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업 내 용 서(안)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1단계)』

설계용역

 

                  2014. 5





목 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 1

1.2 과업의 목적 ·············································································································· 1

1.3 과업의 개요 ·············································································································· 1

1.4 과업추진 배경 및 방향 ·························································································· 4

1.5 부지활용 기본 방안 ································································································ 9

1.6 일반사항 ·················································································································· 11

1.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 18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 19

1.9 보안 및 비밀유지 ·································································································· 19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 20

2.2 조사 및 자료수집 ·································································································· 26

2.3 기본계획(계획설계) 단계 ····················································································· 30

2.4 중간설계 단계 ········································································································ 32

2.5 실시설계 단계 ········································································································ 35

2.6 별도 추가업무 ········································································································ 39

3. 기술지침

3.1 공통지침 ·················································································································· 40

3.2 일반지침 ·················································································································· 52

3.3 구조설계지침 ·········································································································· 70

3.4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성능강화 방안 ································································ 75

3.5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75

3.6 측량지침 ·················································································································· 81

3.7 토목 설계지침 ········································································································ 82

3.8 기계설비 설계지침 ································································································ 92

3.9 전기설비 설계지침 ······························································································ 114



3.10 정보통신설비 설계지침 ···················································································· 123

3.11 소방설비 설계지침 ···························································································· 132

3.12 조경 설계지침 ···································································································· 133

3.13 주요 시설별 지침 ······························································································ 137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 158

4.2 성과품의 작성 ······································································································ 159

4.3 납품 ························································································································ 165

5. 부속서류

붙임 1. 시설규모 및 용도별 공간계획(안) ··························································· 167

2. 119챌린지시설 설치 계획(안) ··································································· 174

3. 119공원(가칭) 건립 계획(안) ···································································· 176

4. 전문훈련시설 설치 계획(안) ····································································· 177

5. 본부 및 방재센터 통합청사 건립 계획(안) ···············································184

서식 1.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 186

2.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 187

3.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 188

4.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 189

5. 건축물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 ····························································· 190

6.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행 검토서 ···································· 199

7.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 203

8. 건설공사 단계별 사후평가표 ·································································· 206



- 1 -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1단계)”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운영체계 및 시설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소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소방인력 양성과 시민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은평뉴타운 3-1지구에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를 위한 1단계사업 및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가스,전기·통신인입 등)공사의

기본·실시설계와 2∼3단계사업의 기획설계(Master plan)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110-26일원 물푸레골(은평뉴타운 3-1지구, 공공청사-6)

2) 과업의 범위

⑴ 설계범위

① 1단계사업 및 기반시설공사(도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인입

공사 등)의 기본 및 실시설계

② 2∼3단계사업(유보지 포함)의 Master plan(기획설계)

⑵ 대지면적 : 48,950.1㎡

⑶ 시설규모(1단계 사업)

① 총 면 적 : 7개동 22,389㎡ ※ 시설물 4개 시설 7,700㎡

a. 건물 : 본관동 7,620㎡, 생활관 6,070㎡, 구급교육관 1,765㎡,

중앙훈련타워 2,870㎡, 특수구조단 2,111㎡, 후생동 1,903㎡, 안내동 50㎡

b. 시설물 : 수난구조훈련장 250㎡, 119챌린지시설 700㎡, 옥외훈련장 6,000㎡

119공원(가칭) 750㎡

② 건 폐 율 : 60% 이하 ③ 용 적 율 : 200% 이하

④ 층 수 : 지하 1층, 지상 1 ~ 15층

본관동 구 급
교육관

중앙훈
련타워

특 수
구조단

생활관 후생동 안내동

1/6층 1/2층 1/15층 1/3층 1/5층 2층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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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범위
사업

단계
시 설 명 총면적(㎡)

시설규모

(지하/지상층)

범례

연번

기획

설계

(Mas

ter

plan)

기본

및

실시

설계

1

단

계

건

축

물

본관동 7,620 1/6층 ①

생활관 6,070 1/5층 ②

구급교육관 1,765 1/2층 ③

중앙훈련타워 2,870 1/15층 ④

특수구조단 2,111 1/3층 ⑤

후생동 1,903 2층 ⑥

안내동 50 1층 ⑦

시

설

물

수난구조훈련장 250

훈련시설

⑧

119챌린지시설 700 ⑨

옥외훈련장 6,000 ⑩

119공원 750 공원시설 ⑪

소계
- 건축물 : 22,389㎡

- 시설물 : 7,700㎡

건축물 7개동

시설물 4개소

2

단

계

건

축

물

전문

훈련

시설

문화재(목조)

화재훈련장
330 1개동(2층) ⑫

지하철사고대응

훈련장
1,500 1개동(지하2층) ⑬

실물화재훈련장 450 1개동(1/3층) ⑭

시

설

물

기타4개 훈련장

(차량, 붕괴, 위험물,

화생방)

1,400 훈련시설 ⑮

체력단련장 2,000 훈련시설 ⑯

소계
- 건축물 : 2,280㎡

- 시설물 : 3,400㎡

건축물 3개동

시설물 2개소

3

단

계

건축물 소방재난본부&방재센터 10,500 1/7층 ⑰

소계 - 건축물 : 10,500㎡ 건축물 1개동

유보지 소방박물관(510㎡), 소방연구소(434㎡), 119공원(750㎡)

총계
- 건축물 : 35,169㎡

- 시설물 : 11,100㎡

건축물 11개 동

시설물 6개 소

(4) 과업상세범위 및 단계별 시설물 규모

※ 1단계사업 및 기반시설공사(단지내도로,상·하수도,도시가스,전기·통신인입 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2∼3단계사업과 소방박물관(510㎡), 소방연구소(434㎡), 119공원(가칭)의 배치를 위한

유보지를 포함하여 기획설계(Master plan) 수행

(5) 예정공사비 : 510억 원(기반시설공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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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60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

의 요구로 추가용역이 발생하거나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⑴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⑵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⑶ 연락처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FAX

도시기반시설본부 박근우 02) 3708-2656 02) 3708-2659

5) 공사사항

⑴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15년 11월

⑵ 공사 예정기간 : 2015년 12월 ～ 2018년 6월(30개월)

6) 위치도(은평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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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업추진 배경 및 방향

1) 소방행정타운 건설개요

⑴ 소방행정타운은 각 지역별로 설치된 소방서를 제외하고 교육과 중앙지휘기능

을 보유한 3개 기관(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을 동일 부지 내에

이전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⑵ 소방행정타운에 시민안전교육기능을 추가하여 소방공무원과 민간의 안전관련

종사자, 학생 등 일반시민들 누구나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고자

한다.

⑶ 주요 사업 내용

① 서울소방학교(서초구 서초동과 도봉구 방학동 소재 2개 시설) 신축 이전

② 특수구조단(인명구조견사 포함) 신축 이전

③ 시민안전교육용 119챌린지시설 신축

④ 소방재난본부(중구 남산 소재) 신축 이전

⑤ 종합방재센터(중구 남산 소재) 신축 이전

※ ‘소방박물관’ 및 ‘소방연구소’ 건설은 추후 시행될 예정이므로 유보지 계획(대지조성)

2) 소방행정타운 건설사업 추진 단계

⑴ 소방행정타운 건설은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위해 3단계로 구분 추진

① 1단계

서울소방학교신축 이전, 특수구조단(인명구조견사 포함) 신축 이전 및 시민

안전교육용 119챌린지 시설 신축 사업

a. 소방학교 본관동(사무실 및 강의실, 대강당 등 부대시설) 신축

b. 소방학교 교육생 생활관(기숙사) 신축

c. 소방학교 부속 시설(구급교육관) 신축

d. 소방훈련타워(중앙훈련타워) 신축

e. 옥외훈련장 설치

f. 특수구조단(인명구조견사 포함) 신축

g. 수난구조훈련장(옥외 시설물) 설치

h. 119챌린지시설(옥외 시설물) 설치

I. 소방행정타운 후생동(식당, 편의점 및 체력단련실) 설치

j. 119공원(가칭) 설치

(공원시설은 건축공사와 별도로 시행할 예정이므로 대지조성만 시행)

k. 안내동 설치

※ ‘소방연구소’ 건설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유보지 계획(대지조성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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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단계

소방학교 부설 전문훈련시설 신설 및 소방박물관 신축 사업

※ ‘소방박물관’건설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유보지 계획(대지조성시행)

③ 3단계

소방재난본부·종합방재센터 통합청사 신축 이전 사업

3) 제1단계 사업의 추진개요

⑴ 소방학교의 현황

제1단계 사업의 핵심은 소방학교 신축이전 사업으로, 소방학교는 기본적으로 소방

공무원의 양성과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일반 공무원 교육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시설도 그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고 그 특수성 때문에 인재개발원

이나 공무원 교육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소방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외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동양권에서는 소방학교, 서양권에서는 Fire Academy)

※ 소방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특수한 교육이 시행되는 사관학교, 경찰

학교와 유사한 개념이다.

