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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매개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A-100-00 1.0.0 목차 1. 매개시설

A-200-00 2.0.0 목차 2. 내부시설

A-300-00 3.0.0 목차 3. 위생시설

A-400-00 4.0.0 목차 4. 안내시설

A-500-00 5.0.0 목차 5. 기타시설

1.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B-111-01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보행접근로와 차량동선이 교차없이 분리된 경우

B-111-02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보행접근로와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경우

B-111-03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보행접근로와 차량동선이 완전 분리된 경우

B-111-04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접근로

B-111-05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 : 울타리

B-111-06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 : 화단

B-111-07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접근로와 대지내 차량통행로 경계 : 잔디식재

B-111-08 1.1.1 유효폭 및 활동공단 접근로내 휠체어 교행공간

B-112-09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2-10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2-11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2-12 1.1.2 기울기 등 경사로 설치

B-112-13 1.1.2 기울기 등 계단, 경사로 설치

B-113-14 1.1.3 경계 -

B-114-15 1.1.4 재질과 마감 -

B-114-16 1.1.4 재질과 마감 틈새가 없는 덮개-일체형

B-114-17 1.1.4 재질과 마감 틈새가 없는 덮개-분리형

B-114-18 1.1.4 재질과 마감 격자 살간격 20mm이하

B-114-19 1.1.4 재질과 마감 격자 살간격 10mm이하

B-114-20 1.1.4 재질과 마감 우수맨홀, 집수정 상세도

B-115-21 1.1.5 보행장애물 보행 접근로 완충공간

B-115-22 1.1.5 보행장애물 장애물존 완충공간

B-115-23 1.1.5 보행장애물 보행장애물 제한범위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B-121-24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주진입구 바로접근

B-121-25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보행접근로를 통해 주진입구에 접근

B-121-26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주진입구 접근 경사로를 주차구역 전체에 설치한 경우

B-121-27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횡단보도를 통해 주진입구 접근



구분 1. 매개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B-121-28 1.2.1 설치장소 주차장에서 경사로를 통해 주진입구 접근

B-121-29 1.2.1 설치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접근로 접근방식(1방향)

B-121-30 1.2.1 설치장소 장애인 전용주차장에서 접근로 접근방식(2방향)

B-121-31 1.2.1 설치장소 차량진출입부 험프구간 상세도

B-122-32 1.2.2 주차공간 -

B-123-33 1.2.3 유도 및 표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치안내도

B-123-34 1.2.3 유도 및 표시 유도 표지판

B-123-35 1.2.3 유도 및 표시 안내 표지판

1.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B-131-36 1.3.1 턱낮추기 주출입문(자동문) 단차 상세도

B-131-37 1.3.1 턱낮추기 주출입문(여닫이문) 단차 상세도

B-132-38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계단, 경사로 설치

B-132-39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계단, 경사로 설치

B-132-40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경사로만 설치

B-132-41 1.3.2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설치



구분 2. 내부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2.1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C-211-42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주출입문-여닫이문

C-211-43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주출입문-자동문

C-211-44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여닫이문

C-211-45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여닫이문

C-211-46 2.1.1 유효폭 및 활동공간 일반출입문-미닫이문

C-212-47 2.1.2 문의 형태 강화유리문

C-212-48 2.1.2 문의 형태 철재문

C-212-49 2.1.2 문의 형태 목재문

C-213-50 2.1.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2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C-221-51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이 1200인 경우

C-221-52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이 1500인 경우

C-221-53 2.2.1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이 1800인 경우

C-221-54 2.2.1 유효폭 교행가능구간 확보한 경우

C-223-55 2.2.2 손잡이

C-224-56 2.2.3 보행장애물 복도의 보행장애물 제한범위

C-224-57 2.2.3 보행장애물 계단의 보행장애물 제한범위

C-225-58 2.2.4 안전성 확보

2.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C-231-59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직선형 계단설치

C-231-60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꺾임형 계단설치

C-231-61 2.3.1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ㄱ자형 계단설치

C-232-62 2.3.2 디딤판과 챌면

C-233-63 2.3.3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2.4 장애인용 승강기

C-241-64 2.3.1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C-242-65 2.4.2 이용자 조작설비

2.5 휠체어리프트

C-251-66 2.5.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C-251-67 2.5.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C-252-68 2.5.2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2.6 경사로

C-261-69 2.6.1 유효폭 및 활동공간



구분 3. 위생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3.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일반사항)

D-311-70 3.1.1 설치장소 일반화장실 입구에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D-311-71 3.1.1 설치장소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용 대변기 칸막이 설치

D-312-72 3.1.2 출입문의 형태 여닫이문

D-312-73 3.1.2 출입문의 형태 미닫이문

D-312-74 3.1.2 출입문의 형태 접이문

D-312-75 3.1.2 출입문의 형태 자동문

D-312-76 3.1.2 출입문의 형태 큐비클 슬라이딩문

3.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대변기)

D-321-77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기본형(최소형)-1,400X1,800

