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남양주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0년 남양주시 기본경관계획 수립 용역』의
경관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로 제출합니다.

2016. 06.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Ⅰ 경관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1) 기본목표
Ÿ

‘자연을 따라 문화가 흐르는 도시, 남양주 流’ 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합성있는 경관가이드
라인을 수립함

Ÿ

남양주시의 도시이미지 형성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태･자연경관, 전원･역사경관, 첨단･
예술･문화경관을 고려한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함

Ÿ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중점적인 경관관리구역의 정체성을 이루는
기본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함

2) 경관가이드라인의 구성
Ÿ

경관가이드라인은 구조별, 요소별 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Ÿ

구조별 가이드라인은 각 공간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한 경관기본지침으로 구성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조망경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토록 함

Ÿ

각 경관구조 및 중점경관관리 구역별 가이드라인은 향후 하위계획, 자문 및 심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함

Ÿ

요소별 가이드라인은 ‘남양주시 건축경관계획’, ‘남양주시 산업단지･유기농단지 디자인 가이드
라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관련 지침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함

| 표 1-1 | 경관가이드라인 구성
구 분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구조

구 성

적용대상

Ÿ 남양주 중심도시, 왕숙천 수변도시, 천마지맥 생태전원
Ÿ 산림･녹지, 수변, 도로･철도

경관거점

Ÿ 산림･녹지, 수, 역사･문화, 진입･결절부

조망경관

Ÿ 조망통제점, 조망관리구간

해당
대상지

중점경관관리구역 Ÿ 오남호수공원, 수락산, 홍유릉, 광릉 일대, 다산유적지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경관요소

Ÿ 건축물 배치, 규모, 높이, 형태외관 등에 관한 공통지침과 유형별 지침 제시
Ÿ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공원, 도로 등의 오픈스페이스 형성・관리 지침 제시

색채경관

Ÿ 색채이미지의 형성과 조화로운 경관창출을 위한 권역 및 유형별 지침 제시

야간경관

Ÿ 빛공해를 방지하고 야간경관의 연출 및 관리를 위한 구조별, 요소별 지침 제시

옥외광고물

Ÿ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지침과 유형별 지침 제시

공공시설물

Ÿ 공공시설물에 대한 미관 및 설치기준 제시

남양주시
전지역

도시기반시설물 Ÿ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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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기준
가이드라인은 경관관련 각종 협의･자문･심의 시 기준으로 활용하며,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난

Ÿ

내용은 심의를 득하거나 인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음
구조별 가이드라인은 대상 입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요소별 가이드라인은 남양주시

Ÿ

전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대상의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별도 관리체계나 법정지침이

Ÿ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하고, 본 가이드라인을 병행하여 적용토록 함
상충되는 경우, 별도의 법정기준을 우선하여 따름
- 규정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 강한 규제 기준을 따름
-

Ÿ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행정자치부, 경기도 관련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 표 1-2 | 경관관련 기준 및 가이드라인
구 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재청

경기도

관리･운영 사항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범죄예방건축기준(2015)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2015)
경관심의 운영지침 건축물 체크리스트(2014)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가이드라인(2014)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2014)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2013~2016)
경관심의 운영지침 도로, 철도, 하천시설 체크리스트(2014)
도로명판 전용지주 등 표준설계 매뉴얼(2012)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2012)
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2011)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경기도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강화(2012)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2010)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가이드라인(2011)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가이드라인(2012)

4)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
Ÿ

경관가이드라인은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 방안의 모색 및 경관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적용토록 함

Ÿ

보존지구를 제외한 규제가 아닌 권장･유도 위주의 경관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
하는 내용으로 작성함

Ÿ

기본지침은 구체적인 수치와 정량적 규제가 아닌 바람직한 방향을 유도하는 포괄적인 수준
으로 작성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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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관가이드라인은 관련계획 및 사업의 사전협의 기준으로 활용하며, 경관 및 관련위원회의
심의･자문기준으로 활용토록 함

Ÿ

경관관련업무 실무담당자가 경관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기본지침으로 활용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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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구조별 가이드라인
1)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l
l
l

남양주 중심도시 경관권역 :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중심지 경관만들기
왕숙천 수변도시 경관권역 :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성장도시 만들기
천마지맥 생태전원 경관권역 : 전원의 아름다운 문화경관 만들기

| 표 1-3 | 경관권역 가이드라인
구 분

기본지침
Ÿ 천마지맥 산림조망경관 보전

경관보전 Ÿ 황금산 산지경관 보전
경관관리
남양주
중심도시
경관권역
경관형성

경관보전

왕숙천 경관관리
수변도시
경관권역

경관형성

경관보전

경관관리
천마지맥
생태전원
경관권역
경관형성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한강,왕숙천 수변경관 보전
Ÿ 역사･문화자원 보전

수석리토성 일대 수변･구릉지경관 보존
한강시민공원 진입부, 팔당유원지 경관 정비 Ÿ 산지 및 수변경관을 고려한 개발 관리
황금산, 왕숙천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운용
Ÿ 경춘선, 중앙선 역세권 경관정비
양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경관 관리
Ÿ 폐철도 주변 및 폐역사 경관 관리
홍유릉 역사･문화자원 주변 문화거점 조성
주민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
가로변 식재 강화 및 공공시설물 정비
미음나루 특화경관 조성
도시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한 경춘로, 경강로 정비
한강주변 가로 수변특성화
산림 및 하천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국지도86호선 경관가로 유도
경의중앙선 하부 및 덕소로 가로경관 정비
천마지맥, 수락지맥에 대한 조망 보호
불암사, 흥국사, 수락산 진입부 및 계곡 경관 보전
수변경관의 장소성 보전
왕숙천 생태하천조성사업과 연계한 수변 경관 보전
왕숙천을 따라 형성된 비닐하우스 중심의 시설농업 경관관리
도시지역 주변부로 형성되는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경관 관리
오남호수공원 주변 경관관리
별내신도시 내 주변부 경관 관리
도로 및 수변을 따라 산재한 공장 창고 경관 개선 및 관리
수변 및 가로변 건축물에 대한 경관관리
수변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통한 주변부 경관관리
도시를 연결하는 하천, 도로를 따라 산책로, 자전거도로 형성
퇴계원 내 노후된 주거환경 경관 정비
오남저수지~오남시가지 연계를 고려한 공간 형성
광릉~봉선사~휘경원을 연계한 생태역사･문화거점 형성
역사･문화경관과 조화로운 진입경관 형성
사릉 역사･문화거점 형성 및 주변과의 네트워크 강화
사릉천 수변정비
천마지맥 산림조망경관 보호 및 스카이라인 보전
북한강, 구운천 수변경관 보전
수동계곡, 비룡계곡 보전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친환경 마을경관 관리
구운천 수변경관 관리 및 특화
화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경춘로, 비룡로를 따라 형성된 도시공간 경관관리
마석우천 수변 및 경춘선 하부경관 관리
45번 국도에 대해 특화경관가로 설정
북한강 주변으로 위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통합적 경관관리
몽골문화촌~비금･수동계곡~축령산자연휴양림~고로쇠마을 연계하는 수동관광문화경관형성
둘레길 정비 및 쉼터 조성
다산유적지를 중심으로 풍부한 이야기와 팔당호 비경을 살린 예술문화공간 형성
머물며 천천히 즐기는 생태관광거점으로 특화
구운천과 산림을 배경으로 형성된 지방도 387호선 생태경관가로 형성
체계적인 안내시설물 정비 및 주변부 건축물 경관관리
슬로시티문화관~물의 정원~운길산역~수종사 연계 네트워크 형성
금남지구, 유기농 테마파크 일대 특성화 마을 조성
5일장, 조지훈 시인과 연계한 마석역 일대 특화
금남산과의 조화, 수변 네트워크를 고려한 월산도시지역 개발관리
안내시설물, 가로수 등 특성화, 조망공간 및 수변공원 확충
양수대교 진입경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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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관축 가이드라인
l
Ÿ
l
Ÿ

산림･녹지경관축
산림･녹지경관 보전 및 산지로의 조망경관 보호, 산지변 시설물 경관적 관리
수변경관축
주요 하천에 대한 경관보전, 수변 건축물 경관관리 및 시가지 인접 하천은 친수공간 조성

Ÿ

도로･철도경관축
주요 도로 및 철도에 대한 경관관리

Ÿ

도로의 성격에 따른 경관관리 방법 세분화 및 통일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관리

l

| 표 1-4 | 경관축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보전

산림･녹지
경관관리
경관축

경관형성

경관보전

기본지침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경관관리
수변
경관축

Ÿ
Ÿ
Ÿ
Ÿ

경관형성

경관보전

경관관리
도로･철도
경관축

경관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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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천마지맥, 수락지맥 등 주요 산림경관축 보전
단절된 산림능선의 연속성 확보, 원형 손상 지역의 복원 등 산지경관 회복
산림능선의 연속적인 스카이라인 보호 및 산지조망 보호
도시의 배경을 형성하거나 수변 산지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산지의 경관 보전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산림능선의 우수한 조망경관 보호
훼손된 구릉지는 적극적인 사면녹화 및 수림대 조성을 통하여 경관 개선 및 생태연속성 확보
기존 식생을 활용한 식재로 산림‧녹지의 조화로운 경관 보전
산지변 개발 시 사면발생을 최소화하고 산지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식재계획 수립
도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은 산림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시공
도로변으로 연속적인 식수대 조성을 통한 가로 녹지축 강화
신도시, 재정비 등을 통한 신규 조성지역은 띠녹지형태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 연결녹지 강화
다산길을 따라 녹음이 풍부한 공간 조성 및 안내･휴게공간 확충
주요 도로에서 등산로 입구에 이르는 구간의 녹지경관축 형성
주요 도로, 등산로, 다산길 등으로 여성 및 약자를 고려하여 안내시설 설치 및 음영진 공간
최소화
자연형 하천, 하천변 구릉지 보존
수생태환경 안정화 및 육지부와 연계되는 생태환경으로 구조 및 식생 개선
주변의 공장, 창고, 적치물 등 혼잡하고 이질적인 수변 인공구조물 정비
- 하천변으로 각종 설비나 적치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공공의 수변접근성과 수변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수변과 면한 공지 조성
- 도시지역은 연속성 있는 수변경관 형성, 비도시지역은 주변 자연환경관의 조화를 고려하여 조성
노후하거나 원색 또는 반사재의 이질적인 수변 공공시설물과 수변 레저시설 정비
한강･북한강 경관보호를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및 구조물 설치 지양, 친환경 시설물 중심 설치
시닉드라이브 코스 조망경관 관리 및 수변 주요 조망거점 형성
도심 내 하천은 주민들이 휴식공간, 보행공간 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여성 및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천공간 정비
지역 유래나 설화 등을 반영하여 이야기가 있는 수변산책로나 특화거점 조성
계절별로 특징적인 수변 풍광을 형성하도록 수변 식재 확충
하천을 따라 산책로, 보행공간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조성하여 보행네트워크 형성
도로・철도에서 조망되는 산지경관 보호와
도로에 면한 구릉지 및 산지경관 보호 및 훼손된 사면 복원
도로변 녹지축 형성 및 미관저해시설 경관 관리
공공시설물 및 주요 구조물 등 정비
가로수는 열식식재 원칙, 가로등, 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유의 식재
도로 개설 시 절․성토를 최소화하여 자연경관 보전 유도
교차로 지점에 형성된 교량 하부공간에 대한 경관개선
우수한 경관도로 관리
주요 진입부 경관상징수목 등 자연요소를 활용한 경관특성 강조
고속화도로 등을 통한 남양주시 진입 경관 형성을 고려한 진입부 경관관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가차도 하부에 대한 경관관리
고속도로 근경부 경관녹지에 의한 혼잡한 건축물․구조물 외관 및 부조화되는 경관 관리
어린이 및 여성, 약자를 위한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가로경관 구축
터널 진입부는 단순한 패턴, 색상, 조경요소 도입 적용 권장
가로시설물(안내사인, 가로등, 버스승차대 등)의 일관성 있는 디자인 및 시설물간 통합설치
북한강변으로 연속해서 위치한 다양한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수변 가로 특화
등산로,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과 연계한 경관도로 형성
과도한 시설물 연출은 지양하며,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 등을 통한 경관도로 형성
고가하단부 및 방음시설 등의 부속 시설물 경관 개선 및 철로변 녹지축 형성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3) 경관거점 가이드라인
l
Ÿ
l
Ÿ
l
Ÿ
l
Ÿ

산림･녹지경관거점
주요 산지 경관 보전 및 거점 형성, 조망경관 보호 및 공원녹지경관 조성
수경관거점
수변경관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 조망을 위한 조망공간 형성
역사･문화경관거점
역사경관의 장소성 확보 및 도심 내 주요 시설과 연계하여 커뮤니티 문화거점 형성
진입･결절부경관거점
장소성･상징성 이미지 부여 및 특화를 통한 개성있는 거점공간 조성

| 표 1-5 | 경관거점 가이드라인
구 분
경관보전

산림･녹지 경관관리
경관거점

경관형성
경관보전

경관관리
수
경관거점

경관형성

경관보전
경관관리
역사･문화
경관거점
경관형성

경관관리
진입･
결절부
경관거점

경관형성

기본지침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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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Ÿ
Ÿ

주요 산림･녹지 조망경관 보전
Ÿ 주요 능선 스카이라인 초점경관으로서 산정 보전
시각적 초점인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주요 산정의 자연 생태경관 보전
산지경관 보호를 위하여 도로나 각종 개발에 의한 훼손 최소화 Ÿ 여성 및 약자 고려한 시설
도시를 대표하는 산지로 주요 역사‧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거점화 및 조망 관리
건축물과 주변 공지,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산지경관과 조화 유도
자연지형 및 경관변화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자연생태경관 관리
시가지 내 주요 공원거점을 대상으로 생활 공원 거점경관 관리
기존 식생과 연계한 조경 식재로 인접 경관자원과 조화로운 경관 관리
등산로 진입부 내 위치한 음식점, 옥외광고물 등 경관저해요소에 대한 경관관리
가로변 노상주차장 조성 시 일부 녹지공간 형성 Ÿ 인지성, 보행자 중심 등산로 진입부 형성
녹지 및 수변공간을 공원화하여 공원이 부족한 도심 내 휴식공간 형성 및 네트워크 거점 형성
공공건축물 경계부 가로공원화, 수변공간 공원화, 쌈지공원 조성 등 시가지 내 녹지공간 형성
산림경관과 조화로운 주차장, 안내표지판, 휴게공간 등 조성
주변 산지로의 조망경관 보호
Ÿ 주변 농경지, 양호한 산림･녹지경관과 통합적 보전
합수부 주요 우수조망경관 보전
Ÿ 저수지 주변 습지식물 및 생태환경 보전
주변 자연과 연계한 생태경관중심 관리 Ÿ 합수부 주변 지역 인공시설물 관리
생태숲이나 수변가로수 터널 조성 등 여가공간 확보 Ÿ 여성 및 약자 고려한 친수공간 조성
인접 취락지와 농업시설, 저수지 주변 건축물 경관관리
개발에 따른 저수지 축소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유도
진입부 및 주변 지역 건축물, 각종 시설물에 대한 경관관리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주요 조망지점 특화공간 관리
계곡 및 유원지 주변으로 하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경관관리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변공간 형성
수경관을 저해하는 낚시 관련 시설물 경관 정비 및 가이드라인 형성
도시지역 및 경관자원과 인접한 저수지는 수경관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수변 공원 조성
하천 합류지점의 풍경 보호 및 조망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공원 등 조성 시 수변 전망데크 등 설치 권장
안내시설물 설치 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으로 최소한으로 설치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문화자원 보전 Ÿ 다산유적지, 다산생태공원 보전
진입부, 안내체계 정비 및 인접 지역 경관관리 Ÿ 여성과 약자 등을 위한 안전･편의성 고려
인접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결하는 탐방로 및 산책로 조성을 통한 연계성 확보
통합 안내시설물 설치 및 스토리텔링 테마경관 조성으로 공간적 연계성 제고
역사･문화자원과 유사한 색채 및 자연소재(목재, 석재 등) 적용 유도
홍유릉, 사릉, 광릉 일대 역사･문화거점 형성 Ÿ 관광자원으로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다산유적지, 조안 슬로시티, 수동계곡을 중심으로 생태문화거점 형성
노거수, 역사유적 등을 정비하고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육성
역사･문화자원 복원으로 지역정체성 및 장소성을 높이는 관리 유도
과대한 인공 조형물 설치를 지양하고, 소규모 예술작품과 디자인 공공시설물 설치
안내체계정비 및 편리한 환승체계 마련 및 여성과 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편의성 확보
진입경관 부정적인 경관요소 정비
Ÿ 도로경계부에 가로화단 등 녹지공간 확보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진입부 상징경관 관리
Ÿ 입체구조물 경관 관리
고가구조물 하부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 Ÿ 시 경계를 고려하여 정연한 가로경관 유도
대형 슈퍼그래픽, 상징로고, 원색 색채 최소화 Ÿ 녹음과 어우러진 조형미 살린 진입경관 형성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고가구조물 및 역사 건축물 디자인 유도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디자인 개선을 통해 커뮤니티 중심기능 강화
주변 토지이용, 자연요소 등과 정합성을 가지는 특징적인 관문경관 형성
IC주변 정연한 진입경관 형성 및 주요 진입･결절부 도시 인지성 강화
진입･결절부 주변 혼잡한 건축물 외관 및 옥외광고물 정비로 정돈된 이미지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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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망경관 가이드라인
▍ 주요
■

조망대상 및 조망명소

조망대상(16개소)

Ÿ

특징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산지나 랜드마크요소를 대상으로 하며 경관 보전을 위하여 주변
지역 경관을 관리함

Ÿ

도로, 하천, 공공장소에서의 조망을 우선적으로 보호함

| 표 1-6 | 조망대상 선정
구 분

대상선정

형상이 특징적인 산지
도심 배후 산지

주
부

하천 배후 산지
기타

■

Ÿ
Ÿ
Ÿ
Ÿ
Ÿ

수락산, 불암산
철마산, 천마산, 백봉산
퇴뫼산, 관음봉, 황금산, 금대산, 수석리토성
운길산, 적갑산, 예봉산, 고래산, 문안산
피아노 폭포‧화장실

조망명소(23개소)

Ÿ

자연풍광이 아름답거나 랜드마크 요소를 감상하기 좋은 지점을 대상으로 함

Ÿ

지속적인 관리 및 주변 지역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자원으로의 역량을 강화함

| 표 1-7 | 조망명소 선정
구 분

대상선정

산자락이 연속되는 풍경,
Ÿ 수락산, 불암산, 철마산, 천마산, 축령산, 서리산, 퇴뫼산
철쭉군락이나 기암괴석이 특징적인 산지
팔당호나 북한강 일대의
Ÿ 운길산, 예봉산, 고래산, 문안산, 황금산
아름다운 풍경이 조망되는 산지
Ÿ 오남호수공원, 한강공원(체육공원, 삼패지구), 팔당유원지, 능내2리
수변풍경이 아름다운
일대, 토끼섬 일대, 다산생태공원 일대, 수풍마을 일대, 물의 정원 일대,
하천변 주요 지점이나 공원, 호수
북한강 야외공연장
기타
Ÿ 피아노 폭포‧화장실

▍ 조망관리
■

Ÿ

조망통제점 설정(24개소)
개발시 조망통제점에서의 개발 전‧후의 경관을 시뮬레이션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대안 검토를
통하여 자연경관 조망 보호,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 보다 나은 형태적 방안 모색

Ÿ

조망점별 기본적인 경관관리방안을 기초로 각각의 개발계획이나 사업을 유도함

진입부 : 관문적 특성을 지니므로 다른 조망점보다 우선하여 적용(토평교, 수석교 등은 남양주시
외의 지점이지만 남양주시 진입부 인지가 가능한 지점이기에 조망점으로 포함)
- 교량 : 조망명소 개발과 연계･관리
- 추가관리 : 선상역사, 주요 공원, 보도교는 조망통제점으로 활용하도록 개발여건에 따라 추가지정
하여 지속적으로 주변지역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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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8 | 조망통제점 선정 및 관리
조망통제점

좌 표

① 유릉

X:218389.86, Y:559062.77

② 오남호수공원

X:219223.40, Y:566094.15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X:216995.62, Y:569225.78
금곡교
X:217508.75, Y:568916.95
금곡2교
X:216118.17, Y:568242.30
장현대교
X:214875.75, Y:567153.43
내각대교
X:214447.30, Y:565878.54
내곡대교
X:208404.93, Y:562675.52
불암산
대상지 내 지점 선정
별내지구 근린공원
X:215177.98, Y:562073.54
진관교
X:215813.58, Y:561372.60
사능교
X:213213.00, Y:559963.37
사로교

