위
ㆍ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ㆍ일반건축물,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주유시설, 문화재보호구역
ㆍ일반광고물, 대형전광판
ㆍ공원, 광장, 주차장, 환경조형물
ㆍ고가차도, 교량, 육교, 터널, 지하보도

도로 조명
적용 대상
◦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를 대상으로 하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터널은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동차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 대로, 중로, 소로로 분류하고, 보행자도로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일반
가로, 상점가로, 주택가로로 분류함

도로조명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범위
도로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대로
(25m이상, 6차로 이상)

주택지역

중로
(12m이상~25m미만, 3~5차로)

상업지역

소로
(12m미만, 1~2차로)

일반지역

자전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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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 자동차도로와 보행자도로간 색온도를 달리하여 도로 위계 정립
◦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평균노면휘도, 종합균제도 확보
◦ KS 조도기준을 준수하되 지역 이미지 및 장소 특성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도 설정
◦ 상향으로 확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 이외의 장소로 새어나
오는 누출광이 없도록 함
◦ 농촌지역 도로조명 경우 인접주택과 농경지에 대한 빛공해를 방지하고 점·소등 시간으로 규제
◦ 신기술 발전에 따라 에너지 절감 및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LED조명을 적극 도입하고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함

자동차 도로
구분

기본 지침
ㆍKS 도로조명기준(KSA 3701)을 바탕으로 하여 대로, 중로, 소로별로 설치기준 수립
ㆍ가로등 사이 간격이 지나치게 넓어 어두운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가로등의 배열은 마주보는 방식의
양쪽 배열 권장 및 도로조명시설 설치 기준 제시

자동차도로

ㆍ나트륨램프(색온도 약 2000K)를 주로 사용하는 기존도로와 신설도로간에는 심한 색온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운전자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색온도를 순차적으로 변화시킴
ㆍ자동차 도로 내 설치되는 가로등의 배광방식은 컷오프형, 광원은 메탈할라이드(250w이하)를 권장
ㆍ에너지 절감을 위해 평균노면휘도를 그 기준치보다 1/2로 감광할 수 있으나, 최소한 0.5cd/㎡
이상을 확보하도록 함

❙설치 기준
구분

대로

중로

소로

조명방식

컷오프형

컷오프형

컷오프형

연색성

70Ra이상

70Ra이상

70Ra이상

램프설치높이

9~12m

9~12m

9~12m

평균노면휘도

1.0cd/㎡

1.0cd/㎡

0.7cd/㎡

색온도

3,500~4,000K

3,000K

3,000K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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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이미지

보행자 도로
구분

기본 지침
ㆍ보행통행량에 따라 KS도로조명기준(KS3701)에서 제공하는 최소조도 고려
ㆍ광원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35~150w 이하를 권장
ㆍ조명 투사범위를 노면상으로 한정해 인근 주거지 및 공간에 침입광이 없도록 설계
ㆍ보행자의 시각적 심리적 편안함을 고려하여 색온도를 계획하되 차도 측과 조화로운 색온도 권장

보행자 도로

ㆍ보행자 도로 내 조도는 보행자, 교통량, 지역 및 대상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 보행자 도로 조명의
기준표의 값 이상으로 계획
ㆍ상점가로 조명은 상가 내외, 윈도우 조명 등 주변조명의 밝기와의 조화 고려
ㆍ주택가로는 차량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으므로, 휴먼스케일의 램프로 설치 높이를 낮추도록 함
ㆍ주택가로 보안등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심야 등 시간대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밝기를
낮추더라도 최소 수평면조도 3lx, 연직면조도 0.5lx를 확보하도록 권장
ㆍ도시지역 주택가로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주택 내로 빛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며, 농촌 지역 주택
가로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주택 내 뿐만 아니라 농산물 등에 대한 장애광 없는 것으로 설치

❙설치 기준
구분

기본 지침

주택지역

3~5lx

0.5~1lx

2650~3200K

상업지역

10~20lx

2~4lx

2650~4000K

일반지역

5~10lx

1~2lx

2650~3200K

70Ra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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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
구분

기본 지침
ㆍ자전거의 원활한 주행과 안전을 위해 장애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조도는 보행자도로의 조도
기준 적용

자전거 도로 ㆍ색온도는 3000K 이상, 연색성은 70Ra이상으로 함
ㆍ배광방식은 컷오프형을 원칙으로 함
ㆍ조명기구는 주변환경에 빛공해를 주지 않도록 함

권장이미지

건축물 조명
적용 대상
◦ 「건축법」제2조에 따른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 중에서 연면적 2,000㎡이상 또는 4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연면적이나 설치규모에 상관없이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 건축물,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주유시설,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을 포함함
◦ 건축물의 외벽에 광고, 장식, 그밖의 상업적 목적으로 설치하는 점조명, 선조명, 면조명, 옥탑조명
등을 대상으로 함
◦ 다만,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조명은 제외
건축물조명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범위
건축물조명

일반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4층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점조명
선조명
면조명
옥탑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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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시설

문화재보호구역

기본 방향
◦ 시민의 안전성과 방범성 확보를 기본으로 하며 특정 목적을 가지고 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빛의 색과 양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적게 사용하여 조명연출
◦ 건축물 미관을 고려해 조명기구 설치 시 등기구 노출과 부착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식재 및 건축물과
조화로운 조명기구 재료와 색채 적용해 노출 최소화
◦ 건축물 옥탑부 강조 지양하고 건축물 전체 고려하여 빛의 단계가 조화롭도록 계획
◦ 친환경적이고 유지관리에 용이한 내구성과 수명이 긴 조명기구 방식 권장
◦ 주거지역의 건축물은 특화계획을 지양하고 시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하도록 함
◦ 건축물 본연의 색상과 상충되어 경관을 훼손하는 색상 사용 지양
◦ 공공건축물은 지양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경관 연출 권장
◦ 유동인구가 적은 심야 등 시간대별 건축물 표면기준휘도를 낮추거나 소등하여 에너지 절감
◦ 커튼월 건축물처럼 실내조명으로 인해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실내조명과의 휘도 대비, 색상
등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경관조명이 되도록 계획
◦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형 LED조명 등의 사용 적극 권장
◦ 도시 내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조화롭도록 적용