⑵ 소방학교의 주요 기능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에 필요한 업무

② 신규채용 소방공무원의 기본 교육 훈련(6개월)

③ 재직 소방공무원의 재교육 및 전문화 교육 훈련(교육기간은 다양)

④ 의용소방대원 교육

⑤ 민간 안전관리자 및 일반시민 대상 교육

⑥ 소방관련 연구 및 학술 진흥 업무

⑦ 응급구조사(응급의학) 양성 교육

⑶ 소방학교 신축 이전 사업 추진 배경

① 소방학교의 기능을 목표에 맞도록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의실을 비롯한 일반

교육시설, 전문훈련시설, 연구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 소방학

교는 일반 시민대상 민방위교육장을 인수 받아 사용하고 있어 적정한 기능을

수행하기가 절대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므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② 현 소방학교는 서초구 서초동의 본교(교육지원과, 인재개발과, 소방과학연구

센터)와 도봉구 방학동의 분교(구조구급교육센터)로 이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교직원은 학교장을 비롯한 63명이다.

③ 현 소방학교에는 사무실, 강의실, 전산교육실, 대강당, 훈련타워, 야외교육장,

구조교육장, 구급교육장, 소방충혼탑이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낙후되고 열

악하여 적정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④ 특히, 훈련타워 내 전문시설, 사고 종별 전문훈련시설, 어학교육실, 도서관

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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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소방학교의 주요 교육과정

① 소방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크게 이론교육과정, 실습교육과정, 훈련교육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이론교육과정 : 대부분의 교육이 강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예) 소방법령의 이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정책관리자 교육 등

b. 실습교육과정 : 강의실 이론교육 + 실습실 교육

예)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화재감식, 전산교육, 어학교육 등

<심폐소생술 실습> <응급처치 전문기술 실습> <전문심장소생술 실습>

c. 훈련교육과정 : 훈련타워 내 교육 + 야외 교육 + 현장 교육

예)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전 분야

<소방호스 전개훈련> <교통사고 화재 진압훈련>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

<교통사고 구조 훈련> <수난구조 훈련> <붕괴건물 인명구조 훈련>

※ 훈련교육과정의 내용

 훈련교육과정은 재난현장 대응분야를 화재·구조·구급․복합과정으로 구

분하고,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반복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예를 들면, 화재분야 교육은 실제와 유

사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해서 각종 시뮬레이션 교육장이 필요한 것

임. 이는 마치 군사교육을 시행하는 훈련소의 각종 시설과 유사한 개념

이다.

 1단계 사업으로 설치하는 훈련타워에는 이러한 상황을 보다 실감나게

교육할 수 있도록 영화의 특수효과를 위한 화재상황 연출과 같은 전문

시설을 각 층별로 설치하는 것이며, 아울러 2단계 사업으로는 훈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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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설치하는 것보다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전문훈련시설(실물화재, 목

조문화재, 위험물, 지하철, 터널 등) 및 소방박물관을 설치하게 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소방학교 교육과정을 구분하는 방법은 교육기간 중

기숙사인 생활관에 입소하는 교육과 등하교 교육방식이 있다. 장기입소

교육은 주로 신규 임용자 과정이 주를 이루며, 단기입소교육은 1일부터

1주일 정도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다.

⑸ 소방학교의 주요시설 설치 개요

① 본관동 주요시설

a. 강의실

 이론과목을 교육하는 장소로 교육목적 및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기본형(50명)·중형(100명, 경사형) 강의실, 전산·어학실 및

소방시설기계(전기)실습장 등으로 구성 한다.

 각 강의실에는 프리젠테이션, 학습영상 상영 등 다양한 강의법을 활용

하여 학습자의 학습동기 유발, 주의 집중 등을 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

전동스크린 및 음향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b. 시뮬레이션훈련실

 실제 업무에 투입하기 전에 가상 모의 훈련실

c. 학술정보관

 소방관련 전문도서관 및 부대시설

d. 소방과학연구센터

 소방관련 정책, 기술 등의 연구

e. 대강당

 각종 대형 행사, 공연, 경연대회 등을 시행하기 위한 복합 문화시설이다.

f. 국제회의실

 소방관련 국제행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② 중앙훈련타워

a. 중앙훈련타워는 지상 15층 지하 1층으로 각종 화재진압훈련과 인명구조훈

련을 병행할 수 있는 종합훈련시설이다.

b. 화재진압 훈련시설은 일반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훈련시설로 실제 화재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장치(LP가스에 의한 화재재

현 장치 등)가 설치되어 있어 실전 위주의 다양한 훈련이 가능하다.

c. 인명구조 훈련시설은 산악사고자 구조, 위험한 동물을 포획, 하천에 고립된

사람 구조, 그리고 화재 시 내부 인명탐색 및 구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실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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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앙훈련타워는 일반 교육시설과 구분되는 소방학교 고유의 특성화 건물

로 소방행정타운 건립 사업에서 세계적으로도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

록 15층으로 건설을 하며 최상층에는 통합관제실 및 조망대를 계획한다

③ 옥외훈련장

a. 옥외훈련장은 각종 화재진압의 기초훈련 및 실습을 위한 훈련장이다.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호스 전개, 방수복 및 공기호흡기 등 착용 기초훈련부터

소화전 등 소방용수 점검, 방수훈련 등 팀 종합훈련과, 출동차량 배치, 소

방차 운전교육 등 실전훈련을 할 수 있는 훈련장이다.

b. 아울러 소방기술경연대회, 특장차조작훈련 등 경연대회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종합적 소방훈련이 실시되는 곳이다.

④ 수난구조훈련장

각종 수난사고 구조대원들에게 기초잠수기술, 구조수영법, 수난구조기구 사용

기술 등을 가르치는 훈련시설로, 수난사고시 신속하고 적절한 인명구조 방법

및 인명검색 등을 훈련한다.

⑤ 119챌린지시설

청소년, 시민 등을 위한 Adventure Education Program(모험교육프로그램) 시

설로, 로프와 통나무 등으로 이루어져 담력을 기르고 모험을 경험할 수 있는

코스화된 훈련 구조물이다. 이는 놀이공원의 체험시설이나 군대의 유격훈련

시설과 유사한 시설이다.

⑥ 소방박물관(향후 건설 예정으로 유보지계획 및 대지조성만 시행)

2단계 사업으로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소

방관련 유물 전시와 유소년·청소년·성인 등 시민안전교육장이 함께 건축 될

예정이다.

⑦ 소방연구소(향후 건설 예정으로 유보지계획 및 대지조성만 시행)

본관동의 학술정보관 및 소방과학연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이다

⑧ 119공원(가칭)(향후 건설 예정으로 유보지계획 및 대지조성만 시행)

현 소방학교 충혼탑 이전 및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소방정신을 널리 알리

고 시민과 소통하는 친숙한 공간이다

⑨ 후생동(체력단련실)

 식당은 700명 수용이 가능한 규모로서 시민들에게도 개방하는 시설이며, 위

생관리 및 화재 등 사고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체력단련실은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스포츠 공간과

피트니스실, 골프연습실 등으로 구성하여 강인한 체력함양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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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생활관(기숙사)

 생활관은 소방공무원 전문교육과 일반기업체 및 청소년·어린이 등 단체 연

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인실, 20인실 등으로 구성하며, 쾌적하고 안락

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육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보검색실, 스터디룸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⑪ 안내동

 24시간 민원인 안내와 시설보안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으

로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⑫ 구급교육관

 구급교육관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과, 시

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기본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훈련시설이다.

 구급교육관은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기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10)에 적합하도록 구급차량 등 운송수단이 가능한 특수응급구조실습장

과 기본형실습실, 분임형실습실, 시뮬레이션실실습 등을 갖추어야 한다.

1.5 부지활용 기본방안

1) 부지의 특성

물푸레골 부지는 삼면(북,남,서)은 산지로 둘러져 있고 동쪽방향으로는 열려져 있

는 장방형의 부지로 남쪽 방향으로 두 개의 계곡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음. 대로

에서 들어오는 입구 쪽에는 가톨릭병원이 신축될 예정이고 입구에서 볼 때 우측

(북향)에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찰이 1개소 있음. 또한 지형의 경사도는

입구로부터 상단부로 갈수록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으며 두 개의 계곡면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배수하기 위한 수로가 북쪽면 수로와 연결되어 설치되어 야 함.

2) 부지활용 방안

물푸레골 부지가 소방행정타운 부지로 적정성을 인정받은 이유 중의 하나가 삼면

이 산악으로 둘러져 있어 다른 시설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고, 입구 쪽

에서 보았을 때 잘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계곡지형을 활용하여 건축물이 아닌 각

종 훈련시설(119챌린지시설 및 전문훈련시설)을 배치하기 용이하다는 것이었음.

따라서 완만하고 넓은 지형에는 대형건물(학교본관 및 생활관, 소방본부 및 방재

센터 통합청사) 및 옥외훈련장, 체력단련장 등을 배치하고, 깊고 좁은 계곡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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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훈련시설과 챌린지시설 등을 배치하여 활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은

평뉴타운지구가 지향하는 생태도시(전원형, 친황경)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 부지 남측의 계곡능선에 대지경계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계곡지형을 최대한 유지

(계곡절토 최소화)하여 전문훈련시설과 119챌린지시설 등을 계획하여야 함.

