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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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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디자인 관리지침

1. 목    적

본 지침은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155호)에서 규정된 사항

중 사설안내표지의「도로관리청의 별도 관리지침 운영」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설안내

표지의 규격, 색상, 형태 및 설치방법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로경관 개선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가. 본 디자인 지침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가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설치하는 사설안내표지에 적용한다

나.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ㆍ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서 도로표지 제작ㆍ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산업ㆍ교통분야 10종, 관광ㆍ휴양분야 7종, 공공ㆍ공용분야 12종 

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다수의 도로이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설치하는 표지를 말한다

3. 표준모델

3.1 표지의 크기

가. 표준형 사설안내표지의 규격은 1,200mm(가로) × 280mm(세로)로 한다

나. 표준형 표지판 크기 변경

(1) 도로관리청은 보행자나 운전자의 인지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가로 

또는 세로 규격을 표준크기 이하로 설치 허가 할 수 있다

(2) 도로관리청에서 표지판 규격을 표준 규격 이상으로 확대 설치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디자인담당 부서와 별도의 디자인 협의 후 설치 허가 하여야 한다

  3.2 색상

가. 표지판색(일반형)

(1) 적용대상 :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중 산업ㆍ교통 분야 표지와 관광지형 표지 색상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ㆍ공용분야 표지 등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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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 DEC-S9

Munsell HV/C  N4

KS  1510

L*a*b  40 0 0

sRGB  94 94 94

CMYK  0 0 0 69

나. 표지판색(관광지형)

(1) 적용대상 :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중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건축물, 사적지, 명승지 등

관광명소 및 이에 준하는 공공ㆍ공용분야 시설에 적용한다

Munsell HV/C

KS

L*a*b  

sRGB  79 28 11

CMYK  40 85 91 63

다. 지주색

N 4.5 DEC-S8

Munsell HV/C  N4.5

KS  1508

L*a*b  47.32 - -

sRGB  106 106 106

CMYK  0 0 0 75

라. 안내문안 및 도안의 색상 : 하양(흰색)

하양

Munsell HV/C  N9

KS  

L*a*b  95.06 - -

sRGB  227 227 227

CMYK  0 0 0 0

  3.3 안내문안 및 도안

3.3.1 글자크기 및 폰트

가. 표지의 표준규격 적용시 한글, 영문, 한자 및 숫자는 다음 폰트와 크기를 적용한다

(1) 폰트 및 크기 (일러스트 기준)

가) 한글 : 윤고딕140, 370pt, 기본장평 90%, 기본자간 0

나) 영문 : Dinmed Regular, 180pt, 기본장평 90%, 기본자간 -30

다) 한자 : 산돌고딕 Medium, 170pt 기본장평 90%, 기본자간 0

라) 숫자 : 윤고딕130, 180pt, 기본장평 80%, 기본자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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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370pt, 윤고딕140)

120mm
45mm

45mm 45mm

영문(180pt, Dinmed Reg)

한자(170pt, 산돌고딕 Medium) 숫자(180pt, 윤고딕130)

<표준 폰트 및 글자크기>

나. 표지판 가로, 세로 크기를 표준규격 이하로 설치 할 경우 보행자가 적정 가시거리

(20m~10m)에서 읽기 쉬운 글자 크기로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독거리 한글높이 영문높이

30m 120mm 이상 90mm 이상

20m 80mm 이상 60mm 이상

10m 40mm 이상 30mm 이상

4~5m 20mm 이상 15mm 이상

1~2m 9mm 이상 7mm 이상

(참고) 글자크기에 따른 가독거리(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 2009년 2월)

3.3.2 내용 및 배열

가. 안내에 필요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한

정보만 간략하게 표기한다

나. 안내문안은 시설(지역)명, 방향 및 거리, 상징마크(픽토그램) 이외의 문자를 표기하여

서는 안된다

다. 상징마크(픽토그램)의 경우 기술표준원에서 고시된「공공안내 그림표지 국가표준 

(KSA0901)」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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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표준규격 표지판의 표기방법

