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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 종로구 여성친화 도시 지정 추진사업 일환으로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작성 준비

‐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추진 시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로 활용

‐ 종로구 도시개발, 지역개발, 구청사, 동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건축(신축/리모델링) 및 

개선 시 사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종로구 중 이용시설 건축 시 권고 지침으로 활용

◦ 종로구는 현재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임

‐ 종로구는 현재 신청사 현상 설계 공모 사업을 심사를 마치고 실시설계 단계 직전 상황

‐ 임시청사 조성 계획 중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종로구 공공청사 신축 및 개축 등 조성 시 설계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 가이드라인(안) 제시임

◦ 현재의 종로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의 조성 실태 및 문제 요인 파악을 통해 신청사 및 

임시 청사 계획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함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1 . 연구배경 및 목적

0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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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1979~2020년(관련 법규 제·개정 기준) 

◦ 공간적 범위: 종로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 전체 

   

◦ 내용적 범위

‐ 여성친화 공간 개념

‐ 여성친화 공간 조성 관련 법/기준

‐ 종로구 공공건축물 공간 조성 현황 및 주요 이슈

‐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안) 

‐ 연구결과 활용 

‐ 정책 제안  

￭ 시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

￭ 내용적 범위

2 . 연구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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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 여성친화 및 공공건축 관련 개념 정리

‐ 여성친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관련 법규 및 

기준, 관련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연구 등 참고

◦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및 규정, 배려주차장 설치 현황 

‐ 법령정보센터 온라인 법령 자료 및 신문기사 검색

◦ 해외(일본) 배려주차장 제도 사례 조사 

‐ 일본 국토교통성, 2019, 「주차 허가제 사례집 - 장애인등 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위

한 처」

◦ 타 지자체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사례 조사

◦ 종로구 내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문화시설, 상업시설 시설 설치 실태 조사

‐ 화장실, 승강기, 계단, 복도, 수유실, 접근로, 주출입구, 안내시설 등 설치 현황 

‐ 주차장: 배려주차장 설치 현황

◦ 서울 시내 타 지자체 배려주차장 설치 현황 조사 

￭ 문헌 연구

￭ 현장 조사



02

여성친화 공간 개념 정립

1_여성친화도시/공간 

2_배리어프리(BF) VS 유니버설디자인(UD)

3_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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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여성친화도시/공간

1) 여성친화도시 정의 

◦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임(「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제1항)

◦ 「양성평등기본법」1) 제39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

‐ 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명시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별도의 여성가족부령은 마련

되지 않고,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로 체 운영 중임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15 신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4조(‘15 신설)

제39조(여성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

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

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 는 시·군·자치구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여성친화도시 지정)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이하 "여성친화도시"로 한다)
로 지정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여성친
화도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형성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방안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방안

4. 해당 지방자치단체 여성의 권익 증진 방안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에 따른 여
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추진기반 및 수행능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
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
한 경우에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
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친화도시의 정책이 성인
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
요한 교육이나 자문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
친화도시의 지정 및 재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1) 세계적으로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는 관점을 반영하여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입법취지에 맞게 
법명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 여성친화도시 정의

￭ 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 근거

02 여성친화 공간 개념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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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관련 추진내용2) 

◦ 일자리, 교육, 안전, 도로, 도시계획 등 사업계획부터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할 수 있는 조례 및 규칙 제정/개정함

◦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 실적’을 지자체 종합성과평가(BSC) 지표에 포함함

◦ 지역 사회 내 공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운영

‐ 연령/성별/장애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 제약 완화를 위해 자체 공간 조성 기준을 수립

하여 공공 건축물 조성 및 리모델링 시 적용함

◦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구성

‐ 적용 상: 신축, 개보수를 추진하는 공공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시설로 일반적으로 

보행로, 화장실, 주차장, 돌봄 관련 시설(영유아 놀이시설 또는 공간, 수유실/임산부 휴게실), 

안내표지를 주요 상으로 함  

‐ 사업 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 수렴, 주무부서 컨설팅 의뢰를 기본사항으로 함

◦ 준비 단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참여단 공개 모집·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운영

‐ 지역사회 공간 모니터링, 행정 주요 사업 보고회 참석,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기획 

회의/심사 참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감시단 활동, 마을 활동가 등 활동 

◦ 여성친화기업 선정 시 기업체 현장 방문 확인·평가

‐ 여성 작업 환경,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편의시설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 

제안함

◦ 골목 위험 사각지  및 안전 이동 장애 요소 모니터링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안전지도 제작

과 해당 내용 마을주민과 공유, 안전 취약 지역을 개선함  

◦ 모니터링 내용

구분 안전요소 위험요소

범죄 예방

(아동안전지도)

비상벨, 방범용 CCTV 설치, 아동안전지

킴이 집, 공공시설, 치안시설(방범초소,

안전센터 등), 순찰함, 주민 모임 공간

사각지 , 유해시설, 가로등이 없거나 보완

필요한 곳, 통행량 적음, 불법주차, 재개

발 철거 지역

이동 안전 휠체어 출입가능 화장실, 보행로

위험한 간판이나 시설물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 안전장치가 없는 공사현장, 

교통사고 다발 장소

◦ 통학로 보행 안전 개선 및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시범사업 추진

‐ 통학로·보행로 확보, 사업 구간 내 보안등 조도 상향, 범죄예방환경 조성기법 적용

2)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집) 여성친화도시와 지역사회 변화』 내용을 발췌·정리함

￭ 모든 부서가 
  성 평등 사업 추진 

￭ 0세~100세 사용 
가능 공공시설 개선 

￭ 지역 여성의 행정 
의사결정과정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활성화 

￭ 여성친화희망기업 
선정·지원

￭ 마을안전지도 
작성·공유

￭ 안전한 보행 환경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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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배리어프리(BF) VS 유니버설디자인(UD) 

1) 배리어프리(BF: Barrier Free)

◦ “배리어프리(BF)”이라 함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3) 

◦ 배리어프리(BF)는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회의에서 소개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 보고서가 처음 사용됨 도시 및 건축 설계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함

‐ 미국은 1950년  후반부터 신체적 장애인의 생활에 장해가 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사

회적 문제로 다룸

‐ 1961년에는 미국표준협회(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 법적 구속

력은 없는 장애인의 접근 가능하고 용이한(Accessible and Usable) 디자인 기준(ANSI 

A117.1)을 발표함

‐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 통과로 이후 ANSI A.117.1 내용의 상당 부

분이 법적 구속력을 지닌 기준 작성에 차용됨: 접근성 디자인 최소기준(MGRAD, 1982), 

표준 연방 접근성 기준(UFAS, 1984)5)   

◦ 1990년 에 이르러 건축을 중심으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심

신 장애인의 이동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가 마련됨

‐ 1990년 심신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법(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정

‐ ADA를 근거로 하여 1991년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디자인 기준(ADA Standards 

for Accessible Design)」

‐ 1999년 접근성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2004년 「장애인법(ADA)」과 「건축장애물

법(Architectural Barrier Act)」 기준인 통합본 제정

2) 유니버설디자인(UD: Universal Design)

◦ 1997년 Ronald Mace에 의해 주창된 유니버설디자인은 물리적 시설 및 공간의 장애를 

없애는 것에서 확장되어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

품,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정의됨

‐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배려한다는 의

미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Design for All)’으로 불리기도 함

◦ 유니버설디자인은 배리어프리(BF)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건축, 공간, 제품 등 물리적 환경

/요소뿐만 아니라, 교육, 정보, 복지, 서비스 등 사회적 환경 정비를 포함 모든 분야 전반

에 적용됨

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172, 재인용

4) 정석(2006), 「보도설치기준 국제비교 연구」, 서울연구원, pp.76~77, 경상남도(2020),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p.16 내용 참고 

5) MGRAD: Minimum Guidelines and Requirements for Accessible Design, UFAS: Uniform Federal Accessibility Standard 

￭ 정의 

￭ 태생 배경4)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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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디자인 7원칙과 디자인 원리

원칙 디자인 원리 지침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에게 유용하고 잘 이용됨

1a. 모든 이용자에게 같은 사용법을 제공함: 가능한 

한 동일한, 불가능 시 동등한 사용법 제공

1b. 어떠한 이용자도 배제되지 않도록 함

1c. 프라이버시, 보안 및 안전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동등하게 이용

1d. 모든 이용자에게 매력적으로 설계

사용상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광범위한 개인의 선호와 

능력을 수용함

2a. 사용법을 선택할 수 있음

2b. 오른손, 왼손 사용 접근 고려

2c. 이용자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높임

2d. 이용 적응 속도에 한 융통성 확보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 Intuitive Use

이용자의 경험, 지식, 언어 

능력, 집중력과 관계없이 

이해하기 쉬움

3a. 불필요한 복잡함은 없앰

3b. 이용자의 기 와 직관에 부합함

3c. 이용자의 광범위한 문해 및 언어 능력 고려

3d. 중요에 따른 정보 정렬

3e. 이용 중과 이용 후에 효과적인 알림과 피드백

인지할 수 있는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주변 조건이나 이용자의 
감각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4a. 필수 정보의 다양한 방법(그림/언어/촉각)으로 

중복 표시

4b. 필수 정보와 주변 환경간의 적절한 비

4c. 필수 정보의 가독성 최 화

4d.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요소 다양화(예: 지시내용 

및 방향 정보 쉽게 제시)

4e. 감각에 제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 및 장치의 호환성 제공

실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작동으로 인한 위험 및 
부작 용 최소화

5a.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는 요소 나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요소의 접근성을 가장 좋게, 위해 

요소는 제거, 격리 또는 차폐

5b. 위험과 오류에 한 경고 제공

5c. 장애 방지 기능 제공

5d. 중요에 따른 정보 정렬

5e. 경계해야하는 업무에 무의식적 행동 방지

적은 신체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이용 시 효율적이고 
편안하며 피로를 최소화

6a. 이용자가 중립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6b. 합리적 조작력 사용

6c. 반복 행동 최소화

6d. 지속적인 신체적 노력 최소화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 Use

사용자의 신체 크기, 자세, 

이동성에 관계없이 접근, 

도달, 조작 및 이용을 위한 

충분한 크기와 공간 제공

7a. 앉은 또는 서 있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요소가 

명확히 보일 수 있게 함  

7b. 앉은 또는 서 있는 이용자가 모든 요소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함

7c. 사용 손과 잡는 사이즈에서 다양성을 충분히 

제공

7d. 보조 장치 또는 개인적 도움을 위한 충분한 공간 

제공 

자료: http://universaldesign.ie/What-is-Universal-Design/The-7-Principles, 
     https://projects.ncsu.edu/ncsu/design/cud/about_ud/udprinciplestext.htm

￭ Ronald Mace의
  유니버설디자인
  7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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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리어프리(BF)와 유니버설디자인(UD) 비교

◦ 유니버설디자인(UD)은 배리어프리(BF)에서 확장된 개념임 

‐ 배리어프리(BF)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특정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

에서 불편이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된 것에 해서

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물리적 장애물을 없애는 것임‐ 유니버설디자인(UD)는 연령, 심신/언어 능력, 사용 환경 등 제반의 조건과 관계없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불만까지 제거한 디자인임

‐ 배리어프리(BF)는 물리적 시설과 공간적 장애 하드웨어적 요소만을 고려하는 반면, 유

니버설디자인(UD)는 참여(기회), 문화·정보 전달, 제도·법률적 장벽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까지 고려함

◦ 전 세계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물 제거 환경 조성(배리어프리)

에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현의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임

구분 배리어프리(BF) - 협의 UD 유니버설디자인(UD) - 광의 UD

개념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 

하고 쉽게 이용하도록 물리적 시설 및 

공간의 장애물 없애기

장애인을 주 상으로 하여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지침에 근거한 디자인

주로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하드+소프트웨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기회 제공

상

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적·정신 

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건물, 공공시설 및 공간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시설/설비/정보)의 장애물 

제거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Design for All)

건축, 공공공간, 제품, 서비스 등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관련

법규

장애인복지법 <1989 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 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2010 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12 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6 제정>

각 지자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2016 제정>

참고: 서울특별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p.19, 경상남도(2020), 「경상남도 유니  
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p.15 내용 재구성

[표 2-1] 배리어프리(BF)와 유니버설디자인(UD)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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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1)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셉테드)

◦ 범죄예방 환경설계란(CPTED)는 건축 및 도시 환경 조성 시 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범죄 예방·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설계 기법임

‐ 범죄에 한 방어적 디자인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근본적인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범죄 예방 전략임  

◦ 지역 및 도시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라는 셉테드(CPTED)의 기본 개념은 

1960년 초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의 『위 한 미국 도시들이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처음으로 제기됨

‐ 제인 제이콥스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건물 상태, 건축 설계, 공간 활동도 등

을 조사 결과 물리적 환경이 범죄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함

◦ 1972년 뉴먼(Newman, O.)은 그의 저서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에서 공공주택

에서 공간 관리 및 설계와 범죄의 상관성을 증명함

‐ 이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한 중앙 정부의 예산 투입을 이끌어냄

◦ 1982년에 사소한 무질서라도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담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발표되어 범죄예방 설계와 더불어 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됨

◦ 크로우(Crowe, T., 2000)는 “CPTED”를 ‘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사용으로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 시키는 디자인 기법’으로 정의함

◦ CPTED의 개념은 물리적 환경 개선(1세 ), 사회적 환경 개선(2세 ), 친환경 및 지속가

능 포함(3세 )으로 그 범위가 확장됨6)

‐ 1세  셉테드는 조경, 조명, CCTV, 비상벨, 출입차단기 등과 같이 물리적 환경이 주

인 반면, 2세  셉테드는 지역 커뮤니티의 사회적 정체성 확보, 사회적 유 , 공동체 

의식 고양을 통해 범죄를 통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임

그림출처: 범죄과학연구소(ICS, 2016), 「외국 셉테드 사업 추진 사례 연구용역」, p.2

[그림 2-1] 1세대와 2세대 셉테드 범위

       

6) 범죄과학연구소(ICS, 2016), 「외국 셉테드 사업 추진 사례 연구용역」, pp.1~5, 내용 참고

￭ CPTED 정의 

￭ CPTED 도입 배경￭ CPTED 도입 배경

￭ CPTED 개념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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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UN 연구보고서에서 소개된 3세  셉테드의 개념은 기존 개념에 ‘친환경’, 

‘지속가능’, ‘기술적으로 진보한’ 관점이 적용됨

◦ CPTED의 기본원리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지만, 공통되는 주요 원리는 ‘자연

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자연적 접근 통제(Natural Access Control)’, ‘영역성

강화(Territorial Reinforcement)’, ‘기타 요소(유지·관리/활동 지원)’ 등임

◦ 유광흠 등(2015)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한 5  기본원리, 6  실천전략을 제시함

‐ 자연적 감시: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하는 설계‐ 자연적 접근통제: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설계‐ 영역성 강화: 공간의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을 강화시키는 설계‐ 활동의 활성화: 자연감시와 연계된 다양한 활용을 유도하는 설계‐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한 계획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원리 범죄예방 환경설계 실천전략

그림출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5), 「실무자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북」, p.61(우) 

[표 2-2] 범죄예방 환경설계 대한 5개 기본원리와 6대 실천전략

◦ 여성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전제

‐ 여성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

경 조성’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기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함‐ 여성이 돌봄 상자를 동반하는 비율이 높기에 여성 공간이용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는 아동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장애인 등을 동반한 보행 및 공간 이용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유니버설디자인(UD) 고려함‐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다른 도시·건축 공간 이용 패턴(주 사용 공간/사용 

빈도 등)에 한 고려 역시 수반되어야 함 

￭ 여성 친화적 공간
  조성을 위한 전제 

￭ CPTED 기본원리와
  실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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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개요

◦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관련 법규로는 여성친화 환경 조성사업 추진 근거법과 범죄예방

디자인(CPTED) 관련 법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법과 도시·건축 공간 조성 관련 법규 

등으로 구분됨

◦ 여성친화 환경 조성 관련하여 현행법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근거법인 「양성평등기

본법(‘14.5, 전부개정)」과 ‘가족친화’ 사회환경 및 시설 조성 관련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08 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04 제정)」 등이 있음

◦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특정한 법규는 아직 제정되지 않고 관련 법 조항과 행정규칙

이 마련된 상태임

‐ 1990년 부터 범죄예방 요소가 반영된 도시·건축 공간 조성 관련 조항이 신설됨‐ 2010년 에 들어서 범죄예방디자인을 특정하는 행정규칙이 마련되고, 지방자치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함

구분 담당기관 제정년월 명칭

국토해양부 기타 국토교통부 2013.01.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고시 동작구 2015.04.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표 3-1]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행정규칙

구분 지자체 제정년월 명칭

광역시도 경기도 2013.12.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자치구 동작구 2014.12.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시군 무안군 2015.05.  「무안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표 3-2] 최초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그림 3-1]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관련 법규

￭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관련

1 .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관련 법규

03 여성친화 공간 조성 관련 법·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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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설디자인을 특정한 국가 차원 법규는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았으나 일부 광역자치단

체 및 지자체, 교육청 등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제정함 

구분 자치단체

광역시도
경기도(‘13), 제주특별자치도(‘14), 전라북도(‘15), 

서울특별시 / 전광역시 / 용인시 (‘16), 부산광역시(‘17), 경상남도(‘19)    

자치구
화성시(‘08), 전 동구(‘11), 천안시(‘15), 의정부시(‘16), 도봉구(‘17), 은평구 /

마포구 (‘18), 광주시 / 양천구 / 안양시 / 하남시 (‘19), 부산 사하구 / 과천시 (‘20)

시군 경기도교육청(‘18)

[표 3-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제정 자치단체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로는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추진 근거 법규, 협의

의 유니버설디자인인 배리어프리(BF) 관련 법규가 있음 

구분 법명

유니버설디자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2)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16)」8)

배리어프리

 「장애인복지법(‘89 전면개정, “심신장애인복지법(‘81 제정)”에서 법명 변경)」,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9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0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07)」  

[표 3-4]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현행 법규

[그림 3-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7)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근거 조항: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8)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근거 조항: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2호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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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법규의 변천

◦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09년(익산시 지정)부터 시작되었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지정’

에 한 법적 근거인 「양성평등기본법」은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의 법 조항이 ‘전

부개정’되고 법명이 변경되면서 마련됨

◦ 「양성평등기본법」 마련 전 여성친화 공간 조성 관련 법규로는 2007년에 제정된 ‘가족친

화 환경 조성사업’의 근거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친화

법)」이 있음

‐ 관련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수유시설 및 산모 휴게실 설치 등

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여성

친화

‘07.12. 

제정

「가족친화

법」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체계적 지원 체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의 책무 

등에 한 기본 사항 규정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관련 

(제5~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관련(제9~13조)

․ 여성가족부

‘08.6. 

제정

「가족친화

법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제2~3조, 제6~8조)  
․ 여성가족부

‘12.5. 

개정

「가족친화

법 시행령」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로 

확 (제2조)  

․ 여성가족부

‘14.5. 

전부

개정

「양성평등

기본법」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한 기본 사항 규정

성별영향평가, 양성평등 참여,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내용 규정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 여성가족부

․ 법명 변경

「여성발전 

기본법」→

「양성평등

기본법」

‘15.6. 

전부

개정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
․ 여성가족부

‘16.3. 

개정

「가족친화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 가족친화인증 의무 상에 공공기관 

추가 규정: 부·처·청과 감사원, 각종 위원회,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여성가족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표 3-5]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관련 법규 변천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친화도시 지정 외 여성친화 공간 조성 관련 법규는 ‘범죄

예방디자인’과 ‘시설/공간의 남녀 공간 불균형 완화’ 관점의 법규로 구분할 수 있음9)

‐ 범죄예방디자인(CPTED)과 관련하여 설계 시 방범 요소 고려나 ‘CCTV 설치’, ‘조명시

설 조도 높임’ 등은 관련 법 및 지침 등에 1990년 부터 명시됨

9)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나 「교통약자법」에 의한 임산부를 위한 시설은 여성친화시설이지만, 근거법이 장애인에서 대상을 확장하며 포함되는 내용
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법규를 검토함

￭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관련 법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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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2005년 6월 경찰청이 

「환경설계를 통한 방범계획 시범적용 연구」 수행을 위해 ‘부천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면

서부터임

‐ 부천시를 시범도시로 한 이 연구의 목표는 기존도시에 적용 가능한 CPTED 기법 도

출이었으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CCTV 설치 및 가로등 조절 등 환경개선을 시행함 

◦ 그 이전 ‘방범’을 건축 설계 시 고려사항으로 본 국내 최초의 법 규정은 1991년 1월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임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범죄예방디자인’ 관련 최초 법규로는 1992년 주차장 내 기존 조명 조도 기준을 상향하

고, 일정 규모 이상 주차장에 한해 방범용 CCTV 설치의무화를 규정한 「주차장법 시행규

칙(‘92.9. 개정)」이 있음

‐ 제6조①제8호: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기존 20~50lux→평균 70lux 이상‐ 제6조①제10호/11호: 100  초과 자주식 지하/노외 건축물식 주차장의 CCTV 설치 

의무 규정

◦ ‘범죄예방’ 및 안전을 위한 주차장 내 설치 조명 조도 기준은 1992년,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구체화 및 상향 조정됨 

‐ 범죄예방 관련 설치 기준 구체화‐ 특정 목적에 한해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됨

◦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특정한 관련 법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

호에 관한 법률(2007~2011)」에서 「개인정보 보호법(2011~현재)」로 이어짐

‐ 범죄예방 관련 설치 기준 구체화‐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개인 정보 보호에 보다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됨

◦ 2011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도시기본계획, 공원시설, 도시개발, 건축물 등의 계획 관련법

들은 관련 계획 수립 시 작성 내용에 ‘범죄예방 계획’ 부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7. 개정)」, 「도시·군계획수립지침(‘12.8. 폐지제정)」 

: 도시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12. 개정)」: 도시공원 조성계획‐ 「도시개발법 시행규칙(‘13.9. 개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 「건축법(‘14.5. 개정)」, 「건축법 시행령(‘14.11. 개정)」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15.4. 제정)」

◦ 2013년 12월 경기도의 해당 조례 제정을 필두로 하여 광역 및 지방 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함

‐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13.12. 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14.12. 제정)」‐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16.1. 제정)」

￭ CPTED 관련 법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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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C

P

T

E

D

‘91.3.

제정

「주택건설

기준등에관

한규정」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② 복합 건축 시 사생활 보

호·방범 및 방화 등 주거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 의무 

규정 신설

․ 건설부

ㆍ「주택건설촉

진법」 하위

‘92.9.

일부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에서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조명기준 상향

  :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기존: 주차부 

20lx, 차로 50lx> → 평균 70lx 유지(제6조①제8호) 

100  초과 자주식 주차장(지하)/건축물식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은 관리사무소에 주차장 내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 설

치‧관리 의무 규정(제6조①제10호/제11조②) 신설

․ 건설부

‘96.6.

일부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설치 기준 강화: 주차 수 100 →30  초과 자주식 

주차장(지하)/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 설치·관

리 의무 규정(제6조①제10호) 개정

․ 건설부

‘04.7.

최초

제정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①제10호/제11조② 근거

(제3조) 사각지  방지, 카메라, 모니터 설치 및 화질 

유지·관리 등 규정

(한시 시행) 최초 5년, 이후 3년 주기로 재발령(‘09/8, 

‘12/8, ‘15/8 제정)

․ 건설교통부

훈령

(행정규칙)

․ 재발령

‘07.5.

일부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근거 조항

(제4조의2①) 신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안내판 설치 규정 신설(제4조의2

⑤) 신설

․ 안전행정부

․‘11.3. 「개인
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폐지

‘07.11.

일부

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범죄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관련 세부 

규정(제4조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신설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안내판 설치 관련 세부 규정

(제4조의2⑤) 신설

․ 안전행정부

․‘11.3. 「개인
정 보 보 호 법 
시행령」 제정
으로 폐지

‘08.6.

일부

개정

「아동복지법」

제9조의2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신

설: 유치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 등에 범죄예

방용 CCTV 설치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

‘11.3.

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특정 목적으로만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한 근거(제25조①제2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자 안내판 설치 의무화 

규정(제25조④)  

․ 행정안전부

‘11.7.

일부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제5호 도시기본계획의 

작성 내용에 ‘범죄예방’ 부문 추가

․ 국토해양부

․ ‘15.7. 개정 

시 삭제

‘11.9.

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규정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시 안내판 설치 방법 및 

설치 예외 규정(제24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작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자 준수권장 규정(제27조) 

․ 행정안전부

[표 3-6] CPTED 관련 법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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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C

P

T

E

D

‘11.9.

제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7조「개인정보보

호법 시행령」 제27조 관련 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 안내판 설치

(제39조)

․ 행정안전부
고시<지침>

‘12.2.

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기타 보행자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설치 근거 규정(제15조①제6호) 신설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근거 규정(제24조) 신설

․ 행정안전부

‘12.8.

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보행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근거 규정(제5조①제4호, 법 제15조①

제6호 관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종류 및 구조 규정(제5조 

및 별표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상구역 설정 및 설치 기준 

규정(제9조) 

․ 행정안전부령

‘12.8.

제정

「도시·군기본

계획수립

지침」

「국토계획법」 제19조제3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6조 관련

제3장제1절 도시·군기본계획 부문별 내용에 ‘범죄예

방’ 내용 포함: 3-1-1-(10)

권역생활권계획에 ‘범죄예방’ 내용 포함

․ 국토해양부
훈령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폐지 제정

‘12.12.

일부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에서의 범죄 

예방에 한 부문별 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제8조제3호

다목)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계획·조성·관리 시 범죄 예방

의 일반 원칙을 적용토록 하는 조항(제10조②) 신설

․ 국토해양부령

‘13.1.

제정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법」 제23조<現 제53조> 관련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도를 위한 건축물에 한 설계기준

적용 상, 적용범위, 범죄예상 설계기준 적용 사전검토

사항, 영역성 확보/접근통제/활동의 활성화/조경/조명

에 한 설계 기준 제시

․ 국토교통부

기타

․ 「건축법」

근거

‘13.01.

일부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설치 기준 강화: 주차 수 100 →30  초과 자주식 

주차장(지하)/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관리사무소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한 방범설비 설치‧관
리 의무 규정(제6조①제9호/제11조③) 개정

자주식주차장(지하식), 건축물실 노외주차장/부설주차

장 조도 기준 세부화: 출구/입구최  300lx, 통로 최소 

50lx, 주차구획 최소 10lx(제6조①제9호/제11조③) 

․ 국토해양부령

‘13.09.

일부

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시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

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개발계획 내용에 ‘범죄예방

계획’을 포함(제9조제3호)하는 내용 신설

․ 국토해양부령

‘14.5.

일부

개정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 고시 제정 근거 규정

② 통령령에서 정한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 고시 

내용 의무화 규정

․ 국토교통부

[표 3-6] CPTED 관련 법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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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C

P

T

E

D

‘14.11.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②에 근거

제61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現 제63조의 2>

  : 범죄예방 기준 적용 의무 시설로 주거용(오피스텔 포
함),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
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을 규정 

․ 국토교통부

․ ‘19.10 

제63조의 

2로 이동

‘15.4.

제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법」 제53조의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범죄 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

설비 및 지에 한 범죄예방 기준을 규정: 적용 상, 

공통기준(접근통제/영역성 확보/활동의 활성화/조경/

조명/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설치 등), 시설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법」 

근거

[표 3-6] CPTED 관련 법규 변천

◦ 기타 여성친화 공간 조성 ‘성평등’ 관련 법규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

장실법)」과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이 있음

◦ 2004년 1월 「공중화장실법」의 제정은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을 구분토록 하고, 남성과 여

성 화장실의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불균형적 화장실 수급 개선 토  마련(법 제7조) 

‐ 여성 화장실 변기 수를 남성 화장실의 ·소변기 수 이상으로 규정함

◦ 각각 2006년 4월과 11월에 개정된 「공중화장실법」과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서는 화장

실 실제 이용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 ·소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수의 1.5배 이상 설치해

야하는 설치 의무 상시설 규정하고 2013년에 상시설 범위를 확 함(법 제7조제2항)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야외음악당/야외극장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원/유원지/관광지 부 시설

개정년월 법규 1.5배 이상 대․소변기 설치 의무 시설

‘04.06.

일부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관람장/전시장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야외음악당/야외극장

 -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원/유원지/관광지 부 시설

‘13.10.

추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 설치 휴게시설)

[표 3-7] 남성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여성화장실 대변기 설치 의무 시설 

◦ 성평등과 부모 육아 분담의 사회적 흐름에 따른 2017년 5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

조 관련 별표의 ‘어린이용 시설 설치 규정’ 개정은 부모 돌봄 분담 환경 조성을 유도함

‐ (제12호) 영유아 및 어린이를 동반한 남성의 아이 돌봄 불편과 여성에 돌봄이 집중되

는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짐 

‐ (제14호) 개정 전에는 설치 장소에 한 특정 없이 어린이용 설비 설치 의무만을 규정

하고 있어, 어린이용 설비가 여성 화장실에만 설치되어 돌봄이 여성에 집중되는 경향

이 있었음

‐ (제14호) 개정에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 명시함으로써 부모 돌봄 분담 환경 조성 

￭ 여성친화 공간 조성 
  : 성평등 사례 관련 
   법규 변천

￭ 여성친화 공간 조성 
  : 성평등 사례 관련 
   법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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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제정~2017년 개정 전 2017년 5월 개정 후

12. 여자용 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

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2. 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 , 보조의자 등

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4. 어린이용 ·소변기 및 세면 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소변기(남

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

린이 겸용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세면 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

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8]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2017년 5월 개정 전후 비교

◦ 2016년 5월 강남역 남녀 공용 화장실 살인사건 발생 이후 남녀화장실의 분리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것이 반영되어 2017년 11월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공중화장

실 설치 시 남녀 구분 화장실 설치를 우선 적용해야하는 시설 범위를 확 함(제3조제2항)

대상시설 개정 전 개정 후

업무시설 해당 바닥면적 합 3,000㎡ 이상 해당 바닥면적 합 2,000㎡ 이상

문화 ․ 집회/의료/교육/

노유자/수련시설
해당 바닥면적 합 2,000㎡ 이상 해당 바닥면적 합 1,000㎡ 이상

[표 3-9]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2017년 11월 개정 전후 비교

◦ 기타 여성친화공간 조성 관련 법규 세부 변천 내용

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기타

여성

친화

‘04.1.

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은 남

녀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되,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

는 남성화장실의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게 설치하

여야 하도록 함

행정

안전부

‘04.7.

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및 별표): 공중화장실 설

치 면적 기준(연면적 33㎡ 이상), 남녀 구분 ·소변기 

설치 구성 규정 

‘06.4.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여성

화장실 변기수는 남성화장실 ·소변기 수의 1.5배 이

상 설치하도록 함

(제7조의2) 공중화장실등에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하

도록 함

‘06.11.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

실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할 경우 연면적 및 

개수 규정: 46㎡ 이상, 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 설치

(제6조의2, 별표) 어린이용 ㆍ소변기 설치 기준 신설

‘10.2.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등의 설치) 통령령에서 

특정한 시설에 한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

귀교환  설치 의무 조항 신설

￭ 여성친화공간 조성  
  관련 법규 세부 
  변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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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기타

여성

친화

‘10.2.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법 제12조 및 제13조)어린이용 ㆍ소변기 및 세면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근거를 

규정함

행정

안전부

‘10.5.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2, 별표 제18호)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 각각

에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설치 상시설 규

정: 도로법에서 따른 휴게시설, 철도 역, 도시철도역, 공

항시설 등

‘13.10.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 의무 상 확

  :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연평균 1인 편도 교통량 

5만  이상) 추가 규정 

‘16.12.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어린이 소변기 배수구와 어린이 세면기 높이 기준 변경

  : (별표 16호) 어린이 소변기 배수구 높이를 20~30㎝로 

특정한 것을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

는 높이로 설치’로 내용 변경

  : (별표 17호) 어린이 세면기 높이를 60㎝ 이하로 특정한 

것을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

로 설치’로 내용 변경

‘17.5.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7조제3호) 변기 칸막이 안 휴지통 미설치,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규정

(별표 5호, 8호의 2) 편의시설 설치권장 규정: 변기 

칸 소지품 보관용 선반, 세면 에 선반, 옷걸이 등

(별표 7호)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

(별표 12호) ‘여성용’을 삭제함으로써 남성화장실에도 영

ㆍ유아용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기존 

여성용 변기 칸막이 안 → 변기 칸막이 안)

(별표 17호) 어린이 세면기 높이를 60㎝ 이하로 특정한 

것을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로 내용 변경

‘17.11.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3조의②)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 상 시설 확

  ․ 업무시설(바닥면적 합 기준 3,000㎡→2,000㎡)

  ․ 제1종근생/제2종근생/문화집회/의료/교육/노유자/

수련시설(2,000㎡→1,000㎡)

(별표 18호) 남성 ․ 여성화장실 각각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의무 설치시설 추가 

  ․ 추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업

무시설, 휴게시설

‘18.9.

일부

개정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제1의2, 제2호) 설치면적, ·소변기 수, 

변기 칸막이 규격 등 기존의 획일적인 규정을 삭제하여 

설치 규정 완화

(제7조제3호) 적용 예외 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

용 변기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가 설치된 변기 칸은 

예외적으로 휴지통을 둘 수 있게 정함

(제7조제4호) 어린이만 사용하는 여성용 변기 칸막이 

안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예외 가능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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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이용 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는 법 조항이 처음으로 마련된 것은 1979년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와 통령령 「도로구조령(전부 개정)」 등이 있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도로에 대한 결정기준) 도로에 한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일반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하여는 신체장애자·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도로구조령 [1979.11.17., 전부개정] 

제32조 (교통안전 시설 등) ②도로의 부속물은 신체장애자등의 통행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여 설치한다. 다만, 교통의 상황으로 부적당한 경우 또는 지형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장애인 관련법에서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자에 한 의무를 최초로 명시한 것은 

1981년 6월 제정된 「심신장애인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13조임

 심신장애인복지법 [1981. 6. 5., 제정] 

제13조(편의시설)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심신장애인복지법」 제13조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

칙」 등의 법 조항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범위가 확 되고 내용은 보다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됨

‐ 보행자 전용도로, 승용승강기, 위생설비, 관람석 등‐ 횡단보도, 공원 및 유원지, 운동장, 공용의 청사, 주차장,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 및 고속

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정류장에 한함), 문화시설, 기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 1994년 12월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조항을 별도로 통합 ․ 작성한 보건복지부령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0)이 제정되고, 관련 법규는 이 규칙

을 따라야 함

‐ 1995년 12월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설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

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따르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

◦ 1997년 12월에는 ‘장애인’에서 ‘노인’과 ‘임산부’를 편의 고려 상으로 확장·포함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인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정됨

‐ 1998년 2월과 4월 각각 동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됨

‐ 「장애인복지법」의 하위법이었던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폐지되고, 그 내용은 그 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에 편입됨

◦ 이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관련 법규가 개정됨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시행

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장애인 등의 편의 제공 범위를 확 하도록 개

정됨

10)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 근거

￭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법규 변천
  - 배리어프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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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장애인 등을 위한 시설 조성 관련 법

[그림 3-4] 공공시설 설치·조성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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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관련 조항만을 별도로 분리

하여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이후 교통약자법)」이 따로 제정됨

◦ 2008년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0년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와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

15조의2에서 정한 지역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됨

‐ 2015년 1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 걸친 「장애물등편의법」 개정은 장애물 없는 생

활환경 인증 상 범위를 더욱 확 함

◦ 2012년 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2016년 2월 제정

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포함함

‐ 「보행안전법」 제3조제2항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

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 세부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 변천 내용은 부록 1 참고

3) 관련 서울시 조례

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여성친화

환경 조성

‘99.7.

제정

‘12.3.

「구.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돌봄 분담과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정치, 사회참여 성별격차 해소,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에 한 제도적 근거

여성친화

CPTED

‘16.1.

제정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의 제도적 근거 

마련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용어 정의(제2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기준 규정(제3조/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우선 적용 사업 범위 규정(제7조)

유니버설

디자인

‘16.5.