3) 시설배치 시 기능상 고려 사항

소방행정타운 1단계 사업은 소방학교 신축이 주 사업으로 교육과 훈련 기능을 적

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건축물과 시설물은 기능상 상호 연계성을 보유하

여야 하므로 부지활용과 건축물 배치에 있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① 1단계 사업의 건축물과 시설물은 훈련기능을 반영하고 가톨릭병원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해 부지 상단부에 배치함

② 중앙훈련타워, 옥외훈련장, 전문훈련시설, 특수구조단은 기능상 인접하여 배

치되어야 함

③ 시민교육 용도의 시설로 함께 활용되는 119챌린지시설은 향후 건설될 소방

박물관과 연계하기 위해서 대지하단부 계곡면에 설치 함

4) 기능별 시설배치 구역 조성 방향

① 제1구역(교육시설구역) : 옥내 사무와 거주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

소방학교본관동, 생활관, 후생동, 소방연구소(유보지만 계획), 구급교육관

② 제2구역(훈련시설구역) : 옥내 및 옥외 소방훈련시설 공간

중앙훈련타워, 수난구조훈련장, 특수구조단, 옥외훈련장, 전문훈련시설

* 전문훈련시설은 2단계 공사 사업임

③ 제3구역(119공원구역) : 충혼탑 및 기념 조형물 설치 공간

④ 제4구역(시민교육복합구역) : 시민교육용으로 공동 활용되는 시설 지역

119챌린지시설, 소방박물관(유보지만 계획), 체력단련장

* 체력단련장은 2단계 공사 사업임

⑤ 제5구역(소방지휘센터 구역) : 소방지휘부가 위치한 지역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3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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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치도(안)

A(신설) B(신설) C(현존)

※ 상기 배치는 설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안) 입니다

(단, 전문훈련시설과 119챌린지시설은본과업내용서 1.5.2)에 의해예시위치에배치함)

※ 진입도로(교량)가 아래와 같이 신설예정이므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A : 보행자 중심의 보조 진입로(폭9M 교량) 신설예정

- B : 현재 설치된 교량(C)에서 서측으로 약 67M 이동하여 소방행정타운

주 진입교량(폭 10.4 교량)을 신설할 예정이며 교량과 사업부지는

수평접속예정이므로교량접속부분사업부지의지반고는상향조정예정(3M이상성토)

- C :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며, 가톨릭병원 대지이므로 소방행정타운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⑴ 설계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예정 공정표



- 12 -

c. 용역비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 보안각서

④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⑵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용역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용역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설계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2013년

설계용역관리 편람적용)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

된 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

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주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소방, 전기, 통신, 색채 등)간의 업무범

위와 책임 한계

②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서식1,2,3)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전문분야별 기술자 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는 전문

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도록 작성하

여야 한다.

③ 조경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조

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하

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분야 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⑥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⑦ 설비분야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

계분야의 공조냉동기계 또는 건설분야의 건축기계설비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⑧ 설계품질 보증계획

⑨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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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총 사업비를 벗어나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부실설계,

공사도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초기단계

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 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와 같이 목표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d. 향후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

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e. 부실설계 또는 과다한 공사비 증액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4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및 “설계·감리 등 용

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4호,

2013.04.15)” 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 따라 용역

손해배상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⑩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⑴ 설계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

다.

⑵ 2차 업무협의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고, 이후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

시설계 단계에 따른 절차 등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에도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시

⑤ 기술심의, 디자인심의 등 관련 심의시

⑥ 계약심사시

⑦ 공정보고시(필요시)

⑧ 준공시

⑶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설계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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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⑷ 설계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

(현장대리인 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착수와 동시에 작

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월간보고 : 월 1회 작성

② 주간보고 : 주 1회 작성

단, 수시보고가 있었던 주의 주간보고는 생략이 가능하다.

③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설계자는 설계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⑴ 설계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작성 시 에너지효율등급, 녹색 건축인증, IB(Intelligent

Building)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을 획득하도록 설계하되 사

전 발주기관과 협의 완료 후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인증항목별 등급기준

인증항목 인증등급 비 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인증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

건축물 신축 가이

드라인 참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

지능형 건축물(IB) 인증 1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최우수등급 인증

※ LEED 인증기준 : Silver등급 이상 기준 만족(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

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참고)

⑵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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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설계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하

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 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설계

자의 책임 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

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⑷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사업계획 부서의 설계안 검토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⑸ 인·허가나 협의 승인 시에 필요로 하는 제반 비용의 부담을 설계자가 하여야

한다.

5) 설계 검토 및 기술심의

⑴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4회

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것이므로 설계자는 자문에 필요

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1차 자문회의(용역착수시) : 과업수행계획 제출시

② 2차 자문회의(기본계획시)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사항 (공정20%)

③ 3차 자문회의(실시설계시) : 세부설계 사항 (공정 50%)

④ 4차 자문회의(성과품작성시) : 구조 등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관련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여부 (공정90%)

⑵ 본 과업은 완료 후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자는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

개월 전

②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⑶ 설계자는 필요시 도시기반시설본부 Total Design 자문, 서울시 디자인심의 등

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심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에 대해서는 검토 후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⑷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

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⑹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

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설계자

가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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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⑴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

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

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

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

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⑵ 설계자가 특정제품(공법,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

영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⑶ 정부기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 및 고효

율 인증제품 중 본 과업 특성에 맞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한다.

⑷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⑸ 건축물에 사용하는 자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2013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환경부, 2012.12.)에 의하여 친환경인증자재(환경마크 인

증제품)를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친환경 인증자재임을 표기한다.

⑹ 건축물에 사용되거나 부지에 매설되는 제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 되며, 가능한 친환경 자재의 사용을 고려한

다.

⑺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적용 시에는 사용되는 재료를 구분하여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협의대상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⑻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7)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⑴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시행령 제34조 관련 규정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

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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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신기술, 신공법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용역과업 진행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 건설 신기술 품셈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발행 「건설신기술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아니므로

적용 시 주의를 요함

8) 타 설계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설계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설계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자의 교체

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⑵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

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교체하여야 한다.

10)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⑴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설계공모지침서

② 과업내용서 등

⑵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설계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

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⑶ 상기 자료는 서울특별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infra.seoul.go.kr/field_pds

기반시설건설 → 기반시설소통방 → 현장자료실

11) 품질관리방안

⑴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

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⑵ 품질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⑶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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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질관리 조직표

② 설계 점검 흐름도

③ 점검 시기 및 회수

④ 점검 사항 및 점검 방법

⑤ 기 타

12) 언 어

과업수행상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와 아라비아숫자로

하며 설계서나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13) 기 타

⑴ 본 설계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건설기술 용역업자로 하

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⑵ 설계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⑶ 설계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

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⑷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⑸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의 적정한 소양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부적정할 경우 재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4)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사항이

발생 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 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할 수 있으며, 기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

정지, 설계자의 기술용역 정지, 기술용역의 이행 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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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설계VE 검토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설계에 적용된 재료ㆍ공법ㆍ시방의 적정성

② 설계의 내역누락ㆍ오류ㆍ불분명 및 적정성 등 확인

③ 시공 중 설계변경 사전 예방 조치

④ 기타 필요한 사항

⑵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ㆍ실시하기 전에 검토조직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 실시 최소 10일 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요구자료는 검토조직

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설계도 2. 구조계산서 3. 공사시방서 4. 내역서ㆍ일위대가 및 수량산출서

5. 지반조사서 6.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

⑶ 설계자는 기본설계(중간설계), 실시설계 중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자료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⑴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

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906호 설계도서

작성 기준 및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부분(2013.8)을 준용

한다.

⑵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⑶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1.9 보안 및 비밀 유지

1)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설계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

도록 세심한 주의의 의무를 다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설계자가

지도록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설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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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설계자는 관계 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설계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⑴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보다 합리

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⑵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

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

선 적용한다.

⑶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⑷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

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⑸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⑹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⑺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 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

야 한다.(예산절감에 기여 시 우수건설업체 지정 등에 상신한다.)

⑻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

관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⑼ 이 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설계도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

규격 KSF1501건축제도 통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⑽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906호(2009.9.21.)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거 기본

업무와 추가업무를 정하여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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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 도서를 작성한다.

2) 발주기관, 설계자의 책임 및 업무

⑴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

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

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설계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

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설계

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⑥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

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

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설계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설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설계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

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

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⑩ 설계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

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

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의 수행 중 설계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9절 부정당업자의 제재 및 당사자의 의무, 4. 분쟁의 해결”에 따

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설계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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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⑵ 착 수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착수

후 15일 이내에 설계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⑶ 공정 계획

① 설계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

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용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④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

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⑷ 업무점검표(Check List)

① 설계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

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 각 항목은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

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

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공정보고 시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

되어야 한다.

⑸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

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 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

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⑺ 하도급 사항

① 설계자는 본 용역과업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일

부분이라도 타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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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

a.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b.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c.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③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b.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④ 설계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a.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b.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⑤ 설계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

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3조제3항 ) 이를 어기거나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태만할 경우

에는 발주자가 직불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동의하여야 한다.

⑥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설계자의 책임으로 한다.

⑻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설계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어

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설계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직, 방

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⑼ 회 의

①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설계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며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야 하며,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

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

재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⑽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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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성과품은 발주기관에 최초 제출

설계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 관련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③ 검토 및 승인 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설계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창구

는 단일화 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 유지

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⑾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설계자는 계약 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 시 계약 변경

a. 발주기관은 설계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

할 때는 “b”항에 의한다.

d.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 제21호

(2013.6.19.)]규정에 따른다.

⑿ 발주기관 승인

①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

한 발주기관의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

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영한다.