가. 표기원칙

(1) 시설명은 한글, 영문(또는 한자) 동시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표지판 양면에 같은 

내용을 표기하여 통행 양방향에서 표지판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2) 한글, 영문, 한자, 숫자는 3.3.1 글자크기 및 폰트에서 규정한 장평과 자간(일러스트 

기준)을 기본으로 아래와 같이 배열한다

55

42

42

31

<표기요소 배열, 단위mm>

<화살표 모양, 단위mm>

(3) 시설명이 2자~10자인 경우 한글 시설명 표기는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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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글자수

장평 및 자간
(일러스트 기준)

예       시

2

장평 90%

자간 0

글자간 네타 띄움

3

장평 90%

자간 0

글자간 한타 띄움

4
장평 90%

자간 0

5
장평 90%

자간 0

6
장평 90%

자간 0

7
장평 90%

자간 0

8
장평 85%

자간 0

9
장평 80%

자간 -50

10
장평 73%

자간 -50

(4) 한글 시설명이 11자 이상이며 한줄로 표기해야 할 경우 문장폭이 최대 900m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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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않도록 장평과 자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표기한다

(5) 한글 시설명이 2줄로 표기 가능한 경우 또는 한줄 표기에 비하여 2줄 표기가 시설명을

인지하기 좋은 경우 시설명을 두 줄로 표기할 수 있으며 영문(또는 한자) 표기는 

생략 가능하다

<한글 시설명 두 줄 쓰기 예시>

(6) 표기내용 중 거리는 1000m 미만일 경우 미터(m) 단위를 사용하며 1000m 이상인 

경우 소수 첫째자리까지 km로 표시한다

<예시> 150m, 300m, 1.0km, 1.5km 등

(7) 안내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시설명을 축약하여 표기할 경우 거주민 

또는 내방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 약어는 [현대

국어의 약어목록(1994, 국립국어연구원)], 영문 약어는 [서울특별시 사설안내표지 

영문 약어 표기 기준] 등을 참고하여 표기한다

▶한글표기 예)  대전광역시청

 <정식표기> 〉
 대전시청 

 <약어표기>

▶영문표기 예)  Daejeon Metropolitan City Hall

 <정식표기> 〉
 Daejeon City Hall

 <약어표기>

<축약표기 예시>

  3.4 허가사항 표기

가. 도로관리청에서는 사설안내표지 도로점용 허가시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피허가자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 지주에 허가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한다

나. 허가사항 제작 및 부착 방법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투명필름 스티커에 흰색(표준색 지주 사용시) 또는 검은색으로 인쇄

(2) 표지판이 설치된 지주의 2m 높이에 사설안내표지 설치 순서대로 부착

(3) 크기는 90mm(가로) × 50mm(세로)를 표준으로 하며 필요시 현장여건에 따라 육안

으로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크기로 적절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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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번 호  ○○구 - 01 -001

허 가 기 간

시 설 명

전 화 번 호

<허가사항 표기방법>

  3.5 지주의 사용 및 설치방법

가. 비슷한 위치에 설치 가능한 사설안내표지는 한개의 지주에 3개까지 연립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점용허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표지를 설치한다

나.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2개 이하 표지가 부착된 독립 지주가 기(旣)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별도의 지주 설치는 금한다

다. 지주의 난립 방지를 위하여 지주의 신설 보다는 벽, 가로등 등의 기존시설 및 지주 

활용을 권장한다

라. 지주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지주의 기초는 

지지대와 앵커볼트가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하거나 덮개 등을 이용하여 

깔끔하게 마감한다

마. 보도가 설치된 시가지부에서는 표지의 차도측 끝단이 차도 바깥쪽으로 최소한 20cm

이상 되도록 지주를 설치하여 표지가 차량 통행의 위험요소가 되지 않게 한다

바. 지주는 설치 바닥면의 경사도와 관계없이 연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①

②

③

<표지판 설치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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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설계도면 및 설치 이미지