제정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교통환경에서 보도 및 횡단보도, 중교통이용시설 등에 한 유니버

설디자인의 제도적 근거 마련

‘유니버설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용어 정의(제2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규정(제3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규정(제7조), 가이드라인 수립(제10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인증 규정(제11조, 제12조)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여성친화 공간 조성 관련 서울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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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 부처 및 관계 기관 작성 기준 현황

◦ 여성친화 도시 및 공간 조성 설치 기준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

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중앙 부처와 그 관계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2017년 ‘공공시설･공간 관련 사업에 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한 가이

드라인으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위한 안내서』을 발간함

◦ 여성가족부가 매년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참고자료로 ‘안전유형에 따른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점검포인트’로 공공시설 및 공간 조성사업 시 설치 시 고려 및 준수 사항을 

제시함

◦ 이를 토 로 지자체들이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음

‐ 예: 2020년 작성 - 마포구, 김천시

◦ 국토교통부는 예규로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2009년 제정하고, 2011년, 2018년 

개정함

◦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소관 교통수단/여객시설, 도로시설, 보행우

선구역 등의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인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매뉴얼」을 2017

년에 발간함

‐ 교통수단: 버스, 철도차량, 도시철도 차량 및 광역전철, 항공기, 선박‐ 여객시설: 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로, 경사로, 승강기, 에스컬레

이터, 계단, 장애인전용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경보 및 피난시설, 매표소·

판매기·음료 , 개찰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철도역사 등 승강장, 보안검사장, 

시기설, 임산부 휴게시설 등‐ 도로시설: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 신호기, 기타시설‐ 보행우선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기타시설 등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2014년 각각 ‘문화시설’과 ‘공공도서관’의 유니버설디자인 관

점의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발간함

‐ 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 문화시설 공통(매개/내부/위생/안내시설, 홈페이

지), 문화예술회관 유니버설디자인 길잡이(공연장, 전시장, 강연장, 지원시설), 문화예술회관 

유니버설디자인 체크리스트‐ 2014 공공도서관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 개발 연구: 옥외(보도 및 접근로/주차장/옥외 및 

옥상 휴게영역/점자블록), 공용(주출입구/안내/복도/계단/경사로/승강기/위생시설/수유실/휴게실 및 

북카페/전시실/물품보관/사인), 자료열람부분, 문화교육부분 등, 공공도서관 유니버설디자

인 체크리스트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문화체육관광부

2 . 여성친화도시/공간 조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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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관의 공원,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그 상시설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

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함

‐ 2019: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 편) 개정판』(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06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

을 작성해 옴

‐ 2006: 근린생활 편의시설 매뉴얼

‐ 2007: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편]

‐ 2008: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공공업무시설편]

‐ 2010: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복지시설편]

‐ 20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편] 개정3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매뉴얼[공원편]

‐ 2013: 장애물편의시설 매뉴얼[교육연구시설편-학교편]

‐ 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교통수단편] 

‐ 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그림 3-5] 중앙 부처 및 관계기관의 공공시설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 현황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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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018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청사 설치 기준인 『국민 모두의 편리

한 접근을 위한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함

‐ 기본방향: 필요성, 기본방향

‐ 공간·시설별 설계기준: 청사까지 접근공간, 청사 출입구 및 로비, 청사내부 이동공간, 

위생공간, 민원공간, 안내표지

‐ 리모델링시 쉽게 적용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 요소: 외부공간, 내부공간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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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기준11)

◦ 여성가족부는 여성과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참조하여 시설·공간 사업에 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함 

‐ 추진동기: 최근 잇따른 여성을 상으로 한 살인·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른 책 마련‐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 성별영향평가 상 공공시설 및 공간조성사업

시설 구분 시설 예 조성 방향

도시기반시설 도로, 주택, 학교, 병원 등 물적 공급 시설
 시설에 한 여성의 접근권과 

편리한 사용 여건 마련

공공이용시설
 보유시설, 노인/청소년/여성복지시설, 주민
센터, 공원, 체육문화시설, 중교통 시설 등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조,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여건 

조성주거단지 등  아파트 단지

◦ 여성가족부는 안전을 공간이용안전, 범죄안전, 재난안전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사업별 

점검 포인트를 제시하는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매년 작성·배포함 

◦ 여성친화적 공공시설·공간조성사업 시 고려해야할 안전유형 

구분 목적 관련 내용

공간이용안전
 다양한 이용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공간의 물리적 안전성 확보

 무장애공간설계(BF)* 적용, 아동, 고령

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 조성 및 시설 설치를 포함

범죄안전
 야간보행의 안정성 확보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함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방범 

시설의 설치를 주 내용을 함

재난안전  하천 정비, 산림 보호 및 산불방지  재해재난 비 인프라 구축 및 정비

◦ 안전 유형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상사업

안전 유형 대상사업

공간이용안전
이동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 자전거도로 확충 및 정비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

시설물  시설물 유지 관리 / 각종 정비사업

범죄안전

조명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 조도 개선 사업

CCTV / 비상벨
 조도 개선 사업 및 비상벨 설치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아동 / 여성)

11)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pp.168~187 내용 참고 정리

￭ 공공시설·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 국내 여성친화공간 가이드라인

04 여성친화 공간 조성 기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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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형 대상사업

범죄안전

안전지도/모니터링  안전지도 제작 / 안전모니터링 / 아동여성안전지역연  운영

보행로  안심귀갓길

기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공간이용안전

+ 범죄안전 고려

단위 시설  주차장 설치 / 확충 / 개선   공중화장실 조성·관리 

건축물

 공공청사, 도서관, 종합복지회관 등 건립 / 리모델링

 다중이용시설 설치 / 개선 / 관리

 아동시설 설치 / 기능보강    공공건축물 신축 / 관리

공원, 녹지
 공원(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  조성 / 정비

 등산로 정비, 가로수 / 산림휴양시설 관리

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 시장 관리

이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시내버스 승장강 개선

 중교통 편의시설물 설치 / 관리 / 유지 보수

공간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마을 만들기  안전한 마을 / 지역 / 골목길 만들기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재난예방 인프라 구축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

 재해재난 비 태세 구축

지역정비 /

재해방지

 댐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하천 관리 / 환경 정비

 산림 보호 및 재해 방지

◦ 성별영향평가 지침에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 활용 참고 시설별 안전기준을 제시함

‐ 주차장, 화장실, 공원, 건축물, 보행로, 버스 승강장 등 6개 시설 기준 제시함12)

구분 시설기준 항목

주차장
 배려주차장 설치 구조, 설치 위치 

 (전반적 고려) 주차장 내 보행안전 통로 확보, 적정 조도, 관찰 및 경보 시스템

화장실
 공중화장실 위치, 출입구 구조, 바닥재   단위부스 안전: 출입문 형태, 잠금장치

 범죄안전: 화장실 내 방범 및 경보장치, 화장실 내 적정 조도, 출입구 CCTV 설치

공  원
 산책로: 유효폭, 재질 및 마감, 기울기          경사로: 경사

 범죄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시야 확보, 주요 보행로 및 시설 조도

건축물

진입부

 지 내 보행로: 보행로 유효폭, 재질/마감, 기울기, 단차 및 장애물, 조도, 

시야 확보, 보행로-차도 분리  

 주출입구: 주출입구 턱낮추기, 출입문 형태 및 주변 활동공간

내 부

 안내시설: 안내 정보 제공                 복도: 유효폭, 바닥마감, 조도

 계단과 난간: 재료/마감, 구조, 계단 난간   승강기: 형태, CCTV설치

 범죄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돌봄시설  실내 놀이시설 출입문, 바닥재, 보호자 관찰

수유실  프라이버시 확보, 안전성 

12) 세부 제시 기준 내용은 부록 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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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기준 항목

보행로

(가로)

 형태: 보행공간 유효폭, 바닥 재질 및 마감, 경사, 단차 및 보행장애물, 보차도 

분리

 범죄안전; 야간 적정조도 유지, 조명 설치, 범죄예방 CCTV 설치, 시야 확보

버스승강장  버스정류장: 유모차/휠체어 이용 공간 확보, 시야 개방성 확보, 조도 확보

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매뉴얼13)

◦ 여성가족부가 매년 작성하여 배포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매뉴얼」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발굴 고려사항, 조성원칙 및 비치 편의물품 등을 제시함

구분 원칙 내용

위치

규모

⁃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하여 위치와 
규모 결정

⁃ 공동육아나눔터 최소 설치 공간 규모: 66㎡

⁃ 맞벌이 가구 자녀 돌봄시설 아동 1인당 최소 사용면적: 
3.3㎡

쾌적성
⁃ 이용자가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함

⁃ 지하 공간 지양

⁃ 이용자가 가스·석면·방사능 등 유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운영
기간

⁃ 최소 5년 이상 보장 ⁃ 민간시설 등 필요 시 5년 이상 시설유지 계약 체결

접근성
⁃ 이용자의 접근성 보장 ⁃ 민간장애인 출입 용이성

⁃ 맞벌이가구 자녀 돌봄시설은 야외활동 공간에 인접하여 
위치함

활용

공간

⁃ 활동 가능 공간 ⁃ 주민센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문화센터 등 공공·민간 유휴시설

◦ 아동과 부모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함

‐ 수유시설, 기저귀 갈이 공간, 위생시설 등 배치 시

◦ 안전사고 가능성을 고려한 공간 배치

‐ 모서리가 뾰족한 가구, 넘어지기 쉽거나 깨지기 쉬운 물품 등에 아동이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함

◦ 아동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조성

구분 내용

계단 ⁃ 미끄럼 방지처리가 되어 있을 것

모서리
⁃ 벽, 기둥, 가구, 도서 수납공간(선반) 등 모서리 부분은 돌출 부분이 없도록 하고, 

매끄럽고 둥글게 마감처리 또는 모서리 보호 장치를 부착함

13) 여성가족부 2020년 배포 「2020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내용을 발췌 정리함

￭ 공간 발굴 및
  조성 시 고려사항

￭ 공간 조성 원칙

￭ 실내 안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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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문

⁃ 바닥에 문턱이 있는 경우 넘어짐 방지 조치

⁃ 문틈이 있는 경우 안전  설치

⁃ 여닫이문: 도어클로저, 손 끼임 방지 장치 설치

내부 마감 ⁃ 내부단장 시 가급적 방염 처리된 커튼, 벽지, 매트, 마감재료 등 사용 

적정 온/습도
⁃ 실내온도 : 일반적으로 18℃~28℃ 유지(난방 18℃~20℃, 냉방 26℃~28℃)

⁃ 실내습도 : 일반적으로 30% ~ 80%로 유지

전기콘센트 ⁃ 모든 전기콘센트에는 안전덮개를 부착

게시판 ⁃ 벽면 설치 게시판 등은 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고정 조치

편의시설 및 
비치물품

내용
공동육아
나눔터

다문화가족
소통공간

소화기 - ● ●

문틈안전 자녀들이 이용하는 문 전체에 설치 ● ●

매트
전체 크기의 1/4면적 이상 설치
(바닥쿠션이 있는 장판사용 시 매트 미설치 가능)

● ○

소독기 장난감 소독기(필요 시 손소독기도 설치) ● ×

청소기 물청소 포함 ● ●

냉･난방기 난방(바닥 난방 또는 온풍기 등), 냉방(선풍기, 에어컨 등) ● ●

전화기 건물 내 이용이 용이한 공용 전화기 있는 경우 미설치 ● ●

기저귀갈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 ● ○

장난감 및 수납공간 - ● ×

도서 및 책장 - ● ○

게시판 이용수칙, 공지사항 등 게시 ● ●

의약품 부모 동의 하에 의약품 제공 ● ●

음용수 (정수기) 화상방지용 안전장치 필수 설치 ● ●

온습도계 - ● ●

낮은 책상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좌식테이블 ● ×

CCTV 시설별 1  이상 설치(130만 화소 이상, 저장기간 60일 이상) ● ●

재난 피 안내도 인지하기 쉬운 잘 보이는 곳(복도, 계단 등)에 부착 ● ●

수유 시설 수유용 의자 또는 방석 비치 ● ○

공기청정기 - ● ●

휴게 시설 영유아 수면 공간 및 침구 ○ ○

세면 손 씻을 수 있는 시설 ○ ○

교육용 책걸상 공간 구성에 적합한 수량 구비 × ●

주: ● - 필수    ○ - 선택    × - 규정 없음

※ 공동육아나눔터의 경우 맞벌이가구 자녀돌봄(초등돌봄)시설의 경우, ‘기저귀 갈이 , 수유시설’은 선택사항 
출처: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안내」, p.9, 
     여성가족부(2020), 「2020년 가족사업안내(Ⅱ)」, p.320, 내용 참고 재구성

￭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편의시설 및
  비치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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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여성친화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 서울특별시는 여행프로젝트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을 추진하면서 해당 공간의 

평가를 위해 2009년에는 『여행프로젝트시설 가이드라인』을, 2011년에는 건축물 내부시

설까지 확 한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함 

◦ 2010년 초·중반 작성된 타 지자체의 여성친화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의 『여

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의 내용을 토 로 작성됨  

지자체 매뉴얼
가이드라인
작성년도

주요 내용

서울시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2009

∙ 부문별 구성(가이드라인/평가표/평가기준표/세부 규정 

매뉴얼)

∙ 적용등급 : 필수, 선택, 권고   

∙ 평가기준 : 상·중·하 기준

∙ 여행길 : 보행로 유효폭, 마감재 틈새, 시야 확보, 조경 배치, 

적정 조도, 범죄예방 CCTV

∙ 여행주차장 : 여성우전주차장제 도입, 방범 및 경보시설 

설치,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지하주차장 시야 확보

∙ 여행화장실 매뉴얼: 여성 변기 수 확보, 어린이용 소변기, 

기저귀교환  설치, 편의시설 설치, 방범 및 경보시스템, 

주야간 적정조도 유지, 단위부스 출입문 적정 틈새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2011

∙ 적용등급 : 1(보다 강화된 기준), 2

∙ 평가기준 : 배점제(1~3점, 155점 만점) 

  1등급 – 132점 이상 / 2등급 – 109~131점 /   

3등급 – 93~108점 이상

∙ 부문별 배점: 매개시설(53점), 내부시설(42점+4점), 위생시 

설(47점+3점), 모성보호서비스시설(13점+13점), 여성특화 

시설(+5점) - 총 155점(가점 +25점)

∙ 매개시설: 보행로, 주차장, 주출입문

∙ 내부시설: 복도, 출입문, 계단, 승강기, 안내시설

∙ 위생시설: 편의/배려/안전한 화장실

∙ 모성보호 및 서비스시설: 아동 관련, 유아수유실, 여성전용 

휴게실

∙ 여성특화시설

자료: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09),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 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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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 2010년 중후반에 여성친화도시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부분 지정된 다음 해에 여성친화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작성함

 

지자체
여성친화

도시
지정년도

가이드
라인

작성년도
주요 내용 비고

시흥시 2010

2013
「여성친화

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 공공시설사업 계획 수립(의견 수렴/계층간 융합 등)

∙ 화장실(영유아배려시설/내부비상벨/여성편의공간 등)

∙ 배려주차장(보행자 통로/조도/비상벨 설치/바닥 등)

∙ 여성 친화적 시설물(영유아 놀이공간/수유실/유모차 보관 여시설 등)

※서울시 

가이드라인 

참고 

·배려주차장   

표준디자인 

부산 

사상구
2011 2017

∙ 건축과 건축물 허가(신고)시 보행로, 주차장, 출입구, 복도, 계단, 화장실 

가이드라인 적용
-

양산시 2011 - ∙ 양산시 공공건축물에 해 여성가족과와 범죄예방 환경 설계 협의

인천 

부평구
2011 2013

∙ 매개시설(보행로/여성우선주차장/주출입구) 

∙ 내부시설(복도/실별 출입문/계단/경사로/승강기/안내시설)

∙ 위생시설(화장실 설치 및 안전) ∙ 기타사항(임산부 휴게시설/공공안내 그림표지) 

광주

북구
2011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공공건축물(출입구/건축물 내 기능 배분/건축 형태 및 

외관/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 화장실, 주차장

광주

남구
2011 -

∙ 공공청사, 공원,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내 화장실, 주차장, 돌봄 시설 등의 

건축물세부 시설 기준

아산시 2011 2016

∙ 공간 정책 계획수립, 공원         ∙ 이동시설(보행 공간/버스정류장)

∙ 건축물( 지 내 보행로/주차장/주출입구/내부시설)

∙ 위생시설(화장실/배려시설)

∙ 돌봄시설 및 서비스시설(아동시설/수유실/유모차 보관/여성전용공간)

의정부시 2012 2017

∙ 보행로, 주차장, 공공청사(주출입구/복도/실별 출입문/계단/승강기/안내판), 

화장실, 공원

∙ 도서관 및 공연장(영유아도서관/아동도서관/영유아 동반 다목적 관람실)

∙ 돌봄 및 수유공간(돌봄 공간/수유실), 공동체 공간

※기존 타 지자 
체 여성친화가  
드라인 우수 사 
례 내용 발췌, 
보완 작성

대전 

서구
2013 -

∙ 계획 수립 시, 건축물(보행로/주차장/출입구/복도/계단/승강기/안내 시설/화장실 

/아동관련시설/수유실 등)

∙ 공공공간(공원/광장/자전거도로)     ∙ 공공시설물(안내표지)

세종시 2016 2017

∙ 도시계획  ∙ 공원, 보행로, 버스정류장, BRT 정류장, 보행전용교 하부공간

∙ 건축물 진입부( 지 내 보행로/주차장/주출입구)

∙ 건축물 내부(공간구조 및 배치/내부시설/위생시설/돌봄·배려시설)

성남시 2016 2017

∙ 도시계획      

∙ 공공건축물(주출입구/접근로/휠체어 및 유모차 보관소/복도/계단/승강기/화장실/

  주차장/돌봄·휴식공간)

∙ 이동편의(보행공간/단차 및 기울기/재질 및 마감/덮개 처리/점자블록 설치)

∙ 공원(접근로/안내시설/주차장/돌봄공간/휴게공간/화장실 이용/안전성)

마포구
2012
2017
재지정

2020
∙ 도시기반기설(보행로/공원/버스승강장)

∙ 공공이용시설(주차장/화장실/건축물)

여성가족부의 
‘공공시설·공간
조성사업에  
한 성별영향평 
가 지침’ 참고 및 
지역 현황 반영

김천시 2019 2020

∙ 공원, 보행로, 주차장, 화장실, 버스정류장 등의 기준

∙ 건축물 진입부의 보행로, 출입구에 한 기준

∙ 건축물 내부 안내판, 복도, 계단, 돌봄 시설에 한 기준
내용참고: 2018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결과 보고서, p.55, 서울시/성남시/세종시/시흥시/아산시 해당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19년말 기준, 92개소)”, 
        구미일보, 2020-06-16,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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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배려주차장 설치 조례 

◦ 각 광역단체에서 및 지역자치단체가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배려주차장 유형은 주차장 

이용 유형 및 이용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이용 유형: 전용주차, 우선주차 ‐ 이용 주체: 여성,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동반자, 임산부 탑승 차량, 장애아동 탑승차량

구분 특징 종류

전용주차 해당 차량만 주차 가능하며, 다른 차량 불가

임산부전용주차, 어르신(또는 노인)전용주차, 

임산부·장애아동등 탑승 자동차주차, 

다자녀가정·임산부전용주차

우선주차

非우선주차구역이 만원일 때, 우선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주차할 

수는 있지만, 주차 후라도 우선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할 경우 

非우선 이용자는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함

어르신우선주차, 어르신·임산부우선주차,

여성우선주차, 임산부우선주차

◦ 배려주차구역 설치 관련 조례는 자치단체 주차장 조례에 일부 조항으로 또는 별도 조례로 

제정·시행 중임

◦ 2009년 5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여행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

준’이 여성우선주차장14)에 한 최초 규정이며, 현재 서울 21개 자치구 주차조례에서 해

당 규정을 제정·시행 중임

‐ 여성우선주차장 관련 규정 미시행 지자체(4): 강서구, 동 문구, 서 문구15), 중구

구분

전용 주차 우선 주차

임산부 교통약자
여성 및
교통약자

여성우선주차 고령자
교통약자

여성 및
교통약자고령자+임산부

(영유아동반*)

서울 서 문(‘15) - -

강남, 강동, 강북, 관악, 광진,

구로, 금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송파,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랑  

- - -

서울 

외

거창(‘16), 인천(‘12), 인천 

남동(‘19), 인천 연수(‘17), 

구(‘20), 전 서구(‘12), 

삼척(‘18),

아산(‘17), 여수*
(‘15/’20)

강릉, 경산, 경주,

김제, 김포, 부안, 익산, 임실,

장수, 정읍, 제천, 진안

김포,

익산, 

이천

고양(‘19),

고창(‘16),

수원(‘17),

천안(‘19)

군산**(‘18/’19),

순천(‘18), 안양(‘13)

오산(‘13),

완주***(‘15/’20)

*  여수시는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15)’ 규정을 최초 제정하고, 2020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개정   
** 군산시는 ‘여성우선주차구획(’18)’ 규정을 최초 제정하고, 2019년 이용 상을 확 하여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개정   
***완주군은 ‘여성우선주차구획(’15)’ 규정을 최초 제정하고, 2020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개정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배려주차장 설치 규정 제정·시행 자치단체

14) 여성우선주차장은 2008년 서울시 중점사업이었던 ‘女幸프로젝트’ 사업 일환의 女幸주차장(여성이 행복한 주차장)이 제도화 된 것임

15) 서대문구는 주차장 조례에 ‘여성우선주차장’ 규정 대신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내용을 2015년 제정하여 시행중임

￭ 배려주차장 유형

￭ 배려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 현황

2 . 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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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8월 구로구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이래 2020년 8월 현재 10개 서울지역 자치구에서 관련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 10개 자치구 중 해당 조례담당 부서는 주차 관련 부서인 경우는 4개이며, 6개 자치구

는 보건, 복지 등 관련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음(※세부 내용 pp.38~40 표 참고)

‐ 서초와 노원은 임산부 주차와 고령자 주차 각각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금천과 

영등포는 하나로 통합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음

구분

전용 주차 우선 주차

임산부 고령자
임산부·
장애아동
탑승차량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임산부 고령자
어르신
·임산부 

서울

서울시(‘18), 

강북(‘13), 광진(‘18), 구로(‘13), 

노원(‘15), 동 문1
(‘16), 서초(‘14),

성북1
(‘15), 양천(‘19)

서초
(‘17)

- - -

노원(‘17) 금천(‘19),

영등포(‘19)

서울 외

총 60개 광역단체 및 지자체2 전라북도 전라남도 홍성군1  경기도(‘18),

 가평(‘17),   

 구리(‘18)

광주 서구, 울산 남구, 전

덕, 광주 광산, 광주 북구,

안양, 하남, 광명, 포천,

구리, 성남1, 시흥1, 안성

오산, 의왕,

군포, 평택,

용인, 과천

주1: 진하게 표시된 지자체는 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 별도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시행중인 곳임
주2: 칠곡군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관련 규정이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어 있음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별도 조례 제정·시행 자치단체

◦ 서울 지역 자치구는 체로 임산부, 고령자 관련 배려주차장 설치 규정에 관한 별도의 조

례를 마련하는 반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교통약자로 이용 주체를 통합한 배려주차장 

설치규정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마련하고 있음

◦ 교통약자는 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로 구성되나 그 세부 상 기준은 각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음

‐ 고령자: 65세 이상 / 70세 이상 ‐ 임산부: 임산부 / 임산부 및 임산부 동반‐ 영유아 동반자: 4세 이하 / 5세 이하 / 6세 미만, 만 나이 적용 여부 

구분
교통약자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등

고양 어르신(65세 이상) 임산부 - -

고창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승한 

운전자
-

군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승한 

운전자
-

수원/오산/천안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아산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자 -

안양/순천/완주 교통약자에 한 별도 정의 규정 없음

여수 교통약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주차장 조례 상 배려주차장 이용자 정의

￭ 배려주차장 이용자
  대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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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울시1 강북구2 광진구3

제정 2018.1. 2013.11. 2018.12.

현행 2020.1. 개정 2013.11. 제정 2018.12. 제정

목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

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바

지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

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을 도모

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

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상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탑승차량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

부 또는 출생 후 6년 미만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자치단체장

책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

형마트·병원·은행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장려·권장함

공공기관 및 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

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상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설치

기준적용범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기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구청, 그 소속기관 청사부설주차장 본청, 소속기관, 의회, 구 설치 공영

주차장

30  이상 부설주차장 권고할 수 있음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여성우선주차장 활용 可 - 여성우선주차장 활용 可

주차구획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름

비고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강북구 지역보건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주차면 없음
광진구 주차계획과

※장애인전용주차구획 3.3m×5.0m 이상

구분 구로4 노원5 서초6

제정 2013.8. 2015.6. 2014.1.

현행 2013.8. 제정 2015.6. 제정 2020.7. 개정

목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 배려

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 배려

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 배려

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상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탑승차량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

자치단체장

책무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

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해서는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

공공시설 및 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설치·운

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여성우선주차구획 내 임산부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적용범위

구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노원구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

된 부설주차장설

여성우선주차구획 내

주차구획규정 - - -

비고 구로구 지역보건과 노원과 생활건강과 서초구 주차관리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 지역 자치구 시행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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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양천구7 성북구8 동대문구9

제정 2019.9. 2015.4. 2016.11.

현행 2019.12. 개정 2015.4. 제정 2016.11. 제정

목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

한 차량에 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

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 증진에 이

바지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 배려

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한 배려

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상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임산부
탑승차량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탑승한 차량

자치단체장

책무

여성우선주차구획 내 임산부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함

공공기관 및 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

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좌동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설치

기준적용범위

여성우선주차구획 내 성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

된 부설주차장 

동 문구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주차구획 등 - - -

비고

설치

규모

여성우선주차구획 내 주차면수의 

10% 이상 설치(최소 1면 이상 필수)

‘15.8. 시행규칙 제정

100  미만 부설 1면 이상

100  이상 부설 2면 이상(10  미만 

미적용)

‘16.11. 시행규칙 제정

100  미만 부설 1면 이상

100  이상 부설 2면 이상(10  미만 

미적용)

주차

구역

표시

-

 규격: 가로 3.5m × 세로 4.8m

 색상: 분홍색, 흰색 

  

규격: 일반주차장 규격으로 설치

색상: 분홍색, 흰색

안내

표지판
-

규격(㎝): 가로 70×세로 60×높이150

색상: 바탕(분홍), 글씨(검정)

   

규격(㎝): 가로70×세로 60×높이150

색상: 바탕(노랑), 글씨(검정)

     

기타 양천구 주차관리과 성북구 건강관리과
동 문구 지역보건과

약령시 공영주차장 - 면

※‘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행외 주차 일반주차면 주차구획은 2.5m×5.0m로 확 됨  
※성북구/동 문구은 조례 시행규칙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 변형 가능 명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이용 자격에 한 자동차 표지 발급, 임산부(서울시 영유아 포함) 미탑승 시 전용 주차장 이용 권리 무효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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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천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제정 2019.10. 2019.8.

현행 2019.10. 제정 2019.8. 제정

목적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

상

노인 70세 이상인 사람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차량 - 노인 및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하는 차량

자치단체장

책무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

특별시 금천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운영을 권장할 수 있음*

·공공시설에 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

·백화점, 형마트, 병원, 은행 등 노인 및 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

우선주차구역 

설치적용범위

·금천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주차구획 등 별도 규정 없음

비고

차량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노인·임산부 등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우선주차구역 주차 양보 받을 권리를 명시함
-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금천구 조례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내용을 담은 조항은 있으나 영등포구 조례처럼 별도(제3조) 조항으로 작성되지는 않음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구분 서초구 어르신 전용 주차구역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제정 2017.6. 2017.9.

현행 2017.6. 제정 2017.9. 제정

목적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도모함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에 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

상 어르신 70세 이상인 운전자

자치단체장

책무

노인 운전자에 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함께 고령자 친화

적인 교통 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공공건물에 어르신전용주

차구역을 설치하고 공중이용시설에 해 어르신전용주차

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음

·공공시설에 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

·백화점, 형마트, 병원, 은행 등 노인 및 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함

주차구역설치 

적용범위

·구청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서초구가 위탁, 관리하는 공공시설

·노원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주차구획 등 별도 규정 없음

비고
어르신 자동차 표지 발급

서초구 주차관리과 노원구 어르신복지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서울 지역 자치단체 시행 노인·임산부 우선/전용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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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조례 배려주차장 설치 규정은 체로 설치규모에 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서울시 자치구 별도 조례에서는 세부 설치규모에 한 규정한 사례가 드묾 

‐ 별도 해당 조례의 시행규칙을 마련한 경우(성북/동 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 임산부전용 주차

◦ 일부 자치구 조례에서 배려주차장 설치 상에 다중이용시설 설치 권장 내용을 규정함으

로써 민간의 배려주차장 설치를 유도함: 영등포구 노인‧임산부/노원 어르신주차 우선주차

구분 설치대상 설치규모

서

울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의무 설치 상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수의 3% 이상

∙ 예외: 설치규모 10  미만 주차장

여성우선

주차구획
∙ 주차 수 30  이상 노상/노외/부설주차장 ∙ 총 주차 수의 10% 이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운영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 서울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주차 수 규모 30  이상 부설주차장 권고

-

성북/동 문

임산부전용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 구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 수 100  미만 부설 1면 이상

∙ 부설주차장 주차 수 100  이상 부설 2면 이상

∙ 예외: 10  미만 미적용

양천

임산부전용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 여성우선주차구획 내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함

∙ 여성우선주차구획 주차면수의 10% 이상 설치

 (최소 1면 이상 필수)

천안시 

주차장 조례

교통약자

우선 주차

∙ 주차 수 50면을 초과하는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 이상, 소수점 이하 1 로 

산정

아산시 

주차장 조례

교통약자

우선 주차
∙ 주차 수 30  이상 공영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역(평행주차 주차구획 제외)의 10% 

이상

여수시 

주차장 조례

여성/교통

약자 전용

∙ 주차 수 30  이상 공영주차장 ∙총 주차 수의 4% 이상(여성 및 교통약자전용주차)

∙ 주차 수 30  이상 시장 외 설치 노외

주차장(부설주차장 제외) 권고
∙총 주차 수의 10% 이상

고양시

주차장 조례

교통약자
(65+/임산부)

우선 주차

∙ 주차 수 100  이상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백화점, 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공영주차장 

 ·시 및 시 소속기관 청사 주차장

∙총 주차 수의 2~4% 이상

고창

주차장 조례

교통약자

우선 주차

∙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총 주차 수의 10% 이상

군산시

주차장 조례

여성/교통

약자 우선

∙ 주차 수 30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 

주차장

∙총 주차 수의 10% 이상

수원시

주차장 조례

교통약자

우선 주차

∙ 법적설치 주차 수 50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주차장

∙총 주차 수의 3% 이상, 소수점 이하 1 로 산정

안양/완주

주차장 조례

여성/교통

약자 우선

∙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총 주차 수의 10% 이상

오산

주차장 조례

여성/교통

약자 우선

∙ 법적설치 주차 수 50  이상인 노상·노외· 

부설주차장

∙총 주차 수의 3% 이상, 소수점 이하 1 로 산정

※(총 주차 수)는 조례에 별도로 명시한 내용이 없음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배려주차장 설치 
  규모 규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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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통약자우선주차 

천안/수원
여성․교통약자우선주차
순천/안양/오산/완주

노인․임산부우선주차
용인/평택

주차

구역

표시

천안시: 2.6m×5.2m

수원시: 2.5m×5.1m

2.5m×5.1m

2.7m×5.0m
홀수면

짝수면

지주용

600mm×600mm 600mm×600mm

 벽면용

  

-

상단부
(지하층)

900*400 mm 900*400 mm

-

그림출처: 각 지자체 해당 조례

￭ 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및 안내 규정 



04 여성친화 공간 조성 기준 사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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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배려주차장 설치 사례 

◦ 서울시(서울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 배려주차장1: 어린이 공원 후문 주차장

‐ 총 주차면수: 252면(임산부전용주차 2면)‐ 장애인전용주차, 임산부전용주차, 여성우선주차 등 배려주차장은 상 적으로 그늘진 곳

에 위치‐ 배려주차장의 위치(입구-주차구역 가까운 순): 장애인전용 > 임산부전용 > 여성우선‐ 여성우선주차구획의 일부를 임산부전용주차구획으로 전환: 여성우선주차 3면→임산부

전용주차구획 2면‐ 주차장 출입구에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여부 안내는 있지만, 그 위치는 안내하지 

않고 있음

어린이대공원 후문 주차장

어린이 공원 전체 주차장: 장애인 30면, 여성우선 146면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 3면 → 임산부전용주차구획 2면

◦ 서울시(서울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 배려주차장2: 세종로주차장 시영

‐ 총 주차면수: 1,260면(B3~B6)16) 배려주차장 B3~B5 위치‐ 주차장 승강기 내 층별 안내도에 여성우선 및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안내‐ 배려주차장의 위치: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이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가장 가까우나 임산

부전용주차구역과 여성우선주차구역은 번갈아가며 배치되어 있음(임산부-여성-임산부)‐ 주차베이 크기에 맞춰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설치했다가 임산부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 주차베이에 따라 소규모로 배치하다보니 배려주차규획 유도 안내 표지가 어려움

세종로주차장(시영)

승강기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거리:

여성→임산부→여성

승강기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가까운 거리:

장애인→여성→임산부→여성→임산부
그림출처: 서울시 에너지공사 http://ur21.co.kr/

16) 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http://parking.seoul.go.kr/ 지하2층은 세종문화회관 주차시설, 지하3층~6층 

￭ 서울지역 배려주차장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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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역 지자체 설치·운영 배려주차장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공영주차장(총 199면) 동대문구청 구청사

임산부전용 2면 어린이 탑승차량전용 2면

기존 여성우선주차구획 3면을 각각 임산부전용/어린이 탑승전용 2면으로 전환

관악구 구청사

일반주차구획과 동일 크기의 
임산부주차구획

임산부우선주차 배려주차장

◦ 서울 외 지역 배려주차장 설치 사례

천안시 동남경찰서 가평군 한석봉체육관 포천시 군내면사무소

170여 면, 노인 2면/임산부 2면
체육관/예술회관/여성회관/종합운동장에 

교통약자배려주차구역 각 2면씩 설치

총 42면: 장애인전용주차 2면

    어르신 1면, 교통약자우선주차 1면

시흥시 금형기술교육원 배려주차 이천시 국립호국원 대전시 현충원

이미지출처: 천안시: 중도일보, 2019-10-09, “천안동남경찰서, 노인전용주차장 설치 ‘호응’” 
          가평군: 가평타임즈, 2018-10-01, “여성운전자 주차가 쉬워졌어요! - 공단,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존 설치” 
          포천시: 뉴스핌, 2019-06-15, “포천시 군내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이천시: 유래종합안전 http://ur21.co.kr 국립 전현충원: http://www.dnc.go.kr

￭ 서울 외 지역 배려주차장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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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려주차장 관련 일본 사례: 주차허가제17) 

(1) 주차허가제 개요

◦ ‘주차허가제’란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등

을 위한 주차구역의 이용 상을 장애인,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 임산부, 부상자 등 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상자에게 이용증을 교부함으로써 적정 이

용을 도모하는 제도임

‐ 내적 장애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겪지만, 외관상으로는 파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주

차허가제 이용자임을 분명히 함에도 도움이 됨

◦ 주차허가제 이용 상자는 신체장애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임산부 

및 일시적 부상자 등 다양하며 각 지자체마다 세부 상 요건이 다름

유효기간 해당 이용대상자 픽토그램

없음

⁃ 신체장애자          ⁃ 고령자(간호 필요 5~1급)

⁃ 장해(A1~A2)       ⁃ 정신장애(1~2급) 

⁃ 난치병자(특정 질환 의료 수급자 특정 의료비 (지정 

난치병) 수급자 소아 만성 특정질환 의료 수급자)

1년 미만 또는 

필요기간

⁃ 임산부(임신 7개월~산후1년)  ⁃ 영유아 동반자

⁃ 부상자(휠체어·지팡이 사용자 등 이동 배려자)  

 【참고】 캐나다 주차허가제 이용 대상 

대상자 색 특징 유효기간 갱신/재증명

항구 이동제약자
청색

항구적 이동 제약
5년

재증명 없이 갱신
증상 변화 가능 이동제약자 증상 변화 가능 이동 제약 의사 재증명 시 갱신

일시적 이동제약자 적색 일시적 이동제약 최장 12개월 갱신 불가

외부 여행 시 보라 주 외부 여행 시 사용 최장 1년 -

기업 및 NPO 녹색 장애인 수송 서비스 기업 /NPO 5년 -               

               

◦ 2019년 1월 기준 전국 37개 도도부현에서 도입(도입률 78.7%) 

‐ 주차허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사 제도 도입 부현(3개 시): 사이타마현 카

와구치시 및 쿠키시, 오키나와현 나하시

◦ 2019년 1월 기준 주차허가제 이용증 발행 매수: 966,000장

◦ 주차허가제 협력시설 방문 시 주차허가제 이용 상은 별도의 이용 허가증 발급 없이 장애

인등용 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함

◦ 주차허가제 도입 지자체 지역 간 상호 이용 가능

‐ 주차허가제 이용 상자는 주차허가제를 도입한 타 도도부현에서 기 교부 받은 이용증

을 사용 가능

17) 일본 국토교통성(2019), 「주차허가제 사례집」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정의

￭ 주차허가제 장점

￭ 이용 대상자 요건

￭ 도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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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차금지 제외 지정 차량 표지 고령운전자등 표지 주차허가제 이용증

발행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지방공공단체

근거법
도로교통법,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 

규칙
도로 교통법 지방공공단체의 제도 실시 요강 등

접수창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지방공공단체의 창구 등 지방공공단체의 창구 등

이용장소
도로(지정 주차금지 장소만 해당) 고령운전자 등 전용 주차 구간, 

고령운전자 등 전용 주차시간 제한 

구간의 설치장소

제도에 협력하는 시설 내 주차장

이용

상자

․ 신체장애자 / 정신장애자

․ 전상병자(전쟁부상자)

․ 의료보육수첩 소지자

․ 소아 만성질환 의료 진료자 등 

 중 주차금지제외지정 차량표지를 

게시한 지정 차량

․ 70세 이상 고령자

․ 면허 조건에 부합한 청각장애인/지체 

 부자유자 

․ 의료보육수첩 소지자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8주 이내인 자 

등, 고령운전자 등 표장을 게시한 차량

․ 신체장애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자

․ 난치병 환자

․ 고령자 / 불임 산모 / 부상자 등

 ※ 세부 이용 상자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다름

주차위반

벌칙
있음(「도로교통법」 제119조의2 및 3) -

주의사항

주차금지가 제외되는 곳은 지정된 주차 

금지장소임. 법정주차금지장소 및 주정 

차금지장소에 주차하거나, 주차방법에 

따르지 않는 주차, 주차장 외 주차,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주차위반이 되며,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됨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 및 ‘고령 

운전자 등 전용주차 시간제한 주차구간’ 

만 주차 가능. ‘고령운전자 등 전용시간 

제한 주차구간’에서는 안내하는 이용시 

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파킹 미터 

또는 파킹 티켓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음 

주차시설 이용증으로 도로 주차금지 

장소 주차 불가

이용증

(2) 주차허가제 주차시설 설계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을 배려한 건축설계표준(2017년 3월)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장 설계 포인트 

①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시설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설치함

②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차에서 승하차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넓이)을 확보함

③ 휠체어사용자 이외에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하지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등을 위한 주차시설을 별도로 마련함

④ 주차장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 주차시설 등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또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판 등을 설치함

18)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특정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시설, 상업시
설 등의 주차장), 도로 부속물인 주차장(고속도로의 PA, SA 주차장), 특정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주차장에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

￭ 일본 내 유사 제도와 비교

￭ [참고] 배리어 프리법의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 설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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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면을 최소 한 면 이상 설치

◦ 전체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른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 설치 규모 기준

‐ 전체 주차 수가 200  이하: 총 주차 수 × 1/50 면 이상‐ 전체 주차 수가 200  초과: 총 주차 수 × 1/100 + 2 이상

해당시설 전체 주차대수 최소 설치 규모 비고

50  이하 1

해당시설 총 주차 수 × 1/50
 51 ~ 100 2

101 ~ 150 3

151 ~ 200 4

201 ~ 300 5 해당시설 총 주차 수 × 1/100 + 2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에서 목적지까지 도달 거리를 가능한 짧게 하는 위치에 설치함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지 내 보행통로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함

◦ 시설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배려주차장 규모 및 종류 설치

‐ 상·하지장애인과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등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를 위해 일반 주차시설과 같은 폭, 깊이의 

주차시설을 마련함

◦ 장애인전용주차장 및 배려주차장 배치

‐ 휠체어사용자 | 비휠체어사용자 이용대상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고령자/내부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림출처: 일본 국토교통성(2019), 『주차 허가제 사례집-장애인등 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위한 처』, p.12

‐ 휠체어사용자 | 신체장애자전용(장애 또는 부상자/고령자/내부 장애가 있는 사람) |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우선주차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 설치 규모

￭ 배려주차시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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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사용자용 주차구획 너비: 350㎝ 이상(기타 배려주차구획 너비 2.5m)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구획 길이

‐ 시설 용도에 따라, 소형차, 버스 등 실제 주차장 이용할 차량의 길이에 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등 휠체어사용자 픽업용 차량 이용 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함. 