일반건축물
구분

기본 지침
ㆍ연면적 2,000㎡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청사 등의 모든 공공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색온도, 연색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일반건축물

ㆍ공동주택,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 주유시설, 문화재보호구역의 건축물은 별도의 설치기준을 준수함
ㆍ고층건축물은 야간경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1층 이상의 경우 건축물 표면기준휘도와
옥탑부 휘도의 차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빛의 밝기가 조화로워야 함

❙설치 기준
구분

건축물 표면기준휘도(cd/㎡)

색온도(K)

자연녹지

5

2200~3500K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소/중로

10

대로

15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이외)

소/중로

15

대로

20

소/중로

20

대로

25

연색성

2800~4300K
70Ra
2800~5500K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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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옥탑부 휘도대비
구분

21~40층의 고층건축물

4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옥탑부 휘도

1 : 3 이하

1 :5 이하

권장이미지

공동주택
구분

기본 지침
ㆍ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표면기준휘도, 색온도, 연색성은 일반건축물의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설치 기준 준수
ㆍ건축물 자체의 색상과 상충되는 원색계열이나 브랜드 로고컬러의 색상 사용 지양하며, 가급적
백색 계열의 광원 사용하도록 권장
ㆍ안전 및 야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정 이후에는 밝기를 낮추거나 소등하도록 함
ㆍ고휘도의 선조명 금지하며,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 해치지 않아야 함

공동주택

ㆍ공동주택 주변에 녹지, 수변,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인접한 경우 빛의 움직임(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가급적 지양
ㆍ건축물 하층부에서 상층부까지 과도한 휘도대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빛의 밝기가 조화로워야 하며,
옥탑부만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하고, 옥탑부는 간접조명방식 권장
ㆍ공동주택 명칭 등의 발광조명체는 행정적으로 공식 지정된 단지의 명칭으로 제한하며 건설사의
명칭, 로고, 브랜드의 사용은 가급적 지양
ㆍ발광조명체는 간접조명방식으로 하며, 판류형이 아닌 입체문자형만을 설치하여 조명하도록 권장

❙공동주택의 옥탑부 휘도 대비
구분

20층이하의 공동주택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표면기준휘도 : 옥탑부 휘도

1 : 2 이하

1 : 3 이하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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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사드
구분

기본 지침
ㆍ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한하여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지역에서는 설치 지양
ㆍ주거지역에 면한 건물 입면에는 주택 내로 빛의 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설치 규제
ㆍ조명기구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원색계열 색상 지양

미디어파사드
ㆍ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을 주거나 주변 건축물에 대한 빛공해가 없어야 하며, 조화로운
도시 야간경관 연출
ㆍ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점등시간은 일몰 30분 후부터 23시까지로 하며, 1시간당 10분만 운영 허용
ㆍ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설치 적합성은 예술작품성이 있어야 하며, 공공성과 상업성의 내용과 비율
검토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함

❙설치 기준
구분

설치여부

표면기준휘도(cd/㎡)

운영시간

자연녹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설치불가

-

-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설치가능

25

일몰 30분 후부터
23시까지 점등
(1시간당 10분만 허용)

권장이미지

주유시설
구분

기본 지침
ㆍKS조도기준(KSA3011) 교통-주유소의 조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색온도는 2800K이상, 연색성 지수는 70Ra이상으로 함

주유시설
ㆍ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주유시설의 표면기준휘도는 25cd/㎡ 이하가 되도록 함
ㆍ광원은 주유기가 설치된 천장 상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광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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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조도(lx)
구분
밝은 배경

어두운 배경

건물표면(유리 제외)

30-40-60

15-20-30

서비스 지역

6-10-15

3-4-6

주유기

30-40-60

30-40-60

진입로

3-4-6

6-10-15

차도

6-10-15

6-10-15

※ 조도범위에서 왼쪽은 최저, 중간은 표준, 오른쪽은 최고도임

권장이미지

문화재보호구역
구분

기본 지침
ㆍ문화재보호구역의 적용범위는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인접지역을 포함하며,
이 구역 내에 있는 일반건축물과 문화재로 지정된 구축물을 대상으로 적용
ㆍ문화재보호구역 내와 인접지역의 일반건축물과 문화재는 각각의 표면기준휘도를 적용

문화재
보호구역

ㆍ문화재 표면기준휘도는 일반건축물 기준보다 150%까지 허용하여 적용하되, 문화재에 따라 심의를
거쳐 차등 적용할 수 있음
ㆍ열손상이 우려되는 석재나 목재 등으로 된 문화재는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
ㆍ광원은 고효율의 램프를 사용하며, 직접부착방식 지양

❙설치 기준
표면기준휘도(cd/㎡)
구분

적용범위
일반건축물

자연녹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15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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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일반건축물
표면기준휘도의
150%까지 허용

문화재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100m이내의 인접지역

발광광고물조명
적용 대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야 하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로서 형광등, 네온류, 전광류 등의 전기를 이용하는 일반광고물 및 대
형전광판을 대상으로 함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광고물과 중대한 공익상·군사상 등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광고물은 제외함

발광광고물조명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범위
발광광고물

일반건축물

대형전광판

기본 방향
◦ 광원이 외부로 직접 노출된 점조명, 선조명 사용 지양
◦ 눈부심이 없도록 간접조명방식 채택, 덮게나 차단막 등의 보조장치 부착하도록 권장
◦ 건축물 상층부에만 발광광고물 설치하여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하거나 휘도 차이가 큰 조명 설치
지양
◦ 건축물에 부착하는 간판 수량은 최소화하고, 발광광고물이 건축물 입면을 과도하게 넓은 면적으로
점유하는 것 지양
◦ 한 건물에 설치된 발광광고물은 디자인 통일성 및 균형성 향상을 도모하여, 인접 간판이나 거리 풍경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