3.6.1 연합지주형

가.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표지판

규 격 1200mm(가로) × 280mm(세로) × 20mm(두께)

소재 및 가공방법 스틸 절곡 제작, 지정색 불소도장

표 시 내 용 컷팅시트 부착

지주원통 부착방식 용접가공

지  주
규 격 설계 이미지 참조

소재 및 가공방법 스틸 규격제품 사용, 용접 및 지정색 불소도장

나. 설계도면 및 설치 이미지

(1) 표지판 (단위mm)

<평면도>

20

용접가공

스틸강관, φ101.6, T3.2 / 지주색 도색

<정면도> <우측면도><좌측면도>

1200

20

101.6 101.6

300

60

160

80

볼트 삽입구멍

볼트 삽입구멍

표지판색(일반형, 관광지형)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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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삽입부 절단면도> <무두렌치볼트 예시>

(2) 지주 및 부속품 (단위mm)

접합부 용접가공

900

3100

스틸강관, φ89.1, T3.2

스틸강관, φ101.6,

T2.3

지표면

<지 주> <부속품>

지표면

스틸강관
φ 1 0 1 . 6 ,

T2.3
300

(평면ㆍ정면도)

(정면도) (사시도)

(사시도)

다. 적용예시 및 설치 이미지

표지1 표지1

표지2 표지2

표지3

표지1

부속품

부속품

<표지1 설치시> <표지1,2 설치시> <표지1,2,3 설치시>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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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1

표지2

표지3

<적용예시>

(개선전) (개선후)

<표지1,2 설치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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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기존지주 부착형

가. 기본사항

구      분 내      용

표지판

규 격 1200mm(가로) × 280mm(세로) × 20mm(두께)

소재 및 가공방법 스틸 절곡 제작, 지정색 불소도장

표 시 내 용 컷팅시트 부착

결 속

부 품

규 격 기존지주 규격에 따름, 설계 이미지 참조

소재 및 가공방법 스틸소재, 기존 지주와 동일색으로 불소도장

결 속 방 법 볼트 및 너트 사용

나. 설계도면 및 설치 이미지

(1) 표지판(단위mm)

20

<평면ㆍ정면도>

1200

280

60

160

60

볼트 삽입구멍

25

(2) 표지판 지주 결속 부품(단위mm)

50

반경 : 기존지주 반경에 맞추어 제작

30

표지판 접합부

280

<평면ㆍ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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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10mm 이하로 설치

볼트 : 너트 통과 길이 5mm 이하로 컷팅 마감

* 볼트ㆍ너트 색상 : 결속부분 색상과 동일색으로 붓도장 마감

<볼트삽입부 절단면도>

표지판과 동일색으로 도색

기존 지주색과 동일색으로 도색

<색상적용 및 부착 예시>

  3.7 예외규정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이미 시민에게 각인된 고유 표준형 모델을 가지고 있는 공공

기관의 사설안내표지의 경우 표지의 크기, 색상, 기관로고 사용 등에 관한 별도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디자인담당 부서와 별도의 디자인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한다 

4. 점용허가

가. 지주별 최대 3개 표지 설치원칙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새롭게 설치되는 지주가 향후 

다른 기관과 함께 공동 사용ㆍ관리될 수 있음을 조건으로 설치자에게 점용허가 한다

나. 표지 설치자가 기존 지주를 사용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규 표지 설치자로 하여금 지주의

재도색, 기초보강 등 표지의 추가설치에 따른 지주 정비를 요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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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

가. 사설안내표지는 설치기관에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 탈색, 훼손 등으로 인해

도로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한개의 지주에 여러개 표지가 연립

하여 설치된 경우 지주는 공동 관리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사설안내표지의 유지관리가 불량한 경우 설치기관으로 하여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 철거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6. 경과규정

가. 본 지침 시행전 이미 설치 허가된 사설안내표지는 점용허가 만료일까지 표준모델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시에는 본 규정에 의거 표준형 모델을

적용ㆍ설치할 경우에 한해 점용허가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