특히 뒷문 쪽 공간 확보가 필요함   

◦ 바닥포장

‐ 배수를 위해 경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닥포장은 평평하게 마감함 

◦ 승하차를 위한 공간의 바닥면은 사선으로 도장하며, 승하차용 활동 공간은 차량 좌우 양쪽

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차장 및 배려주차장 안내 시설 설치

‐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함‐ 주차장 진입구에 휠체어사용자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안내시설을 

설치함‐ 주차장 진입구부터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까지 유도용 안내시설을 설치함‐ 안내시설은 픽토그램 등으로 표시해야 할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함

그림출처: http://kyoto-syo.com

    

일본 국토교통성(2019), 「주차허가제 사례집」, p.5

◦ 표지판 설치나 주차구역 바닥면에 픽토그램으로 표시하여 휠체어사용자 및 기타 배려주차

시설 안내 

‐ 상·하지장애인과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

임을 픽토그램 등으로 안내판과 바닥면에 표시함

  그림출처: 일본 국토교통성(2019), 「주차허가제 사례집 - 장애인등 전용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위한 처]」, p.7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구획 

￭ 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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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증 발권기 및 정산기

‐ 발권기나 정산기 등은 손이나 손가락이 불편한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

나 높이 등을 배려하여 설치함

◦ 지붕, 차양

‐ 우천 시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자동차·휠체어간 승강이나 휠체어

에 의한 승하차 공간 위에는 지붕 또는 차양 설치를 권장함‐ 휠체어사용자 승하차 공간에 지붕/차양 설치 시에는 휠체어용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등에 응한 천장 높이를 확보하는 것을 권장함

(3) 주차허가제 주차시설 부정 이용 방지 대책 

◦ 배려주차구역 이용자를 명확화: 유효기간 및 규칙을 명시한 이용증 발행·배부

◦ 안내표지판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배려주차구역 및 구획임을 분명히 함

‐ 안내판 설치, 삼각콘, 바닥면 스티커 부착, 바닥 도장(휠체어사용자용 청색, 기타 배려주차

구역 녹색)‐ 안내시설 설치 시 휠체어사용자의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함

◦ 안내표지판 및 안내시설 설치 지원·보조

‐ 지자체: 배려주차구역 안내 ‘삼각콘커버’ 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협력시설에 배부함‐ 기타 사례1: 토치기현에서는 지역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운용하는 ‘도치노 열매기금’

을 활용하여 배려주차구역 표시판 제작을 일부 보조함  ‐ 기타 사례2: 도장용품 여

 대여용품 예시             

- 수성로드컬러(화이트)            

- 스크래퍼 (헤라)              

- 숭어캔                      

- 스몰롤러 / 스몰롤러 중모 4인치 

- 눈치솔 30m/m              

- 블루시트                       

- 그물 

- 수성로드컬러(로드그린)

- 래스터 인쇄

- 붓(소)

- 핸들

- 쇄모(병아리)

- 테이프(초록색)

- 접착테이프포함 비닐

◦ 집약형 배려주차구역에 전용 게이트 설치 / 개별 구획 게이트 설치

해당시설 전체 주차대수 구획마다 게이트 설치

￭ 기타 설비

￭ 주차구획 안내/표지

￭ 게이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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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주차허가제의 시사점

◦ 일본 주차허가제의 배려주차 유형에는 여성우선주차구역은 없음

◦ 반면, 부상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와 지팡이 등을 사용해야 하는 이동약자에게 최  유효

기간 1년의 이용증을 발급하여 주차허가제 주차구역을 이용 권한을 부여함

◦ 이용 상별 배려주차구획의 위치는 보행 장애가 심할수록 이동거리를 보다 짧도록 배치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출입구에서 가까운 순】 휠체어사용자 | 신체장애자전용(장애 또는 부상자/고령자/내부 장

애가 있는 사람) | 우선주차(임산부/영유아 동반자)

◦ 이용증을 발급함으로써 배려주차구역 이용자를 명확히 하고, 배려주차구획 안내를 적극적

으로 하여 배려주차장 이용자 편의를 돕고, 부정 이용을 예방함

◦ 지자체는 민간의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및 안내시설의 설치를 

지원·보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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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규정 부적절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 시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중화장실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공중화장실법」 규정 적용시설

적용 범위 비고

공공청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해당시설 

바닥면적 

1천㎡ 이상 

시설 적용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 부 시설
-

장례시설 장례식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세탁·수선 시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 진료·치료 시설

· 【30㎡ 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 【3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음식 조리/제조/판매 시설

· 【500㎡ 미만】 휴게탁구장, 체육도장 등 해당 용도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
주택 해당은 제외) 등 주민 공동 이용 시설

· 【1천㎡ 미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수행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해당시설 

바닥면적합 

2천㎡ 이상 

시설 적용
(오피스텔 사무
구획 면적은 
바닥면적 합산
에서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서점(제1종 근생시설 미해당), 총포판매소, 사진과, 표구점,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150㎡ 미만】 단란주점

· 【500㎡ 미만】 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게임 관련 시설, 학원, 직업훈련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수리점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 제1종 근생시설 미해당
시설

· 일반업무시설: 제1·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등 및 그와 유사시설, 
오피스텔

◦ 「공중화장실법」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중 2017년 5월 신설된 ‘환기를 위한 출입문 

아랫부분 빈 공간’ 규정은 ‘화장실 도촬’에 한 책 마련의 노력과 상충됨

◦ 출입문 바닥 빈 공간 규정 20㎝ 보다 작은 기준 마련 필요

‐ 『여행프로젝트 시설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09)』에서는 6~8㎝로 규정함 

￭ 공중화장실법
  적용시설

￭ 대변기 칸 출입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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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례로 본 부적절한 여성친화 공간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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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5의 2

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 

센티미터 이상 20센티미터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017.05. 개정 시 신설 조항> 

◦ 변기 옆 칸에서 바닥 또는 위 공간에서 몰래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 문제로 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스 칸막이 설치 규정이 마련되지 않음

‐ 환기, 방수 등의 이유로 부분의 공중화장실은 타일 바닥면에 받침 를 설치하여 칸

막이를 고정시키는 형태로 조성됨 

‐ 화장실 옆 칸의 ‘도둑촬영(이하 도촬)’이 사회문제로 두되면서 일부 지하철역 및 공원

화장실은 칸막이 아래 빈 틈을 가리는 공사를 별도로 하고 수행함

◦ 화장실 옆 ‘도촬’을 예방할 수 있는 변기 출입문 바닥 공간 설치 규정 개정과 칸막이 

설치 높이 규정 마련 필요

‐ [참고] 부산 16개 기초 구·군 의회는 2020년 6월부터 공중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빈 틈(3㎜ 이하) 규정을 제안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또는 추진 중임

2) 모호한 법 규정과 가이드라인  

◦ 화장실 입구에 설치되는 점자표지판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되는 점형블록의 관계성

이 법 규정에 드러나지 않아 각각 관계없이 설치되거나 미설치됨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2) 재질과 마감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 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 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

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 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모호한 화장실 입구 
  점형블록/점자표지판 
  설치 규정

￭ 대변기 칸막이 높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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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의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에 한 설치 안내가 

불충분하거나 각각 다른 안내를 함

‐ ‘점자표지판’을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바닥높이 1.0~1.2m)의 ‘점자안내판’으로 표현‐ ‘점자표지판’ 설치 높이와 ‘점자표지판’이 부착된 안내판 중심 높이 모두를 1.5m로 

표현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물
(서울특별시, 2016, p.81)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개정판)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p.7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
(한국장애인개발원, 2012, p.175)

∙일반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측벽쪽)에 점형블록 2장 

설치, 바닥 높이 1.5m에 남녀 구분 점자표지판 

부착이 가장 바람직함 

∙화장실 입구 설치 점형블록은 걸레받이로부터 0.3m 

이격하여 설치 

◦ 잘못 설치된 점형블록/점자표지판 사례

각각 
따로 
설치

점자표지판과 점형블록이 관련성 없이 따로 설치
점자표지판 미설치 지점에 

점형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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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설치된 점형블록/점자표지판 사례

부적절한
설치

화장실 출입문 유효폭의 점형블록 설치

  

바닥
안내
표지

미설치

시각장애인에게 일반화장실을 안내하는 점자표지판 설치 벽 전면에 
바닥 질감을 다르게 하거나 점형블록 설치해야 하나 미설치

        

점자
표지판

점형블록
모두

미설치

화장실 전체 출입구 앞 점자안내시설 미설치

제각각인
점자

표지판 
높이

바닥높이 1.7m에 점자 높이 중심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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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에 주요 실 안내 점자표지판의 설치 높이 측정 기준점 안내가 명확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마다 다른 안내로 점자 높이가 제각각임 

‐ 점자표지판 크기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점자표지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면 

점자가 표기된 높이는 일정하지 않게 됨

「장애인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 공공건물·공원·공공주택 -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p.105)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개정판)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p.122) 

 

 

￭ 모호한 실 안내    
  점자표지판 
  설치 높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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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리어프리 설치 규정 미준수: 장애인편의증진법 

구분 규정 미준수 사례

보행
장애물

  

손잡이

  

        

손잡이 설치 형태 손잡이 지름  7㎝

구분 규정 미준수 및 부적절 사례 

계단

￭ 복도
  시행규칙 별표1 

   7. 복도/통로 

￭ 주 계단
  시행규칙 별표1 

   8.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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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정 미준수 사례

전면
유효
거리
1.2m
이상 
확보

계단/
경사로
손잡이

구분 규정 미준수 사례

출입문
유효폭

+

활동공간

  

구분 규정 미준수 사례

승강기
조작설비

전면
30㎝

점형블록

￭ 주 출입구
  시행규칙 별표1 

   6. 출입구(문)

￭ 실내 출입문
  시행규칙 별표1 

   6. 출입구(문)
  
    

￭ 승강기
  시행규칙 별표1 

   9.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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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정 부적절한 설치 사례

점형블록
설치

∙점형블록 
 계단ㆍ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 

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에 설치

∙선형블록 
 시작ㆍ교차ㆍ굴절 지점에 설치

 

구분 규정 미준수 사례

접수대

작업대

∙상단높이: 0.7~0.9m

∙바닥공간 확보:

   - 높이 0.65m 이상
   - 깊이 0.45m 이상

   

[민원창구] 

￭ 점자블록
  시행규칙 별표1 

   16. 점자블록

￭ 접수대/작업대
  시행규칙 별표1 

   21. 접수  또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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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 성 역할을 특정하는 픽토그램 설치 ▶ 해당 실 성별 일치 안내 픽토그램 설치가 바람직함

          

◦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청사 벽면 활용 홍보 공공디자인

    몸짱, 우리 아빠!

    S라인, 우리 엄마! ( X )

    ⇒ 몸짱, 우리 엄마!

   <이미지>

   치마 입고, 구두 신은 엄마

   ⇒ 바지, 운동화 신은 엄마
 

◦ 잘못된 편의시설 배치로 법 규정 기준 미달

‐ 기존 건물 승강기 유효바닥면적 유효폭 1.1m 이상 확보 미준수

◦ 매립형 점형블록 설치 후 안내시설 위치 변경으로 점형블록의 위치가 부적절해짐

￭ 양성평등 환경 조성
  목적에 반하는 
  공공디자인 

￭ 사용 상 문제

￭ 성인지 감수성 부족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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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선호가 미반영된 종로구 공공청사 화장실

‐ 2016년 서울 지역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변기 선호도 조사(N=3,137)에서 화변기(동양식 

변기) 화변기 선호 응답자 비율은 남성 14.0%, 여 32.2%임 

‐ 2008년 16개 광역시·도 공중화장실 변기 선호도 조사에서는 남성은 19.2%, 여성은 

27.1%의 화변기 선호를 보임

‐ 현재 종로구청, 동 주민센터 화장실 화변기(동양식 변기) 설치율은 0%임

‐ 획일적인 양변기 설치로 유니버설디자인의 7 원칙19) 중 ‘공평한 사용’, ‘사용상 융통

성:선택 가능한’의 원칙 불충족

 【참고】 변기 선호도 조사 

   ① 전국 16개 광역시·도 공중화장실 변기 선호도 조사(2008)

    

  전체 (명) 서양식 동양식 상관없다

1,000 58.3% 18.7% 18.7%

   ② 서울 지역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변기 선호도 조사(2015)

        

  전체 (명) 서양식 동양식 상관없다

3,137 63.4% 22.8% 8.8%

출처: 경기연구원(201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방안」, p.7~8,  원 출처: 서울시(2015),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화장실 변기 설치기준 보고”, 행정안전부(2008), 「공중화장실 시설·문화 및 유지관리 
개선정책 연구」, 내용 발췌 재구성

양변기 확  추세에 맞서 '쪼그려 앉아서' 볼일을 보게 해 달라는 주장도 거세다. "다수가 

앉아 쓰는 양변기가 화변기보다 더 비위생적이다"는 게 '화변기파'의 반론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양변기가 익숙해지다 보니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양변기를 더 많이 넣

고 있지만, 위생상의 이유로 화변기를 선호하는 고객도 여전히 있어 화변기를 완전히 없애

고 있진 않다"며 "10개 중 2~3개꼴로 화변기를 설치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출처: 부산일보, 2018-11-21, “양변기 세? 쪼그려 앉는 화변기도 좋아”

19) 유니버설디자인의 7원칙은 ‘공평한 사용’, ‘사용상 융통성’,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실수에 대한 포용력’, ‘적은 신체적 
노력’,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임

￭ 非유니버설디자인 
  : 100% 양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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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의 외국 관광지 화장실 이용 시 개방화장

실 관리 문제 발생에 대한 고려 필요 

‐ 일부 중국인들이 양변기 이용 시 변기 위에 올라서서 이용하는 일이 발생함‐ 중국 내, 중국 외 국가 관광지나 공항 등에 양변기 사용에 한 안내를 볼 수 있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홍  지역에 위치한 마포도서관의 경우 개방화장실이나 1층을 

제외한 층의 중국 관광객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를 한 적이 있음‐ 중국인을 비롯한 잠재 아시아권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 위치한 공공청사 개방화장실에 화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

 

  원 출처: 바이두

영어와 중국어로 쓰인 
중국 내 스타벅스의 화장실 이용 안내문

 

그림출처: 나우뉴스, 2017-10-25, “‘변기 위에 서지 마시오?’ 中  ‘스타벅스’ 이상한 경고문, 재인용

◦ 이용자가 대변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도 1개 이상의 

화변기 설치가 필요함   

◦ 【장애인 고려 측면】 저시력인 등을 고려하여 남성은 파란색, 여성은 빨간색으로 명확하게 

색상 구분한 픽토그램 사용을 권장

◦ 【양성평등 측면】 성별에 한 편견 및 고정 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남성 파랑, 여성 

빨강의 색 구분 지양하고 흰색 등 단색으로 표시 권장  

◦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의 안내시설의 색채 계획 시 립되는 색채 계획 요소에 한 판단 

필요

￭ 대립되는 가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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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보고서의 활용

◦ 직원 및 행정체험단 교육 자료 및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배려주차장 관련 조례 조항 제·개정 시 참고

   

2) 정책 제안1: 신규 직원 및 공공시설 신·개축 사업 신규 담당자 교육 

(1) 정책 개요

◦ 시각장애인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의 부적절한 설치 현황 

‐ 설치기준이 아닌 마감재 마감선을 따라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 설치로 시각장애인 이

용 불편 야기뿐만 아니라 보행 안전 위협

◦ 신·개축 사업 추진 시 사업 담당자의 해당시설 이용자 특성 이해/고려가 요구됨

‐ 시설의 주 이용자에 따라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예. 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잠재된 위험요소 제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주 이용시설은 사업 완공 승인 전 담당자의 세심한 검토가 요

구됨   예. 어린이시설 난간 설치 시 추락방지턱 설치 또는 난간에 패널 설치 

￭ 제안 배경

2 . 연구 활용 및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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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담당자의 사업 조성 시 잘못된 부분 시정 요구할 수 있는 소양 함양

◦ 사업 담당자의  담당 업무 검토 시 참고자료 리스트 및 검토 원칙 숙지

‐ 예: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화장실 보다 일반화장실으로 안내함‐ 예: 일반화장실 입구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지판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임

(2) 정책 내용

◦ 1년에 한 번 또는 상·하반기 인사 직후 신규 직원 및 신규 담당 업무자 교육 실시

‐ 교육내용: 여성친화 및 유니버설디자인(배리어프리) 개념 및 공간 조성 기준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전 우수 사례 공유

(3) 기대효과

◦ 사업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

◦ 잠재 사고 발생 예방 효과

3) 정책 제안2: 행정체험단 여성친화/유니버설디자인 공간 모니터링 활용

(1) 정책 개요

◦ 하계/동계 행정체험단 활동사업 지속 추진 중

‐ 학 전공과 무관한 행정체험 부서 배치: 체험 효과 미비‐ 배치 부서는 행정체험단 업무 분장에 어려움이 있음

￭ 제안 목적

￭ 정책 목표

￭ 신규 직원 및 담당 
  업무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 기대 효과

￭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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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서울시는 유니버설 디자인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하면서 유니버설 인증에 도

입 예정을 밝힘

‐ 2021년부터 신축·개보수 모든 공공건물 및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의무화

◦ 배치 각 부서의 행정체험단 업무 분장 어려움 해결

◦ 전공 관련 체험 활동으로 이전 보다 행정체험단의 활동 기  효과 UP

◦ 여성친화 및 유니버설 디자인 공간 자료 DB 구축 및 정기 업데이트

(2) 정책 내용

◦ 하계/동계 행정체험단을 부서를 지원하거나 전공 관련 부서로 배정함

‐ 2021년부터 신축·개보수 모든 공공건물 및 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의무화

◦ 행정체험단 모집 시 전공 관련 부서 배정 희망 여부 및 여성친화 및 UD 모니터링 활동 

참여 의사 조사

‐ 행정체험단 모집 공고에 부서별 관련학과 안내표 제시‐ 관련 학과 여부 관계없이 모니터링 활동 희망자를 별도로 조사하여 관련학과 체험단 

희망 인원 부족 시 참여 희망 의사 밝힌 타 전공 상자를 차선으로 충원 

◦ 행정체험단 전체를 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중 여성친화 +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시설 관련 

교육 실시

◦ 행정체험단 활동 중 접하거나 경험한 종로구 내 유니버설 디자인 BEST3/ WORST3 공

공시설 사례 선정, 행정체험 활동 3주차에 제출토록 함

‐ 폐회식 때 BEST3/WORST3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향후 해당 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DB구축 담당을 디자인 계열 

전공의 행정체험단 배정

◦ 모니터링 담당부서는 행정체험단 활동 이전 모니터링 상 공공시설 선정 및 해당 시설 

모니터링 협조 요청 등 제반 준비 완료(모니터링 일정 확정 포함)

◦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는 체험단은 모니터링 활동 전 DDP에 조성된 유니버설디자인 체

험관을 방문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보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활동 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참여시켜 해당 시설 내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한 점을 세세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 체험단 활동 종료 후에도 모니터링 활동에 관심 있는 행정체험단을 모니터링 요원 풀에 

등록함

￭ 제안 목적 및 
  정책 목표

￭ 지망/전공 관련
  부서 배정

￭ 교육 및 DB구축

￭ 공공시설 모니터링 
  활동에 배정

￭ 공공시설 모니터링 
  활용 모니터링 요원 
  풀(Pool)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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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 【행정체험단】 전공 관련 부서 배정으로 행정체험 효과 증  + 구정 관심 보다 증 →  

 향후 구정 참여율 상승 기

‐ 건축과: 건축 계획/설계/시공 등 업무 시 공공시설 조성 시 고려사항 습득 ‐ 사회복지과: 복지시설에 한 설치기준에 한 숙지로 졸업 후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개선 및 조성 계획 시 고려 기  ‐ 관련 부서 배정으로 행정체험단의 관련 구정 관심 증  기

◦ 【모니터링 담당 부서】  모니터링 관련 업무 축소  

‐ 모니터링 요원 풀 구축·운영으로 모니터링 요원 모집 업무 축소‐ 활동 가능 스케줄 조정 등 일정 조절 업무 축소

◦ 【일부 부서】 행정체험단 업무 분장 어려움 해결

◦ 전반적인 행정체험단 활동 기 효과 제고  

4) 정책 제안3: 가치관 대립 및 구민 협조 필요 부문 구민 설문조사 실시 후 반영

(1) 정책 개요

◦ 공공청사 개방화장실 화변기 설치 필요

‐ 화장실 변기 화변기에 한 선호가 의외로 높은 반면 종로구 공공청사 내 화변기 설

치율 0%

‐ 외국인 관광객의 잘못된 양변기 사용으로 고장 등 관리 유지 문제 발생 사례

‐ 삼청동 주민센터 등 일부 공공청사 화장실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 빈도 있는 편임

◦ 여성우선주차구역에 한 끊이지 않는 논란

‐ 30  이상 주차장 총 설치 주차면의 10% 이상 여성우선주차장 설치 의무화

‐ 역으로 여성우선주차구역의 여성운전자를 노린 범죄 발생 사례 

◦ 종로구 구민 구정 참여 제고 필요

‐ 2016/20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 조사 전반적 결과 6개 부분 중 ‘참여와 시민의식’이 

최저 기록 

￭ 제안 배경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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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내용

◦ 화장실 변기 선호도 조사 결과를 향후 신청사 및 공공청사 화장실 조성 공사 시 반영 

‐ 구민 변기 선호도는 신청사의 주출입층(1F/B2), 민시설 및 문화시설 위치 층 화

장실에 양변기 : 화변기 설치 비율 반영

‐ 직원 변기 선호도는 상기 제안 층 이외 층에 반영

‐ 양변기 설치 비율은 남녀 각각의 선호도를 반영함

◦ 배려주차구역의 최소 설치 규모 결정

‐ 현행 여성우선주차장 전체 설치 수의 10% 유지 + 배려주차장 α% 추가 신설

‐ 여성우선주차장을 배려주차장으로 전환 여부

◦ 배려주차구역의 이용 상 범위 설정

‐ 노인+여성, 임산부+영유아 동승 차량 또는 각각 따로 설치 ‐ 동승 영유아 나이 규정   예) 만 6세 미만, 만 4세 미만 등

(3) 기대 효과

◦ 설문조사로 구민에서 구정 홍보 및 참여 기회 확

◦ 향후 각종 설문조사에서 ‘참여’ 부문 긍정 응답률 제고 기

5) 정책 제안4: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

(1) 정책 개요

◦ 「공중화장실법」 규정에 칸막이 높이 규정 없어 환기, 설치 편의상 상·하단부에 빈틈이 있

게 조성됨

◦ 부분의 화장실 도촬은 옆 칸 상·하단부 빈틈에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촬영함

◦ 일부 지하철 역사 및 공원 등은 화장실 변기 칸막이 빈틈 가리는 공사를 별도로 수행하

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제안 배경

￭ 화장실 대변기 선호
  도 조사 및 반영

￭ 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설문 결과 
  토대로 해당 조항  
  제·개정

￭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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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6개 부산 지역 기초 구, 군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또는 

개정을 추진 중임

‐ 2020년 7월 1일 기준 부산 진구/서구/연제구/강서구 등 의회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개정안 본회의 통과

‐ 해당 내용: 배수 및 환기용의 옆 칸 바닥, 위 틈 3㎜ 이내, 하단부 안심스크린 설치  

(2) 정책 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변기 칸막이 높이 규정 제정 

‐ 배수 및 환기를 위해 최소한의 틈을 허용하는 칸막이 상·하단부의 틈 높이 규정   

 
            

(3) 기대 효과

◦ 화장실 도촬 환경 조성 근절로 안심화장실 조성

◦ 이용자가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편의 증

                                  

￭ 대변기 칸막이 높이
  규정 마련

￭ 기대 효과



06

종로구여성친화공공건축물가이드라인(안)



72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구

1. 건축물 진입부

1) 대지 내 접근로 3) 주출입구

 □ 대지 내 접근로의 형태 □ 주출입구

▮접근로와 차도 분리 ▮주출입구 위치 및 전면 공간

▮접근로 유효폭 ▮대지 내 접근로 – 주출입구 연결부 턱낮추기

▮접근로 내 단차 및 장애물 ▮주출입문 형태

▮접근로 기울기 ▮주출입구 바닥 마감

▮접근로 바닥 재질 및 마감

□ 대지 내 접근로의 안전성

▮대지 내 접근로의 적정 조도

▮범죄 예방 확보

2. 건축물 내부

2) 교통약자 배려주차장 1) 내부시설

□ 배려주차구역 설치 □ 공간구조 및 배치

▮배려주차 설치대수 ▮주출입층 활용

▮배려주차구역 설치 위치 ▮주출입층 시설 배치

▮배려주차구획 ▮유휴공간 활용

□ 배려주차구역 표시 □ 복도

▮배려주차구역 안내 및 유도 표시 ▮복도 유효폭

□ 주차장 안전성 ▮복도 단차

▮(배려주차구역~출입문) 보행안전통로 확보 ▮복도 바닥 마감

▮주차장 내 적정 조도 ▮복도 내 손잡이 설치

▮주차장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복도 내 적정 조도

□ 개인 이동장치 주차시설 □ 실별 출입문

▮설치대수 ▮실별 출입문의 형태 및 구조

▮주차시설 설치 ▮실별 출입문의 손잡이

06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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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내부

1) 내부시설(계속)

 □ 주 계단 □ 화장실 일반(계속)

▮계단 형태 ▮단위부스 출입문 구조

▮계단 유효폭 ▮단위부스 잠금장치

▮계단 구조 ▮화장실 내 적정 조도

▮계단 바닥 마감 □ 배려시설

▮계단 손잡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계단실 내 적정조도 ▮영유아 및 아동용 위생시설

□ 주 승강기 ▮다목적 화장실 설치

▮승강기 설치 □ 편의시설

▮승강기 크기 및 구조 ▮단위부스 내 편의시설

▮승강기 조작설비 ▮세면대 주변 편의시설

▮주 승강기 내·외 운행 안내 ▮파우더 공간 설치

▮주 승강기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 안전시설

□ 기타 ▮화장실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설 □ 안내시설

▮화장실 안내 표시

2) 위생시설 3) 안내시설

□ 화장실 일반 □ 층별 안내시설

▮출입구 ▮주출입구/로비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확보 ▮승강기 내·외부

▮선호 반영 다양한 대변기 설치 □ 실별 안내시설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 ▮주요 실 앞 안내시설

▮화장실 바닥 마감

▮단위부스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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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내부(계속)
[7]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10] 주차장 종류별/규모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11]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구획 설치기준

[12] 서울특별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의 출입구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4] 장애인등이 출입 가능한 출입구(문)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5] 장애인등이 출입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6]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계단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7] 장애인용 승강기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8]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19]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0] 경사로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1]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화장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2]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욕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3]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4] 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5]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6]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4) 민원시설

 □ 민원실 출입문

▮민원실 주출입문 형태

 □ 민원 창구

▮민원 창구 및 작업대

5) 배려·편의시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장소

▮수유 공간 분리

▮수유실 내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설치 구조 및 설비

□ 보관 및 대여시설

▮유아차/휠체어 대여시설

▮유아차 보관 공간 

□ 근로자 휴게시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여부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구조 및 편의시설

3. 참고자료

[1]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원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별 설치 편의시설 종류 – 
의무/권장 표시

[5] 통신시설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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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8]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29]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구조·
재 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30]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31]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 
기준

[32]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공중전화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33]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우체통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34]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35]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36] 여성화장실 대변기수 설치 기준 및 적용시설

[37] 어린이용 화장실 설비 설치 기준

[38]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

[39] 물 재활용 세면대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

[4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에 대한 종로구 기준

[4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4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대상시설 및 범죄예방 
공통기준

[43]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 시설 
적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44] 경사도 기울기 산정표



76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구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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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구 
접
근
로

장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장실 욕  
실

샤
워
실
ㆍ
탈
의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ㆍ
침
실

관
람
석
ㆍ
열
람
석

접
수
대
ㆍ
작
업
대

매
표
소
ㆍ
판
매
기
ㆍ
음
료
대

임
산
부
등

휴
게
시
설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

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 ● ● ○ ○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
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
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등

● ● ● ● ● ● ● ○ ○ ● ○ ● ●

대피소 ● ● ● ○

공중화장실 ● ● ●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소(산후조리원)
● ● ● ● ● ● ● ○ ○

지역아동센터(300㎡이상만) ● ● ● ● ○ ○ ○ ○ ○ ○ ●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 
·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非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만)

● ● ● ● ○ ○ ○ ○ ○

공연장 ● ● ● ● ● ● ● ● ● ● ● ● ● ● ●

안마시술소 ● ● ● ● ○ ○ ○ ○ ○ ○ ○ ●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 ● ● ● ● ● ● ● ● ● ● ● ● ●

집회장 ● ● ● ● ● ● ● ○ ○ ●

전시장, 동·식물원 ● ● ● ● ● ● ● ○ ○ ● ○ ● ○ ●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
기도원 등, 500㎡ 이상만)

● ● ● ● ○ ○ ○ ○ ○ ● ○ ○

판매
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000㎡ 이상만)

● ● ● ● ● ● ● ○ ○ ○ ● ○

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 ● ● ● ● ● ● ● ● ○ ○ ● ● ● ○ ○

 ● : 의무      ○ :권장

■ 편의시설별 가이드라인 의무/권장 적용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구분 내용 적용대상

건축물
진입부

【매개시설】 지 내 접근로, 주차장, 
주출입구 다중

이용

시설

공공청사 구청, 동 주민센터, 시의회, 보건소 등

교육시설 도서관, 평생교육기관 등

건축물 
내부

【내부/위생/안내/기타시설】 공간 
구조 및 배치,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및 그 밖의 시설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체육시설 등

기타 법 기준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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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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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시설

병원·격리병원 ● ● ● ● ● ● ● ● ● ○ ○ ● ● ● ○ ○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유치원 제외) ● ● ● ● ● ● ● ● ○ ● ● ● ○ ○ ○

유치원 ● ● ● ● ● ● ● ● ○ ○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등 
(500㎡ 이상만)

● ● ● ● ● ● ● ● ○ ○ ○ ● ○ ○ ○

도서관(1000㎡ 이상만) ● ● ● ● ● ● ● ● ● ○ ○ ● ● ○ ○

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 ● ● ● ● ● ● ● ○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포함)

● ● ● ● ● ● ● ● ● ● ● ● ● ● ● ● ● ●

수련
시설

생활권/자연권수련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500㎡ 이상만) ● ● ● ● ○ ○ ○ ● ○ ○ ○ ○

업무

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 ● ● ● ● ● ● ● ● ● ● ● ●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500㎡ 이상만)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

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000㎡ 이상만)

● ● ● ● ● ● ● ● ● ● ● ● ● ○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 ○ ● ● ○ ○ ○ ○ ○ ● ● ○

관광숙박시설 ● ● ● ● ● ● ● ● ● ○ ● ○ ● ● ○ ○

공   장 ● ● ● ● ○ ○ ● ● ○ ○ ○ ○ ○ ○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 ● ● ○

운전학원 ● ● ● ● ● ● ● ○ ○ ○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등(1000㎡ 이상만) ● ● ● ● ● ● ● ○ ○ ○ ● ○

전신전화국 등(1000㎡ 이상만) ● ● ● ● ● ○ ● ○ ○ ○ ● ○ ○

교정
시설

교도소·구치소 ● ● ● ● ● ● ● ○ ● ○ ○ ○ ○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 ● ● ● ○ ○ ● ○ ○ ○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 ● ● ● ○ ○ ● ○ ○ ○ ○ ○ ○ ○

휴게소 ● ●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의무      ○ :권장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3.나. <2019.7.2. 개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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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내 접근로

‘대지 내 접근로’란 대지의 경계선(외부)부터 대지 내 건축물의 주출입구(문) 전면까지의 진입동선을 말함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5 

[그림 6-1] 대지 내 보행접근로 <단독 건축물>

 

 ▮ 접근로와 차도 분리                                                            [보행 안전]

대지 경계선~주출입구 연결 대지 내 보행로 또는 주차장~건물 출입구 연결 접근로는 유아차 및 휠체어

(보행보조기/전동차 포함) 이용자, 고령자, 영·유아·아동 동반자 등 모든 방문자가 통행 시 차량의 간섭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물에 도달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구분 내용

필수

 ∙ 지 경계선~내부 보행로/주차장~건물 출입구 보행로의 50% 이상 구간이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구분됨(단,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피할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 또는 턱낮추기 횡단보도로 설치)

   ※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가 곤란한 구간은 시각장애인이 보행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보행로 바닥재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권장  ∙ 지 경계선~내부 보행로/주차장~건물 출입구 보행로 전 구간이 차량과 교행 없이 완전 분리 

□ 대지 내 접근로의 형태

1 . 건축물 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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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대지 내 접근로 보차 완전 분리: 출입구 분리 / 경계 연석 설치로 물리적 분리

보행자-차량 출입구 분리 보-차도 경계에 연설 설치

  

     [참고] 접근로 경계 보차 분리 처리

접근로 

경계석

그림① 
②

③  

    

   

접근로변

식재

그림① 
②

③
 

그림참고: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개정판)』, p.20 참고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경계

 [의무] 접근로-차도 경계 처리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함

    ※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재량] 경계부 연석 높이/색상 ․ 질감  연석 높이는 6㎝ 이상 15㎝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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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 유효폭                                                                 [보행 편의]

유아차 및 휠체어/보행보조기(전동차 포함) 이용자, 고령자, 영·유아·아동 동반자 등 모든 방문자가 통행하

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지 내 접근로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함

  - 유효폭이란 보도폭에서 노상시설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을 말함

  - 접근로 유효폭은 지 경계에서 출입구까지의 전체 접근로 구간 중 가장 좁은 곳을 기준으로 유효폭 확보 

여부 판단함

구분 내용

필수  지 내 주 접근로는 유효폭 1.5m 이상으로 설치

권장  지 내 주 접근로는 유효폭 2.0m 이상으로 설치

  [참고] 도로 이용자의 기본 점유폭

그림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구조령 해설과 운용」, 재인용, 교토시(2016), 「교토시 자전거 통행 환경 정비 가이드라인」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의무] 최소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재량] 교행구역 설치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수평참 설치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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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이용 조건별 소요 유효폭 산정

1.2m

휠체어이용자–비이용자

비이용자가 비끼어 선 경우
           —
시각장애자의 동작치수

그림① | 그림②
  

1.4m

휠체어이용자–비이용자

동시 나란히 통행

그림③ | 그림④

1.8m

—
휠체어이용자들간의 

교행

—
아이 손을 잡고 

가방을 든 성인 

+ 가방을 들지 않은 성인
그림⑤ | 그림⑥

1.5m

—
휠체어 방향 전환 

—
휠체어 360° 회전

—
성인 + 가방 든 성인

그림⑦ | 그림⑧ | 그림⑨ 

            

2.0m

「교통약자법」 

보도 유효폭 기준

―
휠체어 교행

—
아이와 손잡은 성인 2인

그림⑩ | 그림⑪

 

그림출처: ①/③/④/⑤/⑦/⑧ - 한국장애인개발원(20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 p.16,  
        ②- 일본 국토교통성(2007), 「도시공원의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안)」, p.4,   
        ⑥/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1),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매뉴얼」, p.58, 
        ⑩/⑪ - 국토교통부(2018),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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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 내 단차 및 장애물                                                       [보행 안전]

유아차 및 휠체어/보행보조기(전동차 포함) 이용자, 고령자, 영·유아·아동 동반자 등 모든 방문객이 접근로

를 통행할 때 특별한 주의 없이도 넘어지거나 부딪치지 않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를 조성함

(보행안전구역)

보행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이동 경로 내 진행 방향으로 단차가 발생하지 않고, 장애물이 위치하지 않도

록 접근로를 조성함

◇ 접근로 내 단차

구분 내용

필수
 ∙ 접근로 연결부에 발생하는 단차(진행방향)는 2cm 이내로 함. 단차 발생 시에는 진행방향 모따기 시공으로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시공 하여야 함 

권장  ∙ 연속적 보행이 가능하도록 접근로 내 이동 방향으로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게 계획·설치함

◇ 접근로 내 장애물(보행안전구역)

구분 내용

필수  ∙ 가로수 가지치기와 가로등 및 간판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2.1m 이상임

권장

 ∙ 가로수 가지치기와 가로등 및 간판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2.5m 이상임

 ∙ 이동 경로 내 가로수나 가로등, 볼라드, 맨홀, 배수로, 점검구 등의 시설물 설치를 금하여 이동 장애가 

전혀 없게 함

  [참고] 보행안전구역 (유효폭 × 유효안전높이)

       ※보도 유효안전높이: 2.5m(「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그림출처: 서울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부)」,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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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단차 모따기 시공           

그림출처: 서울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부)」, p.45

  【사례】 이동 경로에 장애물 없고 단차가 없는 접근로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나. 기울기 등 
(단차)

 [의무] 연결부 단차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 이하로 

하여야 함 

마. 보행장애물

 [의무] 보행장애물 설치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의무]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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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 기울기                                                                 [보행 안전]

유아차 및 휠체어/보행보조기(전동차 포함) 이용자, 고령자, 영·유아·아동 동반자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

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건물 주출입구까지 도달하도록 가급적 종·횡단 경사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로를 계획·설치하여야 함

구분 내용

필수

 ∙ 배수의 문제 등으로 수평접근이 힘든 경우 접근로의 종단(이동 방향) 기울기는 1/18 이하로 설치

   (단,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 가능, 이 경우 18m마다 휴식참을 설치하여야 함)

 ∙ 접근로의 횡단 기울기는 1/50 이하를 유지함(지형 상황 및 주변 건물 등 부득이한 경우 1/25 까지 완화 

가능)

권장  ∙ 종·횡단 모두 기울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로를 조성함

     [ << TIP >> ]

      ⦁기울기-경사도(°)-경사율(%)

기울기 경사도(°) 경사율(%) 비고

1/25 2.29  4.00

1/18 3.18  5.56  배수 문제로 곤란한 경우 종단기울기 완화 기준

1/12 4.78  8.33  지형상 곤란한 경우 종단기울기 완화 기준 

1/8 7.16 12.50

 

      ⦁경사도 1/18, 높이 0.75m의 접근로 설치

        : 경사도 1/18 이하 접근로  길이 L = 13.5m,  높이 H = 0.75m 이하

                                 높이 H = 0.75m,  길이 L = 13.5m 이상

         ※ 경사로 시작과 끝에 참 (1.5m 이상×1.5m 이상) 설치 

      [참고]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의 기울기(「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의 3.가.3) 기울기)

편의시설 설치기준

종단 기울기

 [의무]  보도 등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함

    ※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2까지 완화 가능

횡단 기울기  [의무]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1/25 이하로 함



06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안) 85

 

     [참고] 기울기 비교

종단기울기
(이동방향)

횡단기울기
(이동방향에 

직각)

그림출처: 서울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2부)」, p.45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나. 접근로 기울기 등
 [의무]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로 하여야 함 

    ※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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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로 바닥 재질 및 마감                                                       [보행 안전]

유아차 및 휠체어/보행보조기(전동차 포함) 이용자, 고령자, 영·유아·아동 동반자 등 모든 방문객이 날씨 

조건(비, 눈)과 관계없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접근로 재질과 마감은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여야 함

또한 바닥재 사이 틈으로 인한 보행 장애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로가 계획·시공되어야 함 

◇ 바닥 재질 및 마감

구분 내용

필수
 ∙ 접근로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며, 지팡이 또는 구두 굽이 포장재 사이에 끼이지 

않도록 이음면(줄눈)은 5㎜ 이하로 설치함(①)

권장  ∙ 필수 기준 ①을 충족하고, 빗물과 눈이 녹은 물의 처리가 용이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함

◇ 배수로 덮개 

구분 내용

필수
 ∙ 배수로 덮개 및 격자구멍/틈새에 의한 위험요소 없이 주출입구까지 접근 가능하여야 하도록 격자구멍은 

2㎝ 이하로 함

권장  ∙ 접근로 이동 경로 상에 배수로 덮개 및 격자 구멍/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함

     [ << TIP >> ]

      ⦁기존 넓은 간격의 덮개(트렌치)를 설치한 경우 마감 처리

        : 폭 1.2m 이상의 철판을 덮개 위에 설치하여 유아차 및 휠체어, 보행보조기(전동차) 등의 통행을 원활히 함  
      

      [참고] 기존 넓은 간격의 덮개(트렌치)를 설치한 경우/ 마감 처리 덮개 격자 규격 및 형태           

덮개 설치

넓은 간격의 

트렌치 설치 시

            그림①

덮개 격자 규격

2㎝ 이하

            그림②

그림출처: ①/② 한국장애인개발원(201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공원편]」,  p.51

      【사례】 덮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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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바닥 질감 – 질감에 따른 다양한 바닥재

유형1

단단하고
거친 질감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시멘트 블록 인조대리석 블록 점토 블록

유형2

단단하고
미끈한 질감

석재 물갈기 석재 버너구이 석재 잔다듬

유형3

단단하고 
코팅된 질감의 재료

콘크리트 + 에폭시 콘크리트 + 우레탄 칼라 콘크리트

유형4

요철 있는 단단하고 거친 
질감의 재료

: 경고용
- 휠체어 이용 어려움

석재 혹두기 사괴석

유형5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질감 재료

칼라 콘크리트

자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12 원출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17), 「시각장애인이 
인지 가능한 바닥 질감의 기준 활용」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

재질과 

마감

 [의무] 접근로 바닥면 재질/마감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의무] 블록 포장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함

 [의무] 덮개 설치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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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내 접근로의 적정 조도                                                 [보행/범죄안전]

접근로는 야간에도 다양한 보행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장애물 등 전방의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한 조명이 계획ㆍ설치되어야함 

범죄의 예방(또는 범죄 유발 심리 억제) 및 보행자가 안전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밝기의 조명이 

밤 시간 내내 유지되어야 함 

    

구분 내용 조도 측정 기준 높이

필수  ∙ 지 내 보행로의 조도값은 40lx 이상
보행로 바닥으로부터 0.85m 높이 지점

권장  ∙ 지 내 보행로의 조도값은 60lx 이상

    [참고] KS A 3011 조도기준 : 옥외시설 – 건물 외부(2020)

구분 최저 조도 표준 조도 최고 조도 비고

입구/통로 [D] 30lx 40lx 60lx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건물배경  [B]  6lx 10lx 15lx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

 ※ 바닥면 위 85㎝ 지점에서의 조도 기준

□ 대지 내 접근로의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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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예방 확보                                                                [범죄 안전]

아동, 영ㆍ유아 동반자,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접근로 이용자가 심리적

으로 편안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조성되지 않게 접근로와 그 주변을 정비함

구분 내용

필수

 ∙ 주출입구 접근로 주변 설치 수목이나 시설물은 접근로 이용자의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접근로 주요 구간에 CCTV 설치

 ∙ 공간 경계부는 바닥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여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도를 설치하여야 

함 

권장  ∙ 필수 기준을 충족하고, 불가피하게 시야가 차단되는 장소에 CCTV 설치하여 보완토록 함

      

[관련 법규] □1  건축법(법률 제17219호, 2020.4.7. 타법개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4.28. 타법개정)

  제6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범죄예방 
기준 

의무시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6. 노유자시설 /  7. 수련시설   / 8. 오피스텔(업무시설)  / 9.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2장

범죄예방 
공통기준

접근통제의 기준(제4조), 영역성 확보의 기준(제5조), 활동의 활성화 기준(제6조), 

조경 기준(제7조), 조명 기준,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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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2장

접근통제 
기준

 [의무]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무]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함

영역성 확보 
기준

 [의무]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의무]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영역성 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활동 활성화 
기준

 [의무]  외부 공간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의무]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함

조경 기준

 [의무]  수목은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함

 [의무]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조명 기준

 [의무]  출입구,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의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함

폐쇄회로 
텔레비전 

안내판 설치

 [의무]  제5조제1항, 제10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출입구

① 출입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획하여야 함  

 [의무]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의무]  출입문, 창문 및 셔터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함

주차장

 [의무]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의무]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름

 [의무]  차로와 통로 및 동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재량]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함

보행로  [의무]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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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려주차장(여성 및 교통약자 배려주차장+임산부전용주차장)

▮ 배려주차구역 설치대수                                              [보행 약자 및 돌봄 편의성]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보행이 불편한 사람(일시적 보행 

불편 포함),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동승하거나 운전자 본인인 차량을 위한 배려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여야 함  

구분 내용

필수

 ∙ 주차 규모가 30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 설치되는 총 주차 수의 10% 이상을 배려주차장으로 

설치함(기존 여성우선주차장→배려주차장: 여성 및 교통약자 배려주차장+임산부전용주차장)

 ∙ 전체 배려주차장 중 20% 이상을 임산부전용(영유아 탑승차량 포함)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되 최  임산부전용 

주차면수는 10 를 넘지 않도록 함

권장

 ∙ 주차 규모가 30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은 총 주차 수의 15% 이상을 배려주차면으로 설치함

 ∙ 배려주차장 중 20% 이상을 임산부전용(영유아 탑승차량 포함)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되 최  임산부전용 

주차면수는 10 를 넘지 않도록 함

※ 주차규모 임산부전용(영유아탑승) 주차면은 1  이상 설치하고 소수점 아래 반올림 기준으로 산정
※ 임산부전용(영유아탑승) 차량은 여성 및 교통약자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수도 있음

 

      [ << TIP >> ]   

    ※ 용어 정의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임산부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임산부 탑승 자동차 :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만 

6세 미만)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함

    ※ 배려주차면 및 임산부전용(영유아탑승차량 포함) 최소 설치대수 산정(단위: 대)

전체 
주차대수

기존 
여성우선

주차

필수 권장

전체
배려주차

임산부전용
영유아탑승포함

여성 및 교통약자
(여성/영유아동반자

/고령자/임시이동약자)

전체
배려주차

임산부전용
영유아탑승포함

여성 및 교통약자
(여성/영유아동반자/

고령자/임시 이동약자)

30대   3   3  1  2   5  1   4

50대   5   5  1  4   8  2   6

100대  10  10  2  8  15  3  12

200대  20  20  4 16  30  6  24

300대  30  30  6 24  45  9  36

500대  50  50 10 40  75 10  65

1000대 100 100 10 90 150 10 140

20) ‘배려주차구역’은 특별히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주차구역이라는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일 뿐이므로 조례 제정 시 상황에 맞춰 변경될 수 있음.
    타 지자체 용어 구체적 사례는 부록 12 참고.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교통약자우선주차구획 등)

□ 배려주차구역20)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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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면수 산정 기준 

        ; 휠체어 활동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면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장애인 주차대수 2대 인정 장애인 주차대수 3대 인정

내용참고: ①/②  서울특별시(2016), 「201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13  이미지 수정

[관련 법규]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388호, 2019. 12. 31., 일부개정)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18호, 2017.10.13. 일부개정) 

 □1  제25조의 2  /  □2  제10조의3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내용 동일)

근거 조항  주차장법 제6조 제2항

적용 대상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

설치대수 기준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확장형 주차구획 
 확장형 주차구획 설치 주차장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10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 

으로 함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463호, 2020.1.9. 일부개정)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구역을 설치하고, 백화점ㆍ병원ㆍ은행 등 시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장려 권장함

제4조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

 ① 시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투 

자출연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 

다만, 여성우선주자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음

 ②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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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주차구역 설치 위치                                     [보행 약자 및 돌봄 편의성/범죄 안전]

배려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성과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

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다음으로 근접하며 사각이 없는 곳에 위치하도록 함

장애인주차구역 및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일시적 보행 장애자 등 교통약자와 여성을 위한 주차

구역은 방문객이 가급적 차로를 횡단하지 않고 건축물 출입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토록 함 

구분 내용 비고

필수  ∙ 건축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로부터 50m 거리 내에 설치 출입구에서 가까운 순: 장애인 전용 → 

임산부전용 → 그 외 배려주차구역권장  ∙ 건축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로부터 30m 거리 내에 설치

 

     [참고] 접근 공간 : 장애인 주차장 - 배려주차장 설치 위치 / 연속된 보행안전구역 

     

그림출처: 서울특별시(2017),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p.156   이미지 수정

        [참고] 일본 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장 및 배려주차장 설치 위치 

그림출처: 일본 국토교통성(2019), 「주차 허가제 사례집-장애인등 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위한 처]」,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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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30m / 50m 보행거리 기준 – 가장 먼 거실로부터 직통 계단까지의 보행거리 기준 참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0m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50m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의 그 보행거리는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가능

     【사례】 배려주차구역 설치 위치 사례 

양주시 승강장에 가까운 순: 장애인 > 여성우선주차장(배려) > 일반 

이미지출처: 양주시(양주시 네이버 블로그) 

[관련 법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4. 장애인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의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 

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 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함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388호, 2019. 12. 31., 일부개정)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18호, 2017.10.13. 일부개정) 

 □2 제25조의 2 / □3 제10조의 2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③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위치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4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463호, 2020.1.9. 일부개정)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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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주차구획                  [보행 약자 및 돌봄 편의성 제고]

영유아 및 아동의 승하차를 위한 문 개폐와 유아차, 휠체어, 보조

보행기 등의 적재ㆍ적하에 요구되는 공간을 고려하여 배려주차면

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넓게 구획ㆍ설치함

영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고, 유아

차, 휠체어, 보조보행기 적재ㆍ적하 시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주차

구역 바닥면은 높이차가 없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성되어야 함 

◇ 배려주차면 구획

구분 내용

필수  ∙ 확장형 주차면 설치하는 경우는 배려주차면의 1/2 이상을 확장형(2.6m × 5.2m) 규모로 설치함

권장  ∙ 임산부전용주차면 제외한 모든 배려주차면을 확장형(2.6m × 5.2m) 규모로 설치함

◇ 임산부전용주차면 구획

구분 내용

필수  ∙ 임산부전용주차면을 장애인주차면 기준(3.3m × 5.0m)으로 설치함 

권장  ∙ 임산부전용주차면을 장애인주차면 기준(3.5m × 5.0m)으로 설치함 

◇ 구획 바닥면/상부 공통

구분 내용

필수  ∙ 배려주차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권장
 ∙ 배려주차 바닥면의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바닥면 경사는 1/50 이하로 설치  

 ∙ 배려주차면 상부에 지붕 설치, 배려주차면 보행통로(사선 마킹 부분)을 차량 주차면 양쪽에 배치함

      [ << TIP >> ]   

    ※ 주차구역 크기 비교(평행주차 외 주차): 일반주차구획 VS 확장형 주차구획 VS (법정/권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일반주차구획 확장형주차구획
[법정] 장애인전용주차장

[서울시]임산부전용주차구역
[재량] 장애인전용주차구획 

2.5m×5.0m 2.6m×5.2m 3.3m×5.0m 3.5m×5.0m

 

주출입구 연결 지붕 설치 장애인주차장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잡이」,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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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구역의 너비 및 길이는 연속해서 

설치되는 구역에 해서는 중심선을 

그 기준으로 하나, 한 개소만 설치하는 

등 다른 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선의 

경우 두께를 포함할 수 있다.