조망관리내용

조망관리구간

Ÿ 유릉에서의 풍광보호(금곡도시지역 경관관리)
Ÿ 오남호수공원과 주변 산지경관 보호
Ÿ 오남도시지역 일대 경관 관리

⒜구간

Ÿ 철마산~천마산 산지경관 보호
Ÿ 진접·오남 도시지역 경관관리

-

Ÿ 퇴뫼산 및 주변 지역 경관 관리

-

Ÿ 수락산~불암산 산지경관 보호
Ÿ 별내지구 일대 경관관리

⒝구간
-

Ÿ 진건 도시지역 경관 관리
Ÿ
Ÿ
Ÿ
Ÿ
Ÿ

-

퇴계원 도시지역 경관 관리
관음봉~천마산~백봉산 산지경관 보호
호평·평내지구 일대 경관관리
호평·평내지구 일대 경관관리
수동 일대 경관관리

⑬ 백봉산

X:222785.58, Y:559953.07

⑭ 천마산

X:224115.61, Y:564553.53

Ⓐ
Ⓑ
Ⓒ
Ⓓ
Ⓔ

왕숙천교
왕숙천2교
왕숙교
토평교(구리)
수석교(구리)

X:212916.56, Y:557503.89
X:213118.44, Y:557096.08
X:213175.63, Y:556069.40

Ⓕ 미사대교(하남)

X:217540.10, Y:554126.73

Ⓖ
Ⓗ
Ⓘ
Ⓙ

X:221034.05, Y:549670.74
X:227232.57, Y:548355.39
X:227648.77, Y:549775.74

Ÿ 운길산~적갑산~예봉산 산지경관,
한강·남한강수변경관 보호

-

X:231612.68, Y:559463.93

Ÿ 천마지맥 산지경관 보호

-

팔당대교
신양수대교
양수대교
서종대교

⒞~(f)구간
-

Ÿ 황금산 산지경관, 왕숙천수변경관 보호
Ÿ 다산신도시,도농지구 일대 경관관리

(i)구간

X:214501.06, Y:554884.92
X:214374.86, Y:553682.81

Ÿ 수석리 토성 일대 산지경관 보호
Ÿ 고래산-적갑산-예봉산 산지경관, 한강수변경관 보호
Ÿ 덕소지구, 와부 도시지역 일대 경관관리

-

※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50m내외 적용

■

Ÿ

조망관리구간(9개소)
조망관리구간은 경관시뮬레이션을 시행하는 조망점을 선정하는 구간으로 개발 시 변화가 잘
보이는 지점을 근·중·원경을 고려하여 선정함

| 표 1-9 | 조망관리구간 선정 및 관리
조망관리구간
(a)
(b)
(c)
(d)
(e)
(f)
(g)
(h)
(i)

시점 좌표

종점 좌표

X:217819.14
Y:563734.82
X:211698.79
Y:560148.29
X:220675.24
Y:560805.60
X:221538.60
Y:560699.70
X:221907.42
Y:560746.72
X:219685.26
Y:561205.81
X:224741.40
Y:560967.62
X:229035.38
Y:560868.16
X:214511.60
Y:553794.78

X:218378.58
Y:564437.49
X:209861.59
Y:563064.38
X:221192.39
Y:561416.15
X:221478.09
Y:562504.97
X:222354.81
Y:561564.36
X:223133.31
Y:561783.41
X:226765.68
Y:560161.65
X:232275.01
Y:562011.73
X:214643.06
Y:554872.94

조망관리내용

산지조망 관리

Ÿ 진건오남로변 경관관리

관음봉 산지경관

Ÿ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 경관관리

불암산 산지경관

Ÿ 경춘로변 경관관리
Ÿ 의안로~늘을2로변 경관 관리
Ÿ 수석호평간도시고속도로변 경관관리

천마산, 관음봉, 백봉산
산지경관

Ÿ 경춘북로변 경관관리
Ÿ 경춘북로변 경관관리

천마산, 백봉산 산지경관

Ÿ 경춘북로변 경관관리

금남산, 송라산 산지경관

Ÿ 왕숙천 도로변 경관관리

황금산 산지경관
※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50m내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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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조망관리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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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

오남호수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

Ÿ

수려한 오남호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이와 어우러진 조화된 수변경관을 창출함

Ÿ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 공원으로 가는 길, 등산로 입구를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가로 활력을 증진시킴

Ÿ

수변 경관저해요소, 구릉지를 훼손한 산업시설 등의 조망경관을 정비함

| 표 1-10 | 오남호수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기본방향
수변생태환경
보호

경관관리지침
Ÿ 오남저수지, 진건천, 오남천 일대 수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태환경
형성
Ÿ 친수공간은 자연형 호안의 형태를 유지하고 생육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로
제한적으로 계획
Ÿ 팔현로변으로 가로녹지를 연속성 있게 조성하고,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는
형태로 가로 경관 개선

일반지침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조성

Ÿ 진건오남로690번길을 따라 공원으로 향하는 길은 보행자를 우선하는 환경으로
정비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의 주요 공간과의 연계 및 숫돌마루호수마을 전체의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하여 추진
Ÿ 등산로 입구는 종합안내시설을 설치하고 쉼터 형태로 정비
Ÿ 제방에서의 조망 되는 산지능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

수변조망경관관리

Ÿ 산지를 배경으로 산지경관과 조화・동화되는 건축물 계획
Ÿ 수변에 면하여 데크 하부구조나 각종 설비, 적치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녹지 조성
Ÿ 수변을 따라 꽃이나 단풍이 아름다운 수종을 활용하여 녹지공간 확충
Ÿ 수변 휴게공간은 식재공간과 연계하여 조형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며 자연소재
사용

매력있는 수변풍경
형성

Ÿ 수변 산책로와 교량에서의 조망 시 매력적인 수변풍경을 형성하도록 건축물
계획
- 하천에 면하여 건축물 입구나 테라스, 조경공간 배치
- 하천에 면하여 주차장 조성 시, 수변 경계부는 1.2m이상의 상록수목으로 차폐식재
- 수변으로 저층을 배치하고 산지 능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높이 계획
- 상층부는 간결한 형태의 경사지붕으로 조성하고 별도의 시설물 설치 지양
- 건축물의 입면은 강한 색채 대비, 반사성 재질 사용은 지양하며 주변보다 규모가 큰 경
우 입체적인 분절요소 도입

Ÿ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인지성을 높이고, barrier free design을 고려하여
포장

세부지침

Ÿ 야간안전을 고려하여 조도 확보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 조성

진입경관 형성

Ÿ 가로미관을 증진시키고 걷기 즐거운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축물 계획
- 도로에 면한 경계는 보행이 가능한 구조로 장애물 없이 계획하고 인접 공지와 유사한
형태로 단차 없이 포장하고,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조성
- 도로에 직접 면한 상업건축물 저층부는 폴딩도어형, 전시형 등 거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감 높은 형태, 벽면 간접조명, 벽등 등 야간에도 걷기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조명방식 도입 권장
- 경계는 낮은 식재담장 구조의 개방적인 형태를 권장하며 메쉬펜스 사용 지양
- 도로에 면하여 주차장이나 적치물이 노출되는 경계는 1.2m이상의 상록수목으로 차폐식재

Ÿ 안내표지는 주변 인공시설물과 구분될 수 있도록 조성하며 식재공간과 연계한
형태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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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락산 중점경관관리구역

Ÿ

수락산 산지와 계곡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보전함

Ÿ

4계절 사랑받는 유원지경관을 형성하도록 음식문화거리로 집단취락지구 유도하고 등산로를
정비함

| 표 1-11 | 수락산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기본방향

경관관리지침
Ÿ 청학천, 계곡으로 연계되는 수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태환경 형성
Ÿ 수변공간은 계곡으로의 접근성은 제한하되,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정비

수락산 자연생태경관
Ÿ 자연소재나 질감의 간결한 형태로 시설물 및 구조물 정비
복원 및 보전
Ÿ 등산로의 차량 진입 제한 및 보행자를 위한 쉼터와 안내시설 조성
Ÿ 등산로와 수변 시설물은 예술작품 도입 권장
Ÿ 가로를 따라 조망 되는 산지능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
일반지침

산지 및 수변
조망경관관리

Ÿ 산지를 배경으로 산지경관과 조화・동화되는 건축물 계획
Ÿ 수변에 면하여 데크 하부구조나 각종 설비, 적치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녹지 조성
Ÿ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문화단지 조성을 지향하며 등산로, 계곡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보행공간 및 안내체계를 정비함
Ÿ 노거수 주변으로 쉼터 조성

집단취락지구 정비
Ÿ 야간조명, 주차장, 광고물 관리 등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주민협의를
기반으로 추진함
Ÿ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축제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축, 증·개축
및 경관개선시 디자인상담 등을 위한 디자인컨설팅 등을 지원함
Ÿ 산지조망경관을 고려하여 산지 스카이라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계획
Ÿ 배경산과 조화되는 경사형 지붕 권장
Ÿ 가로를 따라 매력적인 풍경을 형성하도록 도로에 면하여 테라스를 배치하거나
꽃이나 단풍이 아름다운 화관목을 활용하여 녹지공간 조성
세부지침

매력적인
음식문화마을 조성

Ÿ 건축물의 입면은 강한 색채 대비, 반사성 재질 사용은 지양하고 자연재질 사용
권장
Ÿ 건축물 외의 각종 설비, 부대시설, 가설구조물은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
Ÿ 주차장은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가로 경계부는 상록수목으로 울타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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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

홍유릉 중점경관관리구역

Ÿ

조선왕릉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거점경관 형성함

Ÿ

홍유릉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변 환경을 통일감 있게 정비하고 시가지와 연계하여 다양한 걷는
즐거움이 있는 보행네트워크 및 보행환경을 조성함

| 표 1-12 | 홍유릉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기본방향

경관관리지침
Ÿ 홍유릉을 중심으로 남양주 및 주변 조선왕릉을 아우르는 조선
역사문화공간으로 육성

조선역사문화공원
경관형성

Ÿ 홍릉천을 복원하여 물과 수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보행자를 위한 공원
형태로 조성
Ÿ 홍유릉로, 경춘로에서의 인지성을 높이고 가로미관 증진
Ÿ 공원 내 시설은 전통한옥형태로 계획하고, 볼거리 제공 및 다양한 행사 개최를
고려하여 복합시설로 조성
Ÿ 인공요소를 최소화 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홍릉천 복원

일반지침 홍릉천 수변경관 관리 Ÿ 수변을 따라 거닐 수 있도록 수변 정비
Ÿ 구조물과 시설물은 왕릉과의 이미지 연계를 고려하여 자연소재(목재, 석재
등)를 활용하여 디자인
Ÿ 산책로 주변과 농지와 실개천은 자연친화적인 형태로 쉼터를 확충하고,
랜드아트 등을 도입하여 예술적 볼거리 창출
왕릉 순환길 조성

Ÿ 산책로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포장을 개선하고, 안내 체계와
조명시설 등 정비
Ÿ 다산길이나 금곡도시지역의 주요 거리와 연속적인 네트워크 형성 고려

조망경관관리

Ÿ 유릉 일대에서의 조망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시성과 주변과의 조화성을 검토하여
개발계획(사업) 추진

Ÿ 홍유릉 주변의 건축물은 역사자원과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 계획

세부지침

역사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계획

-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장방형 건축물은 가로폭 20m이하로 분동 또는 입체적인 분절요
소 도입 권장
- 유리를 제외한 벽면 소재를 2개 이하로 적용하는 등 간결한 형태로 계획
- 질감이 느껴지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과도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게 되는 반사유리 및
컬러유리 사용 지양
- 각종 부속시설물과 설비는 채도가 높은 색채의 매쉬펜스나 아크릴 등의 소재 사용 지양
- 상층부는 돌출요소가 없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하고 경사형 지붕 권장
- 연속성 있는 가로 입면을 형성하도록 인접한 건축물과의 명도 차는 3 이내로 계획
- 전면부에 식재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소나무 등의 향토수종의 식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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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릉 일대 중점경관관리구역

Ÿ

봉선사천 수변생태경관을 정비하고 복원함

Ÿ

광릉 및 광릉수목원 주진입부 경관을 개선하고 특성화 함

Ÿ

능내, 능안지역 특성화단지 경관 형성을 유도함

Ÿ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협정을 유도함

| 표 1-13 | 광릉 일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기본방향

경관관리지침
Ÿ 봉선사천 수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태환경 형성
Ÿ 하천과 산지와의 생태적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경계부 개선

봉선사천
생태경관 개선

- 수생식물군락 등 하천 식생 보완으로 수생 동식물의 서식 조건 개선
- 옹벽을 사면녹화하거나 자연석과 관목류로 식재하여 수역과 육역의 단절 완화

Ÿ 수변공간은 계곡으로의 접근성은 제한하되, 시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로
정비
Ÿ 수변 구조물과 시설물은 자연소재 사용

일반지침

매력적인 수변경관
형성

Ÿ 버스정류장, 교량 주변으로 수변 휴게공간을 식재공간과 연계하여 확충하며
조형성을 고려하여 조성
Ÿ 수변에 면하여 데크 하부구조나 각종 설비, 적치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녹지 조성
Ÿ 자연환경 및 봉선사, 휘경원 등 주변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머물며
사색할 수 있는 마을기반 형성

능내･능안마을
경관개선

Ÿ 광릉수목원로, 봉선사천 주변 노후한 건축물 및 과도한 옥외광고물, 도로변
공지 정비를 통한 미관 개선
Ÿ 휘경원 진입로 정비
Ÿ 광릉과 휘경원, 봉선사 등의 역사문화자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안내시설 조성
Ÿ 역사자원,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 계획

세부지침

능내･능안마을
특성화단지 형성

- 질감이 느껴지는 재료 사용을 권장하며 과도한 인공경관을 형성하게 되는 반사유리 및
컬러유리 사용 지양
- 각종 부속시설물과 설비는 채도가 높은 색채의 매쉬펜스나 아크릴 등의 소재 사용 지양
- 상층부는 돌출요소가 없는 간결한 형태로 계획하고 경사형 지붕 권장
- 전면부는 인접 건축물의 전면부와 연속된 보행공간으로 계획하고 식재공간을 연계하여
조성

Ÿ 한옥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 단지 형성 유도
- 통일감 있는 한옥단지 형성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한옥상가 수준으로 계획
- 한옥지원조례 등 한옥 조성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공공시설을 선도적으로 조성

14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

다산유적지 중점경관관리구역

Ÿ

아름다운 풍광의 팔당호 수변생태경관과 다산정약용선생 유적지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
경관거점을 관리하고 육성함

Ÿ

슬로시티 생태문화기반을 확대시키고, 다산길과 연계한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보행체계를
구축하여 생태문화관광 기반을 형성함

Ÿ

경관협정을 기반으로 공간별 특성화마을 형성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체계를 확립함

| 표 1-14 | 다산유적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가이드라인
구 분

기본방향

경관관리지침

역사･문화요소 보전 Ÿ 다산유적지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주변 공간 정비
Ÿ 팔당호 수변풍광을 보호하고, 수변 쉼터 등 정비・확충
수변풍광의 보호 및 Ÿ 수변공간이 사유화되지 않고 공공성과 생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방안 마련
매력 증진
Ÿ 팔당호의 역사, 일대의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옛 문인들의 작품 등을
연계하여 이야기가 있는 수변공간 조성
Ÿ 한강나루길, 다산길 등과 연계된 느긋하게 걷기 좋은 보행체계 확충

일반지침

슬로시티
보행네트워크 체계
확립

Ÿ 보행네트워크체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시설 확충 및 정비
Ÿ 궁극적으로 무동력수단이나 친환경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과 체계 마련

생태문화중심거점경관
형성을 위한 기반 Ÿ 다산유적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단일체계의 관광자원에서 벗어나 팔당호의
아름다운 풍광을 기반으로 한 소거점 공간 육성
마련
Ÿ 자연재질을 활용한 건축형태 권장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계획 및
친환경건축기반
정착 유도

Ÿ 가설시설물, 부속시설물과 설비는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도록 조성
Ÿ 마당, 경작지 등 민간영역의 경계는 식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일관성 있게
조성(전통담, 식재담, 돌담 등)
Ÿ 생태건축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생태건축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유도 및 자원화(공공영역 우선 시행, 조례 제‧개정 등 지원방안 마련)
Ÿ 자연재질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계획하고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 최소화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계획

세부지침

매력적인 공공공간
조성계획

- 생태문화 이미지와 연계성을 갖도록 자연소재 또는 질감이 느껴지는 재료 사용
- 반사성 소재, 플라스틱류, 원색 색채 등 돌출감을 형성하거나 내구성이 낮은 소재 사용
지양
- 창틀, 난간, 각종 부속 설비 및 배관 등은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 되도록 조성
-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그늘막 등 시각적 노출 지양 및 옥상녹화나 경사지붕 조성
권장
- 적치물, 쓰레기 관련 시설, 주차장 등이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
- 역사･문화자원에 면하는 건축물은 이질감 완화를 위해 경계부에 충분한 식재공간 조성

Ÿ 주차장은 식재공간과 연계하여 조성하고 도로와의 경계는 앉음벽 등의 휴게시
설과 연계된 조경공간으로 조성
Ÿ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고 안내시설 설치
Ÿ 식재공간은 단조로운 직선 형태의 식재를 지양하고, 보행공간 및 쉼터와 연계
하여 조성
Ÿ 쉼터는 전망이 수려한 공간에 조성하며 지역의 이야기, 인접한 문화자원과 관
련한 안내시설 설치
Ÿ 생태문화중심공간은 개별 공간의 자연・문화자원을 기반으로 관광자원으로 매력
을 증진하고 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Ÿ 휴게공간과 접근로는 거점별로 색다른 공간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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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자연, 사람과 소통하는 건축
1 친환경디자인(Eco-Design)
■

풍부한 녹화공간 형성

Ÿ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Ÿ 자연요소를 도입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2 커뮤니티디자인(Community-Design)
■

지역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공간 형성

Ÿ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Ÿ 개방적이고 소통하는 디자인

3 도시브랜드디자인(Brand-Design)
■

도시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디자인

Ÿ 조형미 있는 디자인
Ÿ 일관성을 갖는 변화있는 디자인

▍ 적용대상
Ÿ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공공시설, 공장･창고시설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함

| 표 1-15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단독주택

Ÿ 건축법시행 [별표1]의 1 단독주택 중 가의 단독주택, 주택·점포 혼용 건축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 4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Ÿ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2 공동주택과 주거면적이 30%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Ÿ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3·4 근린생활시설, 7 판매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일반),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0 자동차관련시설, 공동주택단지의 상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Ÿ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5 문화 및 집회시설, 제10 교육연구시설, 제14 공공업무시설 등 공공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Ÿ 건축법시행령[별표1]의 17 공장, 18 창고시설, 2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5 발전시설 등 공장용도의 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적용

공동주택
상업·업무시설
공공시설
공장·창고시설

▍ 준용사항
Ÿ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및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표 1-16 |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준용사항
구 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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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 기준
Ÿ 범죄예방건축기준(2015)
Ÿ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2015)

경기도

Ÿ 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2011)

남양주

Ÿ 남양주시 건축경관계획(2009)

Ÿ
Ÿ
Ÿ
Ÿ
Ÿ

경관심의 운영지침(2014)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가이드라인(2014)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남양주 산업단지, 유기농단지 디자인가이드라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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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경관설계지침

건축물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함

건축물
규모

▪

산지 및 주변 건축물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지형을 고려하여 높이를 계획함
- 산지 조망 가능 시 산지능선을 단절하지 않도록 건축물 높이 및 배치 계획

재료

▪

스카이라인은 중첩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

▪

급격한 높이의 변화를 지양하고 변화있는 건축물의 높이 계획으로 리듬감을 연출함

▪

구릉지의 과도한 절･성토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완경사를 유지하고 사면은 식재로 피복함

▪

재료는 내구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성 있는 소재를 선정함

▪

전면, 후면, 측면 등 모든 면을 동일한 수준으로 마감 처리함

▪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균형미 있게 계획하며 자연재료나 자연질감의 재료사용을 권장함

▪

건축물 외벽에는 고채도 색채의 도료를 이용한 도색이나 슈퍼그래픽 적용을 지양하고, 목재, 유리,
돌, 점토블록 등과 같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 강조

상층부

▪

건축물의 증축 및 개축을 통하여 지붕층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건축물 입면의 재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

▪

물탱크 및 냉난방 등 부속시설물 설치 시 집약 및 축약화하고, 주요 공공장소와 도로변, 산지 등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지붕층과 연계하여 계획함

▪

지붕형태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적용하고 태양열 집열판 설치 시 옥상 돌출부와 일체화
되도록 계획함

▪

지붕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평지붕과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음

▪

평지붕은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수종은 생육조건과 유지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도입함

•

지붕

- 옥상녹화 면적은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지피식물, 야생초화류 등 식재 권장