일반광고물
구분

기본 지침
ㆍ용도지역에 따라 최대표면휘도, 빛의 움직임 등에 대한 설치기준 준수하여야 함
ㆍ문화재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의 일반광고물 최대표면휘도는 100cd/㎡
이하로 설치하도록 권장

일반광고물

ㆍ일반광고물 배경의 휘도값과 그 최대표면휘도값의 휘도대비가 1:10을 넘지 않도록 함
ㆍ광원 색상은 백색 권장하며, LED조명을 사용할 경우 RGB 색상 사용할 수 있음
ㆍ판류형처럼 간판 전면을 조명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표시하여 조명하는 입체문자형
방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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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구분

최대표면휘도
(cd/㎡)

자연녹지

50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400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600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800

빛의 움직임

조명방식

광색

불가

직접조명
방식 지양

원색지양

-

-

-

-

밝기 및 색상
변화시간
1분이상시 허용

권장이미지

대형전광판
구분

기본 지침

대형전광판

ㆍ자연녹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에서는 대형
전광판을 설치할 수 없으며,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
기능 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ㆍ문화재보호구역과 그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인접지역에서는 대형전광판의 설치 지양

❙설치 기준
구분

최대표면휘도(cd/㎡)

자연녹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설치불가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1,000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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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공간조명
적용 대상
◦ 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함
◦ 환경조형물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조형예술물 및 공
공조형물을 대상으로 함

옥외공간조명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범위
옥외공간조명

공원
(녹지, 수변지역)

광장

주차장

환경조형물

기본 방향
◦ 이용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을 주는 과도한 조도 조명 지양
◦ 조명영역 또는 조명대상물로만 비추도록 하며, 상공이나 인근 주택 등 주변으로 빛이 새어나가는
누출광 최소화
◦ 다양한 조명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체험유도 및 안전성 확보
◦ 주변 식재 및 시설물로 인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 공간의 개방감을 위해 지주형 조명 설치 줄이고 바닥조명 권장
◦ 범죄 예방을 위해 우범화가 예상되는 구간은 충분한 조도 확보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획
◦ 신재생 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형 조명기구 사용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장수명, 내구성이 높은 조명
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

01 경관가이드라인 ❙ 139

공원
구분

기본 지침
ㆍ공원조명은 KS조도기준(KSA3011)옥외시설의 조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산책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4m 전방에서 물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수평면조도 5lx이상, 연직면조도 0.5lx이상 확보
ㆍ산책로의 색온도는 편안한 보행을 위해 창백한 흰색보다는 2800~3500K 정도 권장

공원

ㆍ생태보전을 위한 지역에는 최대한 조명연출 규제하되, 필요시에는 간접조명방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조명만을 설치하고, 어두움과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조명계획
ㆍ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이나 산책로에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빛이 상향으로 확산되고 저층부의 주거
내부로 빛이 침입하지 않도록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원칙으로 함
ㆍ수로를 직접 비추는 직접조명방식을 지양하고, 필요시 빛이 수면에 반사되는 연출방식 사용

❙녹지지역 설치 기준
구분

조도
공원 전반

6~15lx

공원 주된 장소

15~30lx

녹지지역

색온도(K)

연색성

2000~3000k

70Ra

권장이미지

❙수변지역 설치 기준
구분

수평면 조도

연직면 조도

색온도(K)

연색성

수변지역

3lx

0.5lx

2000~3000k

70Ra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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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구분

기본 지침
ㆍ광장과 인접한 건물, 보행가로 등은 연출 및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디자인이 되도록 함
ㆍ보행자에게 친밀감이나 따뜻함을 느끼게 하거나 부드럽게 유도하기 위해서 볼라드등이나 지중
매설조명 설치
ㆍ조명기구는 보행자의 통행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며, 보행통로처럼 유도성을 고려할
경우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배치함

광장

ㆍ광장 분위기에 맞는 형태의 조명기구로 디자인하여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의 경관도 배려해야 함
ㆍ도로와 인접한 광장의 조명기구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불쾌한 눈부심을 최소화 함

❙설치 기준
구분

수평면 조도
광장 전반

10~20lx

상업지역 인접 광장

20lx

녹지지역

색온도(K)

연색성

2000~3000k

70Ra

권장이미지

주차장
구분

기본 지침
ㆍ주차장 조명은 KS조도기준(KSA3011) 교통-실외주차장의 조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심야 등 시간대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때 조도를 낮추더라도 4m
전방에 있는 사람의 행동, 자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최소 수평면조도 3lx, 연직면조도 0.5lx를 확보

주차장

ㆍ주차공간의 바닥면 조도는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을 위해 2lx까지 낮출 수 있음

❙설치 기준
구분

조도(lx)

소규모 또는 이용량이 적은 주차장

6-10-15

중규모 또는 이용량이 보통인 주차장

15-20-30

대규모 또는 이용량이 많은 주차장

3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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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이미지

환경조형물
구분

기본 지침
ㆍ공간의 중심성을 강조할 수 있는 조명방식 사용하여 상징물 조형성과 장소성을 동시에 부각시키
도록 함
ㆍ조형물에만 빛이 투사되도록 계획하고 배치 및 반사 고려하여 설계
ㆍ조형물과의 조화를 우선으로 하며 과도한 빛 연출 지양

환경조형물
ㆍ환경조형물의 표면기준휘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 표면기준휘도 이하가 되도록 준수
ㆍ작품성이 표출될 수 있는 거리와 높이에 조명을 설치하되, 조명기구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설치

❙설치 기준
구분

표면기준휘도(cd/㎡)

자연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15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5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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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조명
적용 대상
◦ 고가차도, 교량, 육교, 터널, 지하보도 등을 대상으로 함
도시기반시설조명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범위
도시기반시설조명