(근거: 「주차장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해설례, 15-0617) 

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관련 법규]  □1  주차장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 3. 21., 일부개정)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구분 너비 길이

일반형 2.5m 이상 5.0m 이상

확장형 2.6m 이상 5.2m 이상

장애인전용 3.3m 이상 5.0m 이상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수 1 에 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해야 함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580호, 2020. 5. 19., 타법개정) 

  [별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비고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6ｍ이상×세로 5.2ｍ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일반형 확장형(1면) 확장형(2면)

    

출입통로 출입통로 출입통로

□3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463호, 2020.1.9. 일부개정)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⑤ 자동차에 탑승한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름

□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4. 장애인주차구역  나.

구분 설치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의무]  주차 수 1 에 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함 

     ※ 평행주차: 주차 수 1  기준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해야 함

주차공간 

바닥면  

높이차  [의무]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함

기울기  [재량]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음

마  감  [의무]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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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주차구역(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어르신 주차 포함) 안내 및 유도 표시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여성, 어르신 등 각각의 배려주차구역 이용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배려주

차구역을 쉽게 인지하고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으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 연속적인 안내가 되도

록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시                                                      [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배려주차구역 인근 또는 상단에 벽 부착형/입식형 또는 천정형(달 형) 안내 표지를 설치하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함

 ∙ 모든 배려주차구획면 바닥에 배려주차장 이용자 픽토그램을 표시하여 배려주차전용임을 안내함

권장
 ∙ 배려주차 바닥면의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바닥면 경사는 1/50 이하로 설치  

 ∙ 배려주차면 상부에 지붕 설치, 배려주차면 보행통로(사선 마킹 부분)을 차량 주차면 양쪽에 배치함

◇ 배려주차구역 유도 표시                                                      [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주차장 입구에서 배려주차장까지 벽 부착형/입식형 또는 천정형(달 형) 안내 표지를 설치하되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함

권장
 ∙ 지 진입부에서 배려주차장까지 벽 부착형/입식형과 천정형(달 형) 안내표지를 연속적으로 설치

 ∙ 도로면에 배려주차 유도 표식 설치

     [참고] 연속적인 주차 유도 표지판 설치 – 입식형(●/●)/바닥형(●) [BF 우수 기준 만족]
주차구역 안내 표시 주차구역 유도 표지

● 

   

● ●

   

ㆍ장애인 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대

지 입구에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유도표시를 연속적으로 설

치하여야 함

 

베이스맵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p.87

□ 배려주차구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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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TIP >> ]   

    ※ 배려주차장 안내 및 유도 표시

구분  주차구역 유도 표지 주차구역 안내 표지

입식형

그림①/②

    

달대형

그림③
   

벽식형

그림④

유도

및 

안내

설치 

위치

그림⑤

그림 ①~⑤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17~118,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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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1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38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25조의 2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④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도3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별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제25조의2제3항 관련)

    

일반형 확장형(1면) 확장형(2면)

 

  

출입통로 출입통로 출입통로

    1.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과 확장형(가로 2.6ｍ이상×세로 5.2ｍ이상, 2면의 중앙 

여유공간 0.7ｍ(각각 0.35ｍ)를 사선표시)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

       가. 여성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여성마크 그림)을 사용함    

    3.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함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별표 1

  4. 장애인주차구역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함

구분 설치기준

바닥면/주차구역선

장애인전용표시 규격

 [의무] 바닥면 설치 장애인전용 표시: (가로) 1.3m × (세로) 1.5m

 [의무] 주차구역선 설치 장애인전용 표시: (가로) 50㎝× (세로) 58㎝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 

설치 위치/규격

 [의무] 설치위치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함 

 [의무] 안내표지 규격: (가로) 0.7m × (세로) 0.6m × (높이) 1.5m

참고그림

그림 ①|②
 

① 바닥면/주차구역선 표시

② 안내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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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배려주차장(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 표시 타 지자체 사례 

구분 가평군    안산시 고양시

대상 여성, 임산부, 노인, 영유아 동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교통약자허용)

―
임산부우선주차 | 어르신우선주차

어르신ㆍ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만 70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를 위한 특별 배려구역

안내 
표시

그림 ① 입식 안내판 그림 ③ 임산부 우선주차구역(배려주차겸용) 그림 ⑤ 어르신ㆍ임산부주차구역

 입식 안내판

그림 ② 바닥 및 입식 안내 그림 ④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어르신우선주차 별도 설치

그림 ⑥ 어르신ㆍ임산부주차구역

 바닥 및 입식 안내 

그림출처: ①/②  가평타임즈, 2018-10-01, “여성운전자 주차가 쉬워졌어요,”  
           ③  뉴스엔포커스, 2018-06-01, “안산시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④  일간경기, 2017-06-20,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보행환경 개선 공사”
       ⑤/⑥  주간현 , 2018-11-14, “고양시, 공영주차장 ‘어르신ㆍ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사례】 일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배려주차구역 비교

종류 휠체어사용자 전용주차구역 배려주차구역

설치장소　　
　

설치폭 3.5m 이상, 

장애인을 위한 국제심벌마크가 표시된 구획

휠체어 사용자용 주차구획 이외의 위치 및 이동에 

배려가 필요한 분의 이용에 구조가 적합한 구획

구역 폭 3.5m 이상 특별한 규정 없음

주차구획 
바닥표시

이용대상자 휠체어 상시 사용자 휠체어 사용자 이외의 이동에 배려가 필요한 사람

설치사례

(주차구획바닥)

출처: 오사카부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 이용증 제도에 하여(http://www.pref.osaka.lg.jp/keikakusuishin/riyousyouse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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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려주차구역 ~ 출입문 보행안전통로 확보                                           [보행 안전]

배려주차장 이용자가 배려주차구역에서 출입문 또는 승강설비가 있는 출입구까지 차량 간섭 없이 안전하

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도와 구분하여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배려주차구역~출입구)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출입문까지 1.2m 유효폭으로 연속적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함 

   단, 형편상 보차가 분리된 보행통로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보-차 교차부분의 바닥면의 질감(+색상)을 

다르게 하여야 함

 

      [ << TIP >> ]   

    ※ 주차장 내 보행안전통로 조성 예시

그림출처: 서울특별시(2009), 「여행프로젝트 시설 가이드라인-女幸길, 女幸주차장, 女幸화장실 매뉴얼」,  p.12  이미지 수정

    

□ 주차장 안전성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4. 장애인주차구역  가.

구분 설치기준

주차구역~출입구
높이차 / 유효폭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함

보행통로-차로
교차부 처리

 [의무]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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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BF인증> 지하주차장 승강기 및 계단 주변 보행안전통로 조성 예시

 주차장에서 승강기와 계단으로 이동 시 

이용하는 보행안전통로가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과 계단참에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함

 BF인증 보행안전통로 설치 평가기준

 ㆍ최우수: 폭 1.8m 이상 연속 설치

 ㆍ우 수: 폭 1.5m 이상 연속 설치

 ㆍ일 반: 폭 1.2m 이상 연속 설치

그림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p.418

    [참고] <BF인증> 출입구 - 보행안전통로 높이차 없음 예시

ㆍ단차 없음이 원칙

ㆍ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하차 후 회전해야하는 경우 회전 활동공간 

폭 1.5m 이상 확보 필수

 BF인증 보행안전통로 설치 평가기준

 ㆍ최우수: 폭 1.8m 이상 연속 설치

 ㆍ우 수: 폭 1.5m 이상 연속 설치

 ㆍ일 반: 폭 1.2m 이상 연속 설치

그림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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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내 적정 조도                                                       [보행 안전/편의]

주차장에서 주차하거나 보행 ․ 이동 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24시간 내내 충분한 

시야 확보할 수 있는 조명 환경을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배려주차구역 내 평균 조도값은 실내 100lx 이상, 실외 40lx 이상

권장  ∙ 배려주차구역 내 평균 조도값은 실내 130lx 이상, 실외 60lx 이상

   [참고] 주요 공간의 KS A 3011 조도기준 

구분
조도 기준

비고
등급 최저 표준 최고

옥외시설
<건물외부>

입구/통로 D 30lx  40lx  60lx

B: 어두운 분위기의 이용이 

빈번하지 않는 장소 

C: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D: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E: 시작업의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건물배경 B  6lx  10lx  15lx

공원 주된 장소 C 15lx  20lx  30lx

교통시설
<주차장>

일반 장소 C 15lx  20lx  30lx

차량 적은 곳 B  6lx  10lx  15lx

병원 <주차장> E 60lx 100lx 150lx

주택/학교 비상계단 D 30lx  40lx  60lx

학교 계단/복도/엘리베이터 C 15lx  20lx  30lx

※ 바닥면 위 85㎝ 지점에서의 조도 기준

 

   [참고] 주차장 및 휴게시설의 조명 설치 기준

구분
조도 기준

비고
최저 표준 최고

도로안전시설
주차장 15lx  20lx  30lx

*본선 교통량에 따라 적용
휴게시설 30lx  40lx  60lx

내용 참고: 국토교통부(201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조명시설편」, p.45

 

[관련 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9호

적용 대상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적용 위치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

위치별 조도기준 주차구획 및 차로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단위: lx)
최소 10lx 이상 300lx 이상 50lx 이상

최대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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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주차장 내 관찰 또는 경보시스템 확보                   [범죄 안전]

여성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범죄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관찰 또는 경보

시스템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주차장 내 모든 구역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각지 가 없도록 CCTV를 설치하고, 필요 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시각적으로 차별화 함

권장

 ∙ 필수 기준 + 주차장 내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폰 설치

 ∙ 비상벨 및 인터폰은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주변 색과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이나 주목성이 높은 색상으로 

설치 

      【사례】 주차장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설치 사례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 구역별 도색

[관련 법규] □1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498호, 2018.3.21. 일부개정)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항 제11호

적용 대상  주차대수 30대 초과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설비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 포함)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 설비 설치

준수사항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함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함

□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94호, 2019. 7. 24., 일부개정) 제3장

  제3장 건축물의 용도별 범죄예방 기준 

   제12조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대한 기준

주차장

1. 주차구역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름

3. 차로와 통로 및 동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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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대수                                                                     [이용 편의]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시설은 공공/민간, 설치 장소의 토지이용 특성에 따

라 규모를 달리하여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부설주차장의 경우 설치 주체, 장소에 따라 전체 주차 수의 20%이상 규모의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함(세부 규정은 아래 내용 참고)

권장
 ∙ 필수 규정을 충족시키고, 전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수 중 40% 이상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시설로 설치함

□ 개인 이동장치 주차시설

[관련 지침]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8528호,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제7조제1항 관련)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7580호, 2020.5.19. 타법개정)

   별표3.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종류별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시설유형 □1  자전거 주차장 설치 규모 □2  부설주차장 설치 최고한도

위락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 
시설업의 시설물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10% 

 ⁃ 시설면적 134㎡당 1대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6대

 ⁃ 골프연습장: 타석당 0.6대

 ⁃ 옥외 수영장: 정원 25인당 1대

 ⁃ 관람장: 정원 167인당 1대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제외), 발전시설  ⁃ 시설면적 466㎡당 1대
창고시설  ⁃ 시설면적 534㎡당 1대
그 밖의 건축물(공동주택의 기숙사 제외)  ⁃ 시설면적 400㎡당 1대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요양/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오피스텔 제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국/장례식장만)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 

 ⁃ 시설면적 200㎡당 1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68㎡당 1대

  ※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5  미만의 자전거 주차 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 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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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시설 설치                                                                 [이용 편의]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 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방문자가 편리하게 안전하게 개인 

이동수단을 보관할 수 있는 전용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차량 및 보행자 동선을 방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건물 및 주요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0m 이내에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자거용 공기주입기 포함)을 설치하여야 함

권장

 ∙ 필수 기준에 충족하며 자전거 전용 주차시설과 연계하여 전동킥보드 등의 주차시설을 설치함

 ∙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음(이 경우 야간 이용을 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 

설치 필요) 

     [참고] 자전거 주차시설(보관소) 설치 기준

설치위치

 ⁃ 자전거 주차시설은 장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건물 및 주요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도보거리 

2분 이내(120m) 위치에 설치함 <가급적 보행거리 최소화>

  : 목적지 건물 바로 앞의 식수 의 나무 보호 , 건물 외곽 화단 울타리, 도로 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충돌 위험을 배제할 수 있도록 차도 측으로 설치

단위설치 
면적

 ⁃ 당 폭 0.6~0.8m, 길이 1.4 ~ 1.9m, 높이 1.9m, 주차열 간격 1.3~1.8m 

 ⁃ 최소 자전거 1  주차 점유 면적 ( ):  ×    1.33㎡  < 핸들폭() 〓 0.7m, 자전거길이( ) 〓 1.9m>

평행 주차 사각 주차(45° 주차)

 1  점유면적 = 0.8(중심간격) × 1.9  = 1.52㎡

 n  점유면적( ): = ×  ㎡ 

 1  점유면적 = 1.38  × 1.38  = 1.9㎡

 n  점유면적 =  ×  ×     

             =  ×  ×     

             =   ㎡

 

설치 시 
고려사항

 ⁃ 자전거 주차시설 형식: 주변 환경과 토지이용 특성, 관리 및 위치 선정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자전거 수용방법, 주차방식, 동선 처리는 부지의 형상과 면적, 계획주차 수, 차량 및 보행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기타  
 ⁃ 5  주차 규모로 모듈(Module)화 하여 이동 및 증설이 편리하도록 함

 ⁃ 자전거 주차시설이 있는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는 공기주입기를 설치해야 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99호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4.2.2. 자전거 보관소”,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2019),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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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출입구

▮ 주출입구 위치 및 전면 공간(유효거리)                                         [보행 편의/안전]

건물 주출입구는 처음 방문한 사람도 대지 경계선 및 보행접근로와 배려주차구역을 비롯한 주차구역에서 

인지하기 쉽고 접근하기 곳에 위치하여야 함

주출입구의 전면공간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여도 혼잡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으로 계획함

구분 내용

필수

 ∙ 건물 주출입구는 지 경계선 및 보행접근로, 주차구역에서 잘 보이며 접근하기 편한 곳에 위치함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 확보함. 주출입구가 경사로와 바로 연결 시에는 전면 유효거리를 

1.5m 이상 확보함

 ∙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상부에 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권장

 ∙ 필수 기준을 충족함                ∙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를 1.8m 이상 확보함

 ∙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도 누구나 주출입구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충분한 밝기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 설치(에너지효율이 높은 조명기구 설치 권장)

※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거리를 말함

 

     [참고]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와 차양시설                【사례】 주출입구 전면 유효거리 사례           

그림①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19

 

□ 주출입구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편의시설 설치기준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의무]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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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내 접근로 – 주출입구 연결부 턱낮추기                                    [보행 편의/안전]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불편

함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지 내 접근로에서 접근 가능한 건물 출입구 경계의 높이차가 발생

하게 설계․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지 내 접근로와 건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함

 ∙ 접근로와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 등은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권장

 ∙ 지 내 접근로에서 주출입구 사이가 높이차 없이 수평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 지 내 접근로로부터의 모든 건물 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함

 ∙ 높이차 제거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로 상부에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또는 

차양 설치를 권장함
 

     [참고] 대지 내 접근로 – 주출입구 연결부 턱낮추기

경사로

 그림①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그림①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19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턱 낮추기

편의시설 설치기준

턱 낮추기  [의무] 주출입구-통로 높이차  건축물 주출입구-통로 높이 차이는 2㎝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설치

 [의무]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래에 서술된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함

11. 휠체어리프트

구분 설치기준

일반사항

 [의무]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로 

1.4m×1.4m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함

 [의무]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함

 [의무] 운행 중 돌발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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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11. 휠체어리프트

구분 설치기준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의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m 이상, 길이 1.0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의무] 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함

 [의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m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의무]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12. 경사로 

구분 설치기준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의무]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할 수 있음

 [의무] 수평참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활동공간 확보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음(단, 경사로의 

유효폭 1.2m 이상/ 신축이 아닐 경우에 한해 유효폭 확보 곤란 시 0.9m까지 완화 가능)

기울기

 [의무]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여야 함

    ※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 완화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음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12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손잡이

 [의무] 양측면 손잡이 설치요건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함    ※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m 이내로 설치 가능

 [의무] 손잡이 관련 기타 세부기준 [별표1]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재질과
마감

 [의무] 경사로 바닥재 마감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재량] 추락방지턱 설치/측벽 설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 

도록 5㎝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충격 완화 매트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음

기타시설
 [재량] 차양설치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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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문 형태    

유아차 및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ㆍ아동 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누구나 안전

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주출입문 유형                                                          [보행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한 방향 개폐 여닫이문 또는 반자동문으로 계획함

   <공공청사> 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공공청사 및 관람ㆍ전시시설의 주출입문의 자동문 설치 필수

권장
 ∙ 유아차 및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차) 이용자와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의 주출입문 

통행이 편리하도록 자동문으로 계획함

◇ 주출입문 유효폭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출입문은 통과 유효폭(너비)이 1.0m 이상이어야 함

권장  ∙ 주출입문 유효폭(너비) 1.2m 이상 확보를 권장함

◇ 주출입문 옆 활동공간(주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출입문 유효폭과 별도로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함

권장  ∙ 출입문 유효폭과 별도로 출입문 옆에 0.9m 이상의 활동공간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함

◇ 주출입문 손잡이                                                                            [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를 중심 높이로 하는 수평 또는 수직막 형으로 설치하여야 

함 

권장
 ∙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를 중심 높이로 하는 수평형과 수직형 모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

◇ 유리(투명)문 표식                                                                           [이용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출입문이 유리문일 경우 충돌 예방을 위하여 시선 높이(1.5m)에 폭 10㎝ 이상의 수평 띠나 주의 

환기용 표식 스티커를 부착함  

권장   -

◇ 호출용 벨 설치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자동문을 설치한 경우,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을 때를 비하거나, 비자동문 설치 시 거동이 불편한 

방문객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직원 호출용 벨이나 인터폰 등의 설치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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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 ]     ※ 회전문 설치[BF인증]

     - 회전문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BF인증 기준에 적합한 여닫이문 또는 자동문을 설치한 경우 추가로 회전문

을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회전문 내부는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 가능한 크기로 계획되어야 함

   그림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 
      도[건축물]」, p.429. 

 

     [참고] 여닫이문/자동문 바닥면 처리 – 단차 없음

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p.109

     [참고] 출입문 손잡이 유형별 설치 사례(BF손잡이 설치 일반)

수평 손잡이 수직 손잡이 레버형 손잡이

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p.109

     【사례】 호출용 벨 설치 사례                       【사례】 부적합한 점자블록 설치 사례(최상단 그림 비교)

 

여닫이문만 설치한 경우 도움벨 설치 + 수직손잡이 점자블럭 설치위치: 여닫이문 30cm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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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편의시설 설치기준

출입문 유효폭  [의무] 통과유효폭  0.9m 이상

전면 
유효거리

 [의무]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

      ※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미포함

출입문 옆 
활동공간

 [의무] 활동공간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나. 문의 형태

편의시설 설치기준

출입문 

형태

 [의무]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의무]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함

 다. 손잡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손잡이

[의무] 출입문 손잡이 위치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재량] 출입문 손잡이 형태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음

 라. 기타 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 설비
[재량] 자동문 옆 호출벨 설치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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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구 바닥 마감                                                             [보행 안전]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자, 휠체어 및 기타 보조보행기구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방문자

가 비, 눈 등 악천후 조건에서도 안전하게 출입구를 진입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야 함

구분 내용

필수

 ∙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바닥을 마감함(①)

 ∙ 문턱: 유아차나 휠체어 및 보조보행기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이 발생하지 않게 설치하여야 함

 ∙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함

권장  ∙ ①을 만족하며, 미끄럽지 않은 재료(혼드마감, 버너구이 등)으로 마감

※혼드(Honed) 마감: 무광택 연마 마감 
  버너구이: 불로 절삭면을 벗겨냄

     【사례】 미끄럽지 않은 석재 바닥 마감

혼드 마감 버너구이

이미지 출처: 스톤마드주식회사(https://blog.naver.com/stone8089), 포천 보경석재(https://blog.naver.com/hsook0704)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편의시설 설치기준

출입문 바닥면  [의무]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라. 기타 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 설비
[의무] 점형블록 설치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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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주출입구 장애인편의시설 점자블록 설치 예시

동선

분리

예시

방풍실 폭, 점자안내판 이격거리별 점형블록 설치

방풍실 폭 3m 미만 / 안내판 이격거리 0.6m 미만 방풍실 폭 3m 이상 / 안내판 이격거리 0.6m 이상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2017),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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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시설

▮ 주출입층 활용                                                                 [이용 편의]

주 보행동선과 연결되는 접근성이 좋은 주출입충은 이용자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함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지하철 역사와 연결되는 지하통로 연결층과 주 보행동선인 1층 등의 주출입층은 수평, 수직으로 시선이 

연결된 열린 공간(open space)으로 조성하여, 휴게, 기, 만남, 전시, 바자회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의 활용을 권장함(단, 연면적 10,000㎡인 공공 건축물의 경우 이를 필수 기준으로 

적용함. 예. 종로구 신청사)

       

       

□ 공간구조 및 배치

2 . 건축물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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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출입층 시설 배치                      [이용 편의/안전 | 돌봄 인프라 확충 | 돌봄 활동 편의성 제고]

공공시설의 주출입층에 돌봄을 위한 시설 인프라를 설치하여, 필요 시 지역 주민 및 방문객들이 인접 거

리 내 위치한 공공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 영유아 및 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배려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주출입층

에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연면적 3,000㎡ 이상 규모 공공청사나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은 주출입층에 안내데스크 및 지역 주민 

및 방문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개방 가족화장실, 수유실, 실내 놀이터, 보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 2층 이상 공공시설인 경우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고령자 상 시설은 1층을 비롯한 주출입층에 배치

   

그림출처: 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http://www.much.go.kr)

▮ 유휴공간 활용                                                                         [이용 편의성 제고]

지역 내 유휴공간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돕고, 여성

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토록 함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모임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예악 플랫폼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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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유효폭(보행장애물 포함)                                                [보행 편의/안전]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자, 휠체어 및 기타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방문자가 불편함이 없이 복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복도의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함

구분 내용

필수

 ∙ 복도 유효폭을 1.2m 이상(편복도 기준) 또는 1.5m 이상(중복도 기준) 확보하여야 함

   ※ 연면적 10,000㎡ 이상 규모 공공청사 주출입층 편복도 1.5m, 중복도 1.8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

여야 함

권장

 ∙ 복도 유효폭을 1.5m 이상(편복도 기준) 또는 1.8m 이상(중복도 기준)으로 확보할 것을 권장함

 ∙ 연면적 10,000㎡ 이상 규모 공공청사는 편복도 1.8m, 중복도 2.1m 이상의 유효폭 확보를 권장함

 ∙ 복도 통행을 방해하는 소화설비, 안내사인 등 벽면 및 천장에 돌출된 장애물 없게 계획ㆍ조성함

   (통행량이 많은 주출입층의 주요 시설 동선 상의 복도에서는 권장 기준을 필수 기준으로 정함)

  
   [ << TIP >> ]     

※ 보행 활동 별 소요 너비

        

 ※ 계단 하부 및 독립기둥 등 보행장애물 안전 조치

계단하부 - 창고 설치 계단하부 - 화단 설치 독립기둥

  

  ‣ 복도에 기둥 등이 설치될 경우 점형블록을 

기둥을 둘러싸게 설치하거나 W=0.4~0.6 

m 이색, 이질 조치를 하거나 접근방지 난간 

등을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

그림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 
      도, pp.148~149, p.151

□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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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미서기문 출입문 설치 복도 유효폭 측정 기준

미서기문

설치 편복도

     그림①    

돌출부 있는 

미서기문

설치 편복도

     그림②     

돌출부 있는 

미서기문

설치 중복도

     그림③ 

‣ 휠체어 이용자의 방향 

 전환용 활동공간 확보를 

 위해 유효폭 1.5m 이상 

 확보가 바람직함

※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효폭 산정 기준은 손잡이 사이 안목치수임

그림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 
      도[건축물]」,  그림① /  p.135,  그림② /  p.136, 그림③ /  p.137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편의시설 설치기준

복도 유효폭
 [의무] 복도 유효폭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라. 보행장애물

편의시설 설치기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2.1m 

구간에서의 

통로 허용돌출폭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 0.1m 이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 부착 설치물: 0.3m 이하

유효높이 
접근방지용 

난간/보호벽 설치

 [의무] 통로 유효높이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함

     ⁃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하에 접근 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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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단차                                                                [보행 편의/안전]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자, 휠체어 및 기타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방문자

가 불편함 없고 넘어질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구분 내용

필수  ∙ 부분적 단차가 있되, 기울기 1/18(5.56%, 3.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함

권장  ∙ 모든 복도의 바닥면은 통행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높이 차이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함

※ 경사로는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별표 2.4 경사로 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나. 바닥

편의시설 설치기준

바닥면 단차
 [의무] 복도 바닥면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복도 바닥 마감                                                                [보행 안전]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아동을 동반한 자, 휠체어 및 기타 보행 보조기구 이용자, 고령자 등 다양한 방문자

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 바닥을 마감함

구분 내용

필수
 ∙ 모든 복도의 바닥면은 통행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높이 차이가 없이 평탄해야 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로 마감하거나 미끄럼방지액을 도포 등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권장

 ∙ 필수 기준을 만족하며, 방문자가 건물 내 현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바닥 마감재의 재질, 색상 등을 

영역별로 다르게 조성함

 ∙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로 복도 바닥을 마감함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나. 바닥

편의시설 설치기준

복도 바닥 마감
 [의무] 바닥 마감 및 재료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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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내 손잡이 설치                                                       [보행 편의/안전]

고령자 및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에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성 확보와 건물 내부

의 유도 안내를 위하여 보행을 도울 수 있는 손잡이를 규정에 맞게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 장애인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 노인복지시설 ] 복도 양측면에 설치 높이 0.8~0.9m, 굵기 3.2 

~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되, 손잡이 끝부분 및 굴절부에 점자표지판 부착

권장

 ∙ [ 장애인복지시설 / 병원급 의료기관 / 노인복지시설 ] 복도 양측면에 2단 손잡이(설치 높이 0.8~0.9m, 

0.65m 내외)를 연속적으로 설치함

 ∙ [ 그 외 기타시설 ] 복도 양 측면에 설치규정에 따라 손잡이를 해당 규정에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함

[참고] 복도 손잡이 설치 

연속 손잡이 설치 시 점자 표기 복도 손잡이 양측 연속 설치(점자 표기 필요)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편의시설 설치기준

복도 

손잡이 설치

의무시설

 [의무]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 의무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손잡이 

설치 구조

 [의무] 설치높이 

       ⁃ 복도 손잡이 설치 높이는 복도 바닥면으로 

부터 0.8m~0.9m 이하로 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 

로 하여야 함

 [의무] 지름  3.2㎝ 이상 3.8㎝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설치 한계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 내외로 하여야 함

 [의무]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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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내 적정 조도                                                         [보행 편의/안전]

처음 방문한 자,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안전ㆍ편리하게 복도를 통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 환경을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복도의 바닥면으로부터 0.85m 높이 지점의 평균 조도값 100lx 이상

권장  ∙ 복도의 바닥면으로부터 0.85m 높이 지점의 평균 조도값 150lx 이상

     [참고] 설치장소별 계단 및 복도의 조도 기준 

설치장소
조도(lx)

비고
최저 표준 최고

서비스공간(C)  15  20  30  ※활동 유형별 조도 분류

  ⁃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C

  ⁃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D

  ⁃ 작업이 빈번하지 않는 작업장: E

  ⁃ 일반 휘도 비/작은 물체 상의 시작업 수행: G

비상계단(D)  30  40  60

식당/극장/영화관/박물관(E)  60 100 150

학교 실내(G) 300 400 600

※ 조도 측정 기준은 바닥으로부터 0.85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의 조도값  
출처: KS A 3011 조도기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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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실 출입문의 형태 및 구조

유아차 이용자, 아동 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휠체어를 비롯한 보행 보조기 이용자 등 다양한 이용자 등

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함

◇ 주요실 출입문 유형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미닫이문, 미서기문, 여닫이문 등을 설치함 

권장
 ∙ 반자동문(버튼형), 자동문 설치함(센서형, 미작동 시를 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음)

◇ 주요실 출입문 유효폭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요실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너비)이 0.9m 이상이어야 함

권장  ∙ 주요실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너비)이 1.0m 이상으로 설치함 <민원인이 많은 실의 경우 필수>

◇ 주요실 출입문 전면 유효거리                                                    [이용 편의/보행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요 실 문 전면에 0.8m*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권장  ∙ 주요 실 문 전면에 1.2m*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주요실 출입문 옆 활동공간(주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닌 경우)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출입문 유효폭과 별도로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함

권장  ∙ 출입문 유효폭과 별도로 출입문 옆에 0.9m 이상의 활동공간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함)

◇ 주요실 출입문 단차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요실 문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해야 함

권장 -

◇ 기타                                                                                   [이용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손 끼임 방지시설과 내부를 볼 수 있는 투시창을 설치함  ※영유아 및 아동시설 출입문은 필수

□ 주요실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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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 ]    ※ 복도로 열리는 여닫이문 전면유효거리 측정 기준

복도로 문이 

열리는 경우

 그림 ① | ② 

[중복도] 양측에 엇갈려서 복도로 열리는 여닫이문 설치 시  

90° 개폐 여닫이문 설치 시 180° 개폐 여닫이문 설치 시

※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효폭 산정 기준은 손잡이 사이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함

그림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 
      도[건축물]」,  그림② /  p.439

[참고] 자동문이 아닌 경우 공간 유형별 활동공간 확보 사례

그림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p.449

  

       

[참고] 실별 출입문 설치 사례

유효폭 0.9m이상 미닫이문 유효폭 1.5m 이상 자동문 유효폭 0.9m 이상 쌍여닫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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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실별 출입문 설치사례

투시창 투시창 + 손끼임 방지 처리 전시시설은 문을 달지 않을 것을 권장

그림출처: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 – p.21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별표1]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편의시설 설치기준

출입문 유효폭  [의무] 통과유효폭  0.9m 이상

출입문 옆 
활동공간

 [의무] 활동공간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출입문 바닥면  [의무]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나. 문의 형태

편의시설 설치기준

출입문 

형태

 [의무]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의무]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함

 라. 기타 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 설비
[재량] 자동문 옆 호출벨 설치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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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실 출입문의 손잡이                                                     [이용 편의/안전]

어린이, 고령자, 여성, 짐을 들고 있는 사람, 휠체어 및 보행 보조기 이용자 등 누구나 문을 손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적은 힘으로 손쉽게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출입문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손잡이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막 형 또는 수직막 형으로 설치함

    ※ 단, 자동문인 경우 손잡이 설치 불필요

권장
 ∙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패닉바 설치를 권장함(고령자 전용 시설, 어린이 시설, 비상구 출입문 등에 특히 설치 

권장)  

※ 출입문 손잡이 유형

레버형 수직막대형 수평막대형 수직+수평막대형

① ② ③

④

※수직+수평막대형처럼 손잡이 종류 및 길이를 다양하게 설치할 경우,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닫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중앙
지점이 반드시 0.8~0.9m에 위치하지 않아도 됨

그림출처: ① ~ ③ 문화관광체육부(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잡이」, p.45
        ④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

준도[건축물]」, p.443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별표1]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편의시설 설치기준

손잡이

[의무] 출입문 손잡이 위치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재량] 출입문 손잡이 형태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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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형태                                                                [보행 편의/안전]

아동 동반자나 약시인 및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시·종점을 쉽게 인식하여 계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주 계단을 시ㆍ종점을 쉽게 인식되는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함

권장 -

[ << TIP >> ]        

※ 주 계단 형태와 참 설치

구분 직선형 꺾임형

적절

부적절

원형

※참에는 계단이 설치되지 않아야 함

□ 주 계단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편의시설 설치기준

계단 형태  [재량] 계단 형태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할 수 있음

수평참 설치
 [재량] 수평참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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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계단 유효폭                                                            [보행 편의/안전]

계단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교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유효폭과 휴식참을 확보함

구분 내용

필수  ∙ 주 계단 유효폭을 1.2m 이상, 주 계단 휴식참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함

권장
 ∙ 주 계단 유효폭을 1.5m 이상, 주 계단 휴식참 유효폭을 1.5m 이상 확보함

 ∙ 모든 계단(피난계단 포함) 유효폭을 1.2m 이상, 모든 휴식참 유효폭을 1.2m 이상 확보함

※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함. 