각종
설비

▪

건축물 외부에 별도로 설치하는 공조시설, 주차초소 등은 가급적 보행로변에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보행로에서 충분히 이격하여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함

▪

각종 설비는 재질, 형태, 색채를 건축물 외관 재료와 유사성을 갖도록 계획하거나 식재 등을 통한
차폐로 계절변화와 상관없이 충분히 가릴 수 있도록 계획함

▪

외부 공간에 벤치, 볼라드, 보행등 등의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시설물과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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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단독주택
재료

▪

외장재는 유리를 제외하고 3종류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자연재질이나 중저채도의 외장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자연재질이나 중저채도의 외장재를 사용한 건축물

▪

지붕은 주변 지형 및 인접건축물의 지붕 형태와 연계성을 갖도록 조성함

지붕

▪

다층구조의 경사지붕이나 복층 등의 입체적인 상층부 디자인을 권장함

저층부

▪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 벽면과 식재공간을 연계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계획함

상층부
•

- 노출되는 기둥부는 외벽재질과 동일하거나 일체감을 갖는 형태와 재질로 계획
- 범죄예방을 고려하여 조명시설 설치

기타

▪

저층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하는 경우, 건축물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파사드를 계획함

▪

수직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함

공동주택
규모

▪

고층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함
- 단독주택지, 학교, 공원, 수변 인접부는 건축물을 이격하여 배치하고 중․저층화
-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단지 외곽에서 중심으로 높아지는 구조로 배치

▪

획일적인 높이를 지양하고 리듬감있는 층수변화를 연출하도록 함
- 주요 조망점에서 조망 시, 단조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지양
- 도로에서 조망 시, 동일한 높이의 스카이라인 형성 지양
- 지형을 고려하여 같은 높이의 건축물을 지양하고, 동일 주동에서도 높이차가 발생하도록 계획

▪

거대한 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을 계획함
- 연도형 상가의 경우, 입면의 일부를 비우거나 분동하여 폐쇄감 완화

▪

바람길 및 보행녹도를 최대한 확보함
- 공동주택 단지 내 생태녹도 조성 시 개거형 및 투수형 수로를 설치해 지표수 확보 및 배수로의 기능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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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부
•

지붕

저층부

▪

복층 구조 등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상층부 구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함

▪

중저층 주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고 과도한 디자인의 파라펫 구조는 금지함

▪

고층형 주동 중 랜드마크동은 입면과 일체화된 형태로 옥탑부 디자인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음

▪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저층부를 구분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조성하며 자연재료의 사용 권장

▪

외부공간과의 연계와 주민의 원활한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개방감을 높이기 위하여 필로티 설치를
권장함
- 필로티에는 휴게 및 공동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배치하고 조명시설 설치

상업⋅업무시설
▪

주변 건축물과의 높이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

급격한 높이변화를 지양하고 인접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함

▪

수변이나 도로에 인접하여 길게 조성되는 경우, 선형적 맥락성과 연속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외관과
규모를 계획함

▪

공원 및 녹지의 연접부는 중저층으로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조망경관을
보호함

▪

주요 결절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주변 건축물과 규모나 형태적으로 구분되도록 계획하고 랜드마크적
특성을 갖도록 조형미있게 조성함

재료

▪

외장재는 유리를 제외하고 3종류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상층부

▪

상업시설 옥상부에는 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을 권장함

▪

건축물이 연접하여 조성될 경우 지붕의 급격한 형태 변화를 지양하고 주변 및 인접 건축물 지붕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함

▪

파라펫 등의 장식적 요소의 설치는 지양하고 간결한 형태로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조성함

규모

•

지붕

- 가설벽 설치 시 건축물 외벽과 비슷한 재료 사용으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사용
- 주변 건축물과의 시각적 높이가 균형을 이루도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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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

▪

저층부는 보행동선을 유입하고, 활력을 창출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전면공간과 일체감있게 계획
하고 매력적인 외관을 갖춘 통합공간으로 조성함
- 쇼윈도를 활성화하고 점포의 입면은 개방적인 구조로 조성
- 보행광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 상가활성화 편익시설 계획
- 셔터는 투시형 셔터로 하여 가로에서의 개방감 확보

간판보다 점포의 특성을 보여주는 쇼윈도

통일된 형태의 아케이드

▪

연접 건축물의 저층부 또는 1층부의 높이와 동일(유사)하도록 조성하여 정돈된 가로경관을 형성함

▪

상업시설 1층부 전면에 차양시설을 설치 시 구간별 형태, 색채, 설치위치를 동일(유사)하게 설치함

▪

가각부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옹벽 및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 계획을 수립함

▪

바닥높이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도록 함

▪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 벽면과 식재공간을 연계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계획함
- 노출되는 기둥부는 외벽재질과 동일하거나 일체감을 갖는 형태와 재질로 계획
- 통행과 휴식이 가능한 개방된 구조로 계획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

▪

보행공간을 활성화하고 연속된 보행몰을 형성하기 위하여 아케이드를 조성할 수 있음
- 건축물과 아케이드의 입면은 통일감 있게 조성
- 두 개 이상의 건축물에 연속적으로 아케이드를 조성할 경우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 통일성을 가지도록 하고,
열주, 포장, 천장의 형태와 조명 연출이 연속성을 가지도록 계획
- 보도와 아케이드, 아케이드 내 포장면은 단차가 없도록 조성
- 각종 배관과 시설물의 부착은 지양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옥외광고물, 진열대, 테라스 설치 가능

▪

가로에 대응하는 상업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에 불편이 없을 경우 테라스 조성이 가능함
- 인접한 테라스와의 폭과 높이는 동일하게 하고, 유사한 형태로 조성
- 테라스와 인접한 보도와의 단차는 30cm 이하로 계획 권장
- 경관협정 등 유지관리방안 마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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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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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규모

▪

건축물군의 규모 변화를 유도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

도로에 면하여 조성되는 경우 주변 건축물에 비해 위압적인 규모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규모가 클 경우 건축선 후퇴를 통해 충분한 공개공지 확보

재료

▪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재료 및 소재를 계획함

상층부

▪

지붕은 옥상녹화를 권장하고 공공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옥상정원 조성을 권장함

▪

보행공간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형 공지 등에 접하는 저층부에는 로비나
문화・예술활동 등 활력창출공간을 배치함

▪

필로티 등 개방적인 구조를 권장함

▪

부속시설이 외부에 별도의 시설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

지붕

저층부

기타

간결한 형태의 보행통로를 계획할 것을 권장함
▪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시설에 대한 다국어 표기와 픽토그램
사용을 확대하고, 국제겸용 공중전화나 정보검색코너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공공건축물 내·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설치기준을 적용함
- 장애인, 노약자,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환경 조성
-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으로 하는 동선계획 수립 및 장애인 주차시설 확대

▪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벤치나 파고라 등은 야간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과 연계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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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문화
•

복지시설

▪

공공교육·연수시설 등

▪

매스감이 주는 위압감이 크지 않도록 본관을 분산 배치하거나 입체적으로 입면을 분절하여 계획함

▪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함

▪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시민회관,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

중심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증진하여 지역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함

▪

주변 환경과 차별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조화를 우선시하고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재료 등을 계획함

공공청사

환경시설

▪

시청, 읍・면・동사무소, 공공안내소,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음

▪

관광지 등에 설치되는 공공안내소 외부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일정 규모의 주거장(Bicycle
parking lot)을 확보할 것을 권장함

▪

관개배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인 계획방법으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함
- 부정적인 이미지 탈피하고 친근감있는 외관디자인으로 계획
- 지역문화를 반영한 형태 및 디자인을 통해 지역성 강조 가능
- 시각적 차폐와 같은 소극적 방법 뿐 아니라, 인근 공원 등과의 연계방안 모색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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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경량전철역사 등

▪

콘크리트와 같은 차폐감이 있는 입면은 지양하고 유공판 등의 재료를 활용하여 개방감 있게 조성함

▪

터미널이나 역사의 외관은 지나치게 차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와 재료 등을 디자인함

▪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체계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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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시설
규모

단지조성

▪

산지나 구릉지에 배치될 경우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함

▪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지 않도록 지형의 단차, 높이 및 규모의 변화를 통하여 변화있는
스카이라인을 유도함

▪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환경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경사지형의 경우 직선으로 생기는 도로를
지양하며 경사도를 고려하여 계획함

▪

절성토면을 최소화하고 사면은 다단(2단 또는 3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로 피복함

▪

대지 내 옹벽은 식재가능 블록이나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으로 설계함(위압감 들지 않도록 설치
유도)

▪

콘크리트 옹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다단으로 구성하고 옹벽 하부와 층간에 조경 공간을 형성하여
인공벽 노출을 최소화함

외부차폐

재료

▪

보행에 위압감을 주는 높이의 인공담장을 지양함(불가피한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후퇴하고
후퇴부는 인공담장을 가릴 수 있도록 식재공간을 조성함)

▪

단지의 경계부는 식재공간으로 조성함

▪

차폐가 필요한 구간은 수고가 높은 상록수목을 활용한 다층식재를 통하여 계절에 상관없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외장재는 유리를 제외하고 2종류 이내 사용을 권장함

▪

주요 가로나 오픈스페이스에 면한 벽면은 자연재료 또는 자연질감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함

◻
자연색채의 재료 활용

상층부
•

지붕

자연질감의 재료 활용

다양한 창호 활용한 입면 형성

▪

지붕은 샌드위치 패널 등 보다는 사이딩이나 무광의 금속기와 사용을 권장함

▪

지붕은 남양주시 지정색(12가지) 범위에서 계획함

원색·고채도의 샌드위치판넬 및 칼라강판 지양

사이딩·금속기와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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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자연과 공감하며 함께 거닐기 좋은 공간
1 친환경디자인(Eco-Design)
■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

Ÿ 자연과 조화로운 디자인
Ÿ 도시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연계하는 디자인

2 안전한 무장애 디자인(CPTED & BF Design)
■

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Ÿ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 구현
Ÿ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배려한 장애없는 디자인 지향

3 소셜디자인(Social-Design)
■

이용자의 안전과 커뮤니티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는 디자인

Ÿ 주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Ÿ 일상생활에서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환경 형성

▍ 적용대상
Ÿ

가로공간과 공원 및 광장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함

| 표 1-17 |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적용대상
구 분
가로공간
공원 및 광장

적용대상
Ÿ 가로 구성(보조간선, 집산도로, 국지도로), 보도 및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Ÿ 공원(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역사공원, 체육공원), 광장(교차점광장, 역전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수변공간

▍ 준용사항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및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Ÿ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표 1-18 |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준용사항
구 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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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스페이스 관련 기준
Ÿ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가이드라인(2014)
Ÿ 경관심의 운영지침(2014)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2012)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2010)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경기도

Ÿ
Ÿ
Ÿ
Ÿ

남양주

Ÿ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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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경관설계지침

가로공간
계획원칙

일반사항

보조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가로공간으로 조성함

▪

주변과 조화되는 간결하고 정돈된 디자인으로 도시의 배경을 형성함

▪

공간의 목적과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한 공간계획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경관을 연출함

▪

시설물 설치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점유를 최소화하여 개방적인 가로공간을 조성함

▪

주이용자인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교통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교통약자가 이용할 때 불편이 없도록 단차를 없애고 보도의 평탄성을 높이도록 함

▪

식재를 연속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권장함

▪

도로를 신규 개설하거나 확장, 정비할 때는 도로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조성함

▪

지하고(수간 최하단부의 돌출된 줄기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가 높은 수목 식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권장함

▪

교통안내와 전광판 등의 교통안내‧표지 시설물은 가급적 통합설치하도록 하며,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는 최적화된 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최대한 보도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의 설치는 지양하고 장애물구역, 공개공지
등 여유부지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함

▪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차도와 충분한 분리폭을 확보하거나 보호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함

▪

협소한 보도폭을 가지는 국지도로는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보도 진입을 지양하고,
보행자 통행구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안전표지 설치를 권장함

▪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경계석으로 구분하거나 펜스, 볼라드 등 별도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공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것을 권장함

▪

부분 석재블록과 사고석 포장, 험프 설치 등 차량속도 저감을 위해 노면을 다르게 포장할 것을
권장함

▪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안등 설치를 권장함

차량, 자전거, 보행자동선의 분리 사례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부분포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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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구조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차도쪽 일정면적을 시설물 구역으로 하여 각종 기기 및 시설 등을 통합 배치하도록 권장함

▪

보도폭이 충분한 경우 띠녹지 등의 녹화를 권장함

▪

유효 보도폭을 확보할 수 있는 가로공간 구조를 만들도록 함

▪

시설물을 최소화하고, 특히 펜스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로공간 구조를 권장함

▪

걷기 편한 보도가 되도록 보도의 평탄도를 높이도록 함

▪

부분 턱낮춤과 장애인 점자블록을 분리 설치하여 지체‧시각장애인 및 노약자의 불편이 없도록 함

보도는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교통량과 기존 보도 및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

▪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급격한 횡경사를 지양함

▪

건축물 등의 출입구로부터 각종 대중교통수단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연결하며, 인근의 공원,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포장

보행안전
구역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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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성 보도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함

▪

보도의 복잡한 패턴과 원색의 사용을 지양함

▪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구간 및 연속구간의 바닥 패턴의 통일성을 고려함

▪

맨홀덮개는 보도의 색채･재료･높이를 일체화시켜 보도의 연속성과 평탄성을 유지함

▪

보도의 재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색채를 활용하며, 인위적인 이미지는 지양함

▪

보행안전구역은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을 권장함

▪

한 구간에서 여러 색채･패턴의 무분별한 혼용은 지양함

▪

점자유도블록은 보행안전구역의 경계석으로 통합사용하여 안전과 디자인 측면을 함께 고려함

▪

보도블록의 기본 크기는 가로의 폭에 비례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보행기준선을 적용하여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함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있는 곳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함

▪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단절되는 곳은 선형블록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함

▪

자전거 주행공간과 명확히 분리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권장함

▪

보행자, 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의 높낮이
차를 없앰

▪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하여 인접한 자전거도로와 단절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을 권장함

▪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 표지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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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우선구역의 경우 고원식 또는 보행섬식 횡단보도의 적용을 권장함

▪

자동차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차도면의 높이에 맞추며, 보행자 우선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는 보도면의 높이에 맞추도록 함

▪

사고위험성이 높은 교차횡단보도나 교통광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추가 설치하도록 함

▪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

▪

횡단보도 도색 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용
특수도료를 이용함

▪

횡단보도에 맨홀이 설치되는 경우, 맨홀덮개를 개폐할 때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맨홀표면에
횡단보도의 노면표시 도색을 지양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전면(前面)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횡단 도중 일시대기용 안전지대와 횡단보도와의 경계부분 중 안전지대 쪽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이를 유도하는 부분에는 횡단보도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선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

노면표시에는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할 수 있음

▪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횡단보도에 조명기구를 추가 설치하며, 추가로 설치하는 조명
기구는 보행자의 존재를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운전자의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함

자전거 도로
색채

▪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사용자의 즐거움을 위해 노면의 재질이나 공원, 하천, 주변 가로수, 상점 등
경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권장함

▪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재질이 다를 경우에는 경계를 미려하게 시공하도록 하며, 같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에는 분리선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권장함

▪

투수성 탄성 포장재질을 사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함

▪

보행가로와 다른 재질을 쓸 경우 경계를 매끄럽게 시공하고, 같은 재질을 사용할 경우 경계선을

•

재료

명확히 표시함

도로표시

▪

공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각적으로 연속되는 패턴을 사용함

▪

자전거도로 노면 표시는 이용자의 방향과 일치시켜 표기함

▪

일정 간격으로 바닥에 자전거도로 표식을 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함

▪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교차되거나 차도 위에 설치될 경우에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면
처리를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

▪

차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자전거도로에 진행방향을 표시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함

▪

자전거도로의 동선에는 연계성을 위한 방향성, 픽토그램의 색채, 크기, 바닥의 재질의 통일감있게
계획하도록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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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자전거도로 사례

자전거 이용자의 방향 일치 표시 사례

횡단보도 진행 방향 표시 사례

보호구역
구조

▪

보호구역 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시설물은 제거할 것을 권장함

▪

관련시설 경계 또는 담장을 기준으로 사방에서 보행자와 자전거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를 지양함

▪

보도 폭원을 확보할 수 없는 지점에는 차도 폭원을 줄여 차량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차도의 길 가장
자리에 구역선 표시와 색채포장 등을 통해 보행공간을 확보할 것을 권장함

구역표시

시설물

펜스

과속방지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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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의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작점과 끝점을 알리는 표지시설을 설치함

▪

교통 관련 안내를 함께 해야 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표시와 통합 설치할 것을 권장함

▪

바닥에 패턴, 색상, 표식 등을 달리하여 보호구역을 가시적으로 구분하되, 전구간에 적용하기보다
시작과 종점부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보호구역 도로표지판,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펜스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장함

▪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판은 보호구역의 시종점부가 되는 도로의 오른쪽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에
설치하며, 시설물구역 내부펜스 안쪽에 배치함

▪

보호구역 내 펜스에 고명도‧채도의 색채를 적용하거나 형태를 특화하기 보다는 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시설을 결합하여 인지성을 확보할 것을 권장함

▪

펜스의 패턴은 범죄예방 및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세로형을 권장함

▪

학교 앞 도로 등에서 제한속도 표지만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기는 어려우므로 도로
구조 변화 및 차로폭 감소를 통해 자동차의 주행속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의 설치를 권장함

▪

미끄럼방지 포장면 위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한속도’ 표식을 노면에 표기함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를 권장함

▪

노면의 요철포장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가급적 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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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광장
계획원칙

공원

▪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자인을 적용함

▪

커뮤니티 중심의 공공성 확보로 다양한 시민활동을 지원하며 지역화합을 도모함

▪

이용자의 휴식과 여가를 목적으로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

▪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확보를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함

■ 공통 지침
▪

공원조성 시 보행가로와 연계하도록 함

▪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주동선을 설계함

▪

개방성 증진을 위하여 담장 및 펜스 설치는 가급적 지양함

▪

담장 필요시, 생울타리, 놀이벽 등으로 폐쇄감을 저감함

▪

시야를 차폐하여 우범화 되지 않도록 조성함

▪

동적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바닥분수 등 친수요소를 도입함

▪

공원 내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재료를 사용함

▪

야간활용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조명을 설치함

▪

시의 상징성 확보를 위한 시목, 시화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식재함

■ 소공원
▪

노거수 등 지역 명소(명물)와 연계하여 조성함

▪

공간조성 시 장소의 특성을 살린 경관을 연출함

■ 어린이공원
▪

화목류, 초화류 등을 활용하여 식재함

▪

공간 조성 시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성을 고려함

▪

안전을 고려하여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을 도입하고 식재를 계획함

■ 근린공원
▪

포장과 녹지의 혼용, 특색 있는 수목의 집합식재 등을 통한 공간으로 구분하고 시각적 흥미를 유발
하는 공간으로 계획함

▪

공간 조성 시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보행가로의 경계부에는 녹지와 휴게시설을 설치함

▪

포장 시 과장되거나 상징성을 강조하는 패턴을 지양함

▪

근린공원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재료와 형태를 적용함

▪

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29

Landscape Plan for NAMYANGJU CITY

광장

■ 공통 지침
▪

시목과 시화 등을 활용하여 녹지공간을 조성 및 식재함

■ 교차점광장
▪

차량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녹지를 조성하거나 랜드마크 요소 도입을 통하여 장소성을
부각함

■ 역전광장
▪

주보행동선에 방해가 되는 공작물 설치를 지양함

▪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휴게, 편의, 안내시설을 설치함

▪

시각매체 및 광장바닥면을 활용한 보행안내체계를 도입함

■ 근린광장
▪

불필요한 포장공간 최소화하고 활용목적에 맞는 규모로 계획함

▪

주변 건축물 및 구조물에 의한 음지발생을 고려하여 계획함

▪

광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놀이 및 휴게시설을 도입함

▪

과장된 디자인이나 경관을 훼손하는 조형물 설치를 지양함

■ 경관광장

수변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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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광장으로써 경관의 특수성을 부각하도록 함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징조형물 설치 가능함

▪

보존 우선 구역과 개발가능 구역을 구분하여 생태 서식지를 보존하면서 친수공간을 조성함

▪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경사를 권장함

▪

인접보행로와 경계 없이 연결되도록 조성하여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이도록 권장함

▪

휴게공간에서 보호자가 어린이의 안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함

▪

친수공간을 조망하며 산책할 수 있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서식 환경의 홍수위, 침수빈도 등을 고려하여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종과 식재 방법을 적용함

▪

폭원이 넓은 하천의 경우 연속된 선형을 강조하고 공간 스케일에 어울리도록 규모감 있게 군식함

▪

하천･호수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 녹지대를 설치할 것을 권장함

▪

수시로 침수되는 지역은 고정형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전기 관련 설비의 노출을 지양함