②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

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⒀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과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 자료(보링 테스트 결과, 지하수위, 토질 시료, 실험

결과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

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는 이를 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설계자의 분석 및 검토

a. 설계자는 성실하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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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를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

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설계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

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

을 제시하여야 한다.

c. 설계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⒁ 기존 시설의 처리

① 설계자는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

토하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나 대지조성 등이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⒂ 공사비와 예산

① 설계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특히 IBS 및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설계자는 설계 용

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

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

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⒃ 설계 자문(발주기관 결정 사항)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서울시 공공건축가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a.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 시민(지역주민) + 공무원 + 전문가

· 전문가 : 건축, 프로그램 운영 등(공공건축가 활용 권장)

b. 설계자문위원회 기능 : 내실있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설계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관련부서(설계·시공·유지관리부서) 합동 검증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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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 시행부서가 별도로 확보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성과품 작성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설계자는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⒄ 설계감리

본 과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

용역일 경우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받

아야 한다.

⒅ 중간 검토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

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따른 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① 시행시점 : 설계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a. 계획설계 완료 후 b. 중간설계 완료 후

c. 계약심사 단계 - 공사계약심사 전 d. 마무리 단계 - 실시설계 완료 후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⑴ 설계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⑵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

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⑶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

도록 한다.

2) 측 량

⑴ 측량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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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⑵ 설계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⑶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주요기기

⑤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⑥ 위치도

⑦ 기타

⑷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⑸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⑹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⑺ 설계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⑻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

다.

⑼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⑽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⑾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

성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⑴ 계획 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

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http://210.90.46.21/seoul15/index.aspx)」에서

지하시설물도를 반드시 확인한다.

⑵ 지하시설물이 집중되거나 관로 접속구간, 직접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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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실시하거나 줄파기등이 어려운 경우 GPR탐사나

전자유도탐사법 등 간접확인 방법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설계변경 또는 준공 시 정산한다.

⑶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

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

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⑷ 이설이 필요한 시설은 관리부서에 이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설시

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장물 이설

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⑸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⑹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반조사

⑴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⑵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심도는 아래(3)항에 따르며,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

의 후 실시한다.

⑶ 설계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조사심도는 풍화암 5m 이상 또는 기반암 2m 이상으로 한다.

② 현장시험(전단파속도)은 1공을 실시한다.

③ 토질시험 중 기본물성시험은 시추공 수량으로 실시하고, 토질역학 시험은

2회 실시한다.

⑷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

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

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⑸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법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하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⑹ 건축물의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개

이상의 NX 보링을 하도록 한다.

⑺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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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승인한 추가조사의 경우 추가경비는 용역준공시 정산 처리한다.

⑻ 지반조사 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

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⑴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

을 위한 계획을 한다.

⑵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⑶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여부를 결정한다.

⑷ 이식수목은 관련부서에서 이식대상지를 확인하고 착공 후 이식시기 등을 협의

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⑴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

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

등, 기타)을 조사한다.

⑵ 계획 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⑶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

운송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⑷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⑴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

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⑵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⑶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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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음․진동대책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

록 공사시방서에 반영한다.

9) 구조물 조사

⑴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

사한다.

⑵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10) 용지 조사

⑴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

야 한다.

⑵ 계획 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⑶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 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 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⑷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⑸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⑹ 폐부지를 조사하여 관련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2.3 기본계획(계획설계) 단계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기본계획(계획설계)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⑴ 설계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

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⑵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는 요구되는 수

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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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계획설계 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설계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⑷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

계에 반영해야 한다.

⑸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

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 기상, 지형·지질, 동·식물, 수리·수문 등

e. 사회적 환경 조건 – 인구·주거, 교육, 교통, 문화재 등

f. 생활환경적 조건-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g.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h.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방침 결정

a. 소방행정타운 운영계획

b.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

c. 요구성능 및 안전성능의 설정

d. 설계 개념의 확립

③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c.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④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⑤ 토목공사 검토 내용

a. 토목 계획의 수립(단지내 도로 및 포장 계획 등)

b. 설계기준 및 조건제시

c. 개략적인 계산근거 제시 : 흙막이 가시설, 포장구조, 오·우수 수리계산

d. 개략 구조계산에 따른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도 및 표준 구조 상세도 작성

e.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2) 착수 회의

⑴ 기본계획 착수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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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⑵ 설계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고서

⑴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⑵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⑶ 내구성 표지로 제본한다.

⑷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공간(면적) 요구 조건

건축물의 각 기능별 소요 공간(면적)의 요구 조건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6) 업무 수행 절차

⑴ 설계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⑵ 문제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

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 문서화 하여야 한다.

⑶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7) 제출도면

제출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중급)]에 의한 계획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기획설계(Master plan)과업에 대한 제출도서는 동 기준 [별표1(Ｉ)]에 따른다

2.4 중간설계 단계

설계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중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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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설계자는 사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본설계안을 준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

비 산출을 포함한다.

⑵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들을 제공해야 한다.

⑶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⑴ 계획설계(안) 세부화

계획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반영하여 계

획설계안을 더 세부적으로 설계한다.

① 건축규모

② 평면 및 입면, 단면 계획

③ 동선계획

④ 교통처리계획

⑤ 방음대책

⑥ 배수계획

⑦ 구조물 형식 및 공법

⑧ 설계하중

⑨ 구조물설계 및 연약지반설계

⑩ 시공계획

⑪ 유지관리계획

⑫ 지장물현황

⑬ 민원유발사항 검토

⑵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a. 외장재의 내식성, 내구성 검토

b. 칸막이벽의 가변형 벽체 사용의 적정성 검토

c. 바닥재의 유지관리의 용이성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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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토사운영, 굴착계획(흙막이 가시설 및 계측 포함), 포장계획, 상·하수도 계획

검토

⑨ 지하매설물(상하수도, 한전, 가스 등) 이설 및 보강공법 비교검토

⑩ 지역사회 및 주변교육기관과 연계방안 모색

⑶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및 대체에너지 설비계획(관계규정에 따른 비율 의

무 적용)

⑬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13. 5. 8) 반영

⑭ 수요자의 요구사항 종합 및 책정

⑮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⑷ 기 타 (추가용역)

①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 변경의 처리 사항

⑤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⑥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⑦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⑧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⑴ 기본계획 착수시 사업 관련 분야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⑵ 설계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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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 도면

제출도면은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에 의한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5 실시설계 단계

설계자는 기본계획(계획설계) 및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⑴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⑵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

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⑶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⑷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

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⑸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

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

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⑹ 설계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

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

정한다.

⑺ 비상사태 발생 대비 피난 시뮬레이션에 의한 피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⑻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②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③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④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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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내용

⑴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⑵ 조건 설정

①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⑶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⑷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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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⑫ 각종 설계 등의 조정

⑬ 각종 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

⑸ 기 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설계

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3)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⑴ 대지의 현황

⑵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⑶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⑷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존재여부(기존 시설의 철거 등)

⑸ 기존 공급 시설

⑹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⑺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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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종 성과품의 제출

설계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 간 간섭되는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

다.

⑴ 설계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

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⑵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설계자가 책임진다. 설계자는 입찰단

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6) 시방서

설계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관계 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

기준, 공사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전

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

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7) 공사비 산출

⑴ 설계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VE 등의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

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설계자는 비용 절감

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설계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⑴ 설계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⑵ 설계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

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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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업무

⑴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관련기관 업무 협의, 협의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

행 및 관련 대리 업무

⑵ 조감도

⑶ 색채디자인 및 CI 계획 (내․외장 주요자재)

-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제출

-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중간설계시 시안(채

색시안) 제출 및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검토 받도록 구체적으로 과업내용

을 표기

(4)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 설계(공사비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5)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업무

(6)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조사․기획업무

⑴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⑵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 책정 예산을 고려하여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공사

금액 산출에 대하여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수시 협의 한다.

⑶ 부지측량, 지반 조사를 한 후 결과물(조사보고서, 기획 설명서)을 제출한다

3) 특별업무의 수행

특수 분야의 평가 및 각종 건축물 인증 관련 업무 수행

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업무 수행

⑵ 녹색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
IB(Intelligent Building)인증 업무 수행

① 인증항목별 등급기준

인증항목 인증등급 비 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인증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

건축물 신축 가이

드라인 참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

지능형 건축물(IB) 인증 1등급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최우수등급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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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D 인증기준 : Silver등급 이상 기준 만족(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

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참고)

3. 기술지침

3.1 공통지침

1) 설계방향

⑴ 은평재정비촉진지구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소방학교 등의 업무의 특수

성에 적합한 교육․훈련으로 전문 소방인재를 양성하며, 선진 교육․훈련 시

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소방행정타운의 기능과 역

할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 건립을 목표로 한다.

⑵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이며 친자연적으로 계획하고, 단지가 계곡

과 경사지에 위치한 입지임을 감안 사면의 안정 및 수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⑶ 시설물의 배치․외관 계획, 세부시설별 건물 내 위치 계획, 도로계획, 보행동

선계획, 조경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기본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포함)에

서울 소방행정타운의 비전과 건설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① 세계 최고수준의 소방교육훈련시설

a. 안전정책 수립․조정, 재난대응인력 양성, 재난대응 전문기술 습득, 재난

상황관리 등 재난관리 전단계의 원-스톱 행정허브를 구축한다.

b. 교육시설 여건 상 소방공무원 기본교육 중심인 현 소방학교 운영 시스템

을 종합교육체제로 개편한다.

c. 전문교육 공급역량을 증강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민간기관(업체), 시

민 및 외국 소방에 교육시설을 개방한다.