※ 모든 계단이라 함을 비상계단을 포함함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측정

               필수 기준 유효폭       | 그림 ①                 권장 기준 유효폭         | 그림 ②

※참에는 계단이 설치되지 않아야 함. 손잡이 설치 시 손잡이 간 안목치수로 유효폭을 측정함

그림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건축물]」,  그림 ① /  p.161,  그림 ② /  p.160

【사례】 계단 유효폭 및 휴식참 너비

유효폭 1.2m 이상 계단 유효폭 1.5m 이상 계단 유효폭 1.2m 이상 수평참

※ 유효폭 판단 기준은 손잡이 간 안목치수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함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나. 계단의 유효폭

편의시설 설치기준

계단 유효폭
 [의무] 계단/참 유효폭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128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구

▮ 주 계단 구조                                                          

아동 및 아동 동반자, 임산부, 고령자,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 다양한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하도록 계단을 신발과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함

          

 

◇ 챌면 설치                                                                 [보행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 계단의 모든 단에 챌면을 설치함

권장  ∙ 주 계단과 다수 이용 시설 위치 층 연결 계단의 모든 단에 챌면을 설치함  

◇ 챌면 높이                                                              [보행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동일 계단 내 챌면 높이는 동일하며, 18cm 이하로 설치함

권장  ∙ 동일 계단 내 챌면 높이는 동일하며, 15cm로 설치함

◇ 디딤판 너비                                                            [보행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동일 계단 내 디딤판의 너비는 동일하며, 28cm 이상으로 설치함

권장  ∙ 동일 계단 내 디딤판의 너비는 동일하며, 30cm 이상으로 설치함

◇ 계단코 내민 거리                                                            [보행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챌면에서 내민 거리인 계단코는 3㎝ 미만으로 설치함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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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방지턱                                                                 [보행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계단 측면에 난간 설치 시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를 권장함. 단, 아동이 이용하고 출입하는 

시설과 장애인시설 등은 난간 설치 시 추락방지턱 설치 또는 난간 바닥 사이를 막는 가리개 설치를 

필수로 함

【사례】 추락방지턱 설치                                       【사례】 난간 설치 시 기타 안전 설치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다. 디딤판과 챌면

편의시설 설치기준

챌면 구조

 [의무] 챌면 설치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의무] 챌면/디딤판 크기  디딤판 너비는 0.28m 이상, 챌면 높이는 0.18m 이하로 함. 동일 계단(층~층, 

참~참)에서 디딤판 너비와 챌면 높이는 균일하여야 함

 [의무] 챌면 기울기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계단코  계단코는 3㎝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바. 기타 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추락방지턱
 [재량] 측면 난간 설치 시 추락방지턱 설치  계단 측면에 난간 설치 시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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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바닥 마감                                                                [보행 안전]

어린이, 여성, 약시자, 시각장애인, 보행보조기(전동차 포함) 이용자 등 다양한 계단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재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도록 함

약시자, 시각장애인 등이 계단을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시작/끝 부분에 점형블록을 설치

하고, 각 디딤판 단부를 디딤판 그 외 부분과 다르게 마감하는 것을 권장함 

◇ 계단 단부(계단코) 미끄럼 방지 처리                                            [보행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 계단 디딤판 단부에 줄눈넣기를 하거나 딱딱한 고무재질의 미끄럼방지재로 하여 미끄럽지 않게 

마감하여야 함

권장
 ∙ 주 계단 모든 계단의 디딤판 전체를 미끄럽지 않게 마감함

 ∙ 건물 내 모든 계단의 계단코를 미끄럽지 않게 마감함 

【사례】 미끄럼 방지 처리한 계단  

디딤판 단부 미끄럼 방지 처리 디딤판 전체 미끄럼 방지

 

◇ 계단 단부(계단코) 색상                                                       [보행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계단을 쉽게 인지하고,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단코의 색상을 계단 바닥재 색상과 다르게 설치함

【사례】 계단 단부 색상 처리

 



06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안) 131

◇ 계단 시작과 끝 부분 점형블록 설치                                            [보행 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함(수평참에도 

점형블록 설치, 단, 직선형 한 방향 계단의 수평참의 길이가 2m 이내 일 때 미설치 허용)

권장  ∙ 모든 계단 시작 및 끝 지점 전면에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함

【사례】 점형블록 설치                                 

수평참 설치 : 계단 시작/끝 부분 + 수평참 점형블록 설치 허용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마. 재질과 마감

편의시설 설치기준

바닥면/계단코

재질 및 마감

 [재량] 바닥재 마감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음

 [의무] 계단코 마감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함(※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계단 시·종부 
처리 

 [의무] 점형블록 설치 등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바. 기타 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계단코  [재량] 계단코 바닥재 색상  계단코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 색상과 달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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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손잡이

아동, 고령자, 보행이 불편한 사람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굵기의 손잡이를 양측면 연속적으로 설치함

◇ 계단 손잡이 설치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주 계단 양쪽 면 높이 0.8~0.9m에 굵기 3.2~3.8㎝의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함

권장

 ∙ 이중 손잡이 설치  주 계단 양쪽 면 높이 0.85m 내외, 0.65m 내외 지점 각각에 굵기 3.2~3.8㎝의 

손잡이를 연속적으로 설치함

   ※ 아동시설은 이중 손잡이 설치를 필수로 함 

◇ 계단 손잡이 경사부 단부 처리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계단 경사면 설치 손잡이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권장 -

◇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계단 손잡이의 양끝 부분 및 굴절 부분에 층수ㆍ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권장 -

※ 계단 경사부 수평손잡이 + 점자표지판 설치      [참고] 계단 첫 단 수평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가 복도의 보행장애물이 되지 않게 설치

O X
그림출처: 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상세표준도,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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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계단 손잡이/점자블록/풋라이트 설치

손잡이 설치 각도

: 벽쪽으로 약 15°
기울여 설치

점형블록 설치

출처: 그림①-한국장애인개발원(2013), 「장애인편의시설 매뉴얼-장애인노인아동관련시설: 복지시설편」, p.46, 그림②-한국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2014),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법”, p.6, 그림③-경기도(2019),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78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편의시설 설치기준

손잡이 설치

 [의무] 계단 양측면 손잡이 연속 설치 계단의 양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예외>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의무] 수평 손잡이 설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함

 [의무]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손잡이 세부

설치 구조

(복도 손잡이 
규정을 따름)

 [의무] 설치높이 

       ⁃ 복도 손잡이 설치 높이는 복도 바닥면으로 

부터 0.8~0.9m 이하로 하여야 함

       ⁃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래 손잡이는 0.65m 내외 로 

하여야 함

 [의무] 지름  3.2㎝ 이상 3.8㎝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설치 한계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 내외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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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실 내 적정조도                                                     [이용 편의/범죄 안전]

처음 방문한 자, 여성 등 다양한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안전ㆍ편리하게 복도를 통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명 환경을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모든 계단실 바닥으로부터 0.85m의 높이에 있는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60lx 이상

권장  ∙ 모든 계단실 바닥으로부터 0.85m의 높이에 있는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100lx 이상

 

     [참고] 설치장소별 계단 및 복도의 조도 기준 

설치장소
조도(lx)

비고
최저 표준 최고

공공시설 서비스공간(C)  15  20  30  ※활동 유형별 조도 분류

  ⁃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C

  ⁃ 잠시 동안의 단순 작업장: D

  ⁃ 작업이 빈번하지 않는 작업장: E

  ⁃ 일반 휘도 비/작은 물체 상의 시작업 수행: G

비상계단(D)  30  40  60

식당/극장/영화관/박물관(E)  60 100 150

학교 실내(G) 300 400 600

※ 조도 측정 기준은 바닥으로부터 0.85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의 조도값  
출처: KS A 3011 조도기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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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승강기 설치                                                           [이용 편의/안전]

건물의 전체 층수와 관계없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전동차 포함) 사용자, 시각장

애인, 짐을 가진 사람 등 모든 사람들의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승강기를 설치함

주 승강기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눈에 잘 띄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2층 이상의 공공시설 신축 시 누구나 이용 가능한 승강기 설치를 권장함

 ∙ 승강기 설치 위치  승강로비(승강장)은 건물의 주출입구에서 인지하기 쉽고, 장애인 및 이동 약자가 접근 

가능한 통로와 연결되는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

【사례】 주출입층 승강기 위치 사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서 

눈이 잘 띄는 곳에 위치

그림출처: 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 주 승강기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9. 장애인용 승강기 

구분 설치기준

설치장소
 [의무]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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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크기 및 구조

유아차,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지팡이, 전동차 포함) 이용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출입문 폭과 내부 공간을 확보함

  [참고] 승강기 구조

   

충분한 전면활동공간/ 점형블록 설치

   

◇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확보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을 원활하게 방향을 바꾸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에  1.4m 

×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함

권장  ∙ 승강기 전면에 1.6m×1.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함

◇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신축] 승강기 내부 크기는 유효폭 1.6m 이상, 유효깊이 1.35m 이상으로 함

    ※ 신축이 아닌 경우 내부 공간 유효폭 1.1m 이상을 기준으로 함 

권장  ∙ 승강기 내부 유효폭 2.0m 이상, 유효깊이 2.0m 이상 확보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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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신축] 휠체어, 보행보조기, 유아차 등이 원활히 승강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 유효폭을 0.9m 

이상 확보함

    ※ 신축이 아닌 경우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함

권장  ∙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 1.0m 이상 확보함 

◇ 승강기 바닥틈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 사이 틈은 3㎝ 이하로 설치함

권장  -

【사례】 승강장 활동공간 / 승강기 출입문 유효폭 / 바닥틈                              

충분한 승강장 활동공간 승강기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 승강기 바닥틈 3cm 이하

◇ 승강기 내부 수평 손잡이 설치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승강기 내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0.9m 사이에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3㎝ 이내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 각각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함 

 ※ 세부 설치 형태 규정은 복도 손잡이 규정(p.120)을 따름

권장  ∙ 수평 손잡이는 필수 기준에 충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함 

◇ 승강기 내부 거울 설치                                                            [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승강기 내부 후면 바닥높이 0.6m 이상 위치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 설치

   ※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휠체어에 탄 승강기 이용자가 승강기 출입문 

개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울 설치를 필수로 함      



138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구

【사례】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 및 거울 설치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0.85m  측면-후면 손잡이 간격 3㎝ 이내 승강기 내 거울 설치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9. 장애인용 승강기 

구분 설치기준

크기

 [의무]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함

 [재량]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활동공간  [의무]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틈  [의무]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은 3㎝ 이하로 하여야 함

손잡이

 [의무] 승강기 내부에 바닥에서 0.8m 이상 0.9m 이하의 위치에 수평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 이내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함.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거울
 [의무] <승강기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휠체어 후진 시 문 개폐여부를 

확인용 거울을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함

광감지식

개폐장치

 [재량]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0.3~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되열림장치
 [의무]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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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조작설비

승강기 안팎의 설치되는 조작 장치를 아동, 고령자, 유아차, 휠체어 및 보행보조기 이용자, 시각장애인, 

외국인 등 누구나 알기 쉽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조작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함
  

◇ 승강기 내‧외부 일반조작반 설치 높이                                                    [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승강기 내·외부 일반조작반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8~1.2m에 설치함. 단, 고층으로 버튼이 많은 

경우 조작반 설치 높이를 1.4m까지 허용함 

권장   -

◇ 승강기 내부 가로형 조작반 설치 높이                                                   [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아동 및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승강기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 조작반을 설치하고, 조작반의 

하단 설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함

권장   -

    [참고] 승강기 내부 일반 조작반 설치

일반조작반 가로형 조작반(아동 및 휠체어사용자용)

그림출처: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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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내‧외부 조작설비 버튼                                                           [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승강기 내외부의 조작반ㆍ통화장치 등 승강기 조작설비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권장  ∙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버튼을 양각형으로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지도록 설비함  

  【사례】 승강기 내·외부 조작 설비 설치                                                [이용 편의]

일반조작반 내부 가로형 조작반 : 양각형 버튼 / 조작반 표시등 켜짐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9. 장애인용 승강기              다. 이용자 조작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승강기

조작반 

설  치

 [의무] 승강기 조작반 설치 높이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스위치 수가 많아 1.2m 이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음

 [의무] 승강기 내부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함

      ※ 승강기 유효바닥면적이 1.4m×1.4m이상인 경우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음

 [의무] 조작설비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해야 함

점자 표시  [의무] 점자 표시  조작반ㆍ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시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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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승강기 내·외 운행 안내                                                      [이용 편의]

약시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처음 방문자 등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 승강기

의 경우 승강기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 위치 등을 알리는 시각(점멸등) 및 음향 신호 장치를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승강장에서의 승강기 운행 안내  승강기 도착 여부를 알리는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승강기 내부에서의 승강기 운행 안내   선택층,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층별 출입구 방향이 다른 경우만] 승강기 출입구 방향 안내  층별 출입구 방향이 다른 경우 음성으로 

출입구 방향을 알려주어야 함

권장
 ∙ 필수 요건 충족 + 운행 정지 시 대응방법 안내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고려하여 운행 

정지 시 응방법 안내

     【사례】 승강기 운행 안내시설 

승강장에서 이동 방향 안내 운행상황 표시 점멸등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9. 장애인용 승강기

  라. 기타 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승강장
 [의무] 승강장에서의 운행 상황 안내  각 층 승강장에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 내부

 [의무] 승강장 내부 운행 상황 안내 장치  승강기 내부에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선택 층 안내 장치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함. 층수 선택버튼을 처음 눌렀을 때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 

 [의무] 층별 출입구가 다른 경우  반드시 출입구의 방향을 반드시 음성으로 알려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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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승강기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이용 편의/안전, 범죄 안전]

유모차 이용자 및 아동 동반자,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 고령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승강기 내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부에서 승강기 내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비함

구분 내용

필수  ∙ 비상벨/보안용 CCTV 설치  주 승강기 내 비상시 호출할 수 비상벨과 보안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함

권장
 ∙ 필수 기준 충족 + 승강기 문 유리창 설치  승강기 외부에서 내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승강기 전면의 

일부 또는 전체를 투시창으로 설치함

    
     【사례】 승강기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설치

승강기 안 비상벨 설치 
CCTV 설치

장애인 및 아동용 가로형 조작반 세로형

※승강기 내부에 CCTV 설치 시 반드시 설치 안내시설 부착

     【사례】 승강기 전면 일부 투시창 설치

문 면적 1/2 이상 크기의 투시창 + 외부 전면 투명창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9. 장애인용 승강기   라. 기타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설비
 [재량] 투시창 설치 승강기 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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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예방 및 대응 시설                                                        [범죄 안전]

내방한 영ㆍ유아, 아동,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사건을 예방ㆍ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CCTV 설치

권장  ∙ 건축물 내부의 사각지 (피난계단, 부출입구 등)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사례】 사각지대 CCTV 설치 사례

복도 부 출입구 주변

□ 기타

[관련 법규] □1  건축법(법률 제17219호, 2020.4.7. 타법개정)

 제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645호, 2020.4.28. 타법개정)

  제6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범죄예방 
기준 

의무시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제1종 근린생활시설)   3.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 제외)

6. 노유자시설 /  7. 수련시설   / 8. 오피스텔(업무시설)  / 9. 다중생활시설(숙박시설)



144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연구

2) 위생시설

▮ 출입구                                                     [이용 편의/안전, 프라이버시 확보]

남, 여 화장실을 각각 설치하고 화장실 이용 시 이용자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

도록 두 출입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공중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되 복도에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출입구 주변에 차단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함

권장

 ∙ 남녀화장실 각 출입문까지 이동 동선을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함

 ∙ 주변 벽, 바닥, 천장 마감재 등을 다르게 하거나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남녀화장실의 구분과 화장실 

위치 및 유형(일반/장애인/유아용/다목적화장실 구분)에 한 정보 시인성을 높임 

    【사례】 다양한 남/여 화장실 출입구 분리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 프라이버시 확보

칸막이벽 설치 + 남/여 출입구 
가 동일 직선상이 아닌 배치
 + 색 구분으로 시인성을 높임

직각 배치
+ 여닫이문 설치

 남/여 화장실 입구 사이에 장애인용화장실/다목적화장실 배치 
+ 남/여 화장실 전실 공간 배치

내부 보이지 않게: 
장애인화장실 전면 배치  

남성용 맞은 편 
보다 안쪽으로 배치

[관련 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남녀

화장실 구분

 [의무] 남녀화장실 구분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함

 [의무] 출입구 처리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 

해야 함

□ 화장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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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확보                                                      [이용 편의]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간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긴 점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단위부스의 수를 남성 

대·소변기수 합산보다 많이 확보하여 여성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여성화장실 설치 변기수는 남성화장실 설치 ·소변기수의 1.0배 이상 확보

권장
 ∙ 여성화장실 설치 변기수는 남성화장실 설치 ·소변기수의 1.5배 이상 확보

    ※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은 1.5배 이상 확보 필수

【사례】 여성화장실 대변기수 1배/1.5배 이상 확보 사례 

1배  <남: 13 | 여: 13>   1.5배 이상  - 공연장

 

상 - 5 : 13

   (2.6배)

하 - 6 : 9

   (1.5배)

[관련 법규]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6호, 2018.12.18. 타법개정)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구분 대상시설

여성화장실 
대변기수

≥남성화장실 
대·소변기×1.5

 1.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2.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3.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함)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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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 반영 다양한 대변기 설치                                     [유니버설디자인]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가 많은 시설에 경우 방문객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기를 종류를 다양

하게 제공하도록 함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시설의 주 이용자를 고려하여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함

 ∙ 동양식 변기 설치 시 변기 옆에 짚고 일어나는 것을 돕는 낮은 수평바 설치를 권장함

※ ‧ “동양식 변기”는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함     ‧ “서양식 변기”는 걸터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함

    [참고] 서울시 지하철/전철역 화장실 동·서양식 변기 설치 비율 및 선호도 조사결과

지하철역 화장실 동·서양식 변기 설치 비율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변기 선호도 조사(2015)

노선별

(단위: %)

남성 여
비고

서양식 동양식 서양식 동양식

서울메트로 70~80 20~30 50~60 40~50 2009

도시철도 70 30 70 30 2014

9호선 1단계 100 0 100 0 -
9호선 2단계 55 45 67 33 -

서울시 지하철역 화장실 전체 선호도(2015)

전체 서양식 동양식 상관없다
3,137 63.4% 22.8% 8.8%

출처: 경기연구원(2016),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방안」, p.7,  원 출처: 서울시(2015),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화장실
변기 설치기준 보고” 내용 재구성

【사례】 동양식 변기 설치 사례

<서양식:동양식>  남 – 13 : 1  /  여 – 11 : 3  여 - 6 : 2 여 - 6 : 2 

[관련 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변기 종류
 [재량] 변기 종류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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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                                               [이용 편의/유니버설디자인]

변기 물 내림을 위한 세정장치와 세면대 수도꼭지 등은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적은 힘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구분 내용

필수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을 누름버튼식·레버식으로 설치함

권장  ∙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을 광감지식으로 설치함

【사례】 수도꼭지 / 세정장치 종류 

수도꼭지 세정장치

레버식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 설비
 [의무] 세정장치·수도꼭지 등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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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바닥 마감                                                          [이용 편의/안전]

모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로 마감함

구분 내용

필수
 ∙ 미끄럼방지 처리가 된 또는 미끄럼 방지용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며, 바닥면에 높이 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감함

권장
 ∙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고,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며 줄눈을 

0.5cm 이하로 설치함

【사례】 화장실 바닥재 설치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2) 재질과 마감

편의시설 설치기준

바닥마감
 [의무] 바닥마감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점형블록/
바닥재 질감

 [의무] 점형블록 설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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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부스 칸막이 설치                                                   [이용 편의/범죄 안전]

다양한 이용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 하도록, 대변기 단위부스의 옆면 칸막이를 바닥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단위부스 사이 칸막이 하단부에 스크린 설치하거나 바닥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함

권장  ∙ 단위부스 사이 칸막이를 바닥에서 천장까지 틈 없이 일체 시공하거나 칸막이 높이 2.5m 이상

      【사례】 대변기 칸과 칸 사이 틈 막이 설치 또는 벽식 구조

틈 막이 
설치/시공

벽식형
-일체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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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부스 출입문 구조

화장실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로 단위부스 출입문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출입문 설치 높이  단위부스 출입문은 바닥면으로부터 10~15㎝ 높이를 띄어 설치함

 ∙ 여는 방향  단위부스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설치함(불가피 시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장애인 이용 단위부스는 밖여닫이로

권장  ∙ 필수 요건 충족 + 단위부스 내에서 외부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사례】 단위부스 출입문 설치 사례

안여닫이
출입문 하부 틈새: 11㎝

안여닫이
: 10㎝

안여닫이
:  8㎝

안여닫이
: 14㎝

[관련 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5의 2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변기 칸 
출입문

 [의무] 문 유형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함(불가피한 경우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음)

 [의무] 바닥~문 하단 높이  출입문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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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부스 잠금장치                                                     [이용 편의/범죄 안전]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고, 화장실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단위부스 출입문

에 안전한 구조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잠금장치  외부에서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단, 장애인 이용 부스는 예외*)

권장  -

* 장애인등을 위한 화장실에 한 BF인증에서는 비상 시 외부에서 쉽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해 내부에서 쉽고 편리하게 개폐가 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반면 여성 친화 화장실인 ‘여성이 행복한 건축물 
인증 일반화장실’ 단위부스 잠금장치는 내부에서 쉽게 개폐가 가능하되 외부에서 조작이 불가하도록 규정함

      【사례】 단위부스 잠금장치 설치 사례

버튼형 막대형 일반형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4) 기타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 설비
 [의무] 잠금장치 등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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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내 적정 조도                                              [이용 편의/안전, 범죄 안전]

여성, 어린이, 고령자, 첫 방문객 등 모든 화장실 이용자가 범죄로부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조도를 유지하도록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평균조도 100lux 이상을 유지함

권장  ∙ 평균조도 150lux 이상을 유지함

  

  

    [참고] 주요 시설 화장실 조도 기준(KS A 3011 조도기준) 

구분
조도 기준

비고
등급 최저 표준 최고

극장 / 영화관 / 박물관 / 

음식점 / 호텔 / 상점

화장실
F 150lx 200lx 300lx C: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

E: 시작업의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F: 고휘도 비 혹은 큰 물체 

상의 시작업 수행

세면장

병원 / 보건소 화장실 E  60lx 100lx 150lx

공항청사
이용자

1일 1만명 이상 화장실 F 150lx 200lx 300lx

1일 1만명 미만 화장실 E  60lx 100lx 150lx

※ 바닥면 위 85㎝ 지점에서의 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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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이용 편의/모두의 돌봄 활동 편의성 제고]

민원시설 위치한 층, 주출입층 또는 영유아 관련 시설이 위치한 층의 경우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들이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화장실 각각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여성과 남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교환 는 주출입층 남녀화장실 각각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함  

   ※ 같은 건물 내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남녀 구분 없이 1개 이상 설치 가능 

권장
 ∙ 필수 요건을 만족시키는 화장실을 민원시설, 문화시설, 영유아 이용시설 등이 위치한 주요 층에 1개소 

이상 설치

    【사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장소 사례

일반화장실 내부(非권장) 어린이 전용 칸 내 다목적(가족)화장실

 

[관련 법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8.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편의시설 설치기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시설

18.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함

   ※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함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같은 표 제10호바목에 따른 도서관, 같은 표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같은 표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 배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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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및 아동용 위생시설                               [이용 편의/모두의 돌봄 활동 편의성 제고]

영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주출입층, 업무시설 또는 

영유아·어린이 이용시설이 위치한 층의 남녀화장실 각각에 영유아용 거치대, 보조의자, 어린이용 대·소

변기, 세면대 등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주출입층, 민원시설, 문화시설, 영유아 이용시설 위치 층 설치 필수]

 ∙ 영유아용 거치 , 보조의자, 어린이용 ·소변기, 낮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린이용 세면  등을 

남녀화장실에 각 1개 이상 설치함

 ※ 단, 해당 층에 가족(다목적) 화장실 설치 시 다목적 화장실 시설로 갈음할 수 있음

권장  ∙ 아동시설이 위치한 층에는 남·여를 구분한 아동 전용 화장실 설치를 권장함

    【사례】 일반화장실 어린이용 단위부스 대·소변기 설치

어린이용 대변기 어린이용 남아 소변기용 + 대변기

  

일반화장실 부스 내 어른용 + 어린이용 대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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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일반화장실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여성화장실 어린이용 단위부스 내 전용 세면대 설치 높이가 다른 세면대 설치

 

    【사례】 일반화장실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사례】 일반화장실 단위부스 내

낮은 세면대 설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관련 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12. 14~17.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변기 칸 내 
설치 편의시설

 [재량] 영유아용 보조시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대,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어린이용 설치 
의무 시설

 [의무] 어린이용 대·소변기/세면대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어린이 겸용인 경우 제외)와 세면대를 각각 1개 이상 설 

치하여야 함

어린이용 변기 

 [의무] 어린이용 서양식 대변기 설치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어린이용 소변기 설치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어린이용 
세면대

 [의무] 어린이용 세면대 설치  어린이용 세면대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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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화장실 설치                               

영유아 및 아동을 동반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주출입층, 업무시설 또는 

영유아·어린이 이용시설이 위치한 건물에 모든 이용자들이 사용 가능한 다양한 설비를 갖춘 다목적화장

실을 설치함

◇ 다목적 화장실 설치 개수                              [이용 편의/모두의 돌봄 활동 편의성 제고]

구분 내용

필수
 ∙ 주출입층에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 , 영유아 거치 , 성인용 변기, 세면 , 

비상벨(또는 비상전화) 등을 갖춘 다목적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함

권장

 ∙ 민원시설 위치 층, 주출입층, 장애인 및 영유아 이용시설이 위치한 층 각각에 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 , 

영유아 거치 , 성인용 변기, 세면 , 비상벨(또는 비상전화) 등을 갖춘 다목적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

   [주출입층, 민원시설, 일정규모 이상 문화시설, 영유아 이용시설 위치 층 우선 설치] 

 ∙ 아동시설이 위치한 층에는 남·여를 구분한 아동 전용 화장실 설치를 권장함

◇ 다목적 화장실 설치 위치                              [이용 편의/모두의 돌봄 활동 편의성 제고]

구분 내용

필수  ∙ 장애인등, 유아차 이용자 등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권장  -

    【사례】 다목적 화장실 설치  

설치 시설 설치 현황 

영유아거치대,
성인용/유아용 

대변기,
남아 소변기,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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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다목적 화장실 설치   

설치 시설 설치 현황 

비상벨
기저귀교환대,
영유아거치대,

세면대, 
손 건조기 

 

[관련 법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조 제1항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의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

 [의무] 장애인용 대변기 설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관련 법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치장소

 [의무]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변기·세면대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재질과 마감

 [의무] 바닥 마감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의무] 점자블록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기타 설비

 [의무] 점자표지판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의무] 세정장치·수도꼭지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장애인복지시설】 음성유도장치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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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부스 내 편의시설                                               [이용 편의/유니버설디자인]

짐을 있거나 외투를 입은 이용자가 단위부스 이용 시 소지품과 외투 등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단위부

스 내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단위부스 내 가방, 짐 등 휴 품과 외투의 보관을 위한 옷걸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지걸이를 설치해야 함

권장
 ∙ 필수 요건 충족 + 단위부스 내 눈에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함

 ∙ 일반 단위부스에도 수평 및 수직손잡이, 비데 등을 설치함

     【사례】 단위부스 내 편의시설 설치 

옷걸이 선반 소지품 보관대 설치 잠금장치 

출입문 칸막이벽 선반 벽 일체형 선반
소지품 보관  사진 출처: https://twitter.com/ponytail_joa/status/723363961412808704

 

[관련 법규]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5. 대변기 칸막이 안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변기 칸 
내 편의시설

 [의무] 필수 설치 편의시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함

 [재량] 선반 설치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음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4) 기타 설비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 설비
 [의무] 편의시설 설치위치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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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면대 주변 편의시설(용품)                                              [이용 편의/위생/쾌적]

짐을 있거나 외투를 입은 이용자가 세면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 또는 그 주변에 소지품과 

외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품)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이용자의 위생을 위해 세면 에 물비누를, 세면  주변에 손 건조기를 설치함

 ∙ 세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세면  주변에 소지품 보관용 선반(공간) 또는 옷걸이를 설치함

권장  ∙ 필수 요건 충족 + 여성 화장실 내부 또는 화장실 입구에 여성용품 자판기 등을 설치함

     【사례】 세면대 주변 편의시설 설치

후면에 가방을 둘 수 있는 여유공간 마련 세면대 위 선반 여성위생용품 자판기

세면대 바로 옆 손 건조기 전신거울 + 소파 높이가 다른 세면대

[관련 법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8의2. 세면대 주변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세면대 주변 
편의시설

 [재량] 세면대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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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우더 공간 설치                                                              [이용 편의]

화장실 내에 여성이 짐을 정리하거나 화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 설비를 갖춘 공간을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화장실 내 화장을 수정하거나 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거울과 선반을 설치하고 그 작업면 조도를 200lx 

이상이 되도록 조성함

권장
 ∙ 화장실 내 세면 가 있는 공간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파우더룸을 설치함. 파우더룸의 거울이나 선반의 

작업면 조도는 300lx 이상

   [참고] 주요 시설 화장실 조도 기준(KS A 3011 조도기준) 

구분
조도 기준

비고
등급 최저 표준 최고

극장 / 영화관 / 박물관 / 

음식점 / 호텔

화장실
F 150lx 200lx 300lx E: 시작업의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F: 고휘도 비 혹은 큰 물체 

상의 시작업 수행

세면장

공항청사
이용자

1일 1만명 이상 화장실 F 150lx 200lx 300lx

1일 1만명 미만 화장실 E  60lx 100lx 150lx

※ 바닥면 위 85㎝ 지점에서의 조도 기준
 

     【사례】 파우더 공간 설치 

세면대 옆 세면대와 물리적 분리된 파우더 공간

거울 + 가방이나 짐을 내려 둘 수 있는 공간 확보 칸막이벽 설치 복도-화장실출입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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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이용 편의/안전, 범죄 안전]

응급·비상 상황 시 누구나 외부에 긴급한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구조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회사와 연결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화장실 내 1개소 이상 설치

권장
 ∙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회사와 연결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모든 단위부스에 설치

 ∙ 화장실 내 이상 음원 감지기기 설치

      【사례】 화장실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비상벨 설치

일반화장실 단위부스 내 비상벨 설치 장애인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세면대 옆 비상벨 설치

칸

막

이

출

입

문

      【사례】 화장실 내 응급상황 대처시설 이상음원 감지기기 설치

       

□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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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안내표시                                                   [이용 편의/유니버설디자인]

단위부스 문 외부에 부스 내부의 변기 종류와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화장실 입구

(외부)에 화장실 편의시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단위부스 안 이용 여부 안내(●)  단위부스 출입문 외부에 화장실 사용 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를 갖춤

    ※ 잠금장치 자체에 화장실 사용 여부를 표시되는 경우 사용 여부를 알리는 별도의 설비 설치 불필요

 ∙ 변기 종류 안내(●) 단위부스 출입문에 변기 종류(동양식/서양식)를 나타내는 안내시설을 설치함

 ∙ 단위부스 안 설치 편의시설 안내(●)  유아용 변기, 기저귀교환  등 편의시설 안내시설을 설치함 

권장

 ∙ 필수 기준 충족 + 화장실 입구부에 장애인화장실, 영유아 보조의자, 어린이용 ·소변기 등의 편의시설 

설치 현황 안내시설(촉지도) 설치(●)

 ∙ 화장실 출입부에 단위부스 이용 현황 안내(●)  화장실 출입구 주변에 loT 기술을 적용한 단위부스 재실 

현황 안내판을 설치함(공연장과 같은 기행렬이 발생하는 시설 특히 권장)

    

  ※ [참고] 촉지도 설치 시 안내표지판 설치 

 촉지도 안내판 중심점이 바닥면에서부터 1.5m 높이 위치

그림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p.222

 

  

□ 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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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일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 전체 화장실 안내 점자표지판 설치 

● 장애인화장실 안내 점자표지판 설치 

● 일반화장실 점자표지판 설치 

그림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Universal Design 적용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건축물]」, 
pp.224~225

 

 

    【사례】 단위부스 출입문 및 화장실 입구 안내표시 설치 사례(●/●/●)

구분 단위부스 출입문 외부면 설치 사례

●

사

용 

여

부 

알

림 잠금장치: 색/문자 알림등: 꺼짐/켜짐 표시등 색 구분

●

변

기 

종

류 

안

내

화변기(동양식) 어린이전용 양변기 장애인용+어린이용

아크릴판 표시등 그림 출처: http://blog.daum.net/cnso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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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단위부스 출입문 및 화장실 입구 안내표시 설치 사례(●/●/●)

구분 단위부스 출입문 외부면 설치 사례

●
부스 내

편의시설

안내

일반화장실 영유아용 보조의자 설치 안내 다목적 화장실 출입문 편의시설 안내

●

화장실 

입구부

안내

촉지도

 

• 촉지도 안내 정보

 ⁃ 변기 종류( /소변기, 양변기/좌변기)

 ⁃ 변기 설치 수, 위치 현황

 ⁃ 장애인화장실 위치 안내 

 ⁃ 편의시설 안내

 ⁃ 점자 병기(촉지도)

●

loT

기술

활용

이용

현황

안내
출입구 앞 안내: 남/여 화장실 통합 안내 출입구 앞 안내: 남/여 화장실 개별 안내

[관련 법규] □1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95호, 2018.12.18. 타법개정)

 [별표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6. 대변기 칸 출입문   

편의시설 설치기준

대변기 칸 
출입문

 [의무] 사용여부/변기 종류 안내  대변기 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안내표지판
 [의무] 안내표지판 설치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3) 기타설비 / 나. 대변기   (4) 기타설비

구분 설치기준

일반사항

 [의무] 점자표시판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함

대변기
 [의무] 잠금장치 등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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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시설

▮ 주출입구 주변 또는 로비 층별 시설 안내                              [이용 편의/유니버설디자인]

처음 방문하는 사람, 연령, 언어 능력(외국인 포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적지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

록 건물 출입구 주변에 층별 시설 현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구분 내용

필수
 ∙ 주출입구 앞 또는 로비, 잘 보이는 곳에 건물 전체 층별 안내표지판(돌봄 및 배려시설 표기)을 설치함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함

권장

 ∙ 필수 기준 충족

 ∙ 층별 주요 배려시설 위치를 표시한 시설 안내도를 설치함

 ∙ 민원 업무실 등 다수 이용 시설의 길 찾기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되도록 정보 

제공(동일 색상/글자체, 바닥띠 안내)

 ∙ 누구나 알기 쉽게 다국어 병기, 그림,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안내시설 제작

   (※공공청사 주출입층 및 주요 시설층은 화장실/엘리베이터 등 픽토그램 안내 필수)

     [참고] 안내시설의 설치 높이 – 일반 성인과 휠체어 사용자 눈높이 중간 높이

그림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3), 「문화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길잡이」, p.74

         

□ 층별 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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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 층별 안내 설치 사례 및 바닥 색띠 안내

주

출입구

앞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점자 병기

로비

  국립어린이과학관 - 주출입구 로비 / 픽토그램 활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출입구 로비 좌 

바닥띠

 다른 색 띠로 실 이동 안내: 분홍(4D영상관), 연두(하늘마당)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색띠 이용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 의무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점자안내판
 [의무] 안내판 내용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함

점자안내판 
갈음

 [허용] 일반안내도+점자 병기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음

안내판 
설치높이

 [의무] 설치 높이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 

면으로부터 1.0m 내지 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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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내·외부 층별 시설 안내                           [이용 편의/돌봄 활동 편의/유니버설디자인]

처음 방문하는 사람, 연령, 언어 능력(외국인 포함)에 관계없이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승강기 내ㆍ외부에 층별 시설 안내시설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승강기 내 전체 층 안내시설 설치+ 승강기 내 운행 층 별도 표시(돌봄/배려시설 실명 표기, 점자 병기)

권장

 ∙ 필수 요건 충족 

 ∙ 승강기 층수 조작기의 층별 버튼 색을 달리하고, 층별 안내에서 해당 색을 통일하여 정보를 제공함

 ∙ 층별 주 승강기 승강장에 해당 층의 시설 위치 안내표지판(돌봄/배려시설 위치, 방향 표기)을 설치함

     【 사례 】 승강기 안/밖 설치 층 안내시설

승강기 밖(승강장) 승강기 안 – 픽토그램 활용

⁃ 층 엘리베이터 색을 다르게 설치

⁃ 층별 색 반영하여 층 안내

승강장 옆 벽면 승강장 바닥면 방향 표시
배려시설 설치 층 픽토그램/외국어 안내 <권장> 

층 
안
내
도
설
치

승강장 입구 승강장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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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실 앞 안내시설(점자표지판 포함)                                 [이용 편의/유니버설디자인]

시각장애인 및 약시인, 고령자,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고,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 

등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주요실) 및 주출입층 위치한 각 실 옆 벽면에 실 안내시설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출입문 옆 벽면의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해당 방 이름의 점자 표기가 된 안내시설 설치. 

   돌봄 및 아동시설인 경우 픽토그램 병기 

권장

 ∙ 출입문 옆 벽면의 바닥으로부터 1.5m 높이에 해당 방 이름의 점자 표기가 된 안내시설에 스마트폰 

활용한 음성 안내 태그를 설치하여야 함

 ∙ 모든 실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 점자 병기한 안내시설과 스마트폰 활용한 음성 안내 태그를 설치함

※주요실이란 민원 등 공중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

     【 사례 】 주요 실 안내시설 설치

방 이름 안내시설
스마트폰을 활용한 

   점자·음성 안내  | 그림①

 

 픽토그램 활용 안내

그림①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2018),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안내서」 p.21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별표1]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점자표지판
[의무] 실 이름 점자표지판 부착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1

편의시설 설치기준

기타 
유도신호장치

 [의무] 설치 고려사항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재량] 전자식 신호장치 설치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 실별 안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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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원시설21)

▮ 민원실 주출입문 형태                                                          [이용 편의]

민원실 출입문은 유아차를 이용하거나 영ㆍ유아, 아동을 동반한 자, 휠체어 및 기타 보행 보조기 이용자,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누구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민원실 주출입문은 통과 유효폭 1.0m 이상인 반자동문을 설치함

   (※기타 상세 내용은 실별 출입문 참고)

권장  ∙ 민원실 주출입문은 통과 유효폭 1.0m 이상인 자동문을 설치함

     【 사례 】 민원실 주출입문 

접이문(폴딩 도어) 유효폭 1.5m 이상인 자동문 유효폭 1.0m 여닫이문

21)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대한 매뉴얼로 서울특별시가 2011년 작성·배포한 「동주민센터 민원실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이 있음

□ 민원실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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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창구 및 작업대                                               [이용 편의/유니버설디자인]

민원실의 민원 창구 및 작업대 등은 유아차, 휠체어(보행보조기 포함) 이용자, 임산부 등 누구나 접근 및 

이용이 쉽도록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민원 창구 및 작업 의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권장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좌식(휠체어 이용자 포함), 입식 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높이의 작업 를 마련함

     [참고] 민원 창구/작업대 하부 공간 확보

            민원 창구/작업대 하부 공간        그림①       다양한 높이의 작업대(권장)     그림②

다양한 
높이 

접수대
설치
사례  

배려
창구 
및 

작업대
설치 

그림 ①/② :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99, p.156

□ 민원 창구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별표1]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편의시설 설치기준

활동공간
 [의무] 활동공간 확보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구조

 [의무] 작업대/접수대 상단 높이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 

으로부터 0.7m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작업대/접수대 하부 공간 확보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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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편의·배려시설

▮ 설치 장소                                                       [돌봄 인프라 확충/이용 편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수유실 포함)은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 유아차 및 휠체어(보행보조기 포함) 

사용자의 이동 동선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함. 설치 의무 상 시설 안내 하단 [관련 법규] 참고

구분 내용

필수
 ∙ 수유실은 유아차 및 휠체어(보행보조기) 사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로비나 민원실 등에 가깝게 위치하거나 

영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곳 인근에 위치함

권장  ∙ 주 이용 시설 및 로비 등과의 접근성을 고려하고, 사각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

【 사례 】 주출입구 주변 서비스존에

       휴게시설 설치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권장

종교시설  ⁃ 【500㎡ 이상】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기타 유사 시설)

판매시설  ⁃ 【1000㎡ 이상】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교육시설

 ⁃ 학교(특수학교 포함, 유치원 제외), 유치원

 ⁃ 【500㎡ 이상】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기타 유사 시설

 ⁃ 【1000㎡ 이상】 도서관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ㆍ아동복지시설)

업무시설

 ⁃ 【500㎡ 이상】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기타 유사 시설

 ⁃ 【1000㎡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 
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관광/수상관광/한국전통/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방송통신시설  ⁃ 【1000㎡ 이상】 방송국, 기타 방송 시설, 전신전화국, 기타 전신전화 시설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기타 유사 시설

기타 시설  ⁃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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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 공간 분리 및 프라이버시 확보                        [돌봄 인프라 확충/모두의 돌봄 활동 편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있

는 구조로 공간을 조성함

수유공간은 남녀가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모유를 주는 여성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의 독립된 공간을 마련함

구분 내용

필수

 ∙ 모유 수유 공간 분리  모유 수유 공간은 잠금장치가 있는 단독 공간으로 분리하여 설치

   ※ 직장 여성 휴게실 내 수유실의 경우 커튼으로 체 가능

 ∙ 모유 수유 공간 내 안전 확보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용자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함

   ⁃ 바닥면과 문 사이 공간(15㎝ 가량) 확보   ⁃ 불투명 유리 사용   ⁃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등

권장  ∙ 사용 안내  수유 공간 외부에는 “사용 중”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푯말이나 사용 중 표시등을 설치함

☞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인구보건복지협회(2019) 「수유시설 관리 표준가이드」 내용 참고

     [참고] 모유 수유 공간 분리

수유실 칸막이 설치

접이식 파티션 커튼

그림: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03

[관련 법규] □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50호, 2019.7.2. 타법개정)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편의시설 설치기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의무] 설치의무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함

 [의무] 수유실 설치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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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실 내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수유실의 용도 및 이용자를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물품을 비치토록 함

구분 내용

필수
 ∙ 세면 , 소파 또는 테이블, 기저귀교환 ,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옷걸이, 수유 쿠션, 정수기, 

손소독제, 휴지통을 설치 또는 비치함

권장

 ∙ 필수 요건 충족

 ∙ 공간 활용을 위해 접이식 기저귀교환  설치를 권장함

 ∙ 전자레인지, 냉장고, 온습도계, 냉온정수기 또는 전기콘센트 설치 및 전기포트 비치

    [참고] 수유실 유형별 비치 품목

 

구분 세면대
소파/
테이블

수유쿠션
지저귀
교환대

전자
레인지

유축기 냉장고
유축기
소독기

손소독제 온습도계

모유수유실 ○ ● ○ ○ X X X X ● ○

가족수유실 ○ ● ○ ● ○ X X X ● ○

착유실 ○ ● X X X ○ ○ ○ ● ○

※ ● : 반드시 필요,   ○ : 권장,    X : 해당 없음
자료: 보건복지도·인구보건복지협회(2019), 「수유시설 관리 표준가이드」, p.7~8  내용 재구성

   [사례] 가족수유실 설치 사례

    - 간이침 , 칸막이, 탁자(2), 소파(4), 기저귀교환 , 휴지통, 전자레인지, 소화기, 개수 , 냉온수정수기, 냉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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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구조 및 설비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쾌적]

짐이 있거나 유아차 또는 휠체어(보행보조기) 사용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되 편안하고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되는 수유환경의 조성을 위해 적절한 환기와 조명을 계획

함

    [참고] 가족수유실 설치 예시

예시 1 예시 2

 

그림: 예시1 보건복지부ㆍ한국장애인개발원(2019),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  p.103
     예시2 경기도(2019),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p.97

◇ 유모차 보관 공간 확보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수유실 내부 출입문 주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권장  -

◇ 활동공간 확보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휠체어 사용자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기저귀교환 와 세면  주변에 1.4m×1.4m의 활동공간을 

확보함 

권장  -

◇ 기저귀교환대/세면대 설치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기저귀교환 와 세면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0.85m 높이 범위로 하고, 그 하부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함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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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환기 및 조명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안전/쾌적]