▪

하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목재, 석재 등의 친환경재료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함

▪

잦은 침수를 고려하여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시설물 설치를 권장함

▪

미끄럼방지 재료나 마감 방법의 적용을 권장함

▪

수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장식적이거나 복잡한 패턴의 바닥 마감을 지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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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채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다핵도시 남양주의 자연친화적이고 조화로운 도시정체성 구현
1 조화성(Harmony)
역사문화와의 조화 배려

■

Ÿ 자연 및 역사･문화와 조화된 색채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된 색채환경 형성

2 연속성(Sequency)
■

자연 및 가로･건축물 등의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

Ÿ 다양한 조망에서의 연속적이고 정돈된 경관형성 유도

3 다양성(Diversity)
■

장소적 개성을 고려한 색채

Ÿ 각 장소의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개성있는 공간 형성

▍ 적용대상
Ÿ

남양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요소별 및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함

| 표 1-19 | 색채 경관설계지침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주거지역(공동주택단지, 단독주택단지)
상업지역
역사문화지역(자연･역사문화지구, 관광지구)
공업지역

지역별

Ÿ
Ÿ
Ÿ
Ÿ

건축물

Ÿ 공공건축물, 주거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건축물, 공업건축물

시설물

Ÿ 상징시설물, 위생시설물, 서비스시설물, 통행시설물, 보호시설물, 관리시설물, 교통수단

▍ 준용사항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및 각종 가이드라인 내 색채관련 계획을 준용함

Ÿ

남양주 색채 가이드라인(2012)을 준용함

Ÿ

공업건축물은 지붕에 남양주시 지정색(12색)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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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자원특성

색채현황

▪

남양주시의 풍토색과 문화의 색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관색채의 자원토대를 구축함

▪

기본적으로 남양주시의 역사자원과 문화자원에 대한 현지측색, 샘플분석, 자료수집을 통해 정리함

▪

남양주시의 환경색채특성은 수동과 조안의 자연환경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 도심과 국지도를 따라
형성된 건축물과 시설물 등의 인공색채가 결합되어 있고, 자연경관의 안정된 색채에 비해 도심의
색채는 혼란스러운 색채가 다수이며, 조화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에 장기적
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색채방향성 요구

32

Ÿ
Ÿ
Ÿ

색상은 5R에서 5GY 사이의 난색계에 분포
채도는 4이하의 저채도색이 주를 이룸
명도는 2-5 사이의 저명도, 중명도가 중심

Ÿ

남양주시의 혼란스러운 도시의 가로와
건축물의 색채현황

| 그림 1-2 | 남양주시의 개성적인 색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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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채

경관설계지침

남양주시의 차별화된 경관색채 구현을 위해 공통적 적용할 경관설계지침을 수립

공통 5대 원칙
| 표 1-20 | 남양주시 색채경관 공통 5대 원칙
구 분

기본방향

자연과 역사, 문화가 Ÿ 남양주시 고유의 자연풍경과 조화되며 역사･문화적 전통성이 드러나는
색채계획
돋보이는 경관
Ÿ 홍유릉 및 광릉과 같은 역사적 상징색채와의 연계성 고려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Ÿ 평온한 도시이미지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자극적인 색채사용을 제한하고
주변과 조화되는 정돈된 경관형성을 지향
연속성 강조
Ÿ 자연환경과 부드러운 연속성을 갖도록 저채도 색채 위주로 구현
통합적 색채이미지
구현

Ÿ 통합 가능한 색채요소의 적용 및 색채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색채관리지침
확보
Ÿ 시설물과 건축물, 이동수단 등 다양한 경관요소의 관계성 고려

지역특성에 따른
Ÿ 권역별･환경적･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색채계획으로 각 지역 아이덴티티 확보
색채개념 반영으로 Ÿ 장소의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색채환경 조성
색채경관의 아이덴티티 Ÿ 다핵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도심과 구도심, 수변지구, 자연경관지구 등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고려하여 개성을 연출
확보
공간의 특성화로
다양한 장소화 실현

Ÿ 경관축과 경관거점을 고려한 색채적용으로 장소성과 개성을 살린 경관
Ÿ 각 가로와 구역의 특성이 반영된 색채환경

| 그림 1-3 | 색채경관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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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경관 기조색
기조색
범위

▪

남양주시 풍토 및 현황색채에 대한 객관적인 색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남양주시의 주요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에 적용할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의 대표색을 설정함

▪

민간 건축물에 적용할 색채상은 건축물 유형별도 열악한 경관을 피하기 위한 색채적용 규정을 설정하고
권장색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함

▪

주조색과 보조색은 건축물과 시설물 외장색채로 적용하며, 강조색은 사인물과 시설물 상징색채로 사용을
권장함

| 표 1-21 | 남양주시 경관 기조색
구 분

톤(Tone)

색 상

무채색(N계)

고명도(8 이상)
저채도(1.5 이하)
주조색
고명도(8 이상)
중채도(2 이상 4 이하)

중명도(5 이상 7 이하)
중채도(2 이상 4 이하)

보조색

중명도(5 이상 7 이하)
저채도(1.5 이하)

저명도(4 이하)
중채도(2 이상 4 이하)

저명도(4 이하)
저채도(1.5 이하)
저명도(4 이하)
고채도(5 이상)
강조색

고명도(8 이상)
고채도(5 이상)
중명도(5 이상 7 이하)
고채도(5 이상)
※ 변형 : 채도 ±0.5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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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색
예시

▪

남양주시 대표색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분류한 이 예시패턴은 공공시설물과 공공건축물, 공공사인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 건축물과 시설물 중에서 가로경관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이 배색 패턴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함

▪

경관기조색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조합하여 창의적인 배색도 가능함

| 그림 1-4 | 남양주시 권장 경관색채 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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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색채설계지침
지침

▪

남양주시 내 모든 건축물은 위치한 지구와 권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색채를 적용하도록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 지침을 준수하여 조악한 경관형성을 피하고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하도록 권장함

| 표 1-22 | 경관구조별 색채설계지침
경관유형

적용대상

주조색

보조색/강조색

건축물

Ÿ 남양주시의 기조색을 권장
Ÿ 명도 2이상, 채도 3이하 선정

Ÿ 보조색은 주조색과의 유사색 적용
Ÿ 강조색은 남양주시의 권장색 적용

시설물

Ÿ 명도의 제한은 없음
Ÿ 채도 3이하

Ÿ 강조색의 고채도 색을 허용하나
면적을 최소화

건축물

Ÿ 안정감 있는 소재색 권장
Ÿ 명도 2이상, 채도 5이하 선정

Ÿ 보조색은 주조색과의 유사색 적용
Ÿ 강조색은 남양주시의 권장색 적용

시설물

Ÿ 명도의 제한은 없음
Ÿ 채도 4이하

Ÿ 강조색은 지양하고 소재색을 적용

건축물

Ÿ 석재와 유리 등의 소재색 적용
Ÿ 명도 2이상, 채도4이하 선정

Ÿ 보조색은 주조색과의 유사색 적용
Ÿ 강조색은 최소한의 면적에 적용

시설물

Ÿ 명도의 제한은 없음
Ÿ 채도 5이하

Ÿ 강조색은 지양하고 소재색을 적용

건축물

Ÿ 남양주시의 기조색 권장
Ÿ 명도 2이상, 채도 2이하 선정

Ÿ 보조색은 주조색과의 유사색 적용
Ÿ 강조색 적용은 지양

시설물

Ÿ 명도의 제한은 없음
Ÿ 채도 2이하

Ÿ 강조색은 지양하고 소재색을 적용

건축물

Ÿ 남양주시의 기조색 권장
Ÿ 명도 2이상, 채도 6이하 선정

Ÿ 보조색은 주조색과의 유사색 적용
Ÿ 강조색은 남양주시의 권장색 적용

시설물

Ÿ 명도의 제한은 없음
Ÿ 채도 6이하

Ÿ 강조색은 지양하고 소재색을 적용
Ÿ 각 구역의 상징색 적용 가능

건축물

Ÿ 남양주시의 기조색 권장
Ÿ 명도 2이상, 채도 4이하 선정

Ÿ 보조색은 주조색과의 유사색 적용
Ÿ 강조색은 남양주시의 권장색 적용

시설물

Ÿ 명도의 제한은 없음
Ÿ 채도 5이하

Ÿ 건축물의 주조색과 유사한 톤,
색상으로 할 것

공동주택
단지
주거지역
단독주택
단지

상업지역

자연･역사
문화지구
역사문화
지역
관광지구

공업지역

자연소재 색상을 활용한 색채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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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와의 연속성을 고려

최소한의 강조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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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색채설계지침
기본방향

▪

남양주시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지구와 권역의 대표색채를 주조색으로 적용하고, 주변 경관에
훼손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조색을 적용하여 개성적인 공간 이미지를 구축함

▪

공공건축물은 도장보다는 석재와 목재 등 소재 고유의 특성을 살린 외장 이미지 연출을 권장하며,
공공건축물의 주조색과 보조색은 남양주시 기조색채의 적용을 권장함

▪

공동주택 색채는 각 지구와 권역의 경관특성을 고려하여 주조색과 보조색을 선정하고, 단지 전체의
통일된 경관이미지 형성을 기본으로 색채를 계획함

지침

▪

상업건축물은 가로의 연속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외장에 채도 6 이상의 과도한 색채적용을 지양
하고, 자연소재의 사용 등으로 안정된 색채이미지를 적용함

▪

공업건축물은 지붕에 남양주시 지정색(12가지)을 적용하고, 차폐식재 등으로 안정된 이미지를 연출
함

| 표 1-23 | 건축물 색채설계지침
경관유형
Ÿ
Ÿ
Ÿ
Ÿ
Ÿ
Ÿ

주조색은 기조색 또는 유사색(채도 ±0.5 이내)에서 주조색 권장
유리와 목재, 석재와 같은 자연소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톤 배색
강조색은 지붕, 진입부, 창프레임 등에 적용하여 전체면적 5% 이내에서 적용
유리소재 사용시 채도규정을 준수하고 반사율 10% 이하의 저반사 유리 권장
저층부는 4이하의 저명도에서 선정

Ÿ
Ÿ
Ÿ
공동주택 Ÿ
Ÿ

주조색은 기조색 또는 유사색(채도 ±0.5 이내)에서 권장
유리와 목재, 석재와 같은 자연소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톤 배색
강조색은 지붕, 진입부, 창프레임 등에 적용하여 전체면적 5% 이내에서 적용
유리소재 사용시 채도규정을 준수하고 반사율 10% 이하의 저반사 유리를
권장
저층부는 4이하의 저명도에서 선정
주조색은 기조색 및 유사색(채도 ±0.5 이내)에서 권장
건설사 색채를 적용시킬 경우 채도규정을 준수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톤 배색
강조색은 지붕, 진입부, 창프레임 등에 적용
어닝이나 건축보조재의 이용시는 3색 이상의 배색을 금함
주조색은 기조색 및 유사색(채도 ±0.5 이내)에서 권장
건설사 고유색을 적용시킬 경우 채도규정을 준수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계열의 톤 배색
강조색은 지붕, 진입부, 창프레임 등에 적용하며, 전체면적 5% 이내에서 적용
저층부는 자연소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
옥외광고물의 색채는 채도 8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한 건물 내의 옥외광고물
배경색을 통일(자세한 내용은 옥외광고물 색채지침을 참조)
주조색은 기조색 및 유사색(채도 ±0.5 이내)에서 권장(단 건설사 고유색을
적용시킬 경우 채도규정을 준수하고 고명도 무채색의 사용을 권장)
보조색과 강조색은 지역 대표색에서 선정하되 면적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권장
유리소재 사용시 채도규정을 준수하고 반사율 10% 이하의 저반사 유리를
권장

공공건축물

주거
건축물

적용 색채지침

Ÿ
Ÿ
Ÿ
단독주택 Ÿ
Ÿ
Ÿ
Ÿ
Ÿ
Ÿ
상업건축물
Ÿ
Ÿ
Ÿ
Ÿ
공업건축물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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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도
규정

▪

공공건축물, 공동주택, 상업건축물은 다음의 채도규정을 따름

▪

남양주시의 통일되고 창의적인 색채경관 계획을 위해 각 건축물의 주조색과 보조색, 강조색의 적용에
있어 채도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각 채도 범위 내 색채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소재색의 경우 표면 간접측색의 양을 기준으로 함

| 그림 1-5 | 남양주시 공공건축물･공동주택･상업건축물 채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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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색채설계지침
기본방향

▪

남양주시 전역의 시설물 색채는 남양주시 기조색의 주조색과 보조색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가급적
자연소재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이미지를 조성하도록 함

▪

모든 시설물에는 과도한 원색사용을 지양, 소재 이미지를 강조한 저채도의 색채로 가로경관 연속성
강조, 저채도 색채를 적용(채도 2이하)하고, 스테인리스 스틸과 같은 고광택 소재는 지양함(광택이
있는 도장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표면가공 등 후가공 후 적용)

▪

옥외광고물 배경에 채도 6이상의 고채도색의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소재인 석재와 목재, 금속 등을
이용한 개성적인 색채계획을 권장함

▪

가로 사인과 공공사인의 색채로 남양주시 지정색을 권장하며, 개별 건축물과 시설물의 부속된 공공
시설물도 이를 준용함

▪

가로주변 시설물과 사인물 등에는 남양주시 대표 보조색과 명도 4이상, 채도 5이하의 색상 사용을
권장하고, 금속과 유리 등의 소재 사용을 권장함

지침

| 표 1-24 | 시설물 색채설계지침
구 분

적용 기조색

상징시설물

Ÿ 상징조형물, 시계탑, 진입관문 등

강조색

위생시설물

Ÿ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등

보조색

서비스시설물

Ÿ 자전거보관대, 주차안내소,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가로판매대, 벤치, 그늘막 등

보조색

통행시설물

Ÿ 버스정류장, 보도블럭, 보차도경계석, 육교, 교량,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가로수지주대 등

주조색/보조색

보호시설물

Ÿ 볼라드, 보호펜스, 방음벽, 신호등, 가로등 등

보조색

관리시설물

Ÿ 지상기기, 신호기, 트렌치, 환기구 등

보조색

Ÿ 버스, 지역 안내차량 등

강조색

교통수단

안정된 소재 자체색 적용

가로위화감을 저하시킨 저채도색

지역 대표색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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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야간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자연과 어우러진 감성적인 빛
1 친환경성(Eco-Friendly)
■

지속적인 사용, 환경을 배려한 빛

Ÿ 생태계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
Ÿ 쾌적하고 생태적 안정을 유지하는 빛 환경 형성
Ÿ 에너지 절약을 고려한 조명연출 및 관리방안

2 안전성(Safety)
■

안전한 환경을 형성하는 빛

Ÿ 야간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빛 확보
Ÿ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야간환경 구현

3 정체성(Identity)
■

공간적 특성을 구현하는 빛

Ÿ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빛
Ÿ 환경 특성을 고려한 매력있는 야간경관 형성

▍ 적용대상
Ÿ

요소별 지침과 구역별 지침으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성함

| 표 1-25 | 야간 경관설계지침 적용대상
구 분

요소별지침

적용대상
점적요소

Ÿ 공공시설, 교량, 보도육교, 광장, 저수지

선적요소

Ÿ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고가차도, 주요 하천

면적요소

Ÿ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공원)

구역별지침

Ÿ 자연환경관리구역, 농림환경관리구역, 주거환경관리구역, 생활산업관리구역,
상업업무관리구역

▍ 준용사항
Ÿ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Ÿ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표 1-26 | 야간 경관설계지침 준용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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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 기준

환경부

Ÿ 빛공해 방지 권고기준(가로등, 광고조명, 보안등 및 공원 등)

경기도

Ÿ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 요소별
Ÿ

■

경관설계지침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점･선･면적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경관계획 대상을 선정하고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함

점적요소

기본방향

Ÿ

건축물, 구조물 및 거점의 인지성 및 성격을 고려한 야간경관 연출

Ÿ

과도한 조명을 지양하고 포인트 형태의 야간경관 특화

| 그림 1-6 | 야간 경관설계지침 점적요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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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과도한 빛의 범람을 방지하고 누출광을 억제하여 질서 있는 조명환경을 형성함

Ÿ

원색 광원, 빛의 강한 움직임을 지양하며, 마감재 색상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상을 채택함

Ÿ

도시 전체적인 조화, 조망자의 근경범위 또는 휴먼스케일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조명연출방식을 계획함

Ÿ

육교나 교량의 교각 등 구조체 외벽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 고휘도 조명기구 설치를 지양함

| 표 1-27 | 점적 야간경관 유형구분 및 경관설계지침
구 분

주요 경관대상

공공시설

교량

진입･결절부

경관가이드라인

Ÿ 지역을 대표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야간에도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명방법 도입
Ÿ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위압감을 형성하지 않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건축적 조형미가 나타나도록 연출
남양주시청, 화도도서관,
Ÿ 건축물 입면 등을 투사하여 부드러운 간접조명을 통한
오남체육문화센터 등
야간경관을 연출
Ÿ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조명방식으로 조명기구로 인해 보행에 방해
및 주간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
Ÿ 야간의 기능성과 공공성, 행사 및 이벤트 야경 배려
Ÿ 보행자와 운전자, 하천 생태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
Ÿ 별도의 조명을 위한 시설 설치를 지양하며 교량 난간 조명 및
풋라이팅 등을 통한 구조물과 일체화 된 조명 연출
Ÿ 주요 교량은 랜드마크 대상으로서 조형미 부각
Ÿ 고휘도 조명기구 지양
왕숙1교, 퇴계원교 등
Ÿ 지나친 장식조명, 화려한 색상을 배제하고, 단일색으로 은은하게
연출
Ÿ 교량 구조체와 일체화 된 조명기구 권장
Ÿ 광원은 35 ~ 150W 이하로 색온도는 3,000 ~ 3,500K를 적용
편안한 조명 계획
Ÿ 도시진입부의 교량은 도시 상징성을 고려하여 계획
Ÿ 기존 및 신설 구조물을 활용하여 조형미를 부여하고 인지성 강화
강변북로 진입부
Ÿ 공간을 쉽게 인지・식별할 수 있도록 특성을 담아 연출하고
도농IC, 진관IC, 별내IC,
남양주시의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
마석IC, 금남IC, 팔당대교IC, Ÿ 조명기구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상징물의
표면기준휘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 표면기준휘도 이하가 되도록
조안IC 등 주요 도로 나들목
계획
지상 역사와 광장
Ÿ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
삼패사거리, 진중삼거리, Ÿ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시각적 혼란을 유도하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방향과 조도 고려
오남교차로, 금강로Ÿ
보행자에게 불쾌한 눈부심 최소화하고 원색 및 현란한 빛의
광릉수목원로 교차부,
움직임(색상의 밝기 및 변화, 반복점멸 등)이 있는 조명연출 지양
비룡로-축령산로 교차부 등
Ÿ 역사는 야간의 활기와 즐거움을 연출하고, 도시의 매력과 개성을
주요 결절부
이끌어 내도록 품격 있고 세련된 야간환경 창출

| 표 1-28 | 용도지역별 교량 적용기준
용도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도로폭
12~25m
25m 이상
12~25m
25m 이상
12~25m
25m 이상
12~25m
25m 이상

휘도(cd/㎡)
10
15
20
25
5
5
20
2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 도로구조물의 기본 휘도(KS A 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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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적요소

기본방향

Ÿ

도로와 수변 특성에 따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야간경관 연출

Ÿ

도시구조를 드러내고 선적인 흐름을 형성하도록 조명 설치

Ÿ

시가지와 인접한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활동 및 특화를
고려한 야간경관 형성

| 그림 1-7 | 야간 경관설계지침 선적요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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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로등, 펜스, 바닥조명 등이 연계되어 선적흐름을 구성하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조도 및 연색성을 확보함

Ÿ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평균노면휘도, 종합균제도를 확보함

Ÿ

상향으로 확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권장함

Ÿ

도시기반시설에 별도의 구조물 등을 부착하는 조명방식은 지양하고 자동차도로, 보행자도로,
자전거 도로의 조명기구는 통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조명기구의 수를 최소화함

Ÿ

조명기구 높이와 반사판의 다양화 등 도로상황에 따라 적정한 조명기구를 설치함

| 표 1-29 | 선적 야간경관 유형구분 및 경관설계지침
구 분

주요 경관대상

경관가이드라인

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

Ÿ 조형적인 조명기구를 활용한 상징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
Ÿ 과도한 색상의 조명 설치를 지양하고, 장소성을 가질 수 있는
통일감 있는 야간경관 형성으로 연속성 있는 경관 형성

수변

한강, 북한강, 왕숙천 등

Ÿ 도로 폭원 등의 도로여건 및 주변 자연 환경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명기구 배치
Ÿ 상향으로 확산되는 빛을 제어하는 컷오프형 배광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도로 이외의 장소로 새어나가는 누출광이 없도록 계획
Ÿ 운전자, 보행자 등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는 조명기구 설치