고가차도, 교량, 육교

터널

지하보도

기본 방향
◦ 불쾌한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조명방식 권장하고, 과도한 휘도의 조명 및 외부로 광원이
직접 노출된 조명 사용 지양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적 불쾌감을 주는 현란하고 빠른 빛의 움직임(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 등)이 있는 조명연출 지양
◦ 연출하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을 통제할 수 있는 조명기구 사용
◦ 고가차도나 교량의 교각 등 구조체의 외벽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고휘도 조명기구 설치 지양
◦ 원색계열의 광원 지양하며, 도시기반시설의 마감재 색상을 고려하여 광원 색상을 채택하도록 함
◦ 자연물이나 하늘을 비추는 조명연출은 일시적으로 국내·외 행사, 관광진흥 등을 위해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적인 사용 지양

고가차도, 교량, 육교
구분

기본 지침
ㆍ조명연출을 위한 별도의 구조물을 부착하는 조명방식 지양
ㆍ경관조명은 도로조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계획, 주변 건축물조명 등과 조화를 고려
ㆍ화려한 색상 배제, 단일색으로 은은하게 연출
ㆍ조명색상 및 밝기를 변화시키는 조명연출 지양하여 배광방식은 컷오프형 원칙

고가차도,
교량, 육교

ㆍ교각 측면의 조명은 주변 야간경관과 조화롭게 계획하며 보행자와 운전자, 자연 생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함
ㆍ구조물의 표면을 비출 경우 조명영역 벗어나 상공으로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
ㆍ보도육교는 건주형 조명 지양, 육교난간이나 바닥에 조명기구를 매입 방식 이용
ㆍ야간 보행 안전을 위해 20lx정도를 확보하도록 함
ㆍ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광원은 35~150W이하로 선정하며, 색온도는 편안한
보행을 위해 2800~3500K정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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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구분

표면기준휘도(cd/㎡)

자연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15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5

권장이미지

터널
구분

기본 지침
ㆍ터널 기본부 평균노면휘도, 터널 전 구역의 천장 및 벽체조명, 야간조명 등은 KS 터널조명기준
(KSA 3703)을 적용
ㆍLED조명을 사용할 경우 KS LED 터널조명기구 기준(KSC 7716)을 적용
ㆍ차량에 의한 내진에 강하도록 설계

터널

ㆍ터널내외의 휘도를 자동조절 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 구축
ㆍ등기구가 노면으로부터 4.5m이상의 높이를 가지도록 계획
ㆍ터널 내·외부 색온도가 조화롭도록 계획

❙설치 기준
구분

표면기준휘도(cd/㎡)

자연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15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5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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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보도
구분

기본 지침
ㆍ야간보행의 안전을 위해 지하보도 계단, 통로는 조도를 100lx정도(최저 60lx, 최고 150lx)를 확보

지하보도

ㆍ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물 속에 내장 또는 은폐하고, 불쾌한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접조명방식으로 설치

❙설치 기준
구분

표면기준휘도(cd/㎡)

자연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15

근린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25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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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조명환경관리구역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에 의거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9조에 의거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ㆍ경관
보전지역 지정 현황,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습지보호지역ㆍ습지주변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협약등록습지 통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음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조명환경관리구역(4종)을 참조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총 4종(5유형)으로 분류함
◦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제1종 자연환경관리구역, 제2종 농림환경관리구역, 제3종 주거환경관리
구역, 제4A종 생활산업관리구역, 제4B종 상업업무관리구역으로 분류하고, 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구분

구분

설명(대상지역)

관리구역 명칭

제1종

ㆍ인공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자연 및 생태계 보전구역)

제1종(자연환경관리구역)

제2종(농립환경관리구역)

제2종

ㆍ인공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농촌,
산촌 및 교외전원)

제3종(주거환경관리구역)
제3종

제4종

ㆍ인공빛공해가 국민의 주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구역(주거지역)

ㆍ상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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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A종(생활산업관리구역)

제4B종(상업업무관리구역)

하남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환경관리구역
◦ 하남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은 경기도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인공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역특성
구분

지역특성

해당지역

ㆍ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1종
(자연환경관리구역)
지역

ㆍ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
지역,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등

ㆍ인공조명이 농림업 및 동식물에 부정적인 ㆍ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
(농림환경관리구역)
영향을 주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등
ㆍ안전하고 쾌적한 도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ㆍ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제3종
(주거환경관리구역)
영향을 주는 지역
(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등
ㆍ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상업 및 공업 등
제4A종
산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생활산업관리구역)
필요한 지역

ㆍ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항만시설보호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등

ㆍ도민의 상업 및 업무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ㆍ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
제4B종
(상업업무관리구역)
어느 정도 높은 인공 조명이 필요한 지역
지구, 관광특구 등
※ 굵은 글씨 : 현재 하남시에 해당하는 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절차
인공빛공해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및
조명환경
관리계획
방지계획을
지역위원회
지정현황의
▶
▶ 관리구역의 ▶
▶ 수립 및
통한
▶ 환경에 대한 ▶ 시장의
심의
고시
영향조사
의견수렴
설정
시행
관리목표 및
방향설정

지정해제 및 변경
※출처 : 환경부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지침」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본방향
◦ 금번 계획에서는 하남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구역별 특성 및 설계지침을 제시하여 향후 조명환경관리
구역 지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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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자연환경관리구역
지역 특성
◦ 평온하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관찰할 수 있도록 인공조명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조명 특성
조명이미지

조명 목표
ㆍ양호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배려한 최소한의 밝기를 확보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명환경을 형성

아름다운 밤하늘
고요하고 평온한 밤

▶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조명

ㆍ밤하늘의 아름다움과 평온함을 위해 상향광속비와 누출광 등 빛공해가
없는 조명환경을 형성
ㆍ장수명 및 고효율 광원, 태양열 시스템 채용,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배려

기본 지침
◦ 밤하늘, 하천, 수목, 야생동식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 건축물조명, 자동판매기조명 등의 인공
조명 누출광 발생 방지
◦ 대형전광판 설치 금지
◦ 자연경관을 배려하여 저위치조명기구나 간접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고, 광원이 직접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
◦ 자연풍경 등 주변과 조화된 형상, 색채도 디자인한 조명기구 사용
◦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배려하여, 광원은 빛의 움직임이 없도록 함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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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농림환경관리구역
지역 특성
◦ 농촌과 교외의 전원풍경을 형성하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밝기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의 밝기와 활기를 돋보이게 하도록 녹지나 수변 등을 활용하여 밤의 어두움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농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조명 특성
조명이미지