구분 내용

필수
 ∙ 내부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조성하고, 수유 공간의 조명은 비직접 조명 또는 조도 조절 기능을 갖출 

도록 함. 단, 광원 가리개가 설치된 직접 조명 허용함

권장  ∙ 필수 기준을 충족하고, 수유실 전체 공간에 조도 조절이 가능한 간접 조명기구를 설치함 

  
     [참고] 조명 방식

직접  조명 비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 반간접 조명 확산 조명

그림출처: https://www.slideshare.net/VinitaMathur/madhuri-pancholi-2nd-year-commercial-design-127740321  

    

    [참고] 시설별 휴게실 조도 설치기준(KS A 3011 조도기준) 

구분
조도 기준

비고
등급 최저 표준 최고

사무실 로비, 응접실, 휴게실 E 60lx 100lx 150lx E: 시작업의 빈번하지 않은 작업장

F: 고휘도 비 혹은 큰 물체 상의 

시작업 수행학교 휴게실 F 150lx 200lx 300lx

※ 바닥면 위 85㎝ 지점에서의 조도 기준
 

◇ ‘사용 중’ 안내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수유 공간 외부에는 “사용 중” 표시 푯말이나 “사용 중” 표시등을 설치함

권장  ∙ 필수 기준을 충족하고, 수유실 전체 공간에 조도 조절이 가능한 간접 조명기구를 설치함 

◇ 비상벨 설치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안전]

구분 내용

필수  ∙ 위급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비상전화 및 비상벨 설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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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 가족수유실 설치 사례

수유실 편의시설 및 비치용품 설치 사례 수유실 공간배치도

   

1 2

3 4

 

5 6

 

[관련 법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일부개정) 

 [별표1]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 제1항 관련) 

  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나. 구조

편의시설 설치기준

수유실

 [의무] 수유시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의무] 수유실 구조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함 

       ⁃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재량]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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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동반자, 휠체어 사용자 및 보행이 불편한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유모차나 휠체어의 보관 

및 대여시설 설치를 권장함

▮ 유아차/휠체어 대여시설 설치

◇ 유아차/휠체어 대여시설 설치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유아차/휠체어 보관 및 여 시설 설치·운영하는 권장함

◇ 유아차/휠체어 대여시설 설치위치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

구분 내용

필수  ∙ 출입구, 로비 또는 안내데스크 주변으로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권장 -

▮ 유아차 보관 공간 

영유아 동반자 이동 편의 및 분실 염려를 덜기 위해 영유아 동반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에 유아차 

보관 공간을 마련함

◇ 유아차 보관 공간 마련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도난 방지]  

구분 내용

필수  -

권장  ∙ 영유아 동반자 이용이 높은 시설에는 유아차 보관 공간 마련을 권장함

◇ 유아차 보관 공간 설치 위치                                          [돌봄 인프라/이용 편의/도난 방지]  

구분 내용

필수
 ∙ 영유아 동반자 이용 빈도가 높은 실(시설) 내부 출입문 주변 또는 실 인근 계단 아래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함

권장 -

□ 유아차 보관 및 대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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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 유아차 보관 공간(대여시설)

로비 계단 옆 공간 주출입구 옆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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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이용 편의/쾌적]

문화적, 신체적인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은 성별(성비)·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별도의 휴게시설

을 설치함                                        

구분 내용

필수

 ∙ 근로자-방문객 별도 설치  민원인 및 방문객의 휴게시설과 근로자 휴게시설과 분리하여 설치함

 ∙ 남녀별/업무별 휴게공간 별도 설치 근무자 성비 및 업무 특성별로 별도의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함

   ⁃ 휴게실과 야간 근무자를 위한 숙직실을 남녀 구분하여 각각 설치함

   ⁃ 미화직 휴게실도 성별을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공간에 설치함 

 ∙ 휴게시설 설치 위치  업무/작업 공간에서 100m 이내에 설치 

권장  ∙ 근로자수가 많은 경우 휴게공간을 거점별로 설치하거나 층마다 설치할 수 있음

    [참고]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가이드: 휴게 공간 위치 설치

 ⁃ 휴게공간은 작업 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자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18),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p.16
 

□ 근로자 휴게시설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법명 조항 내용 비고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

휴게

산업안전

보건법

제5조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함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주 의무

제64조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휴게시설

제81조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수면장소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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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구조 및 편의시설                                       [이용 편의/쾌적]

근무자가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휴게실을 조성함

구분 내용

필수

 ∙ 휴게실 최소 면적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 공간을 확보하되 최소 6㎡ 이상 확보해야 함

 ∙ 가구 및 비품 비치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옷걸이, 선반 등을 설치하여야 함 

 ∙ 냉난방 시설 설치 

권장
 ∙ 조명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간접방식 조명을 권장함 

 ∙ 편의시설 냉장고, 식수, 화장지 등 비치를 권장함

   

   [참고] 청소 근로자 전용 휴게시설 규모 산정 

        • 5인 기준으로 모듈화하여 고용 규모에 맞게 공간 규모 산정

공간형태 및 규모 공간규모 비고

실내형

5인용 25㎡ -

10인용 50㎡ -

1인용 1.65㎡ 이동형(세면실, 세탁실 등 별도)

실외형(별동형) 7인용 28.2㎡ 컨테이너 40ft 기준: 12m(L)×2.3m(W)×2.3m(H)

자료: 서울특별시(2014), 「‘청소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p.3~4

[관련 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7433호, 2020. 6. 9., 일부개정)

법명 조항 내용 비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

①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함

 1. 휴게시설    2. 세면ㆍ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위생시설의 

설치 등 협조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의 2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상시적으

로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세면ㆍ목욕시설, 탈의 

및 세탁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 

  1. 환경미화 업무    2. 음식물쓰레기ㆍ분뇨 등 오물의 수거ㆍ처리 업무

  3. 폐기물ㆍ재활용품의 선별ㆍ처리 업무

  4.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세척시설

제80조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함
의자 비치

제81조

①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함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장소에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ㆍ세

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함

수면장소 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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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주요 내용 

구분 설치 가이드

공간 규모

⁃ 1인당 면적 1㎡(의자·탁자 등 포함), 최소 전체면적 6㎡를 확보함

⁃ 사업장 규모, 업무 특성에 따라 상이함(업무시간/내용 등 고려 필요)

⁃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 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하고,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환경

실내공기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 습도 50~55% 유지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 전기장판, 온돌 등)

실내조명
⁃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100~200lx 내외를 권장

실내소음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 이하로 유지 권장

마감재료
⁃ 화재 발생에 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비품 

및 

관리

가구 

전자제품

⁃ 소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자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2018),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가이드」, p.16

   [참고] 청소 근로 환경시설 5대 구성 원칙

 

구분 구성 원칙

1 ‣ 휴게실/샤워실/탈의실/세탁실을 일체형으로 구성: 휴게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

2
‣ 청소근로자만의 분리된 전용공간 확보  

  ⁃ 청소근로자만의 전용 휴게공간 확보          ⁃ 남녀 고용 규모 등에 따라 남녀 구분 설치    

3
‣ 3분 내외에 접근 가능한 거점별 공간 확보

  ⁃ 관리 범위가 넓을 경우 거점별 휴게 공간 마련(작업공간으로부터 100m 내에 휴게공간 설치) 

4

 ‣ 4대 필수 비품  

  ① 냉․난방기, 환풍기                ② 생활가전제품(냉장고/전자레인지/전기포트/세탁기)

  ③ 수납가구(개인사물함/신발장) *개인사물함은 작업복과 평상복 구분 수납    ④ 침구류(이불/베개)

5

‣ 1인당 5㎡ 내외의 적정 규모 공간을 구성

  ⁃ 1인당 5㎡ 내외의 공간 확보(휴게실은 바닥 난방 필수)

  ⁃ 기자재 및 청소도구 보관 수납공간은 별도 확보

  ⁃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해 적정 온도, 습도, 조명, 색채 유지

자료: 서울특별시(2014), 「‘청소근로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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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여성휴게실 설치 사례

사례1 침대 1, 간이침대 1, 2인 

소파 2, 테이블 1, 파티션, 

미니탁자1, 냉장고, 

커피포트, 거울, 쓰레기통, 

냉난방시설, 이불 2, 옷장2, 

보관함 4 등

사례2

공기청정기, 미니진공청소기, 커텐, 

발마사지기, 테이블, 냉난방시설, 

1인 소파 6, 소파 베드 3, 이불 3,

전화기, 손세정제, 쓰레기통, 

안마의자 1, 옷장 1, 보관함 4  



06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안) 183

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페이지

  1. 대지 내 접근로

1-1.

형태

1-1-1 차도와의  분리
필수 보행로의 50% 이상 차량과 분리 78

권장 보행로 전 구간 차량과 분리

1-1-2 접근로 유효폭
필수 1.5m 이상 확보 80

권장 2.0m 이상 확보

1-1-3 접근로 내 단차
필수 단차 2㎝ 이하, 모따기 82

권장 단차 없음

1-1-4 접근로 내 장애물
필수 보행안전높이 2.1m 이상 82

권장 보행안전높이 2.5m 이상

1-1-5 접근로 종단기울기
필수 종단기울기 1/18 이하(부득이한 경우 1/12) 84

권장 기울기 없음

1-1-6 접근로 횡단기울기
필수 횡단기울기 1/50 이하(부득이한 경우 1/25) 84

권장 기울기 없음

1-1-7 바닥 재질
필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재료 사용 86

권장 필수+투수성 포장재

1-1-8 바닥 마감
필수 배수로 덮개 격자구멍 2㎝ 이하 86

권장 격자구멍, 틈새 없음

1-2.

안전성

1-2-1 적정조도
필수 40lx 이상 88

권장 60lx 이상

1-2-2 범죄예방 확보
필수 시야차단 시설물 금지, 주요 구간 CCTV 설치 89

권장 60lx 이상

  2. 배려주차장

2-1.

배려주차장

설치

2-1-1 배려주차 설치 수
필수 전체 주차 수의 10% 이상 91

권장 전체 주차 수의 15% 이상 

2-1-2 임산부우선주차 설치 수
필수 배려주차면의 20% 이상(최소 1면, 최  10면) 91

권장

2-1-3 설치 위치
필수 출입구/승강기 50m이내 93

권장 출입구/승강기 30m이내

2-1-4 설치 형태
필수 보라색 실선 93

권장

2-1-5 배려주차 구획
필수

확장형 설치 시 배려주차면 1/2 이상을 확장형
(2.6m×5.2m)으로 설치

95

권장
모든 배려주차면 장애인전용주차면(3.3mx5.0m) 
규모 이상

2-1-6 임산부우선주차 구획
필수 장애인전용주차면 규모(3.3mx5.0m) 이상 95

권장

3.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체크리스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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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페이지

  2. 배려주차장(계속)

2-2.
배려주차장

안내 
2-2-1 유도 및 안내표시

필수 벽식/천정형 설치 또는 입식/바닥식 설치  97

권장 벽식/입식형과 천정형 연속 설치 / 도로면 유도 표시

2-3.

주차장

안전성

2-3-1 안전통로 확보
필수  101

권장 배려주차구역~출입문 통로 유효폭 1.2m이상

2-3-2 적정조도
필수 실내 100lx 이상, 실외 40lx 이상 103

권장 실내 130lx 이상, 실외 60lx  이상

2-3-3 관찰·경보시스템
필수 CCTV 및 비상 경보벨 등 104

권장 필수 + 인터폰

2-4.

개인

이동장치
(자전거등)

주차시설

2-4-1 설치 수
필수 전체 주차 수의 20% 이상 105

권장
필수 + 개인 이동장치 주차 수의 40% 이상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시설

2-4-2 설치위치
필수 건물 및 주요시설 출입구 100m 이내 위치 106

권장

  3. 내부시설

3-1.

주출입구 

3-1-1 위치 및 전면 공간
필수 잘 보이는 곳 위치, 전면유효거리 1.2m이상 107

권장 전면유효거리 1.8m 이상

3-1-2 연결부단차(높이차)
필수 2㎝ 이하 108

권장 차 없음

3-1-3 주출입문 형태
필수

한 방향 여닫이/자동문, 유효폭 1.0m 이상, 
문턱 없음

110

권장 자동문, 유효폭 1.2m이상, 호출용  벨

3-1-4 주출입문 손잡이
필수 0.8~0.9m높이, 수평 또는 수직형 손잡이 110

권장 필수+수평형과 수직형 손잡이 모두 설치

3-1-5 바닥마감
필수 미끄럽지 않은 재료, 빗물 처리 마감 113

권장

3-2.

복도

3-2-1 유효폭 
필수 유효폭 1.2m(편복도), 1.5m(중복도) 이상 확보 117

권장 유효폭 1.5m(편복도), 1.8m(중복도) 이상 확보 　

3-2-2
[연면적 10,000㎡ 이상

공공청사 주출입층]

필수 유효폭 1.5m(편복도), 1.8m(중복도) 이상 확보 117

권장 유효폭 1.8m(편복도), 2.1m(중복도) 이상 확보 　

3-2-3 바닥면 단차
필수 부분적 단차 있되 1/18 이하 경사로 설치 119

권장 단차 없음

3-2-4 바닥마감
필수 미끄럽지 않은 재료 및 조치, 평탄 시공 119

권장
필수 + 위치 인지에 용이하도록 영역별  마감재 재질,
색상 구분

　

3-2-5 손잡이

필수 120

권장
높이 0.8~0.9m/0.65m, 굵기 3.2~3.8㎝ 

2단 손잡이 연속 설치

3-2-6 적정조도
필수 평균 조도 100lx 이상 121

권장 평균 조도 150lx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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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페이지

  3. 내부시설(계속)

3-3.

실별

출입문

3-3-1 통과 유효폭
필수 0.9m 이상(민원실 등:1.0m 이상) 확보 122

권장 1.0m 이상

3-3-2 전면 유효거리
필수 0.8m 이상 확보 122

권장 1.2m 이상 확보

3-3-3 출입문 옆 활동공간
필수 0.6m 이상 확보 122

권장

3-3-4 종류
필수 미닫이문 또는 여닫이문(민원실 등: 자동문) 122

권장 반자동문, 자동문

3-3-5 손잡이
필수 레버형/수평막 형/수직막 형 중 125

권장 패닉바 설치

3-4.

주계단

3-4-1 형태
필수 주계단 직선형 또는 꺾임형 126

권장 모든 계단 직선형 또는 꺾임형

3-4-2 계단 및 휴식참 유효폭
필수 1.2m 이상 확보 127

권장 1.5m 이상 확보

3-4-3 챌면
필수 주계단, 높이 18㎝ 이하, 기울기 60° 이상 128

권장 모든 

3-4-4 디딤판
필수 【주계단】 너비 28㎝ 이상 128

권장

3-4-5 추락방지턱(측면난간)
필수 【주계단】 난간 하부 높이 2㎝ 이상 추락방지턱 설치 129

권장

3-4-6 바닥마감
필수

【주계단】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단부 논슬립
처리, 계단 단부 점형블록 설치

130/131

권장 모든 계단 필수

3-4-7 손잡이
필수

주 계단 설치 높이 0.8-0.9m, 굵기 3.2-3.8cm,

양쪽 면에 연속적 설치
132

권장 필수 + 하부  손잡이(높이 0.65m 내외)

3-4-8 적정 조도
필수 0.85m의 높이지점 조도 60lx 이상 134

권장 0.85m의 높이지점 조도 100lx 이상

3-5.

주 승강기

3-5-1 설치
필수 135

권장 2층 이상  신축 시 설치, 접근성 고려

3-5-2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필수 1.4m×1.4m 이상 136

권장 1.5m×1.5m 이상

3-5-3 내부 유효 바닥면적
필수

유효폭 1.6m(기존 1.1m) 이상, 유효깊이 1.35m 
이상

136

권장 유효폭 1.6m 이상,  유효깊이 1.4m 이상

3-5-4 출입문 통과유효폭
필수 0.9m 이상(신축이 아닌 경우 0.8m 이상) 137

권장 1.0m 이상

3-5-5 승강장-승강기 바닥 틈 
필수 3㎝ 이하 137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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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페이지

  3. 내부시설(계속)

3-5.

주승강기

3-5-6 수평손잡이
필수 바닥면에서 0.8~0.9m 높이에 연속 설치 137

권장 필수+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3-5-7 조작반 설치 위치
필수 바닥에서 높이 0.8~1.2m, 가로형 0.85m 139

권장

3-5-8 조작설비
필수 버튼식, 점자 표시 140

권장

3-5-9 승강기 내외 운행 안내
필수 점멸등, 음향신호장치 설치 141

권장

3-5-10 응급상황 처시설
필수 비상벨, 보안용 CCTV 설치 142

권장 필수 + 승강기 문 투시창 설치

3-6.

범죄예방

응시설

3-6-1 범죄예방 및 응 시설

필수 주출입구 주변 CCTV 설치 143

권장
건축물 내부  사각지 (피난계단, 부출입구 등) CCTV
및 비상벨 설치

  4. 위생시설

4-1.

화장실 설치 

4-1-1 프라이버시 확보
필수 남/여 출입구 분리, 적절한 차단시설 설치 144

권장 이동 동선 완전 분리

4-1-2 여성 변기 수 확보
필수 남성 ·소변기수 합의 1.0배 이상 확보 145

권장 남성 ·소변기수 합의  1.5배 이상 확보

4-1-3 다양한 변기 설치
필수 　

권장
시설 주 이용자의 고려,  선호 반영 비율의 변기 
설치

146

4-1-4 위생기구 설치
필수 세정장치, 수도꼭지 레버 | 누름버튼식 설치 147

권장 세정장치, 수도꼭지 광감지식으로 설치

4-1-5 바닥 마감
필수 미끄럼 방지, 바닥면 높이차 미발생 처리 148

권장

4-1-6 단위부스 규격 및 형태
필수

단위부스 사이 칸막이  하단부 틈이 발생하지 않게 
설치

149

권장
단위부스 칸막이  바닥~천장 일체화 또는 칸막이 
높이 2.5m 이상

　

4-1-7 단위부스 출입문 구조
필수 문 하부 틈 10~15㎝, 안여닫이 150

권장 필수 + 내부에서 외부사항 파악 가능하도록

4-1-8 단위부스 잠금잠치
필수 쉽게 열 수 없는 잠금장치 151

권장

4-1-9 적정 조도
필수 평균 조도 100lx 이상 유지 152

권장 평균 조도 150lx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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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페이지

  4. 위생시설(계속)

4-2.

배려시설

4-2-1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필수 남녀화장실 각 1개소 이상 기저귀교환  설치 153

권장
주요층 남녀화장실 각 1개소 이상 기저귀 교환  
설치 

4-2-2 영유아/아동용시설
필수

주출입층  남녀화장실 각 1개소 이상 영유아용 거치
, 보조 의자, 유아/아동용 변기

154

권장
주요 층에 필수 요건 시설 설치, 아동시설 위치 층에
는 아동 전용 화장실 설치

4-2-3 다목적(가족)화장실
필수 주출입층에 설치 156

권장 주요 시설 층에 설치 권장

4-3.

편의시설

4-3-1 단위부스 내
필수 옷걸이, 휴지걸이 설치 158

권장 필수 + 선반설치

4-3-2 세면  주변
필수

손 건조기 설치, 물비누 비치, 소지품 보관용 선반
(공간)

159

권장 필수+여성용품자판기,  높이가 다른 세면

4-3-3 파우더 공간 설치
필수 화장실 내 거울/선반 설치, 조도 200lx 160

권장 세면 와 분리된  파우더룸, 조도 300lx 이상

4-4.

안전시설
4-4-1

화장실 내 응급상황

처시설

필수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화장실 내 1개소 이상 설치 161

권장 모든 단위부스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 설치

4-5.

안내시설

4-5-1 단위부스 출입문 외부
필수

화장실 사용여부, 변기 종류, 편의시설 안내시설 
설치

162

권장

4-5-2 출입구 편의시설 안내

필수 162

권장
장애인화장실/영유아보조의자/어린이용변기/
파우더룸 등 설치현황 안내

  5. 안내시설

5-1.

층별 안내

5-1-1
주출입구 주변/

로비 층별 안내

필수 주출입구  주변/로비에 층별 안내시설 설치 165

권장
필수 + 배려시설 안내도, 다국어 병기·그림·
픽토그램 사용 안내시설

5-1-2
승강기 내 

층별 시설 안내

필수 승강기 내 전체 층 안내시설 설치 167

권장
안내표지판에 해당 층에  돌봄/배려시설 표기
(픽토그램 안내)

5-2.

실별 안내
5-2-1 주요 실 앞 안내시설

필수 1.5m 높이, 실 안내시설 설치(주요실 점자 필 표기) 168

권장 필수 + 스마트폰 활용 음성  안내 태그

  6. 민원시설

6-1.

출입문
6-1-1 민원실 출입문

필수 통과 유효폭 1.0m 이상 (반)자동문 설치 169

권장 통과 유효폭 1.0m 이상 자동문 설치

6-2.

민원창구
6-2-1 민원창구 및 작업

필수 높이 0.65m, 깊이 0.45m 활동공간 확보 170

권장
필수 + 좌식 입식 사용  가능한 다양한 높이 작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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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이드라인 내용 페이지

  7. 배려·편의시설

7-1.

임산부등

휴게시설

7-1-1 위치
필수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 171

권장 　

7-1-2
모유/수유공간 분리 및 

프라이버시 확보

필수 모유 수유 공간 물리적 분리, 안전 확보 172

권장 수유공간 ‘사용중’ 푯말 또는 표시등 설치

7-1-3 수유공간 내 안전 확보
필수

잠금장치 설치한 경우, 바닥면과 문 사이 공간 확보, 

불투명 유리, 움직임 감지 센서 설치
172

권장 비상전화 및 비상벨 설치

7-1-4 편의시설/비치품목

필수
세면 , 소파·테이블, 기저귀교환 , 선반 또는 

옷걸이, 수유 쿠션, 정수기, 손소독제, 휴지통 등
173

권장
필수+전자레인지, 냉장고, 온습도계, 정수기 또는 

전기포트

7-1-5 활동공간 확보
필수

기저귀교환  등 주변 1.4mx1.4m 활동공간 확보, 

하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
174

권장 　

7-1-6 수유공간 조명
필수 수유 공간 간접 조명 또는 조도 조절 기능 갖춤 175

권장 수유실 전체 공간에 조도 조절 가능한 간접 조명기구

7-1-7 외부 사용 안내
필수 사용 중 표시 또는 표시등 설치 175

권장 　

7-1-8 비상벨 설치
필수 위급상황 시 도움 요청용 비상벨|전화 설치 175

권장

7-2.

유아차 보관

및 여시설

7-2-1
유아차 보관 및

여시설 설치

필수 　 177

권장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

7-3.

근로자

휴게실

7-3-1 설치
필수

근로자-방문객/ 일반-미화직 근로자 등 이용자별 

별도 휴게공간 설치, 업무작업 공간에서 100m 이내
179

권장 거점별 또는 층별 설치

7-3-2 면적
필수 근로자수 고려, 최소 6㎡ 이상 확보 180

권장 　

7-3-3 냉난방 시설
필수 냉난방시설 설치 180

권장 　

7-3-4 편의시설
필수 소파·등받이의자, 탁자, 옷걸이, 선반 등 180

권장 냉장고, 식수, 화장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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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세부 대상시설

공원   별도 기준 없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한 

건축물(하나의 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 

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500㎡ 미만인 시설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등)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교육시설

 <제2종근린 

생활시설 

제외>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 학·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등)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2018.1.30. 개정>

[참고 1]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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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대상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운동시설

<당해 용도 
바닥면적 합 
500㎡ 이상>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과 그에 부수 

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  

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만 해당함)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함)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함)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별도 기준 없음

연립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함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함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함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2018.1.30. 개정>

[참고 1]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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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공원시설(공중 직접 이용 시설에 한함)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

 [의무] 의무설치시설 장애인용 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점자블록  [의무] 설치위치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재량] 안내 편의시설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 

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외)·판매기 및 음료 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 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2019.7.2. 개정>

[참고 2] 공원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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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의무] 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재량] 접근로를 위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함

    ※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 수가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 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주차 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 로 봄

 [의무]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함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의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 

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음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의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위의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함)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의무]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의무]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또는 경사로를 1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무] 위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함)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 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함) 또는 경사로를 1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의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의무]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관련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출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2019.7.2. 개정>

[참고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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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의무]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점자블록
 [의무] 설치위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의무]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의무]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의무]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의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봄

 [의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 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의무]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  또는 작업 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동일한 장소에 각각 2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 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의무]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 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  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의무]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함

관련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출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3.가. <2019.7.2. 개정>

[참고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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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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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

점, 이용원ㆍ미용원ㆍ목욕장
● ○ ● ● ○ ○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
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
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
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등

● ● ● ● ● ● ● ○ ○ ● ○ ● ●

대피소 ● ● ● ○

공중화장실 ● ● ● ● ● ●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

조산소(산후조리원)
● ● ● ● ● ● ● ○ ○

지역아동센터(300㎡이상만) ● ● ● ● ○ ○ ○ ○ ○ ○ ●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 
과점 등 음료ㆍ차ㆍ음식ㆍ빵 
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非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만)

● ● ● ● ○ ○ ○ ○ ○

공연장 ● ● ● ● ● ● ● ● ● ● ● ● ● ● ●

안마시술소 ● ● ● ● ○ ○ ○ ○ ○ ○ ○ ●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 ● ● ● ● ● ● ● ● ● ● ● ● ●

집회장 ● ● ● ● ● ● ● ○ ○ ●

전시장, 동ㆍ식물원 ● ● ● ● ● ● ● ○ ○ ● ○ ● ○ ●

종교

시설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
찰ㆍ기도원 등, 500㎡ 
이상만)

● ● ● ● ○ ○ ○ ○ ○ ● ○ ○

판매

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1,000㎡ 이상만)

● ● ● ● ● ● ● ○ ○ ○ ● ○

의료

시설
병원ㆍ격리병원 ● ● ● ● ● ● ● ● ● ○ ○ ● ● ● ○ ○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 포함, 유치원 
제외)

● ● ● ● ● ● ● ● ○ ● ● ● ○ ○ ○

유치원 ● ● ● ● ● ● ● ● ○ ○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등(500㎡ 이상만)

● ● ● ● ● ● ● ● ○ ○ ○ ● ○ ○ ○

도서관(1000㎡ 이상만) ● ● ● ● ● ● ● ● ● ○ ○ ● ● ○ ○

 ● : 의무      ○ :권장

[참고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별 설치 편의시설 종류(「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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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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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

시설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ㆍ아
동복지시설)

● ● ● ● ● ● ● ● ○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 ● ● ● ● ● ● ● ○ ○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
설 포함)

● ● ● ● ● ● ● ● ● ● ● ● ● ● ● ● ● ●

수련

시설
생활권/자연권수련시설 ● ● ● ● ● ● ● ● ● ○ ○ ● ●

운동시설 (500㎡ 이상만) ● ● ● ● ○ ○ ○ ● ○ ○ ○ ○

업무

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 ● ● ● ● ● ● ● ● ● ● ● ●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등(500㎡ 이상만)
● ● ●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

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

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000㎡ 이상만)

● ● ● ● ● ● ● ● ● ● ● ● ● ○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 ○ ● ● ○ ○ ○ ○ ○ ● ● ○

관광숙박시설 ● ● ● ● ● ● ● ● ● ○ ● ○ ● ● ○ ○

공   장 ● ● ● ● ○ ○ ● ● ○ ○ ○ ○ ○ ○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 ● ● ○

운전학원 ● ● ● ● ● ● ● ○ ○ ○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등(1000㎡ 이상만) ● ● ● ● ● ● ● ○ ○ ○ ● ○

전신전화국 등

(1000㎡ 이상만)
● ● ● ● ● ○ ● ○ ○ ○ ● ○ ○

교정

시설
교도소ㆍ구치소 ● ● ● ● ● ● ● ○ ● ○ ○ ○ ○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 ● ● ● ○ ○ ● ○ ○ ○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 ● ● ● ○ ○ ● ○ ○ ○ ○ ○ ○ ○

휴게소 ● ● ● ● ○ ○ ● ○ ○ ○ ○ ●

장례식장 ● ● ● ● ● ● ● ● ● ● ○ ● ○ ○

 ● : 의무      ○ :권장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3.나. <2019.7.2. 개정>

[참고 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별 설치 편의시설 종류(「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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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의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량]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 

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머리뼈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등을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 이용 가능한 우체통  [의무]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2019.7.2. 개정>

[참고 5] 통신시설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구분 대상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

원 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

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공중화장실 / 피소 /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 

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 수가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

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 휴게소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2015.7.24. 개정>

[참고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06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안) 197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의무] 최소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재량] 교행구역 설치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수평참 설치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음

기울기 등

 [의무]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로 하여야 함 

    ※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의무] 연결부 단차  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 이하로 하여야 

함

경계

 [의무] 접근로-차도 경계 처리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함

    ※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재량] 경계 연석 높이/색상 ․ 질감  연석의 높이는 6㎝ 이상 15㎝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음

재질과 

마감

 [의무] 접근로 바닥면 재질/마감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의무] 블록 포장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함

 [의무] 덮개 설치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보행

장애물

 [의무] 보행장애물 설치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의무]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7]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의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함

 [의무] 주차구역-출입구 등 높이차/통로 유효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통로-차로 교차부 처리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음

주차공간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주차 수 1 에 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함 

    ※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수 1 에 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해야 함

 [재량] 주차공간 바닥면 높이차/기울기 주차공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음

 [의무] 주차공간 바닥면 마감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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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유도 

및 

표시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함.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음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m, 세로 1.5m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 세로 58㎝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 가로 0.7m, 세로 0.6m, 높이(지면~표지판) 1.5m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용 생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종류 주차장  규모 기준 설치기준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 50대 미만  [의무] 한 면 이상              - 서울시 :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의무] 주차 수의 2~4% 내, 

        장애인 주차 수요 고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

        - 서울시/종로구 : 주차 수의 3% 이상(소수점 이하 1 로 간주)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의무] 주차 수의 2~4% 내, 

      장애인 주차수요 고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서울시/종로구 : 주차 수의 3% 이상(소수점 이하 1 로 간주)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조>  <2018.3.21.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의 3>, <제17조의 3> 

[참고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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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주차장  규모 기준
설치기준 [의무]

법규 서울시 조례 종로구 조례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10대 이상 - -
주차 수의 3% 

이상*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상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주차 수의 2~4% 주차 수의 3% 이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주차 수의 2~4% 주차 수의 3% 이상
주차 수의 3% 

이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10대 이상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주차 수의 3% 이상 주차 수의 3% 이상

※ 소수점 이하 1 로 간주, * 규모 기준 없음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2018.3.21.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19. 12. 31., 개정>  

[참고 10] 주차장 종류별/규모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구분 설치기준

설치위치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주차장 바닥

 [의무]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의무] 주차장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출입통로

[규격]  표지판 : 70㎝ × 60㎝

       휠체어 그림 : 가로 56㎝ × 세로 42㎝

[색채] 표지의 색은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향하여아 함

[설치위치]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

서 표기함

표지 설치

 [의무] 아래 그림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격]  표지판 : 70㎝ × 60㎝

       휠체어 그림 : 가로 56㎝ × 세로 42㎝

[색채] 표지의 색은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향하여아 함

[설치위치] 지면~표지판 높이: 150㎝

※ 소수점 이하 1 로 간주

출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 <2019. 12. 31., 개정>  

[참고 11]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구획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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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기준

여성우선주차장 규모
 [의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 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설치함 

확장형 주차구획
 [의무]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 

획으로 함

여성우선주차장 위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함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의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아래 그림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여성 픽토그램 표지: 가로 75㎝ × 세로 155㎝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

 

      

일반형 확장형(1면)

 

출입통로 출입통로

확장형(2면)

   

출입통로

관련 법규: 「주차장법」 제6조제2항

출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3>

[참고 12] 서울특별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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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턱낮추기  [의무] 높이차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휠체어리프
트 또는 

경사로 설치

 [의무]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아래에 서술된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의 출입구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의무] 출입문 통과유효폭/전면 유효거리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함

 [의무]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의무]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됨

문의 

형태

 [의무]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

 [의무]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함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의무] 출입문 손잡이 높이 출입문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재량] 출입문 손잡이 종류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 형으로 할 수 있음

 [의무]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기타 설비

 [의무] 점형블록 설치 건축물 주출입구의 0.3m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재량] 자동문 옆 호출벨 설치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14] 장애인등이 출입 가능한 출입구(문)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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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출입 가능한 
복도/통로

유효폭 
 [의무] 복도 유효폭 1.2m 이상으로 함 

 [재량] 중복도 유효폭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복도의 유효폭을 1.5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바닥

 [의무] 복도 바닥면 높이차 복도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바닥마감/바닥재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손잡이

 [의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의무] 손잡이의 높이는 옆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하여야 함

 [의무]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 이상 

3.8㎝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 내외로 하여야 함

 [의무]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보행장애물

 [재량]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에서 2.1m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m 

이하로 할 수 있음

        

보행장애물

 [재량]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에서 2.1m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 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m 이하로 할 수 있음 

 [의무]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함

    ※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함

안전성
확보

 [재량]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 

트를 설치할 수 있음

 [재량]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15] 장애인등이 출입 가능한 복도 및 통로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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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계단

계단의
형태

 [재량]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음

 [재량]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음

유효폭
 [의무]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디딤판과 

챌면

 [의무]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의무]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함

 [의무]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 됨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의무]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의무]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m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의무]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재질과 

마감

 [의무]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음

 [의무]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함

    ※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m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기타 설비

 [재량]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16]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계단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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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의무]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의무]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의무]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 이하로 하여야 힘

크기

 [의무]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함

 [재량]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이용자 

조작설비

 [의무]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음

 [의무]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85m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승강기의 유효바닥 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음

 [의무]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의무]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함

기타

설비

 [의무]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m 이상 0.9m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의무]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m에서 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무]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재량]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음

 [의무]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 

주어야 함.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

 [의무]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함

 [의무] 출입구, 승강 ,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17] 장애인용 승강기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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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및

속도

 [의무]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하여야 함

디딤판

 [의무]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재량]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음

손잡이

 [의무]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의무]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m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18]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휠체어
리프트

일반사항

 [의무]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m×1.4m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함

 [의무]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 

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함

 [의무]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의무]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m 이상, 길이 1.0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의무] 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함

 [의무]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m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의무] 내부 유효바닥면적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19] 휠체어리프트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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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경사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의무]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 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로서 1.2m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m까지 완화할 수 있음

 [의무] 수평참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활동공간 확보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음(단, 경사로의 

유효폭 1.2m 이상/ 신축이 아닐 경우에 한해 유효폭 확보 곤란 시 0.9m까지 완화 가능)

기울기

 [의무]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로 하여야 함

    ※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로 완화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완화할 수 있음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12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손잡이

 [의무] 양측면 손잡이 설치요건 경사로의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m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 

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수평손잡이 연장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m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함

    ※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m 이내로 설치 가능

 [의무] 손잡이 관련 기타 세부기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재질과

마감

 [의무] 경사로 바닥재 마감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재량] 추락방지턱 설치/측벽 설치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 

도록 5㎝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충격 완화 매트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음

기타시설
 [재량] 외부 건물 연결 경사로 설치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0] 경사로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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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일반사항

설치장소
 [의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 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재질과 

마감

 [의무]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의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 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함

기타 설비

 [의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 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 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변기

활동공간

 [의무] 【신축】 유효바닥면적·활동공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 이상, 

깊이 2.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의무] 【기존】 유효바닥면적·활동공간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신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의무] 출입문 통과유효폭 0.9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출입문 형태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음

구조

 [의무] 대변기 유형  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함

 [의무] 대변기 좌대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함

손잡이

 [의무] 설치위치 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음

 [의무] 수평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 이상 0.7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 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할 수 있음

 [의무] 수직손잡이 설치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

부터 0.6m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함

    ※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재량] 수평-수직손잡이 연결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함

 [재량] 사다리형 손잡이 설치 화장실의 크기가 2m×2m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1]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화장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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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대변기

신축건물

비신축 

기존시설

입면

(공통)

기타

설비

 [의무] 세정장치/휴지걸이 등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의무] 사용알림/잠금 장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

야 함

 [재량] 【공공업무시설/병원/문화·집회시설/장애인복지시설/휴게소】 대변기 칸막이 내부 세면기/샤워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m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함

 [의무] 비상용 벨 설치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비하여 비상용 벨은 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 

로부터 0.6m~0.9m 사이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소변기

구조  [재량] 소변기는 바닥 부착형으로 할 수 있음

손잡이

 [의무]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하여야 함

 [의무]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1]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화장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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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소변기 손잡이

        

세면대

구조

 [의무]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상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세면대 하부 공간 세면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손잡이  [재량]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 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기타설비

 [의무] 수도꼭지 냉ㆍ온수 점자 표시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재량]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거울 설치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m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 

으로부터 0.9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 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1]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화장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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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욕실

설치장소  [의무] 설치위치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구조

 [재량] 출입문 형태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음

 [의무] 활동공간 확보 욕조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의무] 욕조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여야 함

바닥

 [재량] 바닥면 높이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음

 [의무] 바닥면 기울기 1/30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바닥 재질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손잡이  [재량] 수평/수직손잡이 설치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기타 설비

 [의무] 수도꼭지 설치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냉ㆍ온수 점자 표시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의무] 샤워기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함

 [재량] 욕조/좌대 높이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 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음

 [의무] 비상벨 설치 욕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2]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욕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장소  [의무]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함

구조
 [재량] 출입문 형태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음

 [의무]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샤워부스 포함) 0.9m×0.9m 또는 0.75m×1.3m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바닥
 [의무] 샤워실 바닥면 기울기 1/30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샤워실 바닥 재질 바닥표면이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손잡이  [재량]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기타 설비

 [의무] 수도꼭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

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권장>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음

 [의무] 샤워기 설치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

태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샤워실 접이식 의자 설치높이  아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

야 함

 [의무] 탈의실 수납공간 높이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3]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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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점자블록

규격 

및 

색상

 [의무]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

을 사용하여야 함

 [의무] 점자블록 표준 규격/높이 크기는 0.3m×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함

 [의무] 점형블록 표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의무] 점형블록 돌출점 형태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로 하여야 함

 [의무] 선형블록 표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의무] 선형블록 형태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로 하여야 함

 [재량] 점자블록 색상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음

 [의무] 실외 설치 점자블록 재질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설치방법

 [의무] 점형블록 설치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ㆍ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

야 함

 [의무] 선형블록 설치 선형블록은 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함

 [의무] 점자블록 설치방법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4] 점자블록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시각/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의무]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ㆍ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5]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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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시설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의무]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표시내용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

게 표시하여야 함

 [재량] 점자 병기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음

 [의무]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위치 점자안내표시/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 내지 

1.2m의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m 내지 1.2m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

이 1.0m 내지 1.5m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음

음성안내
장치

 [의무]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내용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함

기타 
유도신호 

장치

 [의무] 설치 고려사항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재량]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6]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침실

설치장소

 [의무]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함 

 [재량]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음

구조

 [재량]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 방으로 할 수 있음

 [의무]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의무] 침 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바닥
 [의무]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의무]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기타설비

 [의무]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의무]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활

동공간/구조/손잡이/세정장치·휴지걸이’, ‘세면대’,  [표*]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욕실’의 ‘구조/

바닥/손잡이/기타 설비’와 아래의 규정을 적용함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함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함

 [의무]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7]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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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열람실

설치장소
 [의무] 휠체어사용자 관람석/열람석 설치위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관람석
구조

 [의무] 휠체어사용자 관람석 종류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함

       :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무] 휠체어사용자 관람석 유효바닥면적 1석당 폭 0.9m 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시야 확보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

 [의무] 손잡이 설치높이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앞좌석과 거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

 [의무] 영화관 휠체어사용자 관람석 설치위치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하여야 한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줄에 설치할 수 있음

 [의무] 공연장 휠체어사용자 관람석 설치위치  무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 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  기준으로 제일 뒷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줄에 설치할 

수 있음

 [재량]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열람석 
구조

 [의무] 열람석 상단 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열람석 하부 공간 확보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8]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 
작업대

활동공간  [의무] 접수  또는 작업 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구조

 [의무] 접수  또는 작업  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접수  또는 작업 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29]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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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활동공간  [의무]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 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구조

 [의무]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의무]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 이상 1.2m 이하로 

하여야 함

 [의무] 음료 의 분출구의 높이는 0.7m 이상 0.8m 이하로 하여야 함

기타설비

 [의무]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함

 [의무] 음료 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

 [의무]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30]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장소  [의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구조

 [의무]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 , 

세면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의무] 기저귀교환 , 세면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m, 세로 1.4m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  및 세면 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의무]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 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31]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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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공중전화 

설치장소  [의무] 설치위치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함

구조

 [의무] 하부 공간 확보 전화 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2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의무] 높이차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됨

이용자 
조작설비

 [의무] 설치높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상 1.4m 이하로 하여야 함

기타 설비
 [재량]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32]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공중전화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우체통
설치장소  [의무] 설치위치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함