통합가로

경춘로 통합경관축,
왕숙천 통합경관축,
강변 통합경관축

Ÿ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산지경관을 고려한 조화로운 조명환경
형성
Ÿ 자연경관 및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특성에 맞는
조명 설치
Ÿ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온도 선정 및 컬러조명 사용 지양

| 표 1-30 | 도로 적용기준(KS A 3701)
구 분

노면 휘도(cd/㎡)

조명방식

3~5차로

1.5~2.0

Cut-off

6차로 이상

1.5~2.0

Cut-off

자동차 전용도로

1.0~2.0

Cut-off/Semi Cut-off

색온도

4000~5000K

| 표 1-31 | 보행자 조명 조도기준(KS A 3701)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역

수평면 조도(㏓)

연직면 조도(㏓)

주택지역

5

1

상업지역

20

4

주택지역

3

0.5

상업지역

10

2

교통량 많은 도로

교통량 적은 도로
※ 수평면 조도 : 보도의 노면상 평균 조도
※ 연직면 조도 : 보도의 중심선 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연직면상의 최소조도

44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

면적요소

기본방향

Ÿ

각 영역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유사한 분위기 형성 유도

Ÿ

지역에 따라 필요한 조도 확보와 안전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제시

Ÿ

남양주시 주요 야간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의 특징적인 야간
경관 연출

| 그림 1-8 | 야간 경관설계지침 면적요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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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면적 야간경관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유형별 공간특성이 드러나도록 조명의 연출을
유도함

Ÿ

각 공간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

Ÿ

원색계열의 조명색상 사용을 지양하고 광공해요소를 최소화 함

| 표 1-32 | 면적 야간경관 유형구분 및 경관설계지침
구 분

경관가이드라인

주거지역

Ÿ 정주공간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도하며, 야간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쾌적한 조명 연출
Ÿ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 색상 사용 지양
Ÿ 건축물 상층부만 강조하거나 선형으로 강조하는 연출방법은 지양하고
야간경관의 스카이라인 고려하여 계획
Ÿ 빛의 색과 양을 적게 사용하되 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출
Ÿ 안전을 고려하여 보안등을 설치하고 평균조도 유지

상업지역

Ÿ 활력있는 분위기 연출 도모
Ÿ 과도한 조명을 지양하고 건축물 고유의 조형미를 은은하게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식별성과 야간경관 매력 제고
Ÿ 옥외광고물 보다는 쇼윈도우를 활용한 조명으로 활기 있는 야간경관 형성 유도
Ÿ 조경공간은 수목 등 야간조명을 통해 아름다운 야간 보행환경 조성
Ÿ 조명기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된 점조명, 선조명 사용 지양
Ÿ 주간에도 조형성을 갖춘 특색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매력적인 야간가로
조성 및 활성화

공업지역

Ÿ
Ÿ
Ÿ
Ÿ
Ÿ

녹지지역

Ÿ 자연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조성
Ÿ 일정시간 이후 수목등을 소등하여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도
Ÿ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개념을 고려하여 조명 계획
Ÿ 공원의 특성에 맞는 조도 설정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눈부심 및 인근
주택에 대한 빛공해 최소화
Ÿ 식물, 수목, 시설물(벤치, 파고라 등)의 색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 사용
Ÿ 원색 광원 및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 등)이 있는
조명 연출 지양

공원 등
수변

Ÿ 야간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
Ÿ 생태 보전지역에는 최소한의 조명 실시
Ÿ 생태 수변공원의 수면에는 직접적 조명방식을 하지 않고, 어둠을 지켜 수면에
주변의 빛이 반사되도록 함
Ÿ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지수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조명기구 선택

공원 및 산지변

Ÿ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조명 방식과 최소한의
조명과 조도를 권장
Ÿ 수목의 뿌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명기구 매설방식 지양(매설시 뿌리 부분을
고려하여 조명기구 설치)
Ÿ 식물, 곤충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빛의 파장과 광원 선정
Ÿ 보행 및 산책시 경관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산유적지 등
역사자원

Ÿ 문화재의 입지 및 특성을 고려하여 야경연출 및 안내시설물의 조도 확보 권장
Ÿ 열손상의 우려가 있는 석재 및 목재 문화재는 조명기구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조명기구의 직접부착 방식 지양

도시지역

유형별
주요
면적 공간

46

야간 활동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를 형성하도록 조명 연출
벽면등, 수목등, 담장조명 등을 활용하여 친근하면서도 풍부한 야간경관 연출
대형설비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조명연출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특색 살림
거대벽면 및 담장에는 은은한 조명설치로 차분한 야간경관 연출 권장
원색 광원 및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및 밝기 변화, 반복 점멸 등)이 있는
조명 연출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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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구역
Ÿ

특정구역 야간경관계획은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을 준용하여 5개 구역(자연환경관리구역, 농림환경관리구역, 주거환경관리구역, 생활산업관리
구역, 상업업무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Ÿ

구역별로 건축물, 옥외광고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조명계획 시 적용함

Ÿ

기본방향

안전성, 특징적인 야간경관 형성을 고려하여 공간 유형에 따른 야간경관
연출방안 도출

Ÿ

구역별 적정한 조도 및 휘도 기준 제시

| 그림 1-9 | 야간 경관설계지침 특정구역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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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별 기본방향

l

자연환경관리구역

Ÿ

밤하늘, 하천, 수목, 야생 동식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로등, 건축물 조명, 자동판매기 조명
등 인공조명의 누출광 발생을 방지함

Ÿ

자연경관을 배려하여 저위치 조명기구나 간접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고 광원이 직접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함

Ÿ

유충성(誘蟲性)이 낮은 광원을 사용함

l

농림환경관리구역

Ÿ

밤하늘, 농경지, 하천, 가축, 주택 등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 또는 장해광의 발생을 방지함

Ÿ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배려하여 광원은 빛의 움직임이 없도록 함

Ÿ

유충성(誘蟲性)이 낮은 광원을 사용함

l

주거환경관리구역

Ÿ

사각지대가 없고, 안전하고 안심하며 걸을 수 있도록 조도와 연색성을 확보함

Ÿ

주택가의 따뜻함이 있고, 야간활동을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조명기구를 설치함

Ÿ

사람의 시선의 높이에 맞춰져서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을 사용함

Ÿ

공동주택의 과도한 옥탑조명이나 대형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음

l

생활산업관리구역

Ÿ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조명기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필요한 조도와 연색성을
확보함

Ÿ

간선도로변의 통일감과 일체감이 있는 조명방법과 조명기구 등으로 거리의 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Ÿ

근린생활시설이 많은 지역은 인접 주택가 등으로 새어나가는 누출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Ÿ

산업활동의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도록 기능성과 시인성이 뛰어나며, 눈부심이 없는 광원을
사용함

l

상업업무관리구역

Ÿ

빛의 격렬한 움직임은 지양하나 중심상업지역으로 활기 있고 동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계획함

Ÿ

간판 등 발광광고물의 조명은 연색성이 좋고, 불쾌한 눈부심이 없는 광원을 사용함

Ÿ

시가지를 활성화시키고, 야간의 걷는 즐거움을 주도록 간결한 디자인의 조명기구를 배치함

Ÿ

현대적인 거리와 상점가 등과 조화를 이루며, 세련되고 통일감 있는 형상과 색채의 조명기구
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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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3 | 조명환경관리구역 유형구분
구 분

지역 특성

제1종(자연환경관리구역) Ÿ 인공조명이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2종(농림환경관리구역) Ÿ
제3종(주거환경관리구역) Ÿ
제4A종(생활산업관리구역)

Ÿ

제4B종(상업업무관리구역) Ÿ

■

Ÿ

주는 지역
인공조명이 농림수산업 및 동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안전하고 쾌적한 도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편의를 제공하는 상업 및 공업 등
산업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지역
상업 및 업무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높은 인공 조명이 필요한 지역

해당지역
Ÿ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녹지지역 등
Ÿ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취락지구 등
Ÿ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준공업지역(주거기능) 등
Ÿ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주거지역(주거기능 이외),
준공업지역(주거기능 이외) 등
Ÿ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관광특구 등

야간경관 조명기준
경기도 인공빛공해 관리계획 및 야간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기준을 준용함

| 표 1-34 | 조명환경관리구역 조명 설치 기준
관리구역

대 상
일반건축물

자연환경
관리구역

광고물

도시기반시설
일반건축물
농림환경
관리구역

광고물

도시기반시설
일반건축물
주거환경
관리구역

광고물

도시기반시설
일반건축물
생활산업
관리구역

광고물
도시기반시설
일반건축물

상업업무
관리구역

광고물
도시기반시설

조명 설치 기준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0(5)cd/㎡(공공목적일 경우 5이하로 설치가능)
색온도 : 2,200~3,500K, 연색성 : 70이상
최대표면휘도 : 0(50)cd/㎡(공공목적일 경우 50이하로 설치가능)
빛의 움직임 : 불가
조명방식 : 직접조명방식 지양
광색 : 원색지양
대형전광판 : 설치불가
표면기준휘도 : 15cd/㎡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5cd/㎡
색온도 : 2,200~3,500K, 연색성 : 70이상
최대표면휘도 : 50cd/㎡
빛의 움직임 : 불가
조명방식 : 직접조명방식 지양
광색 : 원색지양
대형전광판 : 설치불가
표면기준휘도 : 15cd/㎡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10(소‧중로변)-15(대로변)cd/㎡
색온도 : 2,800~4,300K, 연색성 : 70이상
최대표면휘도 : 400cd/㎡
빛의 움직임 : 불가
조명방식 : 직접조명방식 지양
광색 : 원색지양
대형전광판 : 설치불가
표면기준휘도 : 15cd/㎡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15(소‧중로변)-20(대로변)cd/㎡
색온도 : 2,800~5,500K, 연색성 : 70이상
최대표면휘도 : 600cd/㎡
빛의 움직임 : 밝기 및 색상변화시간 1분 이상 시 허용
대형전광판 : 1,000cd/㎡
표면기준휘도 : 25cd/㎡
건축물 표면기준휘도 : 20(소‧중로변)-25(대로변)cd/㎡
색온도 : 2,800~5,500K, 연색성 : 70이상
최대표면휘도 : 800cd/㎡
빛의 움직임 : 밝기 및 색상변화시간 1분 이상 시 허용
대형전광판 : 1,500cd/㎡
표면기준휘도 : 2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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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거리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아이콘
1 조화로운 디자인(Harmonious-Design)
■

건축물, 거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Ÿ 건축물 입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디자인
Ÿ 원색, 이질적인 재질 등 돌출요소 최소화

2 정체성 있는 디자인(Identity-Design)
■

업소와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디자인

Ÿ 공간의 분위기에 부합하는 조형적 요소 도입
Ÿ 업소 및 공간의 성격 드러내기

3 찾기 쉬운 디자인(Easy to find-Design)
■

절제미와 정보의 위계를 고려하는 디자인

Ÿ 절제를 통한 도시경관의 질서 향상
Ÿ 시인성과 판독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여백 확보

▍ 적용대상
Ÿ

기본방향을 반영한 공통가이드라인과 각 광고물별 적용되는 광고물 종류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함

| 표 1-35 |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적용대상
구 분
공통

적용대상
Ÿ 기본방향에 맞는 전략별 가이드라인

광고물 종류별 Ÿ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창문이용광고물

▍ 준용사항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및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Ÿ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표 1-36 |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준용사항
구 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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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련 기준

비 고

Ÿ 도시경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2013)
Ÿ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2014)

경기도

Ÿ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Ÿ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강화(2012)

남양주

Ÿ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5)
Ÿ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 고시(2015)

남양주시 일반지역의 경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가이드라인 준용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 공통

경관설계지침

① 건축물, 거리,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전략1. 건축물 입면,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운 디자인
▪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의 경우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여 건축물 입면과 조화
되도록 함 Ⓐ

▪

건축물 형태를 부각시키는 조형적인 간판 설치를 권장함

▪

건축물의 입면 요소와 연계하여 일체화된 디자인을 권장함 Ⓑ

▪

간판의 배경 색상은 건축 입면의 마감 재료와 동일 계열의 색채를 권장함

▪

건축물 입면의 색채 및 재료를 고려하여 목재, 석재, 유리, 금속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조화롭게
연출함

Ⓐ 동일한 건축물 입면에 일체감 있는 이미지 형성

Ⓑ 건축물 입면 요소와 연계한 일체화된 디자인

전략2. 원색, 이질적인 재질 등 돌출요소 최소화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서체 및 CI, 픽토그램 등 강조할 부분에 한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함 Ⓐ

▪

옥외광고물의 부속물, 전기자재의 노출을 최소화하며 노출될 경우 이질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함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조명보다는 간접조명, 또는 내부조명을 우선시하여 적용함 Ⓑ

Ⓐ 부분적인 강조로 건축물과 조화

Ⓑ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내부조명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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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업소와 공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디자인
전략1. 공간의 분위기에 부합하는 조형적 요소 도입
▪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게시틀 디자인을 권장하며, 획일적인 크기 및 배치보다는 광고물의 크기를
고려하여 길이를 조절하도록 함

▪

각 재료가 가지는 고유의 색채, 재질, 이미지를 고려하여 공간의 특성에 맞게 적용함 Ⓐ

▪

자연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원이 우세한 곳의 경우 자연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일정 구역의 공간에는 여러 건축물의 조명연출 방식을 통일하여 일체감 있는
공간으로 연출하는 것을 권장함 Ⓑ

Ⓐ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 재질, 이미지 사용

Ⓑ 여러 건축물의 조명연출방식 통일로 일체감 있는 공간연출

전략2. 업소 및 공간의 성격 드러내기
▪

업소의 특성을 반영한 강조색과 재료를 적용하여 특성을 표현함

▪

주목성이 좋은 개성 있는 서체를 적용하여 정보의 전달력을 높임 Ⓐ

▪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서체의 조형적 의미의 전달 수단으로 업소 특성을 담아내는 것을 권장함 Ⓑ

▪

업소의 특성을 반영하는 CI, 그래픽, 픽토그램 등의 활용을 권장함

Ⓐ 주목성이 좋은 개성 있는 서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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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그라피를 활용하여 업소 특성을 담아냄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③ 절제미와 정보의 위계를 고려하는 디자인
전략1. 절제를 통한 도시경관의 질서를 향상
▪

관계법령·조례에서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함

▪

시각적으로 강조되지 않도록 하여 광고물의 정보가 우선 인지될 수 있도록 디자인함 Ⓐ

▪

간판의 배경색상은 건축 입면의 마감재료와 동일계열의 색채를 권장함

▪

업소 당 간판에 적용하는 색상은 3색 이내로 권장함 Ⓑ

▪

상호에 포함되지 않는 메뉴, 실물사진, 그림 등의 표시는 지양함

▪

업소 당 조명의 색상은 2개 이내를 권장함

Ⓐ 광고물의 정보가 우선 인지되는 디자인

Ⓑ 업소당 간판 적용색상 3색 이내 적용

전략2. 시인성과 판독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여백을 확보
▪

보행자의 시각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높이와 크기를 고려함 Ⓐ

▪

표시내용을 간판 바탕면적의 70% 이내로 권장하여 여백의 미를 확보함

▪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함 Ⓑ

▪

주거지역과 연접한 지역은 광원의 직접적인 노출 및 점멸, 화면변환방식의 조명연출을 지양함

Ⓐ 보행자의 시각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는 높이와 크기

Ⓑ 상호,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

53

Landscape Plan for NAMYANGJU CITY

▍ 광고물

종류별 경관설계지침

가로형 간판
필수사항

▪

1업소 1간판을 권장함
- 단, 도로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건물 앞,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시장·군수가 시·군 심의위원회의 결정한
업소는 1개 추가 설치 가능함

▪

주유소, 가스충전소 간판은 차양면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가능하고, 1면의 면적이 3.5㎡ 이하, 두께
30cm 이하 간판을 현수식으로 표시 가능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참고

권장사항

▪

판류형 간판은 다음과 같음
- 표기 면적 : 간판면적의 70% 이내
- 글씨 크기 :3층까지 60cm 이하

▪

건물 상단 가로형 간판(건물명 등)은 다음과 같음
- 글자 크기 : 5층 이하 70cm / 6층 이상 90cm를 기준으로 1층 증가 시 10cm 씩 증가, 최대 200cm 이하

▪

한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각 점포 사이 평면 또는 돌출된 기둥면은 간판 설치를 지양함
- 신규 건축물의 경우 간판 설치 위치, 규모를 고려하여 입면계획에 반영함 Ⓐ
- 각 간판의 하단선을 맞춰서 일관성 있게 연출함 Ⓑ
- 입체형 간판 권장, 동일한 층의 경우 판류형 간판과 혼합 설치하는 것을 지양함 Ⓒ

Ⓐ 돌출기둥면 간판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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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 점포간판 하단선 맞춤

Ⓒ 혼합설치 지양

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세로형 간판
필수사항

▪

건물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만 표시함

▪

판류형은 다음과 같음
- 가로 60cm 이내, 세로 200cm 이내(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같음)

▪

벽면과 밀착,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 30cm 이내로 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참고

권장사항

▪

건물 상단 세로형 간판은 다음과 같음
- 신규 건축물 : 간판의 규모, 설치될 위치를 고려하여 건축물 입면에 반영함 Ⓐ
- 건축물 입면디자인과 조화되는 형태 및 규모로 계획함 Ⓑ
- 건물명 또는 건물을 대표하는 명칭을 권장하며 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함
- 과도하게 돌출되는 색채를 지양하며 조명은 2색 이하로 제한함 Ⓒ

Ⓐ 간판 설치 위치 및 규모 고려

Ⓑ 건축물 입면디자인과 조화

Ⓒ 간판 조명 2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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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형 간판
필수사항

▪

1업소 1간판, 한 건물에서 2개 이상 설치 시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함
- 건물 전면 폭 10m 이하 건물 1줄, 10m를 초과할 경우 10m 초과 시 마다 1줄씩 추가 표시 가능함

▪

간판 아랫 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 윗부분은 그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 금지함
- 단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도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표시함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 표시함

▪

목조건물 또는 가설건축물에 돌출간판 표시 지양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참고

권장사항

▪

돌출형 간판의 인지성 향상 및 경관을 개선함
- 간판의 크기는 최대 1개 층 이내로 제한
- 건물의 5층 이하에만 설치하며 결속구조는 노출이 최소화되는 구조 권장
- 건물 전면폭이 20m 이상일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 Ⓐ
- 표기내용은 간판면적의 70%내로 권장하여 여백의 미를 확보
-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 Ⓑ
-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형태, 색채, 재질을 통합하며 일관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며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서체, 브랜드 색채, 상징물 등을 통해 차별화하는 것을 권장 Ⓒ

Ⓐ 건물 전면폭 20m이상 양측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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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

Ⓒ 형태･색채･재질 통합, 특성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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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 간판
필수사항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업소가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2개 업소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하나로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업소의 수가 7개 이상, 여건상 하나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추가 설치
가능)
-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보도가 없는 장소는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 거리 필요)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cm 이상의 거리 필요

▪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음
- 주유소, 가스충전소, 휴게소
- 지역 여건상 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하나로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참고

권장사항

▪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가급적 화단, 녹지공간에 통합하여 설치함 Ⓐ

▪

폴형, 연립형 등 지면에 매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할 경우 시설물 디자인과 일관성 있는 형태의 캡을
통해 체결부를 차폐함 Ⓑ

▪

점멸, 네온, 화면변환방식 사용 지양함

▪

연립형의 경우(광고물의 총수량에서 제외함)에는 업소별 규격, 바탕색 및 표기내용을 통일하고 표기
내용은 간판면적의 70%이내로 권장함 Ⓒ

Ⓐ 돌출기둥면 간판 설치 금지

Ⓑ 2개 이상 점포간판 하단선 맞춤

Ⓒ 혼합설치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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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이용 간판
필수사항

▪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 총면적의 1/4 이내로 표시함
-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도형 표시

▪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천, 종이, 비닐 등에 문자·도형을 이용한 표시를 지양함

▪

주소, 상호, 상표, 전화번호, 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함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2013) 참고

권장사항

▪

간결한 정보 제공 및 개방감을 형성함
- 돌출되는 형태, 색채를 지양하며 창문 또는 출입문과의 조화 및 시각적 개방성 확보 Ⓐ
- 브랜드명이나 상호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만 표기 권장
-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 시 결속부와 지지하는 구조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
- 사진이나 그림 등의 부착 금지

▪

상징물 또는 캘리그라피의 개성 있는 서체를 활용하여 업소의 특성을 강화함 Ⓒ

▪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 간판 총수량에 포함하지 않음

▪

커튼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창문이용간판에 포함하지 않으며 가로형 간판에 포함됨

Ⓐ 시각적 개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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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결한 결속 구조