조명 목표
ㆍ농업의 생산활동과 양호한 전원환경을 배려하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밝기만 확보

농업을 배려한 조명
전원환경과 조화로운 조명
안전한 인간활동 위한
최소한의 조명

▶

ㆍ농작물, 가축 등의 성장을 저해하는 누출광 등 빛공해가 없고, 활기있는
밤을 조망할 수 있는 조명환경 형성
ㆍ장수명 및 고효율 광원, 태양열 시스템 채용,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배려

기본 지침
◦ 밤하늘, 농경지, 하천, 가축, 주택 등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 또는 장해광의 발생 방지
◦ 서치라이트 등의 투광기 설치를 지양하며, 과도한 광량이 되지 않도록 함
◦ 대형전광판 설치 금지
◦ 야간에도 보행자들이 안전하도록 조명기구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광·배치
◦ 전원풍경과 조화 이룬 형상, 색채로 디자인한 조명기구 사용
◦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 배려하여 광원은 빛의 움직임이 없도록 함
◦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이나 간접조명방식 등 사용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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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역 특성
◦ 주로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주거와 상공업이 혼합된 지역에서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조명 특성
조명이미지
안전ㆍ안심할 수 있는
주거활동을 위한 조명

조명 목표

▶

삶의 온기와
편안함이 있는 조명

ㆍ야간의 안전과 방범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삶의 온기가 느껴지도록
주거지의 조명환경 형성
ㆍ장수명 및 고효율 광원, 태양열 시스템 채용,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을 배려

기본 지침
◦ 사각지대가 없고, 안전하고 안심하여 걸을 수 있도록 조도와 연색성 등을 확보
◦ 주택가의 따뜻함이 있고, 야간활동을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조명기구 설치
◦ 주택가와 조화를 이룬 형상, 색채로 디자인한 조명기구 사용
◦ 사람의 시선 높이에 맞춰져서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 사용
◦ 광원은 빛의 움직임이 없도록 함
◦ 공동주택의 과도한 옥탑조명이나 대형전관팡을 설치하지 않음
◦ 불필요한 조명영역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이 없고, 특히 주택내로 침입하는 장애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상가는 자동자판기 등에서 새어나오는 빛에 주의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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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A종 생활산업관리구역
지역 특성
◦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산업 및 상업시설 등이 주변 주택지와 가까워 과도한 인공
조명으로 쾌적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 비교적 부지 규모가 큰 공장, 항만, 공항, 물류센터 등이 집적한 지역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빛의 범람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

조명 특성
조명이미지

조명 목표
ㆍ주택 주변지와 조화 및 빛공해를 방지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편리하고 안전한 조명환경 형성

주변 주택지를 배려하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조명
산업 및 유통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성 높은 조명
주변 야간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통일감 있는 조명

▶

ㆍ야간의 공업, 유통 등 산업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편리성과 쾌적성을
배려한 기능적인 조명환경 형성
ㆍ장수명 및 고효율 광원, 태양열 시스템 채용,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배려

기본 지침
◦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조명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한 조도와 연색성 확보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형상, 색채의 조명기구 사용
◦ 간선도로변의 통일감과 일체감이 있는 조명방법, 조명기구 등으로 거리 풍경과 조화 이루도록 함
◦ 산업활동의 안전과 사고 방지하도록 기능성과 시인성이 뛰어나며, 눈부심이 없는 광원 사용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룬 형상, 색채의 조명기구 사용
◦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지역은 인접한 주택가 등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미디어파사드 및 대형전광판은 과도한 휘도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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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B종 상업업무관리구역
지역 특성
◦ 상업 및 업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빛의 범람을
방지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
◦ 야간에 도심의 활기와 즐거움을 연출하며,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있는 조명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독창성 있는 도시의 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활기 있으면서 품격있고 세련된 조명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조명 특성
조명이미지

조명 목표
ㆍ야간의 활기와 즐거움을 연출하고, 도시의 매력과 개성을 이끌어내는
품격있고 세련된 조명환경 창출

야간의 활기와
즐거움을 주는 조명
밝고 활기있으면서도
품격있고 세련된 조명

▶

도시의 매력과 개성을
연출하는 조명

ㆍ과도한 빛의 범람을 방지하고 누출광을 억제하여, 균일성 있고 질서있는
조명환경 형성
ㆍ장수명 및 고효율 광원, 태양열 시스템 채용, 이산화탄소 발생 억제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배려

기본 지침
◦ 미디어사파드 및 대형전광판은 과도한 휘도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간판 등 발광광고물의 조명은 연색성이 좋고,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 사용
◦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고, 야간에 걷는 즐거움을 주도록 조명기구를 배치하고 배광
◦ 현대적인 거리와 상점가 등과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고 통일감이 있는 형상과 색채 조명기구 설치
◦ 쇼윈도나 상가가 많은 번화가는 조도, 휘도, 색온도 등의 적절한 조합으로 활기차고 품격있는 분위기 연출
◦ 오피스 등 업무활동을 위한 건축물이 많은 지역은 세련되고 질서있는 분위기 연출
◦ 빛의 격렬한 움직임은 지양

권장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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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경관관리구역도
인덱스

02 경관설계지침도 ❙ 155

중점경관관리구역 l 도엽
도엽명

해당동(법정동)