구조  [의무] 우체통투입구 높이 0.9m 이상 1.2m 이하로 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참고 33]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우체통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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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안내표지기준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안내표시 

기준

 [의무] 안내표지 색상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함

 [의무] 안내표지 크기 단면을 0.1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의무]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함

 [의무] 점자 병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함

 [의무] 설치방법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작도법

 [의무]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관련

[참고 34]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

의무용품 권장용품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 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이상의 확 경, 공중팩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도·소매점
-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업무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공중 직접 이용 시설에 한함) 
非제1종 근린생활시설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 경, 공중팩 

스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점자관광안내책자

장례식장 입식 식탁 -

운동시설 수영장 입수용 휠체어 -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표3 <2019. 9.27.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16조제2항 관련

[참고 35]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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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 시설 기준

공연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수용인원 1,000명 이

상인 시설

 [의무] 

 여성화장실 변기수

≥ 1.5 × (남성화장실 

·소변기 수)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

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공원 / 유원지 / 관광지 부수시설

※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출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6조의2> 관련 별표 (2018. 9. 4. 개정) 

[참고 36] 여성화장실 대변기수 설치 기준 및 적용시설(「공중화장실법」 제7조제2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관련)

시설 구조·재질 등 세부기준

어린이용 대·소변기

 [의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소변기(남자화장실의 일반인용 소변기가 바닥부착형의 일반인·

어린이 겸용인 경우 제외)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 어린이용 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

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

어린이용 세면대

 [의무]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어린이용 세면 를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무] 어린이용 세면 는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낮은 높이로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함

관련법: (「공중화장실법」 제7조의제1-2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출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별표 (2018. 9. 4. 개정) 

[참고 37] 어린이용 화장실 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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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기준 및 대상시설

의무 설치시설

 - 휴게시설(「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 철도의 역(「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 도시철도의 역(「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공항시설(「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 문화 및 집회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같은 표 제9호), 도서관(같은 표 

제10호바목), 공공업무시설(같은 표 제14호가목), 관광휴게시설(같은 표 제27호)

설치 규모 

및 

설치 예외

[의무]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를 설치하여야 함

    ※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  설치 의무를 면제함

출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별표 (2018. 9. 4. 개정) 

[참고 38]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기준(「공중화장실법」 제7조의제1-2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구분 세부시설

설치규모  - (같은 건물 모든 화장실 세면  합산 기준) 세면  4기 이상 

설치

시설 

및 

장소

공용시설 및 공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 시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장례시설: 장례식장

자연공원  -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로 노면에 설치되지 않은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공원  -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도로 휴게시설  - 도로이용 지원시설로서 휴게시설 

철도역, 도시철도역

공항시설
 -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 시설 및 지원시설

 -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 시설 및 지원시설

공연장

※ 단수 등의 비상사태에 비하고 용수를 절약하기 위해 4기 이상 세면 (같은 건물 모든 화장실 세면  합산)가 설치된 

출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2> 관련 (2018. 12. 18. 개정) 

[참고 39] 물 재활용 세면대 설치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시설(「공중화장실법」 제7조의3,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의3, 관련)



06 종로구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안) 219

구분 설치기준

설치기준

 [의무] 배수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의무] 방수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재량] 관리시설 설치 필요 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공간 연출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의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편의용품 비치

 [의무] 편의용품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함

       -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및 소독약품

   ※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관련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3항/제5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관련)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8조> (2019.10.11. 개정) 

[참고 40]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에 대한 종로구 기준

시설 설치기준

일반사항

 [의무] 설치위치/안내 표시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등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남ㆍ여 화장실 출입구 구분 화장실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해야 하며, 복도나 

도로 등을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 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설치해야 함

대·소변기

 [의무] 가리막 설치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함

 [의무] 수세식 ㆍ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 「수도법」 제3조제30호에 따른 절수설비의 설치, 상ㆍ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량] 선반 설치 소변기 위쪽에는 이용편의를 위한 선반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변기 설치 종류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대변기 칸

 [의무] 구조 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 이상 

20㎝ 이하의 빈 공간을 두어야 함

    ※ 화장실 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안여닫이로 하지 않을 수 있음

 [의무] 인식장치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재량] 편의장치 변기 칸막이 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해야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영유아시설 설치 변기 칸막이 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용 변기, 거치 , 

보조의자 등을 갖춘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음

기타 설비

 [의무] 편의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량] 세면대 편의장치 세면 에는 선반 및 옷걸이 등 편의장치를 설치하거나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 편의용품을 갖춰 둘 수 있음

 [의무] 급수시설 수질기준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

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함

관련법: 「공중화장실법」 제7조제2항,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관련

출처 :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별표(2018. 9. 4. 개정) 

[참고 4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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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기준

대상시설

 -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중 다세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ㆍ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 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 시설 제외)

공통

기준

접근통제

 [의무] 보행로 자연적 감시 강화 보행로는 자연적 감시가 강화되도록 계획되어야 함

    ※ 구역적 특성상 자연적 감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반사경 등 자연적 

감시를 체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 출입구는 접근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적으로 통제하고, 경계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의무] 건물 외벽 건축물의 외벽에 범죄자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아야 함

영역성 확보

 [의무] 공적-사적 공간 위계 명확화 공적(公的) 공간과 사적(私的) 공간의 위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의무] 경계부 영역성 구분 공간의 경계 부분은 바닥에 단(段)을 두거나 바닥의 재료나 색채를 달리하거나 

공간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판, 보도, 담장 등을 설치하여야 함

활동의 

활성화

 [의무] 외부 공간시설 연계 외부에 설치하는 운동시설, 휴게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은 상호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의무] 지역 공동체(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외부시설을 선정하여 배치하여야 함

조경

 [의무] 사각/고립지대 미발생 수목은 사각지 나 고립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재하여야 함

 [의무] 건물과 이격 조성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조명

 [의무] 출입구 등  출입구, 지경계로부터 건축물 출입구까지 이르는 진입로 및 표지판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계획하여야 함

 [의무] 多 통행 지역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역은 사물의 식별이 쉽도록 적정하게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조명은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빛이 제공되는 범위와 각도를 조정하여 

눈부심 현상을 줄여야 함

영상정보

처리기기 

안내판

 [의무] 안내판 설치 범죄예방 건축기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

조제4항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식별성 안내판은 주·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 세부 상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출처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3~9조>,  <2019.7.24. 개정>,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관련 

[참고 42]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적용 대상시설 및 범죄예방 공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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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설치기준

출입구  [의무] 출입구는 자연적 감시를 고려하고 사각지 가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출입문 / 창문

 [의무] 입문, 창문 및 셔터는 침입 방어 성능 기준(별표1 참고)에 적합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건축물의 로비 등에 설치하는 유리출입문은 제외함

주차장

 [의무] 주차구역은 사각지 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의무] 주차장 내부 감시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조명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름

 [의무] 차로와 통로 및 출입구의 기둥 또는 벽에는 경비실 또는 관리사무소와 연결된 비상벨을 25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한 기둥(벽)의 도색을 차별화하여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재량] 여성전용 주차구획은 출입구 인접지역에 설치를 권장함

보행로  [의무]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보행로에는 보행자등을 설치하여야 함

출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2조>,  <2019.7.24. 개정>,  「건축법」 제53조의2,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 관련 

[참고 43] 문화 및 집회시설·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 적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참고 기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5) - 5. 안내판의 설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법 제25조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1.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2.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함

 

 [참고] 안내판 설치 장소의 예시

   • 건물 : 건물 1층 출입구 또는 정문, 기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각 층의 출입구, 안내데스크 등 눈에 잘 띄는 

곳

   • 건물외의 장소(공원 등) : 각 출입구, 기둥 또는 시설물 등 눈에 잘 띄는 곳

   • 상가 : 주(主)출입문, 계산  등 눈에 잘 띄는 곳

   • 버스 등 중교통 : 승하차 출입문, 버스 내 노선도 옆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택시 : 보조석 앞, 좌석 머리받침 뒤편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주차장 : 입구, 정산소, 주차장 내 기둥 등 눈에 잘 띄는 곳

  

 ❍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성명(또는 직책)ㆍ업체명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2항, 표준지침 제47조제1항)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ㆍ업체명 및 연락처  

 ❍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1항)

    ※ 주차장 등과 같이 건물 주(主)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장소에는 출입구 마다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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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5) - 5. 안내판의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 연계를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합니다.(표준지침 제43조제3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별로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참고] 안내판 설치 장소의 예시

CCTV 설치 안내

◈ 설치목적 :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 설치장소 : 출입구의 벽면/천장, 엘리베이터/ 각층의 천장

◈ 촬영범위 : 출입구, 엘리베이터 및 각층 복도(360°회전)

◈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 촬영

◈ 관리책임자 : 00OO과 홍길동 (02-OOO-OOOO) 

 (설치‧운 을 탁한 경우)

◈ 수탁관리자 : 0000업체 박길동 (02-OOO-OOOO)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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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 %  각도

n % 각도 % n 각도 각도 n %

1 100.00% 57.30˚  1% 100 0.57˚ 1˚ 57.30 1.75%

2  50.00% 28.65˚  2% 50 1.15˚ 2˚ 28.65 3.49%

3  33.33% 19.10˚  3% 33.33 1.72˚ 3˚ 19.11 5.23%

4  25.00% 14.32˚  4% 25 2.29˚ 4˚ 14.34 6.98%

5  20.00% 11.46˚  5% 20 2.87˚ 5˚ 11.47 8.72%

6  16.67% 9.55˚  6% 16.67 3.44˚ 6˚  9.57 10.45%

7  14.29% 8.19˚  7% 14.29 4.01˚ 7˚  8.21 12.19%

8  12.50% 7.16˚  8% 12.5 4.59˚ 8˚  7.19 13.92%

9  11.11% 6.37˚  9% 11.11 5.16˚ 9˚  6.39 15.64%

10  10.00% 5.73˚ 10% 10.00 5.74˚ 10˚  5.76 17.37%

11   9.09% 5.21˚ 11% 9.09 6.32˚ 11˚  5.24 19.08%

12   8.33% 4.77˚ 12% 8.33 6.89˚ 12˚   4.81 20.79%

13   7.69% 4.41˚ 13% 7.69 7.47˚ 13˚  4.45 22.50%

14   7.14% 4.09˚ 14% 7.14 8.05˚ 14˚  4.13 24.19%

15   6.67% 3.82˚ 15% 6.67 8.63˚ 15˚  3.86 25.88%

16   6.25% 3.58˚ 16% 6.25 9.21˚ 16˚  3.63 27.56%

17   5.88% 3.37˚ 17% 5.88 9.79˚ 17˚  3.42 29.24%

18   5.56% 3.18˚ 18% 5.56 10.37˚ 18˚  3.24 30.90%

19   5.26% 3.02˚ 19% 5.26 10.95˚ 19˚  3.07 32.56%

20   5.00% 2.87˚ 20% 5.00 11.54˚ 20˚  2.92 34.20%

21   4.76% 2.73˚ 21% 4.76 12.12˚ 21˚  2.79 35.84%

22   4.55% 2.60˚ 22% 4.55 12.71˚ 22˚  2.67 37.46%

23   4.35% 2.49˚ 23% 4.35 13.30˚ 23˚  2.56 39.07%

24   4.17% 2.39˚ 24% 4.17 13.89˚ 24˚  2.46 40.67%

25  4.00% 2.29˚ 25% 4.00 14.48˚ 25˚  2.37 42.26%

26  3.85% 2.20˚ 26% 3.85 15.07˚ 26˚  2.28 43.84%

27  3.70% 2.12˚ 27% 3.70 15.66˚ 27˚  2.20 45.40%

28  3.57% 2.05˚ 28% 3.57 16.26˚ 28˚  2.13 46.95%

29  3.45% 1.98˚ 29% 3.45 16.86˚ 29˚  2.06 48.48%

30  3.33% 1.91˚ 30% 3.33 17.46˚ 30˚  2.00 50.00%

31  3.23% 1.85˚ 31% 3.23 18.06˚ 31˚  1.94 51.50%

32  3.13% 1.79˚ 32% 3.13 18.66˚ 32˚  1.89 52.99%

33  3.03% 1.74˚ 33% 3.03 19.27˚ 33˚  1.84 54.46%

34  2.94% 1.69˚ 34% 2.94 19.88˚ 34˚  1.79 55.92%

35  2.86% 1.64˚ 35% 2.86 20.49˚ 35˚  1.74 57.3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BF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p.210,  일부 수정(재구성)

[참고 44] 경사도 기울기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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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 %  각도

n % 각도 % n 각도 각도 n %

36 2.78% 1.592˚ 36% 2.778 21.100˚ 36˚ 1.701 58.78%

37 2.70% 1.549˚ 37% 2.703 21.716˚ 37˚ 1.662 60.18%

38 2.63% 1.508˚ 38% 2.632 22.334˚ 38˚ 1.624 61.57%

39 2.56% 1.469˚ 39% 2.564 22.954˚ 39˚ 1.589 62.93%

40 2.50% 1.432˚ 40% 2.500 23.578˚ 40˚ 1.556 64.28%

41 2.44% 1.397˚ 41% 2.439 24.205˚ 41˚ 1.524 65.61%

42 2.38% 1.364˚ 42% 2.381 24.835˚ 42˚ 1.494 66.91%

43 2.33% 1.332˚ 43% 2.326 25.468˚ 43˚ 1.466 68.20%

44 2.27% 1.302˚ 44% 2.273 26.104˚ 44˚ 1.440 69.47%

45 2.22% 1.273˚ 45% 2.222 26.744˚ 45˚ 1.414 70.71%

46 2.17% 1.246˚ 46% 2.174 27.387˚ 46˚ 1.390 71.93%

47 2.13% 1.219˚ 47% 2.128 28.034˚ 47˚ 1.367 73.14%

48 2.08% 1.194˚ 48% 2.083 28.685˚ 48˚ 1.346 74.31%

49 2.04% 1.169˚ 49% 2.041 29.341˚ 49˚ 1.325 75.47%

50 2.00% 1.146˚ 50% 2.000 30.000˚ 50˚ 1.305 76.6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 「BF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p.210 ,  일부 수정(재구성)

[참고 44] 경사도 기울기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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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도로구조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심신장애인복지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여성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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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 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예방디자인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타 지자체 조례 – 부록 12 관련 조례 리스트 참고

<행정 규칙 및 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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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포커스, 2018-06-01, “안산시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설치”

뉴스핌, 2019-06-15, “포천시 군내면,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부산일보, 2018-11-21, “양변기 세? 쪼그려 앉는 화변기도 좋아”

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 지하철정거장 화장실 변기 설치기준 보고” 

여성가족부, 2019.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2019년말 기준, 92개소)”

일간경기, 2017-06-20,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보행환경 개선 공사”

주간현 , 2018-11-14, “고양시, 공영주차장 ‘어르신ㆍ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조성”

중도일보, 2019-10-09, “천안동남경찰서, 노인전용주차장 설치 ‘호응’” 

KBS NEWS, 2017-07-18, “수원시,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설치 의무화”

<기타>

변민수·남용현, 2007. “Barrier Free에 한 이해”, 「2007 상반기 수시과제 자료집」, 한국장애인고용촉

진공단

<참고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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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자료> 

국가건설기준센터 옥내조명 설계기준, http://www.kcsc.re.kr

국립 전현충원: http://www.dnc.go.kr, 이미지

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much.go.kr

서울특별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http://parking.seoul.go.kr/ 

양주시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angjulove, 이미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https://www.koddi.or.kr/bf/main/index.do

개인 블로그, http://blog.daum.net/cnsol/4, 이미지

개인 트위터, https://twitter.com/ponytail_joa/status/723363961412808704, 이미지 

스톤마드주식회사, https://blog.naver.com/stone8089, 이미지

슬라이드 쉐어넷, https://www.slideshare.net/VinitaMathur/madhuri-pancholi-2nd-year-
               commercial-design-127740321, 이미지

유래종합안전, http://ur21.co.kr, 이미지

포천 보경석재, https://blog.naver.com/hsook0704, 이미지

<해외 자료>

일본 국토교통성, 2007. 「도시공원의 이동 등 원활화 정비 가이드라인(안)」.

              ,  2019. 「주차 허가제 사례집 - 장애인등 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위한 처」.

일본 교토시, 2016. 「교토시 자전거 통행 환경 정비 가이드라인」.

<해외 인터넷 자료> 

아일랜드 NDA(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http://universaldesign.ie

오사카부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 이용증 제도에 하여

http://www.pref.osaka.lg.jp/keikakusuishin/riyousyouseido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

   https://projects.ncsu.edu/ncsu/design/cud/about_ud/udprinciplestex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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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BF)

‘79.7.

제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8호 일반도로 또는 보행자 전용도로 결정 시  신체장애자 ․ 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 의무 규정
․ 건설교통부령

‘79.11.

전부개정
「도로구조령」

제32조②(교통안전시설등) 도로 부속물 설치 시 신체장애자 통행편의 고려

하거나 별도 시설 마련 원칙 규정
ㆍ 통령령

‘81.6.

제정

「심신장애자

복지법」

제13조(편의시설)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 기타 공중 이용 

시설 설치자의 심신장애자를 위한 이용 편의시설 설치 노력 의무 규정 

․ 보건사회부

․ 現 「장애인복지 

법」

‘82.11.

개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3 별도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기준 마련

제10조의3 제2호, 보행자 전용도로는 설치기준에 신체장애자ㆍ노약자 등의 

이용편의성에 보행자 안전성 추가

  : 신체장애자ㆍ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고, 보행자의 안전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 건설교통부령

‘85.8.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승용승강기의 설치)② 4  이상 승용승강기 설치 의료시설/공공업

무시설/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은 장애인 편의 승강기 설치 의무 규정

제55조(위생설비) ④ 500석 이상 공연장/관람장, 장애인용 승용승강기 설

치 또는 10개 이상 변기를 설치하는 공공업무시설/관광호텔, 공중화장실

은 1개 이상 장애인 이용 편의 화장실 설치 의무 규정

제61조의2(지체부자유자를 위한 관람공간 등의 확보) 500석 이상 공연장/

관람장 편의시설(관람공간, 연결통로) 설치 의무 규정

․ 국토교통부

‘86.4.

개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 별표 심신장애자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고려 의무 

도시계획시설 및 해당 편의시설 규정 신설

  <도시계획시설> 횡단보도, 공원 및 유원지, 운동장, 공용의 청사, 주차장,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정류장에 한함), 문

화시설, 기타시설 등

․ 건설교통부령

‘86.12.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승용승강기의 설치) ②근린공공시설, 연면적 5,000㎡이상 

판매시설이 장애인 편의 승용승강기 설치 의무 상에 추가 규정
․ 국토교통부

‘89.12. 

전부개정

「장애인

복지법」

제33조(편의시설) ①국가/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기타공공단체의 장애인의 

교통시설, 기타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고려한 구조, 설비, 정비 책 의무 

규정

제33조 ②, ③ 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공동주택/기타 공

중이용시설에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설치 의무규정과 해당 시설 설비 기준은 

통령령으로 정함

제33조 ④, ⑤ 시설 기준 미달 시 시정 요청, 시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함

․ 보건사회부

․ 법명 변경: 

기존 「심신 

장애인복지법」

‘90.5.

전부개정

법명변경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
에 관한 규정」

「도로구조령」이 전부개정하면서 법명 변경

제30조②(교통안전시설) 신체장애인에 한 고려에 한 의무 강조 어감만 

변화: ‘한다’→‘하여야 한다’

․ 통령령

․ 이전 법명: 

도로구조령

‘90.12.

전부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시설 또는 설비의 기준) ①도로/공원/공공건물/교통시설/통신시설

/공동주택/기타 공중 이용 시설 각각에 한 설비 시설 명시

  ②시설/설비의 세부설치기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결정  

․ 보건사회부

․ 전부개정:

법→시행령 이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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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BF)

‘91.6

개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장애인등을 위한 편익시설) 장애인에 한 명칭 변경: 심신장애자

→장애인

  <도시계획시설> 횡단보도, 공원 및 유원지, 운동장, 공용의 청사, 주차장,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정류장에 한함), 문

화시설, 기타시설 등

제10조의3제4호/제5호(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기준) 최대 종단기울기와 너

비 기준 신설: 최  종단기울기(10%, 계단 미적용), 너비 1.5m 이상 

․ 건설교통부령

‘92.12

개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②제4호마(횡단보도교) 경사로 설치 기준 규정 신설: 경사로 기울기 

12% 이하
․ 건설교통부령

‘94.12.

제정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인복지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내용 

편의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내용 ․ 시행 ․ 부적합시설 시정 요청(제4조, 제6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종류(제3조, 별표1)

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 상시설(제3조, 별표2)

편의시설 유지·관리 관련: 정비 상시설 및 기한(부칙 제2호, 별표3)

․ 보건복지부

․ 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 

기준 마련

․ 1998 폐지

‘95.12.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설비

는 장애인복지법령 따름을 규정
․ 국토교통부

‘96.6.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장 설치 노외주차장은 주차 수 50 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

차구획 설치 규정(제5조제8호)
․ 건설교통부

‘97.4.

제정

「장애인·노인·임

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영위를 위해 편리한 시설·

설비 이용과 용이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법 제정

장애인 등을 위한 설치 상 편의시설, 편의시설 설치,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설주 의무, 설치지원 등 제반의 내용을 다룸   

․ 보건복지부

․ 편의시설 이용

주체에 노인, 

임산부 등이 

추가

‘97.10

개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3제2호 장애인 용어 변경: 신체장애자→장애인 ․ 건설교통부령

‘98.2.

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시설 범위 규정(제3조 및 별표1)

 상시설별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규정(제4조 및 별표2), 편의시설 설치기

준 완화 적용 규정(제7조①)

․ 보건복지부

‘98.2.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관련 시설‧설비

는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을 따름

․ 국토교통부

․ 기준법 변경

‘98.4.

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공중이용시설등에 설치하여야 할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 규정

점자블럭·휠체어리프트등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함(제2조① 및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안내표지 기준 규정(제3조 및 별표 2)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 비치 상시설의 범위, 비치용품 종류 규정(제6조 

및 별표 3)

․ 보건복지부

․ 「장애인편의

시설및설비의

설치기준에관

한규칙」 폐지

‘99.1.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시설 안내표시제도가 의무사항에서권장사항으로 변경(제8조②) ․ 보건복지부

‘99.6.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② 관련

편의시설 안내표시제도 의무 조항 삭제(제3조 관련 별표 2의 1)
․ 보건복지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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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BF)

‘99.8.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②(교통안전시설 등) 통행 편의시설 설치 시 고려 상 범위 확 : 

신체장애인→장애인 ․ 노인 ․ 임산부

제37조② 기존 장애인 통행 고려 의무 예외(교통상황/지형상황 인정 시) 

내용 삭제

․ 국토교통부

․ 통령령→

건설교통부령

‘00.8.

전부개정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 장애인 등 편익시설 설치 규정 강화(고려

→우선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서 정함

에 따라 편익시설 우선 설치 

기존 편익시설 설치기준(제7조 관련 별표1) 삭제

제15조① 횡단보도 평면 설치 원칙 규정, 보행자를 자동차보다 우선시함

제19조제7호(보행자전용도로 구조)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점자표시, 경사로 설치 의무 규정

제26조(철도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역에 장애인·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규정 

․ 건설교통부령

․ 2002.12.폐지

‘02.12.

제정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폐지.  

제18조제6호, 제20조제2호·제3호 보행과 자전거 이용의 편리성과 안정성

을 증 함: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학교·문화시설 및 지하철역 

등과 원활하게 연계되도록 함

․ 건설교통부령

‘04.1.

제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②일정 기준 공중화장실 설치 시 장애인등

을 위한 화장실 설치하며, 「장애인편의증진법」 제7조항 준용 규정 
․ 행정안전부

‘04.06.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규정 ․ 보건복지부

‘04.7.

최초

제정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①제10호/제11조② 근거

(제3조) 사각지  방지, 카메라, 모니터 설치 및 화질 유지‧관리 등 규정

(한시 시행) 최초 5년, 이후 3년 주기로 재발령(‘09/8, ‘12/8, ‘15/8 제정)

․ 건설교통부

훈령(행정규칙)

․ 재발령

‘04.12.

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용어 변경: 편익시설→ 편의시설 ․ 건설교통부령

‘05.01.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 상에서 ‘도로’와 ‘교통수단’이 신규 제정된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으로 이관되어 빠짐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② 편의시설에 한 안내 표시에 한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05.01.

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상 및 기준 등 규정(제9조~제11조): 교통수단, 여객

시설, 도로 등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이관됨>

교통이용 관련 정보 제공(제17조)

보행우선구역 지정 관련(제18조~제24조)

․ 건설교통부

‘05.12.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장애인 등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의시설과 설비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변경(별표1): 횡단보도 턱낮추기(3㎝→2㎝), 경사로 경사 1/8로 

완화 요건 확 (구체화), 휠체어리프트의 규격(돌출한계: 0.4m이상 →

0.6m이상), 장애인용화장실 변기 측면 공간 확보 및 장애인용매표소의 

높이규정 구체화 등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등을 비치토록 함(별표3)

․ 보건복지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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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BF)

‘06.01.

제정

「교통약자법

시행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상시설(제11조 및 별표 1)

 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제12조 및 별표 2)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기준 규정(제16조)

․ 건설교통부

‘06.01.

제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교통약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규정(제2조 및 별표 1)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 규정(제9조 및 별표 2)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규정(제16조)

․ 건설교통부

‘06.01.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교통약자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관할 편의시설 설치 상

시설 범위 조정에 따라 교통시설(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버스 등)을 상

시설에서 삭제

  : 제2조제2호, 제5조제1호 및 제7조의2제3호 

  : 별표1 제1호, 제3호 라목(2) 내지 (7) 및 제5호

  : 별표2 제1호 및 제5호

․ 보건복지부

‘07.03.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교통약자법」 제정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관할 편의시설 설치 상

시설 범위 조정에 따라 교통시설(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버스 등)을 상

시설에서 삭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 및 내용 명확화(별표 1 제4호)

장애인 등의 이용을 위한 승강기 시설기준의 개선(별표 1 제9호): 버튼식, 

층수 점자 표시, 음성 안내 

점자블록 외부 설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별표1 제16호(8) 신설)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설치기준(별표 1 제29호 신설)

․ 보건복지부

‘08.04.

제정

「장애인차별금

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제11조)

시설물 접근ㆍ이용(제18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제19조), 정보접근(제20

조), 문화ㆍ예술활동(제24조), 체육활동(제25조) 등의 차별 금지 규정

․ 보건복지부

‘08.04.

제정

「장애인차별

금지법 시행령」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물 및 이동·교통수단의 범위 등 

규정(제11조~제13조)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제15조~제16조)

직장보육서비스 적용 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18조)

․ 보건복지부

․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

‘10.06.

일부개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여객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위치를 여객시설의 종합안

내도 및 출입구 안내표기 의무화 신설(제2조① 관련 및 별표 1, 2.카 3))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신설(제2조① 관련 및 별표 1 2.버)

보행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제9조 및 별표 2)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규정(제16조)

․ 건설교통부

‘10.07.

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운영 

관련 내용 규정

  ㆍ인증 상: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한 지역

․ 보건복지부령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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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BF)

‘12.02.

제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정의) ‘보행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포함  

 ㆍ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
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②, ③(보행권 보장)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포함

 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ㆍ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원칙

제24조 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규정

․ 행정안전부

․ 광의 UD 

‘12.08.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일부 규정 세부 

조건 제시 및 일부 공공업무시설 상시설에 추가
․ 보건복지부

‘12.10.

일부개정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12.6.법명 변경: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신설(제9조제1호라목, 제19조

의2 및 제19조의3)

보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추가(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및 교통약자의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보도를 설치

평면횡단보도 설치기준 추가(제15조②)

  : 필요 시 별도 횡단보도 조명 설치, 보도와의 경계 턱 발생 시 「교통약자법」

에 따른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 설치 규정

  : 교통약자 통행 빈번 구간, 보행자우선도로 교차지점 등 보행자 안전 및 

보행경로 연속성 우선 고려 필요 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규정

․ 국토해양부령

․ ‘12.6.법명 

변경

‘12.12.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설치의 원칙)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관련 시설‧설비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4조에 의해 작성‧보급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따

름

․ 국토해양부

‘14.02.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규모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적용 및 비율 확 (제4

조①제8호, 제5조제8호)

 : 노상주차장 20  이상 50  미만- 한 면 이상

 : 노상주차장/자치단체장 설치 노외주차장 50  이상- 2~4% 범위 내, 조례 

규정 비율 이상

․ 국토교통부

‘15.01.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 의무화 

․ 보건복지부

․ BF인증제

‘15.08.

일부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대상) 「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으로 인증 상 범위 확

 ㆍ개별시설: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제7조에 따른 상시설 추가

․ 보건복지부령

․ 국토해양부령

‘15.08.

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 기준」

제2조/별표1~6: 인증심사기준 규정 

 ㆍ지역/도로/공원/여객시설/건축물/교통수단 별 인증 지표 및 기준 제시

․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고시

‘16.02.

제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호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포함: 

ㆍ‘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
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 문화체육

관광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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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년도 법규 주요 관련 내용 비고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BF)

‘17.12.

일부개정

「장애인차별금

지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광활동의 차별금지) 조항 신설: 정당한 편의 제공, 국가와 지자

체 및 관광사업자의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시책 

강구 의무화

․ 보건복지부

‘18.02.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출입구 문 통과 유효폭 확 (0.8→0.9m이상), 출입문 함 활동공간 확보 

의무화(별표1 제6호)  

장애인 보행통로 자동차길과 분리, 통로와 자동차길 교차 시 바닥재와 다른 

색상과 질감 표시(별표 1 제4호)

화장실 변기 전면 활동공간(1.4×1.4m이상) 확보, 변기 유효 바닥면적 

확 (1.6×2.0m이상), 화장실 변기 출입문 통과유효폭 0.9m이상(별표1 

제14호)

․ 보건복지부

‘19.01.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②보건복지부령의 편의시설에 한 안내 내용

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 제시 의무 규정
․ 보건복지부

‘19.02.

일부개정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보행우선구역에 설치 가능한 보행안전시설물에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

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를 추가함

특별교통수단의 내부장치에 한 안전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국토교통부

‘19.12.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획득 

의무화 시설 확

  : 일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 주체가 신축하는 

일정 규모, 특정 용도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의무 인증 상으로 

추가 

․보건복지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38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공공건물 가이드라인 연구

대상시설 세부 대상시설

공원   별도 기준 없음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 

한 건축물(하나의 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봄)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 

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시설

 대피소                      공중화장실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500㎡ 미만인 시설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등)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등)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등)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교육시설

 <제2종근린 

생활시설 

제외>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 학· 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 제외)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노유자시설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2018.1.30. 개정>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 .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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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대상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등)

운동시설

<당해 용도 
바닥면적 합 
500㎡ 이상>

 체육관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과 그에 

부수 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  

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만 해당함)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함)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함)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운전학원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별도 기준 없음

연립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함

다세대주택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주택에 한함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함

통신시설   공중전화, 우체통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 <2018.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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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공원시설(공중 직접 이용 시설에 한함)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 안의 보도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

 [의무] 의무설치시설 장애인용 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점자블록  [의무] 설치위치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재량] 안내 편의시설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 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의무] 설치 시 고려사항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 

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제외)·판매기 및 음료 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 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2019.7.2. 개정>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3 . 공원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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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의무] 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재량] 접근로를 위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 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함

    ※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 수가 10  미만인 경우를 제외 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의 주차 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 로 봄

 [의무] 자동차관련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함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의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함

   ※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 

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음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의무]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위의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함)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의무]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의무]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 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 또는 경사로를 1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의무] 위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함)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 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함) 또는 경사로를 1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의무]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의무]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출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2019.7.2. 개정>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4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설치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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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의무]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점자블록
 [의무] 설치위치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함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의무]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함

 [의무]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함

 [의무]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의무]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 

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

 [의무] 장애인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의무] 기숙사 및 숙박시설 등의 전체 침실 수 또는 객실의 1%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봄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열람석 또는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의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봄

 [의무]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 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의무]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  또는 작업 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동일한 장소에 각각 2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 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의무]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판매기 및 음료 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  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의무]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함 

   ※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3.가. <2019.7.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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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 ㆍ미용원ㆍ목욕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 ,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

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ㆍ산후조리원

 공중화장실 / 피소 / 지역아동센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등 음료ㆍ차(茶)ㆍ음식ㆍ빵ㆍ떡ㆍ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 

하는 시설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관람장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판매시설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도서관

노유자시설  아동 관련 시설 /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포함)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 수가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

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교정 시설
 보호감호소ㆍ교도소ㆍ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

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 / 휴게소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의2 <2015.7.24. 개정>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관련

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시설



244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공공건물 가이드라인 연구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의무] 최소유효폭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야 함

 [재량] 교행구역 설치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m마다 

1.5m×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음

 [재량] 수평참 설치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음

기울기 등

 [의무] 접근로 기울기 1/18 이하로 하여야 함 

    ※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음

 [의무] 연결부 단차 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 이하로 하여야 

함

경계

 [의무] 접근로-차도 경계 처리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함

    ※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

 [재량] 경계 연석 높이/색상 ․ 질감  연석의 높이는 6㎝ 이상 15㎝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음

재질과 

마감

 [의무] 접근로 바닥면 재질/마감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의무] 블록 포장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함

 [의무] 덮개 설치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보행

장애물

 [의무] 보행장애물 설치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의무] 가로수 가지치기 가로수는 지면에서 2.1m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함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6 . 장애인등이 통행 가능한 접근로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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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의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함

 [의무] 주차구역-출입구 등 높이차/통로 유효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 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함

 [의무] 통로-차로 교차부 처리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음

주차공간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주차 수 1 에 하여 폭 3.3m 이상, 길이 5m 이상으로 해야 함 

    ※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 수 1 에 하여 폭 2m 이상, 길이 6m 이상으로 해야 함

 [재량] 주차공간 바닥면 높이차/기울기 주차공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 이하로 할 수 있음

 [의무] 주차공간 바닥면 마감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함

유도 

및 표시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함.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음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m, 세로 1.5m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 세로 58㎝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함.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규격: 가로 0.7m, 세로 0.6m, 높이(지면~표지판) 1.5m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용 생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2019.2.8.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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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기준

설치위치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함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주차장 바닥

 [의무]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의무] 주차장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출입통로

[규격]  표지판 : 70㎝ × 60㎝

       휠체어 그림 : 가로 56㎝ × 세로 42㎝

[색채] 표지의 색은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향하여아 함

[설치위치] 출입통로 방향(하단)의 주차구획선에 1/2정도에 걸쳐

서 표기함

표지 설치

 [의무] 아래 그림의 장애인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의무] 장애인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규격]  표지판 : 70㎝ × 60㎝

       휠체어 그림 : 가로 56㎝ × 세로 42㎝

[색채] 표지의 색은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

[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을 향하여아 함

[설치위치] 지면~표지판 높이: 150㎝

※ 소수점 이하 1 로 간주

출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 <2019. 12. 31., 개정>  

￭ 부설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및 구획 서울특별시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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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주차장 규모 기준
설치기준 [의무]

법규 서울시 조례 종로구 조례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10대 이상 - -
주차 수의 3% 

이상*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 50대 미만 한 면 이상 한 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주차 수의 2~4% 주차 수의 3% 이상

노외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 주차 수의 2~4% 주차 수의 3% 이상
주차 수의 3% 

이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10대 이상 조례에서 정할 수 있음 주차 수의 3% 이상 주차 수의 3% 이상

※ 소수점 이하 1 로 간주, * 규모 기준 없음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2018.3.21.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19. 12. 31., 개정>  

￭ 주차장 종류별/규모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8. 주차장 종류별/규모별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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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치기준

여성우선주차장 
규모

 [의무]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 수의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설치함 

확장형 주차구획
 [의무]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 획으로 

함

여성우선주차장 
위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함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표시

 [의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아래 그림에 따른 여성마크를 표시하여야 함 

       여성 픽토그램 표지: 가로 75㎝ × 세로 155㎝

       색채 : 여성마크의 색은 분홍색

       설치위치 : 여성마크는 주차면 중앙에 표기
  

일반형 확장형(1면) 확장형(2면)

 

출입통로 출입통로 출입통로

  

관련 법규: 「주차장법」 제6조제2항

출처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2>,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3>

￭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9. 서울특별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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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배려

주차장

설치

⁃ 배려주차장을 전체주차 수의 10~20% 이상 확보하고 

확장형(2.5×5m)으로 설치 

⁃ 전체 주차 수 10  이상일 경우 적용. 소수점 

이하는 1 로 간주함.22) 

⁃ 10% 이상을 필수, 20% 이상을 권장기준

으로 활용 가능함 

위치

⁃ 주변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와 인접한 곳에 배려주차  

장 설치 권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경우 건축물 출입구 

및 승강기의 30~50m 이내에 설치

⁃ 주출입구와 가장 근접한 장소에는 장애인주 

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함

⁃ 배려주차장은 건축법상 피난 거리 기준을 참조 

하여 30m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주차장 

전반

주차장 내 보행 

안전 통로 확보

⁃ 차도와 분리된 보행안전통로를 출입문까지 0.9m 이상 

유효폭23)으로 연속적으로 설치

⁃ 단차가 있을 경우 1/12 이하의 경사로24)를 설치

⁃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하면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분리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주차장 내 

적정 조도

⁃ 주차장로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조도값이 실내 100lx 이상, 실외 30lx 이상이 되도록 

함

⁃ [재량] 실내 130lx 이상, 실외 60lx 이상25)

⁃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의 주차장 

및 실내주차장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주차장 내 관찰 

및 경보 시스템

⁃ 배려주차구역의 모든 구간(주차구역의 모든 구간 권장) 

을 관찰할 수 있는 CCTV 및 비상벨 설치,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인터폰 설치

⁃ 모든 주차구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배려주차장은 CCTV, 비상벨, 인터폰이 필수 

적으로 설치하거나 권장사항으로 제안, 시야 

의 사각지 에는 CCTV 설치 필요

22) 시흥시의 경우는 전체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경우, 아산시의 경우 30대 이상인 경우 적용함

23) 0.9m는 사람이 혼자 걸을 수 있는 폭 0.875m에 근거함 

24) 단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12. 경사로-나. 기울기 기준에 근거함

25) KSA 조도기준은 최소값, 중간값, 최대값을 제시하고 있음.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중간값과 최대값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음. 에너지 절감 등의 
고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조도값이 낮게 제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밝은 조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권장 필요

￭ 주차장

10. 성별영향평가 추진 시 주요 시설별 안전기준 관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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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위치 공중화장실 위치

⁃ 이용이 많고 접근이 편하며, 밝고 외지지 않은 곳에 설치

⁃ 화장실 주변을 주변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 

요소가 없도록 배치

-

출입문
남녀 화장실 

출입구 분리

⁃ 남녀 화장실의 출입구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 출입구가 인접할 경우 출입구 주변에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 등을 설치함(남자화장실은 외부에서 소변기 

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 등 설치)

⁃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또는 여

성이 남성화장실을 청소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안내하여 이용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고려

 (예)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입니다” 

(남성화장실 입구 안내 푯말/가림막 설치)

재료
화장실 내 

안전한 바닥재

⁃ 미끄럼방지용 타일을 사용하여 마감, 전체 바닥면에 

물기가 없도록 바닥면 배수시설 설치26)
-

단위부스 

안전성

안전한 단위 부스 

출입문

⁃ 화장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단위 부스 출입문의 

상하부에 적절한 틈새를 바닥으로부터 6~10cm 범위로 

설치27)

-

안전한 단위 부스 

잠금장치

⁃ 모든 잠금장치가 고장이 없으며 외부로부터 쉽게 열 수 

없도록 설치

⁃ 단위 부스 안의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는, 내부에서는 쉽게 개폐가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작이 불가능한 잠금장치를 설치 

하여야 함28)

범죄

안전

화장실 내 방범 

및 경보장치

⁃ 화장실 내 찾기 쉬운 장소에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

⁃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혹은 경비회사, 지구  

와 연결된 비상벨 또는 비상전화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CCTV

⁃ 화장실 출입구에 CCTV 설치할 수 있음 ⁃ 화장실 내 CCTV의 설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어 설치를 지양함

⁃ 범죄 등의 방지 및 사후 응을 고려하여 출

입구 인근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함

화장실 적정 조도

⁃ 실내 조도는 100lx 이상으로 유지함(150lx 이상 권장) ⁃ KSA 3011 조도기준 [표7 사무실]29)의 서비스 

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함 

2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가. 일반사항-(2)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27) 지자체의 여성 친화적 시설 가이드라인 중 6~8cm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음

28) BF 인증은 장애인화장실의 경우 비상시에 구출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문을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장애인들이 내부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BF 인증을 적용하는 시설일 경우 화장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단위부스 출입문 기준과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음

29) KSA 조도기준 중 [표3 공공시설]의 서비스 공간 중 세면장, 화장실의 기준은 ‘어두운 분위기의 공공장소’를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도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음. 이에, 사무실의 해당 공간 기준의 중간값과 최대값을 적용하였음

￭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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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산책로