② 효율적인 통합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분산되어 있는 정책수립․조정기능(소방재난본부), 교육훈련기능(소방학교),

상황관리기능(종합방재센터)을 소방행정타운에 집결시켜 기능 상호간의 협

업을 강화시킴으로써 정책의 실용성 강화, 전문 소방인재 양성, 효과적인 지

휘, 상황관리 효율화 등 통합재난관리시스템의 표본을 제시한다.

③ 인력과 자원의 통합관리로 행정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소방행정타운 입주기관 보유․인력과 장비의 합동 운용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관리의 저비용 고효율화를 극대화 한다.

④ 수요자 중심의 소방서비스 공급 및 새로운 기능의 창출

어린이,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험․교육 시설을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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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친화적 종합 안전문화공간을 창조한다.

⑤ 시설별 독립성과 유기적 연결성을 고려한 소방행정타운 조성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공간을 구성하고 교직원․일반직원들과 학생 및 일반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⑥ 공간적 유연성과 쾌적성 실현

a. 인력변동에 따른 사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인원, 교육정

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단위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b. 획일적인 사무 및 교육·연구공간을 탈피하여 다채롭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쾌적한 교육·연구·지원 환경을 조성한다.

⑦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 구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친환경 시설로 계획하

고 유지관리비용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소비와 생태적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 소비형태의 에너지 절약계획을 수립한다.

⑧ 소방행정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상징성 확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소방조직의 정체성이 형성․강화

되는 소방인의 산실을 구축한다.

2) 일반조건

⑴ 본 사업과 관련 상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평재정비촉진계

획 등)과 당해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환경, 교통, 경관, 문화, 민원) 등을 충분

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⑵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및

내수성능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입찰자, 실시설계자, 설

계자의 검토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⑶ 청사는 국민의 공공시설로서 친숙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

러 가지 용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및 조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설계자는 설계 업무 등의 이행에 있어 이 지침에 따라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소정의 강도,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청사는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는 가운데 각각의 용

도가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현시점에서의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청사시설의 사용 연한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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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청사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요청의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① 공공성의 확보(그곳에서 행해지는 업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및 건

축 공간의 이용 특성면에서의 공공성)

②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 시민에 대한 편익 시설을 선별하여 공간 서비스적

차원에서의 제공

③ 시민 여론의 수렴장이 될 수 있는 이벤트의 활성화와 그를 위한 시설 계획

④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기구 조직의 편성과 공간 배분

⑤ 행정의 근대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 환경의 구성

⑥ 행정권한의 분권화에 의한 조직 및 인사를 원만히 수용하는 공간 계획

⑦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시민요구의 반영을 위한 공간 확장성 및 융통성 고려

⑧ 지역개발의 중심과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복합화 고려

⑨ 지역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입지성과 상징성의 향상

⑩ 행정업무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 본 기준의 적용에 있어 지역적․특이적 조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반조건에

맞게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설계의 획일화, 고정화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⑹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관계법규, 규정, 지침, 조례 등과 정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본 설계지

침에서 규제한 기준 동등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

이 강화된 것을 따르도록 하고, 지침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의 적용순위는 일

반지침, 기술지침 순으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찰일 기준 관

계법규 등의 개정 공고 시 개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설계자는 설

계와 연관된 관계법규 개정안 시행공고 및 시행예정일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되 개정 규정이 있는 경우 보완한다.

⑺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ㆍ공법은 최소한의 기준

을 명시한 것으로 제시한 기준의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하여 반영한다. 특수자재,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설명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

관의 기술검토서 및 시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

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⑻ 모든 문서, 도면, 지침서 및 기타 서류는 별도 합의 또는 지시가 없는 한 한글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단위는 국제단위계인 SI를 적용하며, 배관 등 특수한

경우에는 MKS, CGS 단위를 병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명확한 의미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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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문기술용어는 외국어로 명기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⑼ 설계도서는 단위공사별로 작성하되 건축, 구조, 기계(소방기계포함), 전기(소방

전기포함), 정보통신(IBS포함), 토목, 조경, 기타 분야별로 긴밀히 협의하여 기

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⑽ 정보화,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설비계획, 스마트 그리드

기반 에너지 절감계획을 표현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설계 및 유지관리상의

각종자료를 사전 검토하여 반영하고 설계설명서에 그 내용을 명시한다.

⑾ 기타, 시설 사용 및 유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적으로 조

사하여 과업내용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발

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검증, 추가 등 모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또

한 과업내용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용도에 최적의 기능

유지 및 건물의 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⑿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

록 설계하여야 하며,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이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반영한 설계가 되어야한다.

⒀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적용기준

⑴ 설계의 내용은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⑵ 설계의 내용 및 방법은 정부, 학회, 협회, 정부투자기관(이하“정부 등”이라한

다) 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⑶ 사용자재는 공인된 해당 관련 협회, 연구소 등에서 인증된 품질 성능이 보증

된 것으로서 공사 시행 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것을 선택하

며, 투자비, 내구연수, 유지관리비 등을 생애주기비용(LCC)과의 비교분석을 통

하여 투자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⑷ 안전에 관계가 있는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은 반드시 조건 또는 사전 변경 등

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성 이상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⑸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 법규, 각종 시방서 및 기준은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시방서, 기준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신기술의 도입

⑴ 설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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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건설

공사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 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

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

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

토)

⑵ 본 설계에 제 3자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설계자가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의

획득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⑶ 특수자재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

는 경우 설계 설명서(기본설계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

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및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

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

항목은 KSF1010(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분류)에 따른다.

* 공인기관이란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 국토교

통부 산하의 연구원, 국토지리정보원, 대한토목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

기협회, 한국광기술원, 한국제품안전학회 등 국·공립 연구소 등을 말한다.

⑷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또는 건설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5) 성능기준

본 건물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되는 성능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⑴ 구조안전성능

①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하중 및 지반조건보다 안전하여야

한다.

③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내진성능, 내풍성능, 내설성능, 내

충격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제반 안전규정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하는 구조는 설계 기준에 의한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내구성능

① 구조물의 구조 설계 시 기준이상의 내구연한이 확보되고 각 기준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한다.

② 본 건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역학적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습기, 불, 화학성 물질, 해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소정의 내구성

이 확보되도록 한다.

③ 부식성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절한 방청처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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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④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공법을 적용 한다.

⑤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한 예방조치(필요한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내구성 마

감재 붙임 등)를 하여 구조물이 쉽게 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재 등은 부위 및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내구성이 높은 등급(KS

기준)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⑦ 습기가 많은 위치 또는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철제품은 부식방지가 되

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시설은 접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⑧ 구조물과 연결되는 각종 설비의 연결은 부등침하 등에 대비하여 Flexible

Joint 등을 마련한 실시설계가 되도록 한다.

⑶ 일상안전성

①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은 물론 일상적인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주

의에 의해서 추락, 넘어짐, 부딪힘, 끼임, 화상, 감전, 가스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난간 및 계단 등은 추락, 전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부착물은 일상적인 사용에 의하여 탈락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준한다.

⑷ 방화 안전성능

① 구조물은 내화구조로 하며, 소방 관계법령에 따른 소방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② 사용자재는 가연성이 아니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정의 연소방지 및 방염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과 화재로 인한 연기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난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필요한 경보, 유도, 피난, 방연, 배연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소방관련 제법령 준수)

⑤ 각 방화구획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방화구획과 수평적으로 인접 배치되어

서로간의 이동경로가 제공되어야 할 뿐 아니라 피난경로와 직접적으로 연결

되도록 한다. 단, 한 개의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층의 경우에는 피난경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⑸ 단열 및 보온성능

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값 이상의 단열성능이 확보되어야 하고, 단열 및 보

온구조는 열 교환 및 내부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 및 보온재를



- 46 -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열 및 보온재는 내화성․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내습 및 내수가 가능한 재료로서 같은 종류일 경우에는 그보다 상급품을 사

용해야 한다.

③ 외기(부) 및 지중에 접하는 모든 부위(천정, 슬래브, 벽, 바닥, 보 하부 등)는

단열시공 하도록 하며, 건물의 기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능 이상의 기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창호는 기밀재료로

설계하도록 한다.

⑹ 통풍, 채광 및 환기성능

① 실마다 실의 용적 또는 최대 사용인원수 및 용도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

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열회수가 가능한 전열교환기의 설치 또는 데시컨트

공조기술 등 최적의 공조방식을 적용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면

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환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실(창고, 주방, 전기실, 기계실, 전산실, 통신실 등

설비관련실과 용도상 자연환기가 곤란한 실을 제외한 모든 실)은 가능한 자

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하층의 환기 역시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하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주방 및 식당 존의 환기, 공조설비 및 배기장치는 조리 시 발생하는 음식 냄

새가 타 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적절한 주방배기방식을 선정하고, 대상실의

급배기 풍량에 따른 에어 밸런스를 고려한 적절한 성능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⑤ 건물주변에 형성되는 바람의 풍속과 풍향을 바탕으로, 부지 내의 기류흐름

및 건물외벽에 작용하는 풍압분포를 분석하여 건물의 자연환기성능을 최대

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대지가 동향으로 놓여 있는 대지상황을 감안하여 각 시설의 기능을 검토하

여 내부공간에 충분한 자연채광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⑺ 결로 방지성능

① 본 건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표면결로 및 내부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지하층, 주차장 상부 및 외기에 면하는 상부 슬래브, 외기에 접한 계단 실,

외벽 및 창호는 결로 및 누수의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⑻ 음에 관한 성능

① 실 및 용도별로 적당한 실내 음향조건이 갖추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주요

로비, 강당, 회의실 등 필요시설은 음향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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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필요한 차음, 흡음, 방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실 간에는 이웃 실의 음이 서로 전달되지 않도록 차음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강당, 회의실 및 중앙훈련타워 다목적훈련장은 실용도에 적합한 음향조건이

갖추어 지도록 실의 구조 및 마감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④ 엘리베이터 홀에는 외부요인(바람, 공조 설비 등)에 의한 양압에 의해 발생

되는 풍절 음이 최소화 되도록 도어 적용 시 이를 반영토록 한다.