중점경관관리구역

페이지

성동 1949

선동, 망월동, 미사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57

성동 1950

망월동, 미사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58

성동 1959

망월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59

성동 1960

망월동, 미사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0

성동 1970

망월동, 미사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1

성동 1980

망월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2

성동 2071

망월동, 미사동, 덕풍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3

성동 2081

망월동, 덕풍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4

성동 2082

덕풍동, 당정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5

성동 2083

덕풍동, 당정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6

성동 2092

덕풍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7

성동 2093

덕풍동, 당정동, 신장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8

성동 2094

당정동, 신장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69

성동 2410

풍산동, 덕풍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0

성동 2501

덕풍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1

성동 2504

신장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2

성동 2505

신장동, 당정동, 창우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3

성동 2506

신장동, 창우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4

성동 2507

창우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5

성동 2420

풍산동, 덕풍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6

성동 2511

덕풍동, 신장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7

성동 2512

덕풍동, 신장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8

성동 2513

신장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79

성동 2516

창우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80

성동 2517

창우동

미사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81

성동 2522

덕풍동, 신장동, 천현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82

성동 2523

신장동, 천현동

하남대로 중점경관관리구역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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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57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58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59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60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61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62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63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64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65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66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67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68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69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70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71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72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73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74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75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76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77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78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79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80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81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182 ❙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

경관설계지침도 l 중점경관관리구역도

02 경관설계지침도 ❙ 183

(예시 : 심의위원용)

건축물(단독주택)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절성토
배치

배치
옹벽
외관

형태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구릉지에 위치하는 경우 절성토량 최소화 및 지형을 살린 다양한 주거 형태와 배치
ㆍ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
ㆍ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 대한 전면성 유지를 권장
ㆍ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 지양/ 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환경친화적 공법 적용
★가로경관의 연속성을 위한 주변과의 조화 고려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의 지붕 설계
- 도심지역 : 건축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 통일감 있는 지붕 형태 유도
- 자연ㆍ농촌ㆍ수변지역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주변의 건축적 맥락 고려

지붕

ㆍ평지붕의 경우 옥상 녹화나 정원 설계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
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
ㆍ지붕ㆍ옥상 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외장재, 창문, 지붕, 색채, 높이 등 건축적 맥락 고려)

외벽

ㆍ블록별로 차별화된 단독주택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며 가로에서의 전체적인
통일감과 개별적인 건축물의 차별화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ㆍ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입면

재질

ㆍ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ㆍ전면과 측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마감 수준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출입구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 설치 권장
및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음
창문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함
배치

ㆍ주택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ㆍ우수침투가 가능하도록 조성하고 녹음수 조경
건물 근처에는 관목에서 순차적으로 교목 순으로 식재하여 시야 확보

조경
외부
공간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수고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교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를 창문
높이 이상으로 하여 외부로의 시야를 확보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주차장 ㆍ주택부지 내 외부주차장은 환경을 살린 투수성 포장 권장
담장

★이웃 대문, 담장의 위치 및 형태와 조화를 유지하고 투시가 가능하도록 조성
ㆍ대문, 담장의 색채는 가구 및 건축물 입면과 조화 고려

시설물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체크리스트 작성법
ㆍ평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 배려하지 않음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함
ㆍ본 지침의 자세한 설명은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제5장 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참조함

심의 위원 :

(인)

(예시 : 심의위원용)

건축물(다중⋅다가구⋅다세대주택)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절성토
배치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ㆍ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

배치

ㆍ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 대한 전면성 유지를 권장

옹벽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환경친화적 공법 적용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의 지붕 설계
- 도심지역 : 건축적 맥락을 고려하여 주변과 통일감 있는 지붕 형태유도
- 자연ㆍ농촌지역 :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주변의 건축적 맥락을 고려

형태

지붕

ㆍ평지붕의 경우 옥상 녹화나 정원 설계 권장하며 옥상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
ㆍ옥상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지붕의 식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풍토색을 권장하며 외벽과 어울리는 색과 재료를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
ㆍ옥상 등에 설치되는 설비 시설물이나 물탱크 등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인접 건축물과 건축적 맥락(외장재, 창문, 지붕, 색채, 높이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ㆍ건축 입면이 단조로운 형태의 연속성 배열과 단순직선형 벽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형태,
재질, 색채를 이용하여 입면을 분절하고 요철을 부여하여 표정있는 건축물 외관을 형성

입면

외벽

ㆍ블록별로 차별화된 주택지의 아이덴티티를 가지도록 하며 가로에서의 전체적인 통일감과
개별적인 건축물의 차별화된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
ㆍ가로의 연속성을 주기 위해 건물 저층부에는 석재, 벽돌, 목재, 점토류, 신소재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저층부 외관을 차별화하도록 권장
(필로티 조성시 노출부분은 외장재와 동일하게 마감)
ㆍ양측면 및 배면의 마감재는 가급적 정면에 사용된 소재와 동일한 소재로 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면에 계획한 마감재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색채 계획

재질

ㆍ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ㆍ전면과 측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마감 수준
대문･현관 등 출입문은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계획

입면

출입구 출입문은 경첩, 문, 잠금장치 등이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
및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계획하지 않음
창문
창틀, 유리, 방범창,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구조로 함
외부
공간

ㆍ주택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 및 인접 필지와 연속하여 배치
주택 주변의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침입자들이 건축물로의 침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받침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목의 식재는
피하도록 함

조경

외부
공간

건물 근처에는 관목에서 순차적으로 교목 순으로 식재하여 시야 확보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수고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교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를 창문
높이 이상으로 하여 외부로의 시야를 확보

주차장

ㆍ주택부지 내 외부주차장은 환경을 살린 투수성 포장 권장
ㆍ가급적 본체와 일체화된 형태와 재질 사용을 권장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 조경 등을 통해 영역성을 확보.
단, 담장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높이 1.2m 이하의 투시형, 폐쇄형(넝쿨식재)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 권장

담장

담장의 형태는 담장 위에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하며, 주거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
ㆍ대문, 담장의 색채는 가구 및 건축물 입면과 조화 고려

<표계속>

(예시 : 심의위원용)

구분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ㆍ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외부
공간

시설물

주택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
거리를 두어 설치하고, 옥외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함
전기·가스·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주택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
주택에 부속된 창고·차고는 발코니·창문 등에서 2미터 이상 이격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CPTED