Ⓒ 업소의 특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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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통합디자인
1 친환경디자인(Eco-Design)
■

인공경관 및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

Ÿ 인공적 요소 최소화로 친환경이미지 형성
Ÿ 유지, 관리에 용이한 디자인 및 재료 선정

2 도시브랜드디자인(Brand-Design)
■

도시의 정체성을 창출하는 디자인

Ÿ 녹색도시로의 남양주 정체성 형성
Ÿ 간결하며 일관성 있는 통합디자인 형성

3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
■

사용자를 배려하는 장애 없는 디자인

Ÿ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디자인
Ÿ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도시경관 연출

▍ 적용대상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분류를 준용함

Ÿ

기본방향을 반영한 공통가이드라인과 각 시설물에 적용되는 요소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함

| 표 1-37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적용대상
구 분

적용대상

공통
시설물
종류별

Ÿ 기본방향에 맞는 전략별 공통 가이드라인

교통시설물

Ÿ 가로등, 보도펜스, 볼라드, 버스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방음벽 등

편의시설물

Ÿ 벤치, 휴지통, 보행등

공급시설물

Ÿ 맨홀, 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 준용사항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및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Ÿ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표 1-38 |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준용사항
구 분

건축물 관련 기준

경기도

Ÿ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가이드라인(2010)
Ÿ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가이드라인(2011)

남양주

Ÿ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Ÿ 경기도 인공벽면 디자인 가이드라인(2012)
Ÿ 경기도 공공공간 및 공공정보매체 가이드라인(2011)
Ÿ 경기도 공공정보 표기체계 디자인가이드라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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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경관설계지침

① 인공경관 및 자연환경과 공존할 수 있는 디자인
전략1. 인공적 요소 최소화로 친환경이미지 형성
▪

날카로운 이미지의 예각을 이용한 디자인을 지양함

▪

기능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구조로 개방적인 경관을 형성하도록 함 Ⓐ

▪

원색 또는 고채도 사용 지양하며, 저명도 저채도의 단일 색을 권장함 Ⓑ

▪

스테인리스 스틸 등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표면을 가공하여 광택을 줄이고
최소한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함

▪

시설물 설치 시 지지대와 앵커볼드는 지면에 매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할 경우 시설물 디자인과
일관성 있는 형태의 캡을 통해 체결부를 차폐함

Ⓐ 최소한의 구조로 개방적인 경관 형성

Ⓑ 저명도, 저채도의 단일색상 권장

전략2. 유지, 관리에 용이한 디자인 및 재료 선정
▪

체결부의 노출을 최소화하며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결합 구조를 권장함 Ⓐ

▪

주재료는 스틸 및 알루미늄을 기준으로 하며 내부식성이 있는 무광도료(분체도장)를 권장함 Ⓑ

▪

지면과 맞닿는 부분은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함

Ⓐ 파손이나 훼손 시 부분적인 교체가 용이한 결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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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광도료(분체도장)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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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를 배려하는 장애 없는 디자인
전략1.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디자인
▪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함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함

▪

신체와 접촉할 수 있는 모서리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형으로 처리함

▪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보행동선 확보, 설치간격, 경사도 등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함 Ⓐ

▪

식수대 또는 장애물구역에 시설물을 통합 설치함 Ⓑ

Ⓐ 보행 동선을 고려한 배치계획

Ⓑ 식수대에 시설물 통합 설치

전략2.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도시경관 연출
▪

인지 및 사용이 용이한 형태 및 구조로 편의성을 증진시킴 Ⓐ

▪

사용자의 행동을 고려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함

▪

획일적인 시공을 지양하며 다양한 장소적 특성 및 사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시공함 Ⓑ

▪

경사면에 시공 시 지주는 수직을 유지하도록 시공함

▪

정보의 양을 조절하여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며 인지성을 향상시킴

Ⓐ 버스 진입 방향에 BIS를 설치하여 편의성 증진

Ⓑ 공간의 폭, 사용자의 행동, 사용량에 따라 다른 유형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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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① 교통시설물

가로등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재료

설치

▪

특정 가로의 동일 영역 내에서는 동일한 형태, 색채, 재료의 가로등 설치를 권장함

▪

가로등은 고효율의 LED설치 및 컷오프 형태를 권장함

▪

간결한 형태 및 슬림한 구조를 지향하며 보행등과 통합설치 권장함

▪

특정 가로의 동일 영역 내에서는 동일한 디자인의 가로등 설치를 권장함

▪

다산유적지 등 문화지구에만 전통적인 형태를 부분적으로 적용함

▪

단일 색채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할 경우 2색 이하 사용을 권장함

▪

자연 및 인공경관 등이 가지는 고유의 이미지를 반영한 재질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함

▪

부착물방지도료를 지면 2m구간에 적용하도록 권장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을 방지함

▪

가로수와 가로수 중앙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음영이 지지 않도록 하며 가로수 중심선에 맞춰 배치하여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함

▪

배너거치대를 별도로 설치할 경우 등주 색상과 통일하여 최소화된 구조로 보도에 직각방향으로

•

배치

설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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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구조는 매립이 원칙이며, 불가할 경우 디자인과 연속성 있는 슬림한 구조의 캡 설치를 권장함

캡 없이 미려하게 마감하여 매립한 등주 예시

부착방지를 위한 별도부착물 설치한 경우

가로수 사이 중앙의 중심선에 가로등주 설치

배너거치대는 등주와 색채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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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펜스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재료

설치
•

배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디자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로의 성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기설치된 구간과의 조화를 고려함

▪

지역을 상징하는 장식적인 디자인을 지양하며,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선적인 형태를 권장함

▪

야간의 명시성 확보를 위해 반사판, 반사쉬트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함

▪

곡선부에 설치할 경우 라운드를 미려하게 마감하여 형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권장함

▪

결속구조는 용접방식 시공을 지양하며, 볼트를 이용한 체결 및 설치가 가능한 구조를 권장함

▪

신체접촉이 빈번한 펜스 상부는 내구성 있는 자연소재를 권장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함

▪

강조색은 지양하고 단일색상 적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함

▪

자연경관이 우세한 지역은 친환경재료를 적극 활용한 펜스디자인을 권장함

▪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장소에 최소 수량을 설치함

▪

지면이 경사진 경우 지주를 수직이 되도록 설치하며, 방호재는 기울기에 대처 가능한 유기적인
디자인을 권장함

로고가 부착된 장식적인 난간

신체접촉이 많은 펜스상부는 내구성이 있는 자연소재 사
용

곡선부 미려하게 시공

경사면 지주를 수직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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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
일반

▪

설치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설치함

형태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볼라드의 모든 모서리는 각 면을 곡선형으로 처리함

▪

특징적인 모티브 적용을 지양하며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부피를 최소화하여 설치함

▪

슬림한 구조 및 안전을 위하여 원기둥 형태 적용을 권장함

▪

공간적 특성에 맞춰 가변적 구조가 필요한 경우 매립이동식, 상하이동식 등을 권장함

▪

야간 안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인지가 가능한 띠형태의 반사쉬트 적용을 권장함

▪

탄성소재를 사용하여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하며 자동차의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권장함

재료

▪

운전자의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스테인리스 스틸 등의 유광택 재질은 지양함

설치

▪

측면 또는 상부 디자인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방향성을 맞춰서 배치함

▪

휠체어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함

▪

한 공간에 디자인이 다른 볼라드 2종 이상 설치하는 것을 지양함

▪

볼라드 전방에 점자블록도 설치를 권장함

•

구조

색채
•

•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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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와 시각적 연속성 확보

시공편의 위주의 미려하지 못한 마감을 적용한 경우

한 공간에 디자인 다른 볼라드 설치 금지

점자블럭과 조화된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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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차대
▪

내부 조명을 권장하며, 조명은 고효율 LED램프를 매입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국어 정보를 병기, 픽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구조 자체의 조형성을 살리고 불필요한 장식적 형태는 지양함

▪

폐쇄감 저하, 시야 확보를 위한 개방적인 재료 및 최소화된 구조를 권장함

▪

빗물 내부 침입 및 눈쌓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도 5도 이상의 경사지붕으로 설계함

▪

지붕에 개방성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경우 자외선 차단 및 지붕위의 오염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함

▪

투명재질은 반드시 강화유리로 하며 폴리카보네이트 등 열화 현상이 발생되는 소재는 지양함

재료

▪

자연, 인공, 역사･문화경관 등이 가지는 이미지를 반영하여 색채 및 재질을 선정함

설치

▪

BIS는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에 설치함

▪

버스가 진입하는 방향에는 시각적 장애를 유발하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함

▪

보도의 폭원, 설치 환경에 따라 확장, 축소가 가능함

▪

벤치, 안내사인, 조명, BIS 등의 통합이 가능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설계함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

배치

다국어 병기 활용 사례

조형성만을 부각시킨 경우

개방적이며 간결한 구조 및 재료

자연 이미지를 반영한 색채,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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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보관대
일반

▪

개방적인 가로이미지 형성을 위해 자전거보관대로만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보도의 폭이 넓으며 기후 변화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경우 캐노피를 설치하며 크기를 최소화하거나
투명한 재료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함

형태
•

구조

색채
•

재료

설치
•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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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장식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함

▪

모듈화하여 이용량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함

▪

다양한 크기의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

자물쇠가 윗부분에 고정되어 무릎을 굽히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구조를 권장함

▪

자전거 정차대간 간격은 450mm 이상 확보

▪

자전거와 접촉하는 부위에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 시 광택저감 처리를 권장함

▪

연속되어 설치되는 구조로 단색 적용을 권장함

▪

주변 경관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조화롭게 사용을 권장함

▪

도로에 면하여 설치할 경우 바퀴가 도로 방향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배치함

▪

보도의 폭이 1.5m 이하일 경우 설치를 지양하며 보도폭이 좁은 경우 45도 비스듬하게 거치할 수
있는 구조로 보행폭을 확보하도록 권장함

▪

보행펜스와 중복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될 경우 통합형으로 연속성을 강화함

▪

도난 방지를 위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배치함

개방적인 캐노피형 자전거보관대

청소하기 어려운 구조

자물쇠 고정이 가능한 구조

보도폭이 좁은 경우 비스듬하게 거치하여 보행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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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며 최소한의 크기 및 개방적인 구조로 설치함

▪

경기도 방음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설계함

▪

방음벽의 시·종점부는 사선 또는 계단식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조성함

▪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 설치 시에는 치안 보호를 위해 투명방음벽 설치를 권장함

▪

교량에 설치할 경우 형태 및 이미지를 통합하여 일체감을 형성함

▪

교량에 설치할 경우 투명형 방음벽을 설치하여 구조물의 위압감을 저하시키도록 권장함

▪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재료

▪

황변현상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지양하며 강화유리를 권장함

설치

▪

장소별(주거, 학교, 간선도로변 등) 특성을 고려하여 방음벽 설치 종류를 선정함

▪

방음벽 전면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식재를 통한 콘크리트 기초부 및 앵커볼트 등 체결부를 차폐하는
것을 권장함

▪

방음벽 녹화 시 식물의 성장 및 사계절 변화를 고려하여 수종 선택 및 위치를 결정함

▪

투명형 방음벽 후면 조망대상이 있는 경우 지역수종의 관목을 설치하며 경관이 불량할 경우 교목을
혼합 식재하여 차폐를 권장함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

배치

시·종점부 사선마감으로 위화감 저하

거더와 일체감 있는 방음벽디자인

원색의 슈퍼그래픽으로 돌출경관 형성

배후 경관이 불량한 경우 방음벽 후면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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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편의시설물

벤치
▪

크기 및 구조 결정시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를 참조함

▪

파고라, 데크, 수목 등과 같이 통합 설치 시 형태, 색채, 재질을 연계하는 것을 권장함

▪

좌대분리턱은 설치하지 않으며 노숙 등이 우려될 경우는 설치 가능함

▪

벤치 좌판 및 벤치 하부는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와 재료를 권장함

▪

벤치 하부의 고정용 볼트 등의 조립 연결부품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함

▪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휠체어 정차 범위를 확보함

▪

구조부는 단색 및 저채도 색상을 권장하여 목재의 재료와 조화를 이루도록 함

재료

▪

재료 자체 소재색 활용을 권장하고, 목재 사용시 유색페인트는 지양하고 인체에 무해한 방부재
(防腐材)를 사용함

설치

▪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벤치의 앉는 부분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함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벤치 배치를 지양하며 공간과 조화되게 배치함

▪

보도에 설치할 경우 최소 2m를 확보하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함

▪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조명시설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며 화단, 가로화분대 등 다른 시설물과
통합을 권장함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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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고정 연결부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디자인

재료 자체 소재색 활용

경사면에 설치하는 벤치는 앉는 부분 수평 유지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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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재료

설치

▪

통풍, 수거, 우천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위생관리가 용이하게 설계함

▪

재활용 등의 표시는 KS(한국산업규격) 또는 ISO(국제표준규격) 픽토그램의 사용을 권장함

▪

복지시설 등 장애인 활동이 많은 장소에는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을 권장함

▪

공항, 철도역 등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계획함

▪

쓰레기 투입구는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측면에 설치함

▪

휴지통 내부통은 스텐인리스 스틸 등의 내화성 재질을 권장함

▪

펜스, 지주 등의 기능이 통합되는 시설물의 색채 및 재료를 동일하게 적용함

▪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불법 부착방지도료로 표면을 마감할 것을 권장함

▪

버스정류장, 주차지역, 광장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곳 또는 통행 속도가 느리고 머무르는 시간이
긴 장소에 중점적으로 배치함

▪

지면에 경사가 있는 경우 높이 조절나사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조절하여 설치함

▪

지면위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보도 점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도펜스, 가로등, 사인폴
등에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배치

픽토그램 사용으로 분리수거 표기

공항, 철도 등 활동이 많은 장소에는 개방된 구조로 설치

노후화된 휴지통으로 경관이미지 저하

점유율 감소를 위해 펜스, 가로등, 사인폴 등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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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등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재료

설치

▪

전선 등의 위험 요소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함

▪

보행등은 고효율의 LED설치를 권장함

▪

가로등과 통일된 형태와 재질로 일관성 있게 설계하며 가로등에 통합설치를 권장함

▪

형태를 단순화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함

▪

가로등보다 높이, 조도 기준이 낮으므로 암의 길이가 긴 형태는 지양함

▪

컷오프(Cut-off)조명을 권장하며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연출방식을 지양함

▪

단일 색채를 적용하고 목재 등의 재료를 혼합 적용하여 특화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음

▪

광장, 상업가로 등 인공경관이 우세한 공간은 스틸 소재의 무채색 반광 또는 무광을 적용하고 녹지,
공원 등 자연경관이 우세한 공간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함

▪

부착물방지도료를 지면 2m구간에 적용하도록 권장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함

▪

도심부 또는 산지가 배경이 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권장색채 중 후퇴색의 적용을 권장함

▪

경사면에 시공 시 기둥은 수직으로 설치하며 형태적으로 기울어지는 보행등의 경우 기울기, 무게를
고려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 설치함

•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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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의 경계선과 평행이 되게 배치하여 보행 시 방해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설치함

▪

가로수 또는 빛을 차폐할 수 있는 장애물과의 거리를 확보하여 음영이 지지 않도록 설치함

가로등에 통합 설치

복잡한 장식을 적용한 디자인

암의 길이가 짧은 형태

자연경관이 우수한 공간은 친환경적인 재료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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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시설물

맨홀
일반

▪

보도에 포장재를 갈아 끼우는 멀티형 맨홀을 원칙으로 함

형태

▪

맨홀 뚜껑에 패턴을 적용할 경우 무방향성 디자인으로 뚜껑 개폐 시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함

▪

우천 시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맨홀 뚜껑 상부에는 요철이 있는 패턴을 권장함

▪

맨홀 뚜껑의 개폐를 위한 손잡이는 지면 위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계함

▪

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에 설치되는 맨홀에는 뚜껑 개폐 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

구조

색채

횡단보도 패턴 적용을 지양함

•

재료

설치
•

배치

▪

차도와 보도용 맨홀덮개로 구분하여, 보도용은 보도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마감함

▪

뚜껑, 틀, 물받이 부분에는 압축강도가 우수한 주철, 주강을 사용하고 손잡이 부분에는 압연강 사용을
권장함

▪

보도의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

▪

우수용 맨홀의 경우, 수증기 증발 및 가스 배출을 위한 구멍을 설치함

▪

습지, 오염지, 급경사지에 설치를 지양함

▪

맨홀은 가급적 장애물 구역이나 공공공지에 설치하고 점자블록을 침범하지 않도록 함

▪

연접한 장소에 2개 이상 설치될 경우 중심선을 맞춰 배치하는 것을 권장함

포장재의 방향을 맞춰 시공

부조 형식으로 미끄럼 발생 우려

횡단보도 내 패턴 적용

보도포장 재료와 통합포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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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함
▪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배전함 주위의 펜스 설치를 지양하고, 배전함 위치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

권역표시, 고유관리코드 등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

▪

배전함은 지중화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에 설치될 경우 최소화된 규격으로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게
곡선화하여 마감함

▪

크기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함

▪

부착물방지도료를 지면 2m구간에 적용하도록 권장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함

재료

▪

콘크리트 받침부분에 별도의 도색처리를 지양하며, 도색처리 하는 경우 본체와 동일한 색상을 적용
하여 일관성 있게 연출함

설치

▪

콘크리트 받침대의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받침대 너비와 폭을 시설물과 일치시킴

▪

주변에 식수대가 있는 경우 식수대와 통합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 받침대가 노출될 경우 식재를
활용하여 차폐할 것을 권장함

일반

형태
•

구조

색채
•

•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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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함 주변에 펜스 설치

최소한의 규격 및 간결한 디자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의 처리 미적용

식수대공간에 통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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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제어함
일반

▪

가로등제어함은 보행동선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함

▪

권역표시, 고유관리코드 등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및 해당 정보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함

▪

주덧문과 소형문(교통 경찰관용 제어 스위치 장치)을 장착하고 사용 후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계함

▪

크기를 최소화하고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함

▪

모서리 등의 마감부위가 날카롭지 않게 곡선형으로 마감하고,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지 않도록 디자인할 것을 권장함

▪

우천 시 방수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내부 밑면에 배수구를 마련함

▪

캐노피와 같은 과도한 지붕구조가 필요 없도록 설계함

▪

소형문은 입면과 같은 높이로 마감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권장함

▪

부착물방지도료를 지면 2m구간에 적용하도록 권장하여 불법 광고물 부착 것을 방지함

재료

▪

타 지주에 통합 설치될 경우 지주 색채와 통일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설치

▪

콘크리트 받침대의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받침대 너비와 폭을 시설물과 일치시키도록 함

▪

주변에 식수대가 있는 경우 식수대와 통합하여 설치하며 콘크리트 받침대가 노출될 경우 식재를

형태
•

구조

색채
•

•

배치

활용하여 차폐할 것을 권장함

지주에 시설물 통합설치하여 도로 점유면적 최소화

모서리 둥글게 마감

원색 사용 및 과도한 지붕구조를 적용한 경우

소형문은 입면과 같은 높이로 돌출되지 않도록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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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기반시설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기능과 아름다움을 만족하는 도시 구현
1 친근한 디자인(Harmonious-Design)
■

공간과 닮아가는 디자인

Ÿ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디자인
Ÿ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디자인

2 도시브랜드디자인(Brand-Design)
■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Ÿ 기능과 구조를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
Ÿ 지속가능한 디자인

3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Design)
■

다양한 사용자를 반영하는 디자인

Ÿ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Ÿ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 적용대상
Ÿ

교량(철도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보도육교, 지하차도·지하보도, 터널, 생태통로 가이드
라인으로 구성함

| 표 1-39 | 도시기반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적용대상
구 분
공통
요소별

적용대상
Ÿ 기본방향에 맞는 전략별 공통 가이드라인
Ÿ 교량(철도 포함),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보도육교, 지하차도·지하보도, 터널, 생태통로

▍ 준용사항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및 각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Ÿ

본 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표 1-40 | 도시기반시설물 경관설계지침 준용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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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 기준

환경부

Ÿ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2010)

경기도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Ÿ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도시기반시설물 가이드라인(2010)
Ÿ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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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경관설계지침

① 공간과 닮아가는 디자인
전략1. 도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디자인
▪

지역성과 장소성 부각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물은, 지역의 디자인 모티브를 추출하여 특성화함 Ⓐ

▪

모티브의 조형적인 방향과 유사한 구조 형식을 선정하여 일관성 있게 계획함

▪

과도한 지자체 상징을 지양하고 주변 및 부속시설물과의 통합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함

▪

색채 특화가 필요할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보는 경관과 이동하면서 보여 지는 시퀀스 경관을
고려하여 적용 면적 및 위치를 선정함

▪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재질을 활용하여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을 권장함 Ⓑ