D-321-78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권장형-1,800X1,800

D-321-79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권장형-1,800X2,000

D-321-80 3.2.1 활동공간 및 구조 권장형-2,000X2,000

D-322-81 3.2.2 손잡이 좌우회전식 손잡이, 상하회전식 손잡이

D-323-82 3.2.3 기타 설비 누름버튼식(벽부착형, 바닥 부착형)

D-323-83 3.2.3 기타 설비 전자감지식 대변기 수세밸브

3.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소변기)

D-331-84 3.3.1 구조 평면도, 측면도

D-331-85 3.3.1 구조 정면도

D-332-86 3.3.2 손잡이

3.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세면대)

D-341-87 3.4.1 구조 평면도, 측면도

D-341-88 3.4.1 구조 정면도

3.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D-351-89 3.5.1 설치장소 및 구조

3.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D-361-90 3.6.1 설치장소 및 구조

D-362-91 3.6.2 기타설비 탈의실 수납공간

3.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D-371-92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가로형

D-371-93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가로형

D-371-94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세로형

D-371-95 3.7.1 기저귀 교환대 벽고정형-가로형

D-371-96 3.7.1 기저귀 교환대 기저귀 휴지통

D-372-97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벽고정형

D-372-98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벽고정형

D-372-99 3.7.2 영유아 거치대/보호의자 코너형



구분 4. 안내시설, 5. 기타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4.1 점자블록

E-411-100 4.1.1 규격 및 색상

E-412-101 4.1.2 설치방법 유도방향에 따라 설치

E-412-102 4.1.2 설치방법 접근로에서 선형블록의 설치

E-412-103 4.1.2 설치방법 접근로에서 점형블록의 설치

E-412-104 4.1.2 설치방법 주출입구 접근로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E-412-105 4.1.2 설치방법 유도블록 선상에 설치 불가한 지장물이 발생한 경우

E-412-106 4.1.2 설치방법 주출입구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E-412-107 4.1.2 설치방법 주출입구에서 방풍실 깊이에 따른 점자블록 설치

E-412-108 4.1.2 설치방법 로비에서의 점자블록 설치

4.2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E-421-109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주출입구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E-421-110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주출입구에 근접해 있는 경우

E-421-111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복도에서의 점자안내판 설치

E-421-112 4.2.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입식 점자안내판 상세도

E-422-113 4.2.2 음성안내장치 음성안내장치 설치위치

E-422-114 4.2.2 음성안내장치 종합안내센터 화상전화기 설치

E-422-115 4.2.3 기타 유도신호장치 유도신호장치 설치위치(주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5.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F-511-116 5.1.1 설치장소 및 구조 더블룸

F-511-117 5.1.1 설치장소 및 구조 싱글룸

F-512-118 5.1.2 기타 설비 청각장애인용 초인등, 콘센트/스위치, 점자표지판설치

F-512-119 5.1.2 기타 설비 객실 내 화장실 설치

5.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F-521-120 5.2.1 설치장소 전체 관람석 수가 200석 미만

F-521-121 5.2.1 설치장소 전체 관람석 수가 500석 미만

F-521-122 5.2.1 설치장소 관람석 중간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F-521-123 5.2.1 설치장소 관람석 후면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F-521-124 5.2.1 설치장소 관람석 전면에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F-522-125 5.2.2 관람석의 구조 휠체어 사용자 좌석의 유효바닥면적

F-522-126 5.2.2 관람석의 구조 휠체어 사용자 좌석 확보 유형

F-522-127 5.2.2 관람석의 구조 앞에 좌석이 없는 경우

F-522-128 5.2.2 관람석의 구조 앞에 좌석이 있는 경우

F-523-129 5.2.3 무대의 구조 고정형 경사로(무대)



구분 5. 기타시설

코드분류 세부항목 내 용

F-523-130 5.2.3 무대의 구조 고정형 경사로(준비실)

F-523-131 5.2.3 무대의 구조 휠체어 리프트(무대)

F-523-132 5.2.3 무대의 구조 휠체어 리프트(준비실)

F-524-133 5.2.4 열람석의 구조 개인 열람석의 구조

F-524-134 5.2.4 열람석의 구조 개인 열람석의 구조

F-524-135 5.2.4 열람석의 구조 단체 열람석의 구조

F-524-136 5.2.4 열람석의 구조 단체 열람석의 구조

5.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F-531-137 5.3.1 활동공간 및 구조 접수대의 구조

F-531-138 5.3.1 활동공간 및 구조 작업대의 구조

5.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F-541-139 5.4.1 활동공간 및 구조 창구형 매표소의 구조

F-541-140 5.4.1 활동공간 및 구조 오픈형 매표소의 구조

F-542-141 5.4.2 판매기/쓰레기통

F-543-142 5.4.3 음료대

5.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F-551-143 5.5.1 설치장소 및 구조

5.6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F-561-144 5.6.1 설치장소 및 구조

5.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F-571-145 5.7.1 설치장소 및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