ㆍ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한 신축 원룸 방범인증제 적용

체크리스트 작성법
ㆍ평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 배려하지 않음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함
ㆍ본 지침의 자세한 설명은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참조함

심의 위원 :

(인)

(예시 : 심의위원용)

건축물(공동주택)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절성토
단지
조성
옹벽

배치

배치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구릉지 과도한 절ㆍ성토를 지양,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를 유지하고 사면은 식재로 피복
★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
ㆍ구릉지의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환경친화적 공법 처리
ㆍ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배치
하고, 필요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
★지역의 장소성 및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 주변과 조화로운 계획(건축선,
스카이라인, 형태, 입면 등)

통경축 ★지형, 조망, 바람길 등을 고려한 주동배치를 통해 통경축 확보
주동
형태

ㆍ타워형, 복합형, 유선형, 테라스형 등 입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 도입
ㆍ지표동 설정 및 시각적 디자인을 통한 초점 부여
ㆍ단지별 가로별 특색 있는 지붕설계

옥탑
(지붕)
주동
형태

★지붕의 색채는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풍토색을 권장하며 외벽과 어울리는 색과 재료를
선택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함
ㆍ옥탑의 기계실, 물탱크실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일체감 부여
ㆍ중경 이상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높이설정을 위한 경관 시뮬레이션
★건축물의 높이(층수)는 주변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형성

높이

★주요 도로변에서 단조로운 경관이 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산지, 하천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 조망 확보
ㆍ입면이 단조로운 형태의 연속성 배열과 단순직선형 벽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형태, 재질,
색채를 이용하여 입면을 분절하고 요철(돌출)을 부여하여 표정 있는 건축물 외관 형성

입면

외벽

범죄자의 칩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함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 개구부와 1.5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하는 것을 권장

입면

외벽

옥외 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 세대에서 조망이 가능한 방향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로 함

색채

★획일적이거나 과장된 디자인, 자극적인 색채 등은 지양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상징물, 조경, 조명, 안내판 등의 사용 고려
주동 출입구는 영역성이 강화되도록 색채계획, 조명, 문주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

주동출입구

주동 출입문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주동 출입구에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
ㆍ어린이 정서를 고려한 공간계획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가능한 창의적 공간 조성

놀이터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주동 출입구 주변,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며,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경비실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

부대
시설

ㆍ주차장은 가급적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녹지, 휴게 및 커뮤니티 광장 등으로 활용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 권장
지하주차장의 주차 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 지하주차장의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통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표계속>

(예시 : 심의위원용)

구분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방문자 차량에 대한 확인이 용이하도록 거주자 주차장과 방문자 주차장 구분 권장
주차장
부대
시설

지하 최상층, 출입구 근접지역에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권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주차면 바닥, 벽체 등에 밝고 경쾌한 느낌의 색채 권장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계획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경비실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함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외부공간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과 연계 고려
활성화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시설의 종류와 배치를 고려
유해용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고려
완충
녹지

ㆍ소음 등의 민원발생 예상되는 단지 경계부에 방음둔덕을 설치하여 수림대 조성 권장
ㆍ절개사면을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ㆍ화목류 또는 수형과 그늘이 좋은 교목 식재

보행로 ㆍ하천, 산지, 공원 등에 인접하여 조성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경관자원으로의 접근 보행로 확보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 적용
ㆍ도로와 만나는 단지 경계부, 가각부에 대하여 공개공지 확보 및 쌈지 공원 조성을 권장
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
조경
외부
공간

건축물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로 침입할
수 없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ㆍ생태녹도 조성 시 개거형 및 투수형 수로를 설치하여 지표수 확보 및 배수로의 기능 권장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출입구는 자연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의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계획

단지 출입구의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출입구 ㆍ과도한 연출을 금지하고 주변 시설물과의 조화 고려
ㆍ단지 진입부에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장소성 제고
보행자 및 노약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조성
담장은 가급적 설치하지 않음. 담장설치가 불가피 한 경우 이웃 담장의 재료와 형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하고
사각지대 또는 고립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
경계부

울타리를 설치 시 수고 1~1.5m 이내인 밀생 수종･사계절 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
ㆍ녹지, 보행로 등 공공공간에 접하는 경우, 경계시설 설치 지양(수림대, 둔덕 등으로
자연스럽게 조성)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
(glare-free) 등(燈)을 설치하되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

야간조명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임
유입 공간, 표지판, 출･입구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체크리스트 작성법
ㆍ평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 배려하지 않음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함
ㆍ본 지침의 자세한 설명은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참조함

심의 위원 :

(인)

(예시 : 심의위원용)

건축물(상업⋅업무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ㆍ단조롭지 않은 건축물 형태로 설계
외관

ㆍ교차로 등 모서리 대지의 건축물은 접한 도로 모두에서 전면으로 인식되도록 처리
★도로변의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고려
ㆍ가구별 혹은 가로별로 주변 건축물과 형태적으로 조화되며, 번잡하지 않도록 설계

형태
옥상
(지붕)

ㆍ지붕이나 옥상은 녹화를 권장하며, 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을 식재
ㆍ지붕ㆍ옥상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ㆍ가구별 건축선 일치를 통한 가로의 연속성 유지 권장

배치
입면
색채
입면
외벽

ㆍ가구별 조화되고 일관성 있는 입면 형성
ㆍ건축물 장축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ㆍ전면과 측ㆍ후면이 조화를 이루는 마감수준을 갖도록 하거나 색채 사용
★가로변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해 주변 건축물의 색채 및 외장 등 고려
ㆍ콘크리트 벽면이 전면에 노출 된 경우 녹지요소 보강 (노출콘크리트 기법 적용 등 제외)

출입구가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후퇴된 알코브형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
출입구 업무용 건축물의 셔터,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
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함
★가로변 건축물은 접근성을 고려하여 전면 혹은 가각부에 공지 조성 권장(소규모 광장 및
공원 등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
외부공간

ㆍ공개공지, 아케이드로 인한 개방감 확보
★옥상이나 외부의 물탱크, 환기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입면을 고려하여 차폐)