▪

교량의 규모가 작거나, 주변 환경이 혼잡한 교량의 경우 모티브 적용을 지양함

Ⓐ 지역의 모티브 추출하여 특성화한 디자인

Ⓑ 특성을 반영한 재질 활용

전략2.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디자인
▪

주변 자연 및 인공의 스카이라인을 파악하여 조화로운 형상 및 규모를 도출함

▪

내부 및 외부에서 조망 시 폐쇄감이 들지 않는 구조로 개방감을 극대화함

▪

도시기반시설의 색채는 저채도나 무채색 위주의 색채 사용을 권장함 Ⓐ

▪

중·고채도의 색채 사용 시 주변 자연 및 인공경관의 색채를 검토하여 조화롭게 연출함

▪

다양한 재료의 혼용하기 보다는 재료의 고유한 이미지를 이용한 디자인을 권장함

▪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은 외장재의 보수를 통한 도시이미지 향상을 도모함 Ⓑ

▪

자연 및 인공경관 등의 우세 정도에 따라 조화로운 재질의 선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함

Ⓐ 주변과 어우러지는 저채도, 무채색 색채 사용

Ⓑ 목재를 이용한 외장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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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
전략1. 기능과 구조를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
▪

구조와 상관없는 장식물 설치를 지양하며 기능에 기초한 간결한 형태를 권장함

▪

현장여건, 폭, 길이 등을 검토하여 인공구조물의 규모를 최소화함

▪

부속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고려한 설계로 일체화된 구조물 경관을 형성함 Ⓐ

▪

부조, 슈퍼그래픽 등의 직접적이고 복잡한 형태 및 색채의 모티브 적용을 지양함

▪

구조적, 기능적으로 불필요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외장재 부착을 지양함

▪

시설물의 체결부, 전선, 배수관 등의 불량한 경관을 노출되지 않는 구조를 권장하고 부득이하게
노출될 경우 차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함 Ⓑ

Ⓐ 펜스와 가로등을 동일선상에 설치

Ⓑ 배경색상과 통합하여 배수관의 부정적인 경관을 저감

전략2. 지속가능한 디자인
▪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 및 재료를 권장함

▪

콘크리트, 목재, 석재 등 재료의 고유한 색상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재료 위 도장은 지양함

▪

인공구조물의 노출이 많은 경우 녹화를 통해 인공경관을 저감시킴 Ⓐ

▪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권장하여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연출함

▪

고효율 등기구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함

▪

지속적으로 재도장이 필요한 슈퍼그래픽은 지양함

▪

고광택 소재의 차가운 물성을 지양하며 자연친화적인 따뜻한 이미지의 재료를 적극 권장함 Ⓑ

Ⓐ 녹화를 통한 인공경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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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친화적인 따뜻한 이미지의 목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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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양한 사용자를 반영하는 디자인
전략1. 안전·안심할 수 있는 범죄예방디자인
▪

하부공간은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고려하여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조성함 Ⓐ

▪

공간별 적정 조도를 확보하며 음영이 지지 않도록 조명을 배치함

▪

밀폐되지 않는 개방형 구조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함

▪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도록 권장함

▪

구조물 하부공간에 커뮤니티공간을 설치하여 활동성 강화를 통한 보행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
하도록 함 Ⓑ

▪

이용자의 안전 및 방범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권장함

Ⓐ 목재 재질과 조명으로 밝은 분위기 연출

Ⓑ 구조물 하부공간 커뮤니티공간 조성

전략2.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

무장애(베리어프리) 디자인을 기본으로 설계함

▪

보행자, 휠체어, 자전거 등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이동 동선을 확보함 Ⓐ

▪

신체의 크기, 자세, 이동수단 등을 고려하여 접근과 사용이 용이하도록 적합한 크기로 디자인함

▪

눈, 비 등 기후를 고려하여 미끄럼이 없는 재료의 선정 또는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함 Ⓑ

▪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함

▪

입체구조물에 의한 도로 및 하천을 횡단하는 경우 구조물의 높이를 최소화하며 지면과의 자연스러운
슬로프를 우선으로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경우 엘리베이터 설치를 권장함

Ⓐ 자전거 이동을 고려한 자전거 슬로프 설치

Ⓑ 경사면, 계단 등 미끄럼 방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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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별

경관설계지침

교량
형태

■ 교량은 조형적 가치보다는 주변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함

•

구조

▪

랜드마크 경관을 형성하는 교량을 제외한 일반적인 교량은 과도한 모티브 적용을 지양함

▪

기능 및 구조를 고려한 슬림하며 간결한 형태로 시각적 위화감을 저하시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결하고 개방적인 디자인

위압적인 디자인으로 시각적 위화감 형성

■ 교량은 일체형으로 디자인함
▪

장식적인 상부구조는 지양하고, 기능상 필요한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와 연계하여 디자인함

▪

상·하부구조의 연계를 위한 동일한 모티브를 적용을 권장하며 연속성 있게 디자인함

동일한 모티브를 적용한 연속성 있는 구조

연속성이 없는 상·하부 구조

■ 다양한 시점에 따른 심리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디자인함
▪

원·중·근경, 내부, 교량 상·하부 조망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형태 및 구조를 선정함

▪

보행자, 자전거이용자, 차량이용자의 시점에서 인지되는 시퀀스 경관을 반영하여 디자인함

개방적인 형태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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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인 구조로 주변 경관과 부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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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권장함

•

재료

▪

강조색 적용시 주변 경관과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함

▪

원색 및 고광택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이 부득이할 경우 반광택 또는 무광택 처리를 권장함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포인트 색상적용

원색 사용으로 주변 경관과 부조화

■ 배경이 되는 주변 경관의 이미지를 반영한 색채 및 재질을 권장함
▪

자연, 인공, 역사･문화, 랜드마크 경관 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 및
색채를 선정하여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함

역사･문화의 전통적인 이미지의 석재 재질

기타

인공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및 재질

■ 기타시설과 통합하여 디자인함
▪

교량구조와 조화되는 펜스, 교명주, 조명등과 형태, 색채, 재질을 통합하여 일체화된 경관을 형성함

▪

부정적인 이미지가 노출될 경우 차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교량 측면 구조와 조화되는 팬스 디자인

배수관을 거더 내부에 설치하여 부정적인 경관 차폐

79

Landscape Plan for NAMYANGJU CITY

고가차도
형태

■ 다양하고 혼잡한 도시경관의 특성을 이해하며 조화를 우선시 함

•

구조

▪

도시를 횡단하는 구조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고 시각적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형태·구조 권장함

▪

직접적인 모티브 적용을 지양하며, 슬림하고 돌출부가 적은 간결한 구조를 권장함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결하고 개방적인 디자인

과도한 모티브 적용으로 시각적 위화감 형성

■ 노출 빈도가 높은 하부경관을 개선함
▪

거더부와 교각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를 적용하여 시각적 위화감을 최소화함

▪

거더 하부 패널, 루버 등으로 불량경관을 차폐하고 교각 및 교대부에 슈퍼그래픽, 광고물 설치를
지양함

거더부와 교각이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구조

하부 패널 적용으로 불량경관을 차폐

■ 부속시설물의 개방적인 디자인으로 주변 경관의 차폐를 최소화함
▪

방음벽 등의 거대구조물은 최소화된 구조 및 개방적인 재질로 설계함

▪

난간은 거더부와 일체화하는 연속적인 구조로 통합 디자인함

개방적인 형태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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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부와 일체화하는 연속적구조로 난간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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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구조의 시각적인 분리를 최소화함

•

재료

▪

거더부, 교각, 교대부에 재료를 통일성 또는 연속성 있게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

거더부, 교각, 교대 등에 단절감을 주는 색채 사용을 지양함

거더, 교각부의 색채 및 재료의 통일성 유지

구조의 단절감을 주는 색채 지양

■ 여건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며, 재료 고유의 색상을 활용함
▪

교대, 교각 등 콘크리트 재료 위 인공적 색채 적용을 지양하며 고유색상 적용을 권장함

▪

스틸 및 알루미늄 재질의 경우 고명도 무채색 또는 저채도 색채 적용을 권장함

콘크리트 재료의 고유색상 활용

기타

거더부 원색의 고채도 색채 지양

■ 하부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고가차도 하부에 녹지 및 휴게공간 등을 도입하여 슬럼화를 방지하며 경관을 개선함

▪

상업광고물 부착을 지양하며, 식수대 내에 시설물을 통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함

고가차도 하부 휴게공간 도입

교량의 거더에 무분별하게 광고물을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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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로
형태

■ 연속성 있는 경관을 유지함

•

구조

▪

접속되는 수평 선형의 조형미를 살리고 교각 등의 수직적인 구조물은 최소화함

▪

연속되는 구조의 형태, 재료, 색채를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통일하여 이질감을 최소화시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간결하고 개방적인 디자인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혼잡한 경관을 형성

■ 인공경관을 최소화함
▪

여유부지가 있는 경우 조경을 통한 녹지 환경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공간으로 계획함

사면부 잔디 블록, 음지식물을 활용한 인공경관 완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개방적인 식재계획

■ 부속시설물을 고려하여 통합디자인함
▪

방음벽은 최소한의 구조로 개방적이며 거더와 연속성 있는 형태 적용을 권장함

▪

가로등, 방호벽, 방음벽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것을 고려하여 돌출되는 구조를 지양함

개방적이며 거더와 연속성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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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연계되지 못하는 가로등 설치로 이질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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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주변 환경과 연계하여 연속성을 유지함

•

재료

▪

배경경관이 되는 주변 색상을 고려하여 연계성 있는 색채를 입체교차로에 도입함

▪

입체교차로에 설치되는 가로등, 방호울타리 등은 인접한 시설물과 통합 적용함

색채 및 재료의 통일성 유지

기타

일반구간과 입체교차로구간 시설물 통합 적용

■ 유채색 조명연출, 동적 움직임이 있는 연출형 경관조명을 지양함
▪

관문적 위치나 공간적 특성 강화가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경관조명을 권장함

▪

선형의 거대한 구조물로 도시경관에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일반구간은 조명특화를 지양함

정적인 야간관문경관 특성화

과도한 경관조명 연출로 혼잡한 경관 형성

■ 사인 및 시설물을 통합설치함
▪

도로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부착할 경우 각 시설물간의 높이 및 위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함

▪

상업 및 비상업 목적의 광고물 부착을 금지함

시설물간의 높이 및 위치, 간격 통합

상업 및 비상업 목적의 광고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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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육교
형태

■ 과도한 상징적 장식을 지양하며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함

•

구조

▪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을 권장함

▪

불필요한 장식은 배재하며 주요 구조물의 형태는 일관성을 갖도록 디자인함

기능성을 고려한 간결한 구조의 디자인

과도한 형태의 장식적인 디자인

■ 다양한 사용자를 배려한 구조를 권장함
▪

도로를 점유하는 넓은 규모의 경사로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의 구조물은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형태 및 규모로 조화롭게 조성함

간결하며 주변과 조화되는 엘리베이터 구조물

시각적으로 돌출되는 계단과 엘리베이터

■ 주변 환경과 연속성을 고려한 조화로운 디자인
▪

주변 환경을 고려한 형태 및 규모를 설정하고, 개방성 있는 구조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디자인
함

▪

복잡한 구조의 노출을 최소화하며 경관을 차폐하는 캐노피 설치를 지양함

개방적인 형태 및 구조로 주변 환경과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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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형태 및 규모의 캐노피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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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유지관리 및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함

•

재료

▪

계단, 경사로 등은 비나 눈이 내렸을 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함

▪

안전을 위해 유리, 강화플라스틱 적용을 지양, 투명소재 필요 시 무채색의 유리재 사용을 권장함

계단에 미끄럼 방지재 마감으로 안전성 확보

유채색 유리 적용으로 이질적인 경관 형성

■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색채를 권장함
▪

강조색 적용 시 주변 경관의 영향을 고려하여 적용 규모 및 위치를 선정함

▪

원색 및 고광택 사용을 지양하며 사용이 부득이할 경우 반광택 또는 무광택 처리를 권장함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강조색 적용

기타

원색, 고채도 색채 적용으로 주변 경관과 이질감 형성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화디자인을 권장함
▪

인공, 자연 등 주변 경관 및 연결하는 공간적 특성에 따라 주변 환경을 모티브로 디자인할 수 있음

▪

우수한 조망권이 형성된 보도육교의 경우 조망데크 설치를 권장함

주변 경관을 모티브로 한 육교디자인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친환경적인 생태육교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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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차도·지하보도
형태

■ 장식적인 디자인을 지양함

•

구조

▪

입면에는 구체적인 형태 및 복잡한 모티브, 장식적인 문양의 거푸집 사용을 지양함

▪

연결되는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결하며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권장함

기능을 고려한 간결한 구조의 디자인

장식적인 과도한 모티브 적용

■ 자연스러운 진입을 유도함
▪

진입 구조는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자연스러운 인지를 통한 진입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
하도록 계획함

▪

측면 패턴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양하며 진입 방향으로 운동감이 느껴지는 간결한 패턴을 권장함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로 심리적 안정감 확보

수직적인 패턴보다는 수평적인 패턴으로 운동감 강화

■ 교통약자, 장애인, 자전거, 보행자를 이용한 편의를 고려함
▪

턱이 없는 무장애설계를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함

▪

보행, 자전거 등의 여러 동선을 고려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설계함

진입턱 없는 경사로 동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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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외부와 내부의 연속성을 강화함

•

재료

▪

입구 입면디자인 요소를 내부와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공간계획을 권장함

▪

주변 경관과의 연결기능을 고려하여 어울리는 색채, 재료를 선정함

외부 입면의 재질 및 색채를 내부로 연계

외부와 내부디자인이 연결되지 않아 이질감 형성

■ 쾌적한 공간을 조성함
▪

이용자의 심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밝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색채 및 재료를 선정함

▪

유지관리 고려 및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연출함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조성

기타

친환경 재료로 인공경관을 완화

■ 범죄예방설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함
▪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음영이 지지 않도록 하여 안전한 공간을 형성함

▪

방범용 CCTV 카메라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권장함

균제도가 높으며 음영이 없는 지하보도 조성

어둡고 음습한 지하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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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형태

■ 자연지형을 이해하고 친환경적인 구조를 권장함

•

구조

▪

인공사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갱구부 디자인을 권장함

▪

대형 인공구조물이 노출되는 면벽형 보다는 자연친화적인 원통절개형 형식을 권장함

인공구조물의 노출이 적은 원통절개형 갱구부 디자인

인공구조물의 노출이 많은 면벽형 디자인

■ 주변 환경의 특성에 맞춰 설계방향을 결정함
▪

인문, 자연, 역사･문화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테마를 부여함

▪

지역특성의 강화가 필요한 구간은 입면부의 상징적 경관을 형성함

주변 환경에 순응하는 절제된 디자인

지역적 특성을 강화한 디자인

■ 운전자에게 시각적 안정감을 제공함
▪

갱구부 기울기, 폭 변화를 통해 운전자의 안정적인 진입경관을 형성함

▪

개방감 증대를 위한 라이닝 외측으로 확장된 형태를 권장함

라이닝 모서리 단면을 조정하여 시각적 위화감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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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절제된 색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룸

•

재료

▪

콘크리트 마감은 도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저채도의 단색적용을
권장함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색채

원색의 과도한 그래픽 적용

■ 자연 소재의 활용을 통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

석재, 목재 등 주변 경관에 따라 조화되는 다양한 재료의 활용을 권장함

▪

재료 고유의 색상을 권장하며 소재 사용 시 단일 소재로 연출할 것을 권장함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목재 활용

기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색채 및 재료

■ 대규모 인공구조물, 훼손된 자연 구간에 대한 완화 방안을 마련함
▪

자연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훼손된 지형, 대규모 인공사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함

▪

입면 분절을 통한 대규모 구조물에 대한 위압감을 최소화하도록 권장함

대규모 인공사면 녹화로 친환경적인 이미지 형성

대규모 절개지 또는 대규모 인공벽면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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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형태

■ 생태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함

•

구조

▪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고 주변 자연경관과 연결되는 최소한의 디자인을 적용함

▪

인공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권장하며 노출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함

불필요한 장식을 지양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불필요한 장식으로 주변 환경과 부조화

■ 단절된 구간의 연속성을 확보함
▪

자연의 지형, 식생 등의 흐름을 연결하여 경관적 단절을 해소함

▪

대상지 동물을 분석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자연지형 및 기존 식생을 경관적으로 연결

동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사용자를 고려한 구조물계획
▪

사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연속성 있는 구조물을 조성함

▪

대규모 인공옹벽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디자인하고 위압감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점층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물로 심리적 안정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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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

■ 동물의 이동을 방해하는 색채 및 재료의 사용을 지양함

•

재료

▪

구조물, 부속시설물 등 야생동물 시야 및 이동을 방해하는 고광택 재료, 원색의 사용을 지양함

▪

저광택, 저채도, 저명도의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함

자연재료의 활용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

고광택 재료의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부조화

■ 절제된 색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룸
▪

콘크리트 마감은 도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장이 필요한 경우 저채도의 단색적용을
권장함

주변과 조화로운 자연소재색의 활용

기타

장식적인 원색 적용

■ 생태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명을 권장함
▪

생태통로의 동, 식물에 영향이 없도록 조명을 설치함

▪

유채색 또는 색의 변화가 연출되는 경관조명의 연출을 지양함

외부로 새어 나가는 빛 최소화

유색의 과도한 경관조명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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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관가이드라인 l Ⅱ. 경관체크리스트

Ⅱ 경관체크리스트
1. 기본방향
경관체크리스트는 경관심의 시 심의의 기준으로 검토해야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심의의 효율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경관법에 따른 주요 심의대상 중 남양주시가 허가권자로 심의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사회
기반시설(도로, 하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남양주시의 경관여건과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고려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Ÿ

Ÿ

체크리스트는 계획(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바람직한 경관목표의 설정 및 고유한 경관 창출을
위한 유도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심의 전 계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와 심의위원이 각각 검토하며 이견을 보이거나 반영하지
않은 항목을 중심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심의를 수행하여 보다 나은
경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Ÿ

Ÿ

2. 건축물 체크리스트
1) 건축물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건축물 계획 시, 건축물 유형과 관계없이 검토하며 세부검토기준을 참고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함

Ÿ

| 표 2-1 | 건축물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구 분
관련 계획 및
규정 검토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과의
조화

검토항목
A1
A2
A3
A4

연속성, 맥락성
확보

Ÿ 대상지와 관련한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반영함
Ÿ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등 주요 경관자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Ÿ 사면이나 옹벽이 발생하는 구간은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계획함
Ÿ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입면을
계획함

A5

Ÿ 주변 가로체계와 연속성을 갖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함

A6

Ÿ 보행공간은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함

A7

Ÿ 공지는 인접공지나 보도와 통합된 구조로 공공성을
증진하고, 가로활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함

A8

Ÿ 옥상설비나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함

A9

Ÿ 건축물 외의 부속시설이나 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함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A10

Ÿ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및 가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해당하는 경우만
검토)

A11

Ÿ 야간조명은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계획함

공공성 및
가로활력요소 증대
경관저해요소 관리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95

Landscape Plan for NAMYANGJU CITY

| 표 2-2 | 건축물 체크리스트(공통사항)_검토항목별 세부검토기준
검토항목

96

세부검토기준

A1

Ÿ 대상지와 관련한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반영함

- 대상지와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권역, 축, 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검토 및 반영
-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조망통제점과의 관계 검토 및 시뮬레이션
-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및 반영

A2

Ÿ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등 주요
경관자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 반경 0.5km~1km이내의 주요 자원을 검토하여 지역의 장소성 등
계획에 고려해야하는 사항 도출

A3

Ÿ 사면이나 옹벽이 발생하는 구간은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형태로
계획함

- 산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식재를 통한 산지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고려하여 옹벽, 사면 조성 구간 계획
- 인공성을 완화하고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과 소재로
옹벽이나 사면 조성방안 계획

A4

Ÿ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입면을
계획함

- 가로에 면한 입면 길이, 재질 및 색채, 층수, 상층부 디자인 등을
중심으로 인접 건축물 또는 거리의 맥락성을 형성하는 주된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
- 건축물 색채는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색채 가이드라인을 따름
-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기단부를 설치하거나 전면부를 분절하는 등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계획

A5

Ÿ 주변 가로체계와 연속성을 갖도록
보행동선을 계획함

- 건축물로 인해 기존 보행자들의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변
가로체계를 고려하여 건축물이나 공지 배치(필요 시 공공보행통로
계획)
- 보행체계를 고려하여 경계부 조성

A6

Ÿ 보행공간은 안전한 공간으로
계획함

-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주차・보행 동선을 계획하고,
가로와 인접한 부분이나 주 보행로와 인접한 부분에는 주차장
설치 지양 또는 차폐
- 장애인, 노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 이용,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설계(Barrier free) 적용