⑼ 방수성능

① 본 건물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되지 않아야 한다.

② 방수재료 및 구조는 지리적 또는 기상 환경에도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이

어야 한다.

③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의 발생 및 시공조인트, 신축줄눈,

이중구조간의 연결부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 동에 견딜 수 있는 신축성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④ 배수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여야 하며, 드레인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방수재료는 산성비 등에 대하여 내식성, 내구성이 우수한 것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지붕 및 지하 구조체에서 누수 발생 시 합리적인 비용과 공법으로 완전보수

가 가능한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 시공된 방수층은 충분히 보호시켜 방수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⑽ 사용편리기능

① 용도 및 기능상 서로 연관성이 있는 제실은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배치계획

하여야 한다.

② CI(Corporate Identity)계획을 통해 이용자가 시각적으로 원하는 장소를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구 및 설비 등은 사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기구 및 비품(각종사무기구 등)에 대한 배치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⑾ 유지관리기능

① 각 시설․건물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 관리주체 등으로 분리하여 모든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②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며,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벽체 마감의 경우 일부분 손괘 시 필요부분에 국한하여 교체 또는 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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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형태의 재료를 선정한다.

④ 각 시설 및 설비별로 장비반입구 및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통로(Catwalk,

사다리 등 포함), 작업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⑤ 층고가 높거나 접근이 곤란한 부위에는 이동(수직․수평)형 점검대를 계획

하여야 한다.

⑥ 배관, 덕트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구조설계 시 적용된 적용하중을 명시하고 각종 마감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

를 수시로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통로 또는

마감방법을 강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⑧ 기계, 전기, 발전기실의 각종 장비의 유지관리가 쉽도록 장비 이동 동선을

반영해 확보하고, 동선에 따른 장비반입(출)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⑨ 건물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 반영한다.

⑩ 건물유지관리를 위한 LCC비용산출서, 유지관리지침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⑪ 사용주체 및 요금부과별로 에너지사용량의 계량(유량계, 열량계 등) 및 원격

검침을 계획한다.

⑿ 방범 및 보안

① 소방행정타운 내 시설별, 각 실의 기능에 따른 개별 및 통합 제어가 가능하

도록 분리하여 방범 및 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자체 보안시설인 물탱크, 정수장, 펌프장 등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환

실, 전산실, 기계실 등은 제한구역으로 보안계획을 수립한다.

③ 교직원․일반직원, 학생 및 방문객 공간을 고려하여 보안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④ CCTV, Security Zone의 별도구획, 부지경계 울타리 및 주출입구에 대한 경

비계획, 이중문설치, Card Key설치 등 첨단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서 효율

적이고 안전한 방범 및 보안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부지경계 울타리는 출입 통제 기능을 고려하여 자연친화형으로 계획한다.

⑥ 1층 창호는 방범 상 필요부위에 미관 등이 고려된 방범시설을 계획하고, 외

부로 통하는 주·부 출입구 및 각층의 계단실, 공용홀, 공용복도와 연결되는

출입구 및 창호는 방범장치를 설치한다. 출입을 위한 잠금장치(시건장치) 등

을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⑦ 강재 창호 및 부속철물, 잠금장치(시건장치)는 내구성과 보안성을 고려한다.

⑧ 건물의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잠금장치(시건장치)는 관리실(관리자가 상

주하는 장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⑨ 「건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설계 가이

드라인(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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⒀ 경관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① 건물의 내․외부는 시각적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려야 하며, 공공건물로서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② 건물의 외관, 옥외 시설 및 조경은 주위 경관과 어울리게 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내․외부디자인 및 옥외 시설물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계에 포함시

켜야 하며, 디자인 및 색채, 사인시스템(Sign System) 계획에 대한 결정은

색채 및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a. 실내․외 색채계획

b. 사인시스템(Sign System)계획

㉠ 내 ·외부 각종 안내판

 방문객 및 이용자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

는 동선 상에 설치한다.(종합배치도, 각 건물현황도 및 층별 배치도, 진

입로, 각 건물 주출입구 및 유도방향, 타운 내 주요장소 등으로 구분)

 각종 안내판은 식별성, 대표성이 있는 문자체를 도입하고 통일성을 유지한다.

 각종 안내판의 디자인은 시각적 인지성은 물론 필요한 부분에는 청각과

촉각에 의한 인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반영한다.

 각종 안내판의 재료는 스테인레스 등의 내구성, 내부식성을 지닌 재료

로 계획하며, 규격 및 글씨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내부 종합안내판은 내부 안내사항을 명기하여 출입구에서 인지성이 양

호한 장소에 설치한다.

 외부 종합안내판은 안내지도(건축물, 도로, 기타 주요 시설표기)를 명기

하여 보행자의 인지성이 양호한 지역에 설치한다.

 시설표지판은 통행인이 현 위치를 인지할 수 있는 결절점에 주요시설의

명칭, 방향 등을 표기한다.

 유도표지판은 출입구 부근 보행자 및 차량에서의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소방행정타운의 상징성과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이미지로 계획하고, 인

간 척도에 맞는 기준으로 제작 ·설치한다.

㉡ 층별 표지판 및 실 명찰

 동별 로비에 전자게시판(홍보,안내)을 설치한다.

 건물 각층에는 층별 표지판(홀 및 계단실)을 설치한다.

 각 실의 출입문에는 문을 열어두었을 때에도 잘 보이도록 실 명찰을 설

치한다.

 각종 표지판의 설치위치, 재질, 규격 및 글씨 등은 시공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c. 일반 편의시설물 디자인 및 배치계획에 있어 가로등, 파고라(Pergol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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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Bollard), 음수대, 벤치, 공중전화 부스,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분리

수거함 등을 계획한다.

d. 외부공간의 가로와 광장의 포장패턴 디자인 및 재료계획

④ 로비, 화장실 등은 개방성, 실의 특성, 미적성능, 쾌적성, 내구성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⑤ 미관을 위한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장애인 이동 및 접근에 방해가 되거나 어

린이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⒁ 초고속 정보통신건물(본관동)

다양한 전산 서비스와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

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본

관동)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⒂ SI (System Integration)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업무 및 교육 능률 향상과 건물

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Item을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① 빌딩자동화(BA)

a. 빌딩자동화시스템은 인터넷상에서 필요부분에 대한 감시제어 및 비상경보

가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b. 기계(소방기계포함)ㆍ전기(소방전기포함)ㆍ정보통신 등의 관리가 상황실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항   목 내    용
FMS설비(Facility Management System)

- SI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 관리 및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기계제어 - 쾌적한 공조환경 조성과 기계설비 자동운전에 의한 에너지절약
- 시스템 호환 적용으로 공조기기 등이 연동되도록 함.

전력제어
- 수ㆍ변전설비의 원격제어감시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임.
- 디지털 제어기+디지털 미터기 적용
- 설비제어 시스템과 상호 호환 가능

조명제어 - 분산제어 방식 및 스케줄 제어로 에너지 절약
- 조명제어 시스템 적용

통합방범 - CCTV 카메라에 의한 출입구 및 주요지점 감시
- 출입통제 : RFID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출입관리

전관방송 - 일반방송, 비상방송, 용도별 회로 구분 
- 비상방송과 A/V설비 연동

승강기 관제 - 승강기의 운전 상태를 원격 감시 제어하여 효율적인 운전수행
주차관제 - RF-Tag 인식기, 만차표시, 차량안전유도 등
방재센터 - 각종 설비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 및 효율적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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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무자동화(OA)

항   목 내    용
사무자동화 - 통합배선 및 유ㆍ무선 랜(LAN) 구성
정보안내 - 학사과정 및 교내행사에 대한 정보시스템 연계

- 사무자동화시스템과 연계한 다양한 정보 제공

③ 정보통신(TC)

항   목 내    용

전화교환기
- IP 텔레포니 기반의 다기능 교환기 설치
- ARS, VMS 기능 및 주변장치와의 연계
-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여 각종 이용자 서비스 제공

통합배선
- 음성 및 데이터 회선 통합관리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1등급 기준 이상의 시설(본관동)
- 사무실의 이전ㆍ재배치를 고려한 선형배선시스템
- 대용량 정보를 수용, 전달하는 통신망 제공

CATV - 공시청방송, 위성방송 수신
- 케이블TV 수용, 구내전파

A/V - 대강당, 일반·국제회의실의 원활한 회의 지원을 위한 영상, 음향, 
무대조명설비 구축

④ 건축환경(AE)