외부공간
지상
주차

수목의 식재로 인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조명과 조경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
지상주차공간 주변은 숨을 공간이나 함정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관목은 피하고 일정 높이
이상의 지하고를 가진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주차장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지하 지하주차장에는 자연 채광과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큰, 천창 등의 설치 권장
주차장
지하주차장 기둥과 주차면 바닥, 벽체 등에 밝고 경쾌한 느낌의 색채 계획 권장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을 설치
10미터 거리에서 야간에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를 확보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체크리스트 작성법
ㆍ평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 배려하지 않음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함
ㆍ본 지침의 자세한 설명은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참조함

심의 위원 :

(인)

(예시 : 심의위원용)

건축물(공공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의 유무 혹은 신체적 능력 저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
일반

ㆍ불필요하게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등 보행에 장해가 되는 시설물 설치 지양
ㆍ보행 안전을 위해 전면 공지와 보행가로 사이의 급격한 단차 지양
ㆍ권위적인 느낌의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설계

형태

외관

ㆍ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과 시설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디자인
위압적인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를 가급적 피하고 계단식 진입인 경우 경사로 함께 설치

입면
입면

재료
외벽

★지나치게 거대하거나 획일적인 입면(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ㆍ편안한 느낌을 주는 친환경적 외장재 사용
ㆍ당해 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과도한 장식 금지
ㆍ홍보게시판, 전광광고물 등은 건축물입면을 고려하여 설계
ㆍ옥외 주차장은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시설
★지상주차장을 가급적 지양하여, 녹지공간 등의 넓은 오픈스페이스로 활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공간을 포함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
에서 공공건축물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계획을 수립

건물

주차장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지하주차장의 차로와 함께 주차구획 부분도 감시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 설치
야간에 10m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조도 확보

건물

주차장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반사용 페인트 등의 사용을 고려
상층부

외부
공간

보행로
접근성
옹벽

ㆍ지붕이나 옥상은 녹화를 권장하며, 녹화 시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
ㆍ지붕ㆍ옥상 녹화 시 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
★외부공간은 주변 오픈스페이스(하천, 공원 등)와 보행로와 연계하여 조성
ㆍ보행가로와 접한 외부공간은 풍부한 수목이 식재되고 상시 개방된 소공원, 광장 등 조성
ㆍ대중교통수단이나 자가용, 자전거, 보행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
동선계획 수립을 권장
ㆍ구릉지에 경우 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자연경사, 석축, 자연석쌓기 등)을 적용
야간 개방 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 동선을 중심으로 가로등 설치 계획 수립

시설물

ㆍ공공시설물은 장식적이고 과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가로공간의 공공시설물 디자인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
ㆍ시설물에는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권장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설치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체크리스트 작성법
ㆍ평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 배려하지 않음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함
ㆍ본 지침의 자세한 설명은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참조함

심의 위원 :

(인)

(예시 : 심의위원용)

건축물(공업건축물) 경관체크리스트
구분

검토 항목(Check List)

평가

비고

절성토 ㆍ절토 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절ㆍ성토면은 식재로 피복
ㆍ지나친 옹벽발생을 지양하고 주변 지형에 순응한 배치

단지
조성

옹벽

배치

배치
및
규모

규모

ㆍ콘크리트 옹벽 설치를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공법(자연경사, 석축, 자연석 쌓기 등) 적용.
단, 부득이하게 옹벽을 설치 할 경우 녹화 및 차폐 식재 등을 통해 위압감을 저감
ㆍ도로경계부에 건축한계선을 충분하게 이격하여 시각적 개방감 확보
★각종 적치물 등 미관저해요소는 이면부에 배치하거나 차폐식재 권장
★공장건물은 그 크기로 인하여 위압감이 크므로 외벽의 형태, 색채, 재질의 변화로 시각
적 분절효과를 통해 위압감을 해소
ㆍ주조재, 부조재, 강조재 3종류 이내로 사용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형태 및 외관을 유도

입면

형태
및
외관

★벽면은 밝고 청결한 인상을 강조하고 적당한 강조색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돌출색(원
색, 고채도 등)이 큰 면적에 사용되는 것을 지양
ㆍ굴뚝, Silo 등과 같이 수직적으로 돌출된 산업구조물은 과도한 그래픽을 지양하고 주변과
의 조화를 유도
★지나치게 거대하거나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옥상

ㆍ옥상이나 외부공간에 물탱크, 환기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물은
주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ㆍ수목 등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살리는 담장 설치를 권장

담장

ㆍ보행에 위압감을 주는 높이의 인공담장 지양(불가피한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2m이상
후퇴하고 후퇴부에 식재대를 조성하여 수목 식재)
ㆍ콘크리트 등 인공담장은 지양하고, 인공담장의 경우 수목, 화목, 관목 등 혼합식재를
통하여 담장의 인공면 저감

외부
공간
경계부

★가로변의 위압감 저감과 경관 향상을 위해 산업단지 경계부에 완충형 녹지공간을 확보하
여 친환경적 이미지 형성

진입로 ㆍ진입부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절제된 상징조형물 설치 권장
보행로 ㆍ안전한 보행동선을 확보하고 포장 및 식재 등으로 보차 분리를 권장
외부
공간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로변 불법주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주차장 지상주차공간 주변은 숨을 공간이나 함정이 생기지 않도록 관목은 피하고 일정 높이
이상의 지하고를 가진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를 확보
식재

ㆍ외래종을 지양하고 자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계 교란 방지 및 지역의 특성 있는 경관 창출

색채

ㆍ본 경관계획의 색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야간조명

ㆍ본 경관계획의 야간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용

체크리스트 작성법
ㆍ평가 : 충분히 배려 → ○ , 배려 → △ , 배려하지 않음 → × , 해당사항 없음 → ㆍ해당 설계지침 작성 시 [×:배려하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로 작성함
ㆍ본 지침의 자세한 설명은 [2020년 하남시 경관계획-경관가이드라인-건축물 경관가이드라인]을 참조함

심의 위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