A7

Ÿ 공지는 인접공지나 보도와 통합된
구조로 공공성을 증진하고,
가로활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함

- 인접 공지, 보도와 통합된 보행공간으로 조성하는 경우 보행편의
증진을 고려하여 단차 및 각종 시설 계획
- 건축물의 진입부 및 저층부는 가능한 경우 이용자․보행자를 위해
공원(쌈지공원, 도심형 공원 등), 광장 등으로 계획
- 건축물 진입부에 이용자의 시각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
지양
- 공개공지의 경우 인접한 건축물 공개공지의 특성과 입지를
고려하여 통합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
- 공개공간은 보행로와의 연계 등 다양한 계획기법을 통한 공공성
확보
- 담장, 울타리 설치 시, 주변 건축물 및 지역특성과 조화되는
색채, 재료, 디자인 등 사용

A8

Ÿ 옥상설비나 부속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함

- 옥상설비 및 부속설비는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하거나 차폐하여
드러나지 않도록 계획

A9

Ÿ 건축물 외의 부속시설이나 설비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함

- 주차초소 등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주 건축물 외의 시설은 건축물
외관과 일체화하거나 식재공간과 연계하여 이질적인 형태가 되지
않도록 계획

A10

Ÿ 옥외광고물은 건축물 및 가로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 특정지역을 제외한 구역은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국토교통부의 ‘간판설치계획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계획
- 건축물의 입면과의 통합적인 디자인 및 거리의 맥락성 형성을
고려하여 계획
-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옥외광고물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간판설치계획
수립

A11

Ÿ 야간조명은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공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용도 및 주변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조도․휘도․색채 등을
계획하되, 과도한 연출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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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유형별 체크리스트
건축물 계획 시, 건축물 체크리스트(공통사항)과 함께 건축물 유형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점검함

Ÿ

▍ 단독주택

체크리스트

| 표 2-3 | 단독주택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항목

상층부･지붕

필수사항

저층부

기타
재료

권장사항

상층부･지붕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Ÿ 주변 지형 및 인접건축물과 연계성을 갖도록 지붕을
계획함
Ÿ 필로티 구조로 조성 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함
Ÿ 저층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조성 시, 파사드는 건축물
전체와 조화롭게 조성함
Ÿ 수직 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함
Ÿ 외장재는 유리를 제외하고 3종류 이내로 사용함
Ÿ 자연재질이나 중저채도의 외장재를 사용함
Ÿ 경사지붕이나 입체적인 형태로 상층부를 디자인함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 공동주택

체크리스트

| 표 2-4 | 공동주택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항목

규모
필수사항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Ÿ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위압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치함
Ÿ 획일적인 높이를 지양하고 리듬감 있는 층수변화를 연출
함
Ÿ 거대한 장벽이 형성되지 않도록 입면을 계획함

상층부･지붕
저층부

상층부･지붕
권장사항
저층부

Ÿ 중저층 주동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계획하고 과도한
디자인의 파라펫 구조는 금지함
Ÿ 저층부는 휴먼스케일의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Ÿ 복층 구조 등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상층부를 계획함
Ÿ 랜드마크동은 입면과 일체화된 형태로 옥탑부 디자인을
상징적으로 디자인함
Ÿ 외부공간과의 연계, 원활한 보행흐름 유도, 개방감을
높이기 위하여 필로티를 설치함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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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업무시설

체크리스트

| 표 2-5 | 상업･업무시설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항목
Ÿ 주변 건축물과의 높이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Ÿ 수변이나 도로를 따라 조성되는 경우, 맥락성,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과 유사한 규모로 계획함
규모

Ÿ 인접건축물 높이를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함
Ÿ 공원 및 녹지 연접부는 오픈스페이스에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조망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함
Ÿ 주요 결절부에 위치한 경우, 주변 건축물과 구분되고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계획함
Ÿ 주변 및 인접 건축물 지붕과 유사한 형태로 디자인함

상층부･지붕
Ÿ 상층부는 간결한 형태로 건축물과 일체감 있게 조성함
Ÿ 저층부는 전면공간과 일체감있게 통합공간으로 조성함

필수사항

Ÿ 연접 건축물의 저층부와 높이가 동일(유사)하도록
조성하여 정돈된 가로경관을 형성함
Ÿ 상업시설의 1층부 전면에 차양시설을 설치 시 구간별
형태, 색채, 설치위치 등을 동일(유사)하게 설치함
저층부

Ÿ 가각부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인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Ÿ 옹벽 및 콘크리트 구조물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함
Ÿ 바닥높이는 장애인 및 노약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보도와의 단차가 없도록 함
Ÿ 필로티 구조로 조성하는 경우, 벽면과 식재공간을
연계하여 안정감 있는 형태로 계획함

기타

Ÿ 상업시설, 숙박시설 등은 건축물의 입면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함

재료

Ÿ 외장재는 유리를 제외하고 3종류 이내로 사용함

상층부･지붕

Ÿ 상업시설 옥상부에는 조경 및 휴게공간을 조성함

권장사항
저층부

Ÿ 보행공간을 활성화하고 연속된 보행몰을 형성하기 위하여
아케이드를 조성함
Ÿ 가로에 대응하는 상업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행공간이
충분한 경우 테라스를 조성함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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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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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 표 2-6 |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항목
규모

재료
저층부
기타

교육시설
필수사항
문화
･
복지시설
환경시설

교통시설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Ÿ 건축물군의 규모 변화를 유도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함
Ÿ 도로에 면하여 조성되는 경우 주변 건축물에 비해 위압적인
규모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획함
Ÿ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재료, 소재를
계획함
Ÿ 보행공간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광장형 공지
등에 접하는 저층부에는 로비나 문화・예술활동 등
활력창출공간을 배치함
Ÿ 공공건축물 내·외부 공간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설치기준을 적용함
Ÿ 매스감이 주는 위압감이 크지 않도록 교사동과 부속동을 분산
배치하고, 입체적으로 입면을 분절하여 계획함
Ÿ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함
Ÿ 중심성과 개방성을 강조하고, 공공성을 증진하여 지역중심의
역할을 하도록 계획함
Ÿ 주변 환경과 차별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조화를 우선시하고
기능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재료 등을 계획함
Ÿ 환경친화적이며 생태적인 계획방법으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함
Ÿ 콘크리트와 같은 차폐감이 있는 입면은 지양하고 유공판 같은
재료를 활용하여 개방감 있게 조성함
Ÿ 터미널이나 역사의 외관은 지나치게 차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와 형태와 재료 등을 디자인함
Ÿ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체계를 마련함

상층부･지붕
저층부

권장사항

기타

공공청사

Ÿ 지붕은 옥상녹화하고 공공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은 옥상정원을
조성함
Ÿ 필로티 등 개방적인 구조로 계획함
Ÿ 부속시설이 외부에 별도의 시설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지붕이 있는 간결한 형태의
보행통로를 계획함
Ÿ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나 시설은 다국어 표기와
픽토그램 사용 및 관련 시설 설치를 확대함
Ÿ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벤치나 파고라 등은 야간범죄예방을
위해 가로등과 연계하여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함
Ÿ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디자인을 도입할
수 있음
Ÿ 관광지 등에 설치되는 공공안내소 외부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일정 규모의 주거장(Bicycle parking lot)을 확보할
것을 권장함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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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창고시설

체크리스트

| 표 2-7 | 공장･창고시설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항목
규모

Ÿ 산지나 구릉지에 조성하는 경우 주변 산세와 지형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함

Ÿ 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사면은 다단처리하여 식재로 피복함

단지조성

Ÿ 대지 내 옹벽은 식재가능 블록이나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으로 조성함

Ÿ 콘크리트 옹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다단으로 구성하고
옹벽 하부와 층간에 조경 공간을 형성하여 인공벽 노출을
최소화함
필수사항
Ÿ 보행에 위압감을 주는 높이의 인공담장을 지양함

외부차폐

Ÿ 단지의 경계부는 식재공간으로 조성함

Ÿ 차폐가 필요한 구간은 수고가 높은 상록수목을 활용한
다층식재로 구성함

재료

상층부･지붕

외부차폐

권장사항

재료

상층부･지붕

Ÿ 주요 가로나 오픈스페이스에 면한 벽면은 자연재료 또는
자연질감의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함

Ÿ 지붕은 남양주시 지정색(12가지) 범위에서 계획함

Ÿ 보행에 위압감을 주는 높이의 인공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2m 이상 후퇴하고 후퇴부는 식재공간으로
조성함

Ÿ 외장재는 유리를 제외하고 2종류 이내로 사용함

Ÿ 지붕은 사이딩이나 무광의 금속기와를 사용함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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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기반시설 체크리스트
Ÿ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대상 중 하천과 도로를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Ÿ

철도시설에 대한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경관심의운영지침을 따름

Ÿ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함

1) 하천 체크리스트
Ÿ

하천체크리스트는 하천 설계 시 검토해야하는 공통사항과 도로 영역별로 검토해야하는 사항
으로 구성함

▍ 하천
Ÿ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검토기준을 참고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함

| 표 2-8 | 하천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구 분
관련 계획 및
규정 검토

검토항목
A1

Ÿ 대상지와 관련한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반영함

A2

Ÿ 전체적인 도시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A3

Ÿ 생태적 안정성, 계절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A4

Ÿ 친수공간은 수변 접근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함

A5

Ÿ 부정적인 조망요소를 최소화하고 매력적인 풍경을
창출하도록 계획함

A6

Ÿ 구조물・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나 기본방향은
지역성 반영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A7

Ÿ 주요 구조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함

A8

Ÿ 공공시설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함

A9

Ÿ 야간조명은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으로의 광공해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함

선형계획

주요 시설의 설계

야간경관계획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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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 하천 체크리스트(공통사항)_검토항목별 세부검토기준
검토항목
A1

Ÿ 대상지와 관련한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반영함

A2

Ÿ 전체적인 도시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함

A3

Ÿ 생태적 안정성, 계절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A4

Ÿ 친수공간은 수변 접근성을 고려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함

A5

Ÿ 부정적인 조망요소를 최소화하고
매력적인 풍경을 창출하도록 계획함
Ÿ 구조물・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나 기본방향은 지역성 반영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Ÿ 주요 구조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함
Ÿ 공공시설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함
Ÿ 야간조명은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으로의 광공해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함

A6

A7
A8
A9

▍ 하천

세부검토기준
- 대상지와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권역, 축, 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검토 및 반영
-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조망통제점과의 관계 검토 및 시뮬레이션
-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및 반영
- 하천구역과 주변의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을 연계하여
일체적으로 계획함
- 기존 오픈스페이스 및 공원 녹지와 연계하여 계획함
- 하천의 미지형을 최대한 살리고 주변 경관과 시각적 연속성을
갖도록 계획함
- 계절적 변화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다양한 하천경관을
연출하도록 계획함
- 하천 내 인공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자연경관 변화를
최소화 함
- 친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조망점, 하천트레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함
- 친수공간은 접근성과 쾌적성을 고려하여 조성함
- 주변의 경관과 연계되고 조화로운 하천경관을 형성함
- 하천의 시각적인 연속성과 조망이 확보되도록 하천경관을
형성함
- 주요 조망지점에서부터 하천으로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조망축을 설정하여 하천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함

- 부속시설은 경관 및 기능,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함
- 공공시설물 등 하천 관련 시설물을 일관성 있게 디자인함
- 인공구조물은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망을 고려함

- 야간조명은 하천변 친수공간이나 산책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함
- 주변 지역으로의 광공해를 방지하도록 계획함

영역별 체크리스트

| 표 2-10 | 하천 영역별 체크리스트
구 분
친수공간

검토항목
Ÿ 보존이 우선시되는 구역과 개발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친환경적인 형태로 친수공간을 조성함
Ÿ 하천변에 서식하는 자생 수종을 중심으로 계획함

식재

시설물

Ÿ 서식 환경의 홍수위, 침수빈도 등을 고려하여 서식 환경에
적합한 수종과 식재 방법을 계획함
Ÿ 폭원이 넓은 하천의 경우 연속된 선형을 강조하고 공간
스케일에 어울리도록 식재구조를 계획함
Ÿ 하천･호수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수질정화
지역을 도입함
Ÿ 목재, 석재 등의 친환경재료를 중심으로 하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을 계획함
Ÿ 수시로 침수되는 지역은 고정형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고,
내부식성, 내오염성,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시설물로 계획함
Ÿ 수상사고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절한 곳에 배치함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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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 체크리스트
Ÿ

도로체크리스트는 도로 설계 시 검토해야하는 공통사항과 도로 영역별로 검토해야하는 사항
으로 구성함

▍ 도로
Ÿ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검토기준을 참고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함

| 표 2-11 | 도로 체크리스트(공통사항)
구 분
관련 계획 및
규정 검토

선형계획

주요 시설의 설계

야간경관계획

검토항목

A1

Ÿ 대상지와 관련한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반영함

A2

Ÿ 도시 전체적인 구조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네트워크
및 가로녹지축을 형성함

A3

Ÿ 도로의 선형과 구조는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A4

Ÿ 주요 결절부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함

A5

Ÿ 구조물・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나 기본방향은
지역성 반영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A6

Ÿ 주요 구조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함

A7

Ÿ 가로시설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통합 디자인으로 계획함

A8

Ÿ 야간조명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주변으로의 광공해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함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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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2 | 도로 체크리스트(공통사항)_검토항목별 세부검토기준
검토항목

104

세부검토기준

A1

Ÿ 대상지와 관련한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반영함

- 대상지와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권역, 축, 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검토 및 반영
-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조망통제점과의 관계 검토 및 시뮬레이션
-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및 반영

A2

Ÿ 도시 전체적인 구조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네트워크 및 가로녹지축을
형성함

- 지형, 가로망과 가로구조 등 기존의 도시구조와 수목 등 주변
자연환경, 건축물 등 지역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한 도로
선형과 구조를 계획함
- 공원 및 녹지 등 지역의 주요 공공공간과 기존 도로망 및
녹지축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함

A3

Ÿ 도로의 선형과 구조는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 도로 선형은 주변의 도시구조 및 경관요소와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 산지, 구릉, 수변 등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선형과
도로구조를 계획함
- 시각적 연속성과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함
- 유연한 주행 및 보행행태를 고려한 변화감 있는 연속경관을
계획함
- 주행자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시각적 연계성 및 조망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개방감을 확보함
-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구간을 구분하여 구간별 특성을
제시하고 특성을 고려한 도로의 설계방향과 구조를 제시함

A4

Ÿ 주요 결절부는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함

- 도로가 교차되는 곳, 주요 진입부 등은 결절부와 방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함

A5

Ÿ 구조물・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나 기본방향은 지역성 반영
및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함

- 구조물 및 시설물 조성에 대한 디자인 컨셉이나 기본방향을
지역성을 고려하여 설정함

A6

Ÿ 주요 구조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함

- 컨셉이나 기본방향에 부합하도록 일관성 있게 디자인하고
주행자의 시선 및 주변 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계획함
- 자연 및 인공환경과의 조화를 우선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함
-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는 적정한 규모로 계획함
- 주요 시설물의 규모와 비례, 재료, 색채 등은 도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 인공물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함
- 이동속도에 따라 도로의 연속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
규모를 계획하고 배치함
- 이동경로에 따른 경관의 연속성 및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함

A7

Ÿ 가로시설물의 배치와 규모,
디자인을 적절하게 계획하고 통합
디자인으로 계획함

- 가로시설물 및 주변시설물이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가지도록
설계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함

A8

Ÿ 야간조명은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주변으로의 광공해 방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함

- 야간조명은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기능을 고려하고 도시의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함
- 해당 시설 및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하되, 과다한
연출은 지양함
- 주변 지역으로의 광공해를 방지하도록 계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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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영역별 체크리스트

| 표 2-13 | 도로 영역별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항목

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Ÿ 띠녹지 형태로 식재를 연속 확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권장함
Ÿ 시설물 설치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점유를 최소화함으로써 개방적인
가로공간을 조성함

식수대

Ÿ 교통안내와 전광판 등의 교통안내‧표지 시설물은 가급적
통합설치하도록 하며, 주변 경관을 가리지 않는 최적화된 크기로
설치함
Ÿ 중앙분리대에 화단 조성을 권장함
Ÿ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함
Ÿ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계획함
Ÿ 교통약자가 불편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
CPTED를 도입하여 계획함

보도

Ÿ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함
Ÿ 보도의 복잡한 패턴과 원색의 사용을 지양함
Ÿ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시 차량 측풍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충분한 분리폭을 확보하거나 보호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함
Ÿ 보행자, 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함
Ÿ 자전거 이용자를 고려하여 인접한 자전거도로와 단절 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함

횡단보도

Ÿ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우천 시 등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잘
보이도록 도색함
Ÿ 고원식 횡단보도의 경우 주변에는 야간의 사고방지를 위한 표지,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함
Ÿ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점은 보행자를 쉽게 인지하고 눈부심을
최소화하도록 조명기구를 설치함
Ÿ 자전거도로의 포장은 노면의 재질이나 공원, 하천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함
Ÿ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경계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함

자전거도로

Ÿ 일정 간격으로 바닥에 자전거도로 표식을 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예방함
Ÿ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교차되거나 차도 위에 설치될 경우에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면 처리를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함
Ÿ 차도와 횡단보도가 만나는 지점에는 자전거도로에 진행방향을
표시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함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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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사업 체크리스트
Ÿ

본 체크리스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개발사업 체크리스트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검토함

Ÿ

검토항목에 대한 세부검토기준을 참고하여 반영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함

| 표 2-14 | 개발사업 체크리스트
구 분

검토항목
A1

Ÿ 대상지 위치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계획함

A2

Ÿ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존·활용을 고려하여 계획함

A3

Ÿ 대상지를 포함한 인접지역의 부정적인 경관자원을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

A4

Ÿ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A5

Ÿ 경관권역・축・거점 등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공간별
계획 방향을 수립함

A6

Ÿ 주변 자연환경, 도로축과 연속적인 축을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함

A7

Ÿ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함

A8

Ÿ 가로의 특성을 드러나도록 계획을 수립함

A9

Ÿ 도로변 녹지를 충분히 확보함

A10

Ÿ 보행환경 및 체계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함

건축물 및 색채

A11

Ÿ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함

(필요시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계획)

A12

Ÿ 공공성을 증진하고, 가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행공간을 계획함

기타

A13

Ÿ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경관적 방안을
마련함

관련계획 및
규정 검토

경관
기본방향 설정

경관 구조 구상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경
관
부
문
별
계
획

가로

[의견 제시]
- 경관체크리스트 검토항목을 기준으로 의견 제시
- 반영여부 등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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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미반영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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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5 | 개발사업 체크리스트_검토항목별 세부검토기준
검토항목

세부검토기준

A1

Ÿ 대상지 위치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계획함

- 대상지와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권역, 축, 거점,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검토 및 반영
- ‘남양주시 경관계획’의 조망통제점과의 관계 검토 및 시뮬레이션

A2

Ÿ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존·활용을
고려하여 계획함

- 고유한 지역 현황을 반영하고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A3

Ÿ 대상지를 포함한 인접지역의
부정적인 경관자원을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함

- 대상지를 포함한 지역 전체의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Ÿ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경관을 고려하여 밀도, 용도배치 등 토지이용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등을 설정함
- 주변 지역의 가로체계, 토지이용 등의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하여
인접한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와 연계되도록 계획함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함

A5

Ÿ 경관권역・축・거점 등 경관구조를
설정하고 공간별 계획 방향을
수립함

- 기본방향에 따라 실현가능하고 일관된 목표 및 전략을 수립함
- 개발사업 규모, 장소의 특성 및 이용자를 고려한 경관구조(권역,
축, 거점)를 설정한
- 경관구조별 장소성․조화성을 확보하고 특성화 함
- 주변 맥락과 상징성을 고려한 주요 진입부, 경관거점 및
결절부를 계획함

A6

Ÿ 주변 자연환경, 도로축과 연속적인
축을 형성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함

- 경관구조의 위계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가로, 공원,
녹지 등을 계획함
- 주변 여건, 규모, 위치 등에 따른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
및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함

A7

Ÿ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함

- 공원과 녹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함

A8

Ÿ 가로의 특성을 드러나도록 계획을
수립함

-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도로표지판, 시설안내판 등
가로시설물은 보행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통합지주로 계획

A9

Ÿ 도로변 녹지를 충분히 확보함

-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보행공간이 충분한 경우 식수대를 충분히 확보함

A10

Ÿ 보행환경 및 체계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함

-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 휴먼 스케일을 고려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 계획함

A11

Ÿ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계획함

-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 등을 계획함

A12

Ÿ 공공성을 증진하고, 가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함

- 건축물의 저층부와 가로나 수변에 면한 공지는 걷기 즐거운
가로를 형성하도록 공지를 지정하거나 지침을 제시함

A13

Ÿ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하여
경관적 방안을 마련함

-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검토하여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함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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