항   목 내    용
Access Floor - 안정적인 배선망과 쾌적한 근무환경 구축(적용실에 한함)

- PC사용 업무 공간 도입

누수대책 - 정보통신 관련실 OA 또는 Access Floor 하부에 결로수가 
누출될 때 이를 자연 구배로 처리

6) 사전조사사항

⑴ 설계 착수 전 계획부지에 대한 입지여건, 토공사, 구조물 공사, 배수조사, 인·

허가 여건, 가설공사, 지구단위계획, 지역 상세계획 등 본 공사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분석 및 추가로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조

사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① 지질조사 및 지하수위 조사

② 부지현황 확인 측량 조사

③ 부지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 확인 조사(건축물대장, 사진․비디오 촬영 포함)

④ 부지주변의 진입도로,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전기선등의 인입 시설물 또

는 기반시설 조성계획 등

⑤ 건설공해로 인한 민원 유발 및 재해 발생 가능성

⑥ 환경오염 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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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⑧ 사토장, 토취장, 유용토 발생 시 적치장 현황 및 운반로 조사 등

⑨ 기타 대상 부지에 대한 각종 법규, 규정, 규제사항 등

⑩ 대지 내 수림, 녹지현황 및 경관 등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⑵ 본 과업내용서 내용 외에 추가로 필요한 기관별 실별 조건, 기능, 특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설계한다.

⑶ 지반조사 보고서는 기초설계에 필요한 현장시험, 측정,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등을 시행한 조사내용과 시험결과 및 기초형식 선정이유, 허용지지력 계산근거,

성절토의 안정계산, 연약층의 유무판단 및 대책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⑷ 소방행정타운의 기능, 역할, 특성 등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7) 기타 설계자료

⑴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 전 반드시 분야별(건축, 기계(소방기계포함), 전기(소방

전기포함), 정보통신, 토목, 조경 등) 사전조사를 통하여 각종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예상 용량을 파악하고 계산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⑵ 실시설계자는 실시설계 초기에 기본설계안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⑶ 시설별 층별 구분, 용도별 면적 등 세부사항 등은 붙임 1 “시설규모 및 용도별

공간계획(안)”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3.2 일반지침

1) 일반사항

⑴ 계획의 목표

세계일류 소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추적 교육․훈련․연구시설 및 서울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갖추고 은평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환경 및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친환경 교육 ·훈련․연구시설 건립을 목표로 한다.

⑵ 계획의 기본방향

① 소방 핵심 시설 집합체로서의 상징적 디자인

a. 장래 1일 최대 소방행정타운 내 활동 인원 및 행사시 방문자 수를 수용하

는 규모 및 교육생 대부분이 합숙 · 단체 생활을 하는 소방교육의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세계 일류 소방학교(소

방행정타운)로서의 상징성 및 정체성을 표현한다.

b.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상

징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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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별 성격에 근거한 독립성 및 연계성

a. 교육·연구시설, 훈련시설,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이 복

합된 교육·연구시설로서 기능별 독립성 확보와 상호 유기적 연계 및 접근

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b.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직원, 일반직원, 교육생 외 방문객 이용시설과

교직원 및 교육생 이용시설을 적절하게 집중 또는 분산배치하고, 시설별

특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향후 변화를 고려한 융통성 및 가변성

추후 수용인원의 증가, 기존시설 수요증대, 신규시설 확충 등 장래 여건변화

와 용도변경 등에 대비하여 각 분야별(건축, 구조, 기계(소방기계포함), 전기

(소방전기포함), 정보통신, 토목 등) 융통성 및 가변성을 고려한 계획이 되어

야 한다.

④ 외부공간의 다양성

a. 공간흐름의 연결은 교육․훈련의 기능을 고려하되 시설물 성격에 적절한

외부공간체계를 형성할 수 있게 배치한다.

b.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주위경관과 조화되는 외부공간을 계획하여

반영한다.

⑤ 소방행정타운 코어의 형성

a. 대지의 인위적인 축을 부여하고, 이 축을 중심으로 소방행정타운 코어를

형성하여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 지휘체계와 협업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b. 주 진입(출)동선과 연관된 진입(출)축을 고려하여 건물의 배치를 계획한다.

⑥ 공간의 위계질서

a. 소방교육의 특성상 집체적 교육으로 행동의 단일화가 요구되므로 공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 (예시) 주 진입로를 기준으로

- 하구간 → 소방행정 및 지휘 Zone

- 중구간 → 시민 안전교육 Zone

- 상구간 → 소방교육․훈련 Zone

b. 다수 인원의 집중 및 확산에 대비하여 각각의 공간별 성격과 특수성을 고

려한 공간계획을 하여야 한다.

c. 대지 및 건물, 훈련시설물의 입체적 구성을 고려한 건축 및 시설물 배치를

계획한다.

⑦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성과 공익성

a. 지역주민 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시설환경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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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역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시설의 일부분을 지역 사회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되 소방학교(소방행정타운) 고유의 시설과는 동선이 구별

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에너지 절약형 소방행정타운

a.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절약형 건물을

계획한다.

b. 주변 자연적 대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에 가까운 생태적 기능을 가

지는 자연 친화형 소방행정타운을 계획한다.

c. 시설물의 냉난방 방식은 지역냉난방 공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공급 가능

한 경우, 자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하여 제안한다.

d.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를 계획하고 시스템을 반영한다.

⑨ 합리적인 유지관리

a. 사용자재 및 설비는 장시간 경과 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각종설비의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적정 공간이 확보된 계획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c. 신공법 · 신자재 사용 등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고려하여 계획하

고, 기능인력 및 자재수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법을 적용하

여야 한다.

d. 각 시설별 동선의 흐름이 원활하고, 독립적으로 운영 시 유지관리 인원 수

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⑩ 기타

a. 국제회의실, 대강당, 119챌린지시설 등 일반시민 이용 가능 시설과 교직원

및 교육생 이용 전용시설은 각 시설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인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로 나누어 적절히 배치한다.

b. 주요실에 대한 실내마감은 각 실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c. 독창성, 예술성 등이 부여된 건축 디자인을 제안한다.

2) 주요시설 배치계획

⑴ 소방행정타운의 배치형태는 부지의 특징과 소방학교, 중앙훈련타워, 특수구조

단, 전문훈련시설, 옥외훈련장, 119챌린지시설, 소방재난본부 등이 갖는 상징

성, 각 시설로의 진입,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⑵ 각 건물의 배치계획은 본래 기능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훈련시설, 지원시설, 부대시설 등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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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망과 일조권 확보, 경관 고려, 시설의 고유기능 등 특성을 감안한 배치계

획을 수립한다. 또한 부지의 레벨차를 고려하여 각 건물의 기준층 계획고를

건물간의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 계획한다.

⑶ 생활관과 후생동은 별동으로 설계하되 연결통로 등을 설계하여 내부사용 편의

성을 높이도록 계획한다.

⑷ 소방학교 내 각 시설은 그 기능에 맞도록 별동으로 계획하되 이동 동선이 최

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⑸ 건물별 기능에 따라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하되, 건물설계면적은 시설물(훈련장

등)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설계하며, 기능별 분리에 따른 최소한의 건물 바닥면

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일부 건물을 통합할 수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

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⑹ 주요 시설 배치계획

① 주요 시설은 1단계 사업으로 소방학교(본관동, 생활관, 후생동, 구급교육관,

중앙훈련타워, 수난구조훈련장, 옥외훈련장, 119챌린지시설, 안내동), 특수구

조단(청사, 인명구조견사) 및 119공원(가칭), 소방연구소, 2단계 사업으로 소

방학교(옥외 전문훈련시설, 체력단련장(운동장)) 및 소방박물관, 3단계 사업

으로 소방재난본부 및 종합방재센터 통합청사로 구분되므로 각 시설별 사업

시기와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히 분산, 통합 배치한다.

② 위 ①항의 사업시설과 연계하여 소방연구소(1단계) 및 소방박물관(2단계),

119공원(가칭) 건립을 위한 유보지를 계획한다.

③ 소방학교의 본관동, 소방연구소 등은 독립성과 정숙성을 유지하면서 부속건

물과의 동선 체계가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④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19챌린지시설을 제외한 1․2단계 사업시설은 상

호 연계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옥외 전문훈련시설과 119챌린지시설은 부지 남측의 계곡부분에 배치하되 독

립적 공간으로 계획하여 반영한다.

⑥ 주변지역의 녹지 흐름과 경관축을 살릴 수 있고 주변 산세의 흐름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주민개방시설인 119챌린지시설, 체력단련장(운동장) 지역주민들의 이용 편의

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소방교육․훈련 전용시설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

획하여야 한다.

⑧ 지형지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정한 LEVEL 계획을 하여야 한다. 부지는 최

대한 자연지형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훈련장, 체력단련장(운

동장) 등 불가피하게 인공적인 부지조성을 할 경우에는 자연환경이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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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용인원의 증가, 기존시설 수요증대, 신규시설 확충 등 가변성 있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되어야 하며, 차량과

보행 동선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며,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⑩ 배치계획 시 건물의 높이, 규모, 균형, 정면성 등의 미적 안정감과 채광 등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⑴ 부지 내 외부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서울 소방행정타운의 상징(랜드마크)

이 될 수 있는 공간 또는 시설 설치를 계획한다.