산책로 유효폭

⁃ 유효폭 1.5m 이상 필수 

 ·[재량] 생활권 공원: 유효폭 3.0m 이상

 ·[재량] 주제공원: 유효폭 4.0m 이상

⁃ 최소 1.5m 이상의 유효폭 확보 필요 

⁃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의 권장 유효폭은 아 

산시 가이드라인을 준용. 지역별 조건과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함

산책로

재질 및 마감

⁃ 산책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권장

⁃ 보도블럭 등의 이음면이 넓어질 경우, 유아차 

및 휠체어의 이동, 하이힐을 신은 사람, 발이 

작은 영유아의 보행에 불편함이 커짐 

산책로 기울기
⁃ 유모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산책로는 

1/18 이하로 설치함. 1/20 이하 권장30)
-

경사로 공원 내 경사로
⁃ 경사로는 기울기가 1/12 이하가 되도록 권장31) ⁃ 산책로가 아닌 일반 보행로에 경사로가 있을 

경우 적용함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 공원주차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비상벨 및 

CCTV 설치

⁃ 공원 내 설치된 CCTV는 1개소 이상의 인터폰 

또는 비상벨을 비추는 것을 권장함

시야 확보
⁃ 낮은 관목으로 시야의 차단을 방지하고(은닉장소 제거), 

수목의 하단부 전지작업으로 가시권 확보
-

외부 조도

⁃ 주요 보행로 및 시설의 가로등은 20m 이내 설치 또는 

15~30lx 이상이 유지되도록 함

⁃ 가로등 설치 간격이나 조도 기준 중 적용 가

능한 기준을 활용하도록 함 

⁃ 조도의 경우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 

시설]의 공원과 주된 장소의 기준을 준용함32)

3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1/18의 기준을 적용하며, 산책로이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기준 1/20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함

3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2. 경사로-나. 기울기 기준을 근거로 함

32) 공원은 일상생활에서 이용도가 높은 장소이며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많은 장소임. 이에 KSA 조도 기준 중 공원의 최대값(15lx)과 주된 장소의 
최대값(30lx)을 활용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

￭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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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대지 내 

보행로

보행로 유효폭 ⁃ 유효폭 1.5m~2.0m 이상 권장33) -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 지 경계선 내부 보행자로는 연석･울타리 등으로 차 

도와 구분되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34) 

⁃ 차량과의 교행이 불가피할 경우 고원식 횡단 

보도 또는 턱 낮추기 횡단보도로 설치하여 보 

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보행로의 

재질 및 마감

⁃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 이음면은 5mm 이하로 설치.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권장

-

보행로의 기울기

⁃ 유아차 및 휠체어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행로는 

1/18 이하로 설치.35) 가능하면 평지 혹은 1/24 이하 

권장

⁃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까지 완화할  

수 있음

보행로 내 

단차 및 장애물

⁃ 보행로 내 단차는 2cm 이하

⁃ 가로수 가지치기 높이, 가로등 및 간판 설치 높이는 

지면에서 2.1m 이상36)

⁃ 보행로 내 가로수나 가로등, 볼라드, 맨홀, 

점검구 등의 시설물로 인한 보행 장애가 없도록 

유의

보행로의 조도

⁃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이 40lx 

이상 

 ·[재량] 60lx 이상 

⁃ KSA 3011 조도기준 [표9 옥외시설]의 건물 

외부 기준을 중간값과 최 값을 준용함

보행로의 

시야 확보

⁃ 수목이나 시설물은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설치, 건 

축물의 주출입구와 불가피하게 시야가 차단되는 장소에 

는 CCTV 설치

-

주

출입구

주 출입구 

턱 낮추기

⁃ 주출입구에 단차가 있을 경우 유아차 및 휠체어 이용자 

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경사로 1/12 이하, 유효폭 

1.2m 이상) 설치37)

⁃ 가능하면 단차 없이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입문의 형태

⁃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유효폭 0.9m 이상의 한 

방향 개폐 여닫이문을 설치.38) 유효폭 1.0m 이상의 

반자동 또는 자동문 설치할 수 있음

⁃ 회전문의 경우 유아차 및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크기로 설치

⁃ 회전문의 크기가 작을 경우, 유모차 및 휠체어 

가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

출입문 전후 

활동공간

⁃ 출입문 전후면에 활동공간을 0.8~1.0m 이상 확보39) ⁃ 유아차와 휠체어가 출입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도록 출입문 전후에 활동공간을 확보

3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기준에 따라,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 또는 
유모차와 교행할 수 있는 교행구역의 폭 1.5m를 기준으로 함

3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3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기울기 내용에 근거하여 1/18을 기준으로 함

3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마. 보행장애물 기준에 근거함

3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가. 턱낮추기/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3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의 내용 중 출입구의 통과 
유효폭 0.9m 이상 기준에 근거함

39)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는 출입구의 전면 유효거리를 1.2m 이상
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본 기준에서는 유효거리를 0.8~1.0m로 하여 전후면 모두 확보하도록 제시함

￭ 건축물 - 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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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안내판 안내 정보의 제공

⁃ 건물내부에 가독성 있는 안내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알아보기 쉽도록 비상 피로가 표시되어야 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설치가 필요함40) 

⁃ 아동과 고령자 등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 

래픽으로 피로가 표현되어야 함  

복도

복도의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을 1.2m 이상(편복도 기준) 또는 1.8m 

이상(중복도 기준) 확보41)
-

복도의 바닥마감
⁃ 모든 통로의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이 평탄해야 하며,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42)

⁃ 바닥표면은 미끄럼 방지액을 도포하거나 미끄 

러지지 않도록 조치함

복도의 조도
⁃ 복도 내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평균 

조도값이 100~150lx 이상 되도록 함

⁃ KSA 3011 조도기준 [표3 공공시설] 중 박물 

관, 극장, 영화관 등의 중간값과 최 값 기준을 

준용함 

계단과 

난간

계단의 재료

⁃ 주 계단의 디딤판 끝단을 미끄럽지 않도록 마감43) ⁃ 계단 디딤판은 발로 디디기 위한 수평면을 의 

미함. 가능하면 모든 계단의 끝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계단의 난간

⁃ 주 계단에 아동을 위한 하부손잡이를 높이 0.65m 

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44)

⁃ 일반적인 계단 난간은 0.8~0.9m 높이에 설치 

됨. 아동이나 키가 작은 사람 등이 안전하게

계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의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함

승강기
승강기의 

안전성

⁃ 내부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일부를 투명창으로 설 

치45)(출입문의 1/2 이상 권장)

⁃ 승강기 내부에 보안용 CCTV 설치

-

범죄

안전

CCTV 및 

비상벨 설치

⁃ 건축물 내부의 사각지 (피난계단, 부출입문) 등 곳곳에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

40)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의 기준에 근거함

41)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가. 유효폭의 기준은 편복도 1.2m, 중복도 1.5m임. 이 중 
중복도 기준을 조금 강화하여 제안함

42)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4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마. 재질과 마감 기준을 근거로 함

4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다. 손잡이 기준 중 이중 난간 설치 시 하부 난간 기준을 
적용함

45)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9. 장애인용 승강기-라. 기타 설비 기준에 의하면,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물 - 내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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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실내

놀이

시설

실내 놀이시설 

출입문

⁃ 개폐 시 영아들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손 끼임 안전장 

치를 설치
-

실내 놀이시설 

바닥재

⁃ 영유아 돌봄 시설은 실내놀이가 가능하도록 자연 소 

재의 나무 바닥이나 탄성이 있는 코르크바닥재 또는 

탄성 이 있는 바닥재 위 친환경장판 등 적정한 바닥재를 

고려

-

실내 놀이시설의 

보호자 관찰

⁃ 보호자 관찰이 가능한 문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CCTV 

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
-

수유실

수유공간의 

프라이버시 확보

⁃ 수유실은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수유하는 모습이 보 

이지 않도록 칸막이 벽이나 커튼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분리

⁃ 수유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공간이 분리되도록 함

수유실의 안전성
⁃ 위급상황에 비하여 비상벨을 설치, 필요시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비상전화를 설치할 수 있음
-

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실내

놀이

시설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 공간 확보

⁃ 수직가림막이 있는 경우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을 방해 

하지 않도록 이동 및 기에 필요한 최소 공간 확보
-

시야 개방성 확보

⁃ 버스 승강장 주변 가로 시설물, 식재나 수목 등으로 인한 

시각차폐요소가 없도록 배치

⁃ 내외부로의 시야 확보를 위해 투시성 있는 벽면재료 

사용

⁃ 시각적으로 차단된 공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 

짐. 시야의 차폐 요소를 지양하고, 버스정류장 

과 주변이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버스 정류장의 

조도 확보

⁃ 버스정류장 자체 야간조명을 설치하거나, 주변에 가로등 

을 설치하여 최소한의 야간 조도 확보
-

￭ 건축물 - 돌봄시설

￭ 버스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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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가이드라인(예시) 비  고

보행로

형태

설치 유효폭

⁃ 주 보행공간은 유모차 및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1.5m 이상 필수

 ·[재량] 유효폭 2.0m 이상

-

보행로와 

차도의 분리

⁃ 보행공간은 연석･울타리 등으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 

되어야 함

⁃ 공작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각 장애인이 감 

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함46)

-

보행공간의 

재질 및 마감

⁃ 보행로는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47) 

⁃ 이음면은 2mm 이하로 설치. 가능하면 투수형 바닥자재 

사용 권장

⁃ 유모차 및 휠체어 이용자, 아동, 고령자 등 다 

양한 이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보도의 틈새로 

인해 보행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보행공간 기울기 ⁃ 보행로는 가급적 평탄하게 하며 급격한 경사는 지양함 -

단차 및 

보행장애물

⁃ 횡단보도 진입부, 보도와 차도의 교차부 경계턱 단차 

제거

⁃ 경사면으로 단차를 제거한 부분의 폭은 90cm 이상, 

기울기는 최소 1/12 이하로 할 것을 권장48)

-

범죄

안전

야간 적정조도 

유지

⁃ 주 보행로는 어둡지 않도록 야간 적정 조도 확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에서 0.85m 높이 지점에서 측정 

한 조도값이 20~30lux 이상이 되도록 함49)

⁃ KSA 3011 조도기준 [표5 교통]의 도로 수송 

기관 중 도시 정류장 기준을 준용함. 지역의 

상황에 따라 조도 기준의 적용에 융통성이 필 

요함 

⁃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움. 현재 지역에서 활용하는 조도를 고려 

하여 주 보행로의 조도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음

조명 설치
⁃ 차도와 보행로는 각각 조도를 확보하고, 그늘진 곳, 보 

이지 않는 곳에도 조명의 연결이 끊이지 않도록 함
-

범죄예방 

CCTV 설치

⁃ 범죄우려지역, 중교통 승강장 주변, 시야의 차단지역 

및 외진 곳 등에 CCTV설치
-

보행공간의 

시야 확보

⁃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심리적 안전의 확보를 위해 보행로 

가 개방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시설물 및 조경은 

시야확보에 용이하고 사각지 를 없앰

⁃ CPTED의 원리에 근거하여 개방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함

46)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다. 경계 기준에 근거함

47)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라. 재질과 마감 기준에 근거함

48)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12. 경사로 기준에 근거함

49) 지역에 따라 조례나 도로 조명 기준에 차도와 보행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차도의 조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차도의 
기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행로의 밝기로는 충분치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주 보행로의 경우 기존의 기준보다 
조금 더 높은 조도를 확보할 것을 권장하거나, 차도와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보행로 조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보행로



256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공공건물 가이드라인 연구

들어가며

주차장에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배리어프리법)』에 근거하여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주차시설(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공공단체에서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이나 주차

허가제를 통해 신체장애자나 임산부, 부상자 등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정해 일반 주차구획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

차구획)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정상인에 의한 부정 이용으로 인해 정말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차할 수 없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차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례를 참고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공유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합니다. 본 사례집이 새롭게 주차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나 이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공공단체에서도 한층 더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경우 등, 장애인 등을 위한 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추진할 때의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주차허가제 개요

   - 주차허가제 도입 현황       

   - 주차허가제 이용대상 요건

장애인 등 전용 주차구획을 둘러싼 상황

   - 휠체어 사용자 전용 주차시설 설계        

   - 장애인 등용 차구획을 둘러싼 상황

   - 장애인 등용 주차 구획의 부정 이용 방지 대책

장애인 등 전용 주차구획 사례

    -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대처

      :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나타내는 표지 및 간판의 설치 

      :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도장이나 시트 부착

         :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분리 설치/게이트 설치

      : 부정 이용의 방지

    - 주차구획 확보 조치

      : 더블 스페이스 도입

      :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늘리기 위한 조치

    - 기타 조치

      : 지붕 설치

      : 주차허가제 미도입 지역에서의 대응

      :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위한 계발 활동

주차허가제의 운용

    - 주차허가제의 운용 상황

11. 일본 주차 허가제 사례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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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허가제란?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은 배리어프리법에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정비가 촉진되고 있습

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공간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주차하여 정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어, 적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사가현에서 도입된 이후 많은 지방공공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차허가제’는 공공시설이나 상업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등용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자를 장애인, 간호가 필요한 고령자, 임산부, 부상자 등 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대상자에게는 이용증을 교부함으로써 적정 이용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

는 내부 장애 등으로 보행이 곤란하지만 외관상으로는 알기 어려운 장애인도 있는데 주차허가제는 이들이 이용 대상자임을 분명히 

함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허가제 협력 시설이라면 시설마다 별도의 이용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장애인등용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도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지방공공단체 간에 상호이용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발행되는 이용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여행지에서도 장애인등용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주차허가제 이용자에게 편리합니다.

주차 금지 제외 지정 차량 표지 등 비교

주차허가제의 이용증과는 별도로 노상 주차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차금지 제외 지정 차량 표지’나 ‘고령운전자 등 표지’가 있

습니다.

구분 주차금지 제외 지정 차량 표지 고령운전자등 표지 주차허가제 이용증
발행처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지방공공단체

근거법 도로교통법, 광역자치단체 공안위원회 규칙 도로 교통법 지방공공단체의 제도 실시 요강 등

접수창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등 지방공공단체의 창구 등

이용장소 도로(지정 주차 금지 장소만)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 고령운전자 

등 전용시간제한 주차구간의 설치장소
제도에 협력하는 시설 내 주차장

이용

대상자

․ 신체장애자 / 정신장애자

․ 전상병자(전쟁부상자)

․ 의료보육수첩 소지자

․ 소아 만성질환 의료 진료자 등 

 중 주차금지제외지정 차량표지를 게시한 

지정 차량

․ 70세 이상 고령자

․ 면허 조건에 부합한 청각장애인/지 

체부자유자 

․ 의료보육수첩 소지자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8주 이내인자 

등으로 고령운전자 등 표장을 게시한 

차량

․ 신체장애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자

․ 난치병 환자

․ 고령자/     ․ 불임 산모

․ 부상자 등

※이용대상자는 지방공공단체에 따라 

다름

주차위반

벌칙
있음(「도로교통법」 제119조의2 및 3) -

주의사항

주차금지가 제외되는 곳은 지정 

주차금지장소임. 법정주차금지장소 및 

주정차금지장소에 주차, 주차방법에 따르지 

않는 주차, 주차장 외 주차, 장시간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위반이 되며, 도로교통법 등에 

따른 벌칙 등이 적용됨

‘고령운전자 등 전용주차구간’ 및 

‘고령운전자 등 전용시간제한 

주차구간’만 주차 가능. ‘고령운전자 등 

전용시간 제한 주차구간’에서는 

안내하는 이용시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파킹 미터 또는 파킹 티켓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있음

주차시설 이용증으로 도로 주차금지 

장소에는 주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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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허가제의 도입 상황

주차허가제는 2019년 1월 현재 전국 37개 도도부현에서 도입되고 있으

며 도입률은 78.7%입니다. 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도도부현 중 

3시(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및 쿠키시,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도 독자적

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제도 이용에 필요한 이용증 발행 매수는 2019

년 1월 조사 시점에 총 약 966,000장이었습니다.

주차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도도부현의 이용증 발행 현황

주차허가제의 상호 이용 

주차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전국 37개 부현과 사이타마현 가와구치

시에서는 협정서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협력 시설에서, 교부된 이용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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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허가제 이용 대상자 요건

주차허가제 이용 대상자는 신체장애자, 보호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임

산부나 일시적인 부상자 등 다양하지만 대상자의 요건은 제도를 운용하는 지방공공단

체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의 각 구분 수치는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

도부현의 수입니다.

신체장애자 구분

 

고령자

간호필요5 간호필요4 간호필요3 간호필요2 간호필요1 도움필요2 도움필요1

37 37 37 37 34 5 4

 

장애                                                            정신장애

A1 A1 B1 B2 C 1급 2급 3급

37 37 1 1 - 33 1 -

  

난치병자

특정 질환 의료 수급자 특정의료비(지정난치병)수급자 소아 만성 특정 질환 의료 수급자 기타

33 31 28 7

임산부

모자수첩 취득 시~ 임신 7개월~ ~ 산후 3개월 ~ 산후 6개월 ~ 산후 1년 ~ 산후 1년반 ~ 산후 1년반 이상

11 26 16 3 11 5 1

부상자: 휠체어·지팡이 사용자 등 이동 배려자 34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시각장해 37 37 37 37 - -

청각장해
청각장해 - 22 22 - - 1

평형기능장해 - - 37 - 34 -

음성언어기능장해 - - - - - -

지체부자유

상지 37 37 5 5 - -

하지 37 37 37 37 35 35

체간 37 37 37 - 34 -

뇌원성운동기능장해
상지기능 36 36 2 2 - -

이동기능 36 36 36 34 33 33

심장, 신장, 호흡기, 소장, 간장의 장해

심장기능장해 37 - 37 35 - -

신장기능장해 37 - 37 35 - -

호흡기기능장해 37 - 37 35 - -

방광 또는 직장 기능 장애 37 - 37 35 - -

소장기능장해 37 - 37 35 - -

간장기능장해 37 37 37 33 - -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기능 장애 37 37 37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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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 설계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배리어 프리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별특정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시설, 

상업시설 등의 주차장), 도로 부속물인 주차장(고속도로의 PA, SA 등의 주차장), 특정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주차장에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을 고려한 건축설계표

준’(2017년 3월)에 의한 주차장 설계의 개념과 설계의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주차장 설계 표준

1. 설치대수 및 배치 

  - 주차장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하나 이상 설치한다.

  -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대수가 200대 이하인 경우 해당 주차대수에 1/50을 곱

하여 얻은 수 이상, 전체 주차대수가 200을 넘을 경우 해당 주차대수에 1/100을 곱하여 

얻은 수에 2를 더한 수 이상의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은 해당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에서 이용 목적지까지의 경로의 

길이가 가능한 한 짧아지는 위치에 설치한다.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에서 건축물 출입구까지의 부지 내 통로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로로 한다.

  - 시설 규모·용도 등을 고려한 후, 상·하지장애인과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등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주

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이용자를 위해 일반 주차시설과 같은 폭, 깊이의 주차시설을 마련한다.

2.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의 폭, 공간 확보 등

  - 폭: 350㎝ 이상

  - 깊이에 대해서는 시설 용도에 따라, 소형차로부터 버스 사양까지의 깊이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등 휠체어사용자 픽업용 차량 이용 시 승하차 공간을 확보함.  특히 

뒷문 쪽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물구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포장은 수평으로 한다.

  - 승강용 공간의 표면은 사선으로 도장한다.

3. 부품·설비 등

  ① 발권기, 정산기 등

  - 발권기나 정산기 등은 손이나 손가락이 불편한 이용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나 높이 등에 배려한다.

  ② 지붕, 차양

  - 휠체어 사용자의 우천 시 승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자동차·휠체어간 승강이나 휠체어에 의한 승하차 공간 위에는 지붕 또

는 차양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휠체어에 의한 승강 공간에 지붕 또는 차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용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 등에 대응한 천장 높이를 확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차장 설계 포인트: 「고령자,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동 등을 배려한 건축설계표준’(2017년 3월)」에서 주차장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건축물 출입구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위치에 시설 용도나 규모 등에 따른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을 설치한다.

②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안전하게 차에서 승하차하기 위해 충분한 넓이를 확보한다.

③ 건축물 출입구에 가까운 위치에 주차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 등은 휠체어 사용자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하지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등을 위한 주차시설을 별도로 마련한다.

④ 주차장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 주차시설 등의 위치를 알기 쉽게 표시하고, 또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판 등을 설치한다.

주차규모 필요대수
50대 이하 1대

 51 ~ 100대 2대
101 ~ 150대 3대
151 ~ 200대 4대
201 ~ 300대 5대

유의점: 승강용 공간

휠체어사용자의 승강용 공간은 좌

우 양쪽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

직하다.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

을 인접해 여러 개 설치하면 좌우 

어느 쪽에서든 승하차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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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 표시

  ① 주차장 안내 표시

  - 주차장 부근에는 주차장이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판(표지)을 설치한다.

  - 표지판은 픽토그램 등이 표시해야 할 내용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차장 진입부에는 휠체어 사용자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 주차장 진입부에서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까지 유도용 표시를 한다.

  ②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이라는 내용의 표시

  -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에는 표시판이나 표면에 국제심벌마크 도장 등 보기 쉬운 방법으로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임을 

표시한다.

  - 상·하지장애인과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를 동반한 이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을 갖춘 경우 이를 알기 쉽게 표시한다.

   <입식 표지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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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선사례]

      - 개선 전

      -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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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둘러싼 상황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일정 시설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을 의무

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허가제는 휠체어사용자에 한정하지 않고, 장애인등용 주차구획 이

용자를 명확하게 하는 제도로, 제도를 도입 ‧시행 중인 지방공공단체의 약 90%가 장애인등용 주

차구획의 적정 이용이 촉진되는 등 일정한 효과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반인의 부정 이

용에 의해 ‘주차구획수가 이용 대상자수보다 부족하다’, ‘제도의 이용대상자가 대상이 되는 주차

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 ‘휠체어사용자 등 3.5m 이상의 주차구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상 

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는 등의 과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폭 3.5m 이상의 주차구획 필요성

휠체어사용자용 주차시설에 대하여 휠체어 사용자는 차량에서 승하차 시 문을 전부 열 수 있는 

폭이 필요하므로 승하차를 위해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배리어프리법에서는 주차구획의 폭

은 3.5m(350c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파킹·퍼밋 제도에서는, 반드시 3.5m 이상의 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한 많은 사람

이 이용 대상자가 되고 있어, 3.5m 이상의 폭을 필요로 하는 휠체어 사용자가 주차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3.5m 미만의 주차구획도 제도의 대상으

로 하는 등의 대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시설별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과부족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인식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부정 이용방지를 위한 대처

주차허가제 도입으로 장애인등용 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이 촉진되고 있으나 이용자에게서는 ‘이용증 게시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어 이용

할 수 없었다’는 등 부정 이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많은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주차장 설치관리자의 협력 하에 ‘휠체어 사용자 등의 우선이용임을 나타내는 안내를 게시’, ‘시설에서의 안내

방송이나 포스터를 통한 주지’, ‘부정 이용차량에 대한 경고문 부착’ 등의 대책이 실제 실시되었다. 실시되고 있으며 부정 이용을 방지

하고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주차허가제 도입에 의한 

적정 이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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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내용/

  - 부정 이용 민원이 많은 시설에서의 계발 캠페인 실시/매너UP 캠페인 기간의 집중적인 홍보 활동

  - 부정 이용 방지와 제도의 보급·계발 활동을 겸한 현 직원의 부정기 실태조사 및 전단 배포

  -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말 걸기 실시

광역자치단체의 주차구획 설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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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대처 >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나타내는 표지나 간판의 설치

주차허가제는 공통의 이용증을 발행함으로써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하고, 꼭 필요한 사

람을 위한 주차구획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간판을 설치하여 구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차장의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들이는 부탁을 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삼각콘커버’나 ‘스티커’를 작성해서 

배부하고 배려주차구역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나 삼각콘 설치 사례

  

삼각콘 커버 장착 모습(시즈오카현)

   

표지판 설치 시 주의사항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해 표지로 주차구획을 막아 버리면 휠체어 사용자는 즉시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나 직원이 근처에 있고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지 설치에 대한 보조의 사례

토치기현에서는 현 사회복지협의회, 토치기셀프센터, 현 삼림조합연합회의 협력을 얻어 배려주차

구역 안내 표시판이 유상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 대처에서는 도치기현의 주차허가제 ‘배려주차공

간’의 이용증 교부 대상자인 장애인 스스로가 스티커 부착 작업. 배송·설치 업무에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적인 주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과 공공근로 임금 인상에 기

여하는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대책에서는 현 사회복지협의회가 관리·운용하는 ‘도치노 열매 기금’을 활용해 도치기 셀프

센터를 통해 협력시설에 표지판 제작 상당액을 보조함으로써 협력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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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이용방지를 위한 대처 >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분리 설치 / 게이트 설치

주차구획 이용이 인정된 장애인 등에게 리모컨이나 카드 등을 발행하고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입구에 전용 게이트를 설치

하여 이용대상자 외의 부정 이용방지에 힘쓰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이용대상자를 휠체어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집약형 전용 게이트 설치

대형 상업시설 등 차량 이용자가 많고 주차장의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한 곳 에 집약한 후에 리모컨이

나 카드 등에 의한 전용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구획을 휠체어 사용자 한정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구획과는 별도로 고령

자, 임산부 및 기타 경증장애인용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예도 있습니다.

좌: 휠체어 전용 주차장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

우: 집약형 전용 게이트를 설치한 주차장의 이미지

개별구획형 전용 게이트 설치

집약형 전용 게이트 이외에도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마다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휠체어 전용 주차장 입구에 게이트를 설치하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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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 이용방지를 위한 대처 > 부정 이용 방지

주차허가제 이용증의 부정 이용방지

주차허가제에 의해 이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이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이용증을 사용하는 등의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증에 ‘유효기간’을 크게 표시하거나 ‘규칙’ 이를 명기하는 등 이용증 디자인에 대해 연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크게 표시한 이용증(미야기현/오카야마현/오이타현)                규칙을 명기한 이용증(사가현)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부정 이용에 대한 경고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부정 이용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가 주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방공공단체가 경

고 문서를 작성하여 시설 관리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부정 이용에 대한 경고 문서의 예(가고시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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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구획확보 조치 > 더블 스페이스 도입

휠체어 사용자로, 차 문을 크게 열어 승하차 할 수 있도록 일반 주차 구획보다 폭이 넓은 구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한편, 보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설의 출입구에 가까운 장소에 주차할 필요는 있지만, 폭넓은 구획은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

이 넓은 3.5m 이상의 주차구획과 더불어 시설 출입구에 가까운 3.5m 미만의 일반 폭의 주차구획도 제도 대상으로 하는 대책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5m 이상과 3.5m 미만의 주차구획으로 이용 대상자를 나누어 바닥면에 표시하고 있는 사례

지역 실정에 따라 복수의 이용증에 맞는 주차구획 구분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 장애인, 임산부 및 유모차 이용자의 구획을 분리하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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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설치 표시

3.5m이상의 주차 구역 외에 3.5m미만의 주차 구획도 제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 공공 단체에서는 폭이 넓은 주차 구획을 필요로 

하는 휠체어 사용자와 그 밖의 보행 곤란자로 이용증의 종류를 나누는 곳이 많고 주차 구역에도 그 것을 알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증                 주차구획 표시                               이용증                 주차구획 표시

                       秋田현                                                        長野현

아키타현, 나가노현에서는 이용증과 주차 구획 표지판의 디자인이 일치하고 있으며, 휠체어사용자와 그 외의 보행 곤란자로 주차할 수 있

는 구획이 다르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주차구획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지시

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표시에 이용하는 안내용 그림기호(픽토그램) <- 

현재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설치표시는 다양한 종류의 안내용 그림기호(픽토그램)가 이용되고 있지만, 주차허가제를 도

입하고 있는 많은 지방공공단체 간에 상호이용협정이 체결되고 있어, 어느 주차구획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히 한다는 관점

에서도 안내용 그림기호(픽토그램)는 가능한 한 통일된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공업규격인 JIS Z 8210:2017에

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용도 기호(픽토그램)가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음에 따라, 향후 이에 따라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픽토그램

상기 안내용 그림기호(픽토그램) 표시사항 및 기능(왼쪽부터 순서대로)- 표

번호 표시사항 기능

5.1.9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시설임을 표시

5.1.43 고령자 우선 설비 고령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표시

5.1.44 장애가 있는 사람 및 부상자 우선 설비 부상자를 포함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표시

5.1.45 내부 장애가 있는 사람 우선 설비 신체 내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표시

5.1.46 유아 동반 우선 설비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표시

5.1.47 임산부 우선 설비 임산부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표시

5.1.53 유모차 유모차 보관소 및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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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늘리기 위한 대처

3.5m 이상의 주차구획과 3.5m 미만의 주차구획을 주차허가제도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 장애인등용 주차구획의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획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더욱 요구됩니다. 구획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설 관리자의 협력

이 필수적이지만, 시설 관리자의 협력을 얻기 위해 지방공공단체에서는 다양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력시설에서의 운용 안내서 작성

오사카부의 주차허가제도 ‘오사카부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이용증 제도’에서는 협력시설에서의 운용 안내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협력시설이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무엇이 요구되며, 어떤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가가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 외에 Q&A

나 신고 양식도 게재되어 있어, 시설에 협력을 요청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림 오사카부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이용증 제도 협력시설에서의 운용 안내서

-> 지방공공단체의 기타 대처

․ 시설 설치인가 시 매뉴얼 배포해 협조 요청

․ 대상 시설을 목록화 하고, 개별적으로 문서 등으로 협력 요청

․ 인터넷 등에 신설 정보가 게재된 시설이나, 타 현에 있어 협력 실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서를 발신하

거나 하는 등 의뢰

․ 기업 등이 모이는 회의 등에서 협력을 의뢰

․ 현 내에 다수의 점포를 가지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연락 후, 직접 방문해 의뢰

․ 현 내의 상공회 연합회 및 상공회의소 연합회를 통해서, 각 회의 홍보지에 사업자 전용의 협력 의뢰 기사 게재 의뢰

․ 포괄연계협정 기업과 노인-장애인 지원 연계 협정 체결하고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 설치

․ 건축 확인 시 구두 지도 강화 및 팸플릿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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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처: 지붕 설치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에 지붕 설치

지붕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원활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에 지붕을 설치하고 있는 사례

기타 대응: 주차허가제 미도입 지역에서의 대응

주차허가제 미도입 지역에서의 대응

주차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이용허가증을 주차장 시설관리자가 독자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주차허가 이용증 보유자라면 독자적인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

례도 있습니다.

해당 시설 발행 허가증이 없어도 주차장의 이용증으로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례.

주차허가제 미도입 지역으로부터의 방문자에 대한 대응

주차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제도를 도입한 인접현에 통원하거나 쇼핑을 가거나 하는 경우나, 제도를 도

입하고 있는 지역에 여행하거나 하는 경우 등은, 방문처의 지방공공단체가 이용증을 발행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군마현, 이시카와현, 

나가노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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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처: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적정 이용을 위한 계발 활동

장애인 등용 주차구획(배려주차구획)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계발활동이나 적정 이용을 추진하기 위한 계발활동이 많은 지

방공공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V광고를 통한 계발활동(미야자키현)                                  제도 소개 전단지에 의한 계발(오사카부) 

                  

점포 내에서의 안내방송에 의한 계발(가고시마현)                     포켓티슈 배포에 의한 계발활동(이바라키현·미야자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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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안시 주차장 조례 -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2. 아산시 주차장 조례 -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3. 여수시 주차장 조례 -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4.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5. 고창군 주차장 조례 -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6. 군산시 주차장 조례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7. 수원시 주차장 조례 -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8.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9.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10. 완주군 주차장 조례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11. 오산시 주차장 조례 –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12.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임산부전용주차구역  

13. 평택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14.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12. 배려주차장 설치 관련 타 지자체 조례 규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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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0. 6.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충청남도 천안시(교통정책과)

 

※〔별표 3〕 <개정 2019. 5. 13.>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

(제1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600*600 mm                                                                         900*400 mm

                                          

   〈주차구획선 표식〉: 2,600*5,200 mm

                                                      

※비 고

  1. 색 :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 바탕은 노랑색,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

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6조의2(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 수 50면을 초과하는 노상·노외·부

설주차장에는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전체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

하의 수는 1 로 본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③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하는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1. 안전성·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위치

2. CCTV감시가 용이한 위치

3. 주요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위치

④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 규격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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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18. 12. 17.]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819호, 2018. 12. 17., 일부개정]

제9조(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 이하 영유

아를 동반한 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말한다.

② 시장은 주차 수 30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

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 수 50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2.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가까운 장소

3. 사각이 없는 밝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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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0. 5. 27.]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520호, 2020. 5. 27., 일부개정]

전라남도 여수시(교통과), 061-659-4149

 ** 2015년 3월 교통약자주차장 조례 규정 제정

[별표 5](개정 2020. 5. 27.)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규격과 내용(제12조 관련)

1.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여   성 교통약자

제12조(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주차 수 30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여성 및 교통약자(「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 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0. 5. 27.>

② 시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 수 30  이상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에 별표 5의 규격과 내

용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4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

에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5. 27.>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장관리시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로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주차장 출입구나 주차장관리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본조 제목개정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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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 및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표지판

여   성 교통약자

70cm

60cm

28cm

8cm

3cm

16cm

3cm
2cm

P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

교통약자(65세이상 고령자, 
임산부, 4세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임.

  - 비  고 -

 ㆍ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ㆍ색    채 : 바탕(분홍색), 문자 및 기호(흰색, 검정색, 남보라)

 ㆍ설치위치 : 노외주차장 주차구획선 전방에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ㆍ규    격 : 가로 0.7m×세로 0.6m, 바닥면에서 하단까지의 높이는 1.5m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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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7. 10.]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273호, 2020. 7. 10., 일부개정]

 2019.7월  교통약자 신설

제31조의2(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 수 규모가 100  이상인 다음 각 호

의 주차장에는 어르신(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임산부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역(이하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백화점, 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을 말한다)의 주차장

2. 공영주차장

3. 시 및 시 소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 총 주차 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주차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로 본다.

③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구획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

획에 설치한다.

④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⑤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5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를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산부가 직접 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 아닌 일반주차구획 전체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 우선주차

구획에 주차 할 수 있다. 다만,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 중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 또는 임산부가 직접 운

전하는 차량이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⑧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표시와 어르신 주차표지에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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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교통약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표시 방법(제2조 및 제4조 관련)

서체 : 중고딕,  단위 : ㎝

 표시위치 : 확장형 주차구획  표시위치 : 일반형 주차구획

 표시색깔 : 글자 및 구획선은 흰색

- 표시색깔 : 글자 및 구획선은 흰색,
            구획내면은 녹색
- 녹색기준
  ㆍRGB : 102, 205, 000
  ㆍCMYK : 50, 0 , 100, 20
  ㆍ색상코드 : #66CD00

 [별표 2]   어르신 주차표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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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차장 조례

[시행 2016. 9. 26.] [전라북도고창군조례 제2263호, 2016. 9. 26., 일부개정]

전라북도 고창군(상생경제과)

[별표 7] <개정 2016. 10. 28>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14조의2 관련)

             

※비고

  1. 마크 : 바탕의 색은 청색과 교통약자 그림은 흰색을 사용한다.

  2. 글씨 : 바탕은 노란색과 글씨는 검정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과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제14조의2(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③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승한 운전자

2.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3.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④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동성·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⑤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주차구획은 별표 7에 따른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마크

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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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0. 5. 11.]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726호, 2020. 5. 11., 일부개정]

전라북도 군산시(교통행정과)

제19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개정 2019. 07. 15.>

① 시장은 주차 수 30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 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

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5.>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및 교통

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07. 15.>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19. 07. 

15.>

1. 여성 운전자

2.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승한 운전자

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4.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

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7. 15.>

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단, 제19조3 제3항 제4호에 따른 고령 운전자

는 녹색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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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20. 1. 30.]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98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17-07  관련규정 제정

[별표 5]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18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600*600 mm                                                                         900*400 mm

                                            
   〈주차구획선 표식〉                       

2,500 × 5,100 mm                                                                               
※비 고

  1. 색 :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교통약자 그림)을 사용

한다.

  2. 글씨 : 바탕은 노랑색,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8조의2(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법적설치 주차대

수 5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③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고 CCTV감시가 용이한 위치

3.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5에 따른 교통약자우선 주

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7.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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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0. 6. 30.]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57호, 2020. 6. 30., 일부개정 

(2018.4 관련 조항 제정)

[별표 5] 여성ㆍ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10조의3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주차구획선 표식〉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여성ㆍ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랑색과 글씨는 청색(청색바탕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10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5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284 종로구 여성친화도시 공공건물 가이드라인 연구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13.09 조항 신설
[시행 2019. 7. 5.] [경기도안양시조례 제3101호, 2019. 7. 5., 일부개정]

경기도 안양시(교통정책과), 031-8045-2294

[별표 4] <신설 2013. 6. 27> 여성ㆍ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주차구획선 표식〉

제6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2016. 6. 17>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확장형으로 별표 4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본조신설 2013. 6. 27]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

(여성ㆍ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랑색과 글씨는 청색(청색

바탕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

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

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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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차장 조례 
[시행 2020. 4. 2.] [전라북도완 주군조례 제2761호, 2020. 4. 2., 일부개정]

 

[별표 9] 여성ㆍ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18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주차구획선 표식〉

    

제18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

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은 일반형과 확장형으로 구분하여 별

표 9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9. 24.]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

(여성ㆍ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랑색과 글씨는 청색(청색바

탕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

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

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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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 2019. 7. 19.]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730호, 2019. 7. 19., 일부개정]

- 2014년 여성우선주차 제정

-201805개정 여성 및 교통약자

제6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 수 규모가 50  이상인 노

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 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이하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 5. 11〉

② “교통약자”란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1〉

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은 확장형 주차구획에 설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

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정성이 확보되는 장소

3. CCTV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획 지면에는 별표 3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1〉

[본조신설 2014. 3. 5][제목개정 2018. 5. 11]

[별표 3]〈신설 2018. 5. 11〉 여성ㆍ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표시 규격 및 색상(제6조의2 관련)

                    〈지주용〉                     〈벽면용〉                 〈상단부용(지층)〉

      〈주차구획선 표식〉

 ※비고

 1. 색: 표지 및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흰색

(여성ㆍ교통약자 그림)을 사용한다.

 2. 글씨: 바탕은 노랑색과 글씨는 청색(청색바탕

에는 노랑색 글씨)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사용자의 눈높이와 타는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주변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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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7. 5.] [ 전광역시서구조례 제1610호, 2019. 7. 5., 일부개정]

전광역시 서구(주차행정과)

[별표 1] <신설 2012. 2. 20>

임산부 마크 (제3조의3 관련)

출입통로

- 비  고 -

1. 임산부 마크(픽토그램) 표지 : 가로 75㎝ × 세로 155㎝

2. 색    채 : 임산부마크의 색은 분홍색(임산부마크 그림)을 사용한다.

3. 설치위치 : 주차면 중앙에 분홍색으로 표기한다.

제3조의3(임산부전용주차구역)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

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청사,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

다. <개정 2016. 11. 7.>

③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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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431호, 2017. 6. 29., 제정]

경기도 평택시(노인장애인과)

[별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

용인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관리(위탁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

시설(이하 “공공시설” 이라 한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설물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 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

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 시장은 주차장내 또는 다른 장소에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

시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 이동요구)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록 289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0. 30.] [충청남도홍성군규칙 제1361호, 2018. 10. 30., 일부개정]

충청남도 홍성군(가족보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제2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목개정 2018. 10. 30.] ①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

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주차시설 관리·운영기관은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수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주차시설의 현황에 따라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 발급) [제목개정 2018. 10. 30.]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 및 다자녀를 가진 자는 신청일 현

재 홍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산부 :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

급),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8. 10. 30.>

2.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1통 <본호신설 2018. 10. 30.>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

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 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30.]

1. 임산부 전용차량 : 발급 받은 날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본호신설 2018. 10. 30.>

2. 다자녀가구 전용차량 : 3자녀 중 1자녀가 만 8세가 되는 날까지 <본호신설 2018. 10. 30.>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가 다른 지역으로 전

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제6조(비용부담) 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공공시설의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 9. 15)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공중이용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자동차표지의 제작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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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제2조제3항 관련)

   가. 설치 규격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2)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3.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의 편리한 차량 승ㆍ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다. 바닥면 표시(앰블런)

    1) 규 격 : 120㎝ × 120㎝

    2)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앰블렘 모형〉



부록 291

〔별표 2〕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2조제3항 관련)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 0.7m × 세로 0.6m, 높이 1.5m

     2) 색상  : 바탕(분홍색), 글씨(흰색, 검정색)

  나. 기재 내용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의 자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있습니다.

  

                               홍성군수 

           ※ 장애인 주차안내 표지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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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자동차표지(제3조제3항 관련)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10cm × 세로10cm

     2)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2) 재 질 : 패트(PET)

  나. 도안방법

  

1) 임산부 : 보건복지부 공식 앰블렘 2) 다자녀가구 : 자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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