⑵ 차로 등의 통로, 보행로, 휴게공간 등 옥외활동공간, 조경식재공간, 옥외주차장

등 외부 공간 계획 시 토지이용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⑶ 차량의 부지 내 진․출입은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변교통체

계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대지 내 녹지 및 휴게공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⑷ 부지 내에서는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행자 동선을 우

선 고려하여 시설 및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⑸ 부지 내의 녹지 및 휴게공간은 방풍, 방음, 녹음 등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

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계획에 반영한다.

⑹ 부지 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태공간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⑺ 계곡 등 수계분석 및 자연생태 환경을 고려한 물요소 도입 및 소생물 서식처

조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4) 옥외시설물 계획

⑴ 옥외훈련장

① 각종 훈련, 소방자동차 운전실습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 시설규모는 6,000㎡ 이상으로 하되, 규모는 부지여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소방자동차 운전실습을 위해 T자형과 S자형 및 ┒자형, 언덕과 내리막길 및

평지 주행코스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도로 폭은 6m, 왕복 2차로로 계획하

고 1개 차로의 폭은 2.75m 이상 3.0m 이하로 계획한다. 다만, 경계석 등의

장애물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③ 각종 행사 시 VIP 및 행사차량이 직접 연계되도록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계

획한다.



- 57 -

④ 훈련자 대기석(관람석) 및 캐노피의 규모는 부지여건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스탠드 형식으로 하고 FRP 재질 등의 의자를 설치하며, 훈련장의 바닥 재

질은 아스콘 등 중량의 소방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훈련 및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음향시설을 계획하여 반영한다.

⑥ 적정 위치에 VIP 전용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야간훈련이 가능한 수준의 조명

시설을 계획한다.

⑦ 훈련에 지장이 없는 적정 위치에 소방차량 펌프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저수조

1개(가로 1.5m × 세로1.5m × 깊이 1.5m)를 동결 방지 심도 이하로 매립하고,

급수배관은 옥외소화전과 연계하여 설계하고, 자동배수 가능한 구조로 계획한

다.

⑧ 훈련에 지장이 없는 적정 위치에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

방방재청 훈령 제352호) 제19조 제2항에 적합한 맨홀사고 인명구조 훈련시

설물을 계획하며, 서울시의 핵심기반시설인 지하공동구에 대한 훈련시설을

맨홀사고 인명구조 훈련시설과 인접하여 설계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수난구조훈련장

① 수상구조훈련용 수영조와 수중구조훈련용 수영조로 구분하고 바닥면은 미끄

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며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훈련장의 필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중 수영장업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수영조의 규격으로 수상구조훈련용은 길이25m, 폭 9m, 깊이1.2m∼ 1.8m, 수중

구조훈련용은 길이 8m, 폭 6m, 깊이 5m로 구분하여 계획하고 수영조 간에는

지하수로로 연결시키되 평상시에는 완전 차단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④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에는 1.5m이상의 통로를 확보하되 수영조 사이의 통

로는 5m 이상으로 계획한다.

⑤ 수중구조훈련용 수영조 주위에는 익수방지용 핸드레일 등 안전시설을 계획한

다.

⑥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하고, 향후 실내형 변경 등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설 주변에 여유부지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⑶ 119챌린지시설

① 부지지형과 각 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남측 계곡지형을 이용하여 소방

학교 전용 시설과 분리하여 배치한다.

② 위치는 일반 시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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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계획하고 세부시설은 붙임 3 “119챌린지시설 설치계획(안)”을 참고하되

기능과 활용도가 더 우수한 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안한

다.

③ 설계자가 발주기관에 제안하는 시설은 반드시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시

설이어야 한다.

⑷ 119공원(가칭)

① 119공원(가칭)은 순직 소방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의미와 시민을 위한 복지

(휴식)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유보지를 계획한다.(대지조성 및

잔디, 초화류 파종 등 마감면 처리는 맨 흙이 노출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계획)

⑸ 전문훈련시설

① 부지지형과 중앙훈련타워 위치 등을 고려하여 남측 계곡에 옥외 전문훈련시

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유보지를 확보한다.

② 추후 설치 예정인 훈련 시설 인근에 소방방재청 고시『상수도소화용수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적합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와 액화석유가스

(LPG) 공급배관 설치가 용이하게 계획한다.

③ 추후 설치 예정인 훈련장은 붙임 4 “전문훈련시설 설치계획(안)”을 참고하고

훈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감도에 배치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⑹ 체력단련장(운동장)

① 부지지형과 각 시설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2,000㎡ 이상의 체력단련장(운동

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보지를 확보하되, 규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② 트랙은 부지여건에 따라 규모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계획한다.

③ 유보지의 위치는 교육생의 체련단련과 일반 시민의 이용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운동장 바닥은 인조잔디, 트랙은 우레탄으로 계획하며 조감도에 배

치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소방기술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행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령대 및 음

향시설과 야간훈련이 가능한 수준의 조명시설 설치를 계획한다.

⑤ 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관람석과 캐노피를 반영하여 계획한다.

⑺ 주차장

① 주차장은 본관동 지하와 지상에 적절하게 설치하되 VIP, 외래강사 및 장애

인 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법정 주차대수의 20% 내외를 본관동과 근접하

여 배치한다.

② 주차장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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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소하천

① 부지 외곽 소하천의 선형을 최대한 유지하고 소하천 주변을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계획한다.

② 소하천의 변경(법적 허용범위 외)이 있는 경우 소하천 정비법에 의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부지가 소하천과 접하는 부분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되 안전성, 개방성 및

미적 안정감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⑼ 산책로

부지 내 외곽을 따라 부지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를 계획하여 반영하

되 주변 환경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⑽ 기타

① 파고라, 벤치 등 휴게공간을 옥외시설물 등 필요시설 주변에 적절히 배치하

여 소방행정타운 이용자의 정서함양 및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

② 부지 내 주 출입구 등에 상징물 설치를 계획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동선계획

⑴ 각 건물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대지 내 순환이 가능하도록 전체 대지 내 동

선을 계획하고, 주출입구는 10.4m 이상 도로로 계획한다.

⑵ 부지 내의 주진입(출)구간, 차량동선, 보행동선계획은『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 상위계획 및 관련법령 등을 따라야 하며,

부지 외부와의 연계성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동선계획이 되

도록 하여야 한다.

⑶ 보도와 차도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보행자와 차량동선이 상충할 경우는 보행

자를 우선으로 배려하여 계획한다.

⑷ 동선은 크게 주진입(출)도로, 보조 진입(출)도로, 보행로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

하되 주진입(출)도로는 주차장의 진출입과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의 기능을 충

분히 충족하여야 하며, 보행로는 기능에 따라 진입보행로, 연결보행로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⑸ 보행로는 각 시설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각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

여 계획하여 시설별 동선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 소방행정타운 이용자의 특

성을 고려하여 상호간의 불필요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을 명쾌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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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차량이용자의 주차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⑺ 응급차량(소방관련 차량 고려)의 동선은 각각의 건물 출입구 및 시설물(옥외

훈련장 또는 체력단련장 등)까지 직접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⑻ 서비스 차량 동선은 후생동, 생활관, 창고, 쓰레기 처리장 등과의 연계성을 고

려하여 계획한다.

⑼ 소방행정타운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 등 대형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⑽ 보행로에는 계단설치를 최소화 하고, 보행활동에 쾌적함을 줄 수 있고 투수성

등 환경친화적인 재질 및 패턴 등을 사용하여 디자인한다.

6) 평면계획

⑴ 소방행정타운(소방학교)의 기능적 특수성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창의성 있게

계획하며, 장래변화에 대응 가능한 평면계획의 가변성, 융통성을 고려하여 계

획한다.

⑵ 용도와 기능에 적합한 공간계획과 사용자에게 쾌적함을 줄 수 있는 평면계획을 한다.

⑶ 각 시설물은 중앙 집중 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운영 및 관리 인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⑷ 코어부를 제외한 시설의 경우 가변성 및 개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

(Module)을 적용하여 균질한 성능공간이 되도록 한다.

⑸ 가능한 기능별 ·층별 조닝(Zoning)을 통해 각 시설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운

영, 관리, 업무, 교육, 훈련, 연구, 생활 등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확보하며, 각

시설별 구획이 명확하도록 계획한다.

⑹ 실의 폭과 길이의 비는 에너지절약 및 자연채광·자연환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

여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⑺ 지하층 계획 시 각 실들은 다양한 공간계획을 통하여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

능하도록 계획하여 반영한다.

⑻ 설계자는 각 실별 구성, 면적, 천정고, 마감재료, 필요설비에 대한 사항을 설계

도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⑼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설별 지원공간 및 부속공간의 규모는 “붙임1 시설규모 및 용도별

공간계획”의 세부시설에서 제시하는 면적을 기준하되 상시이용인원을 고려하

여 적절한 면적(규모)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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⑽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7) 입면계획

⑴ 일반사항

①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대국민 희생봉사에 맞는 소방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자적 상징성과 서울소방 핵심 기관의 집합체로서의 품격을 고려

하여 설계하되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및 주변시설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

록 계획되어야한다.

② 건물의 외관은 건설 취지와 비전의 개념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환

경과 조화되어 교직원, 일반직원, 학생 및 일반 시민에게 밝고 친밀한 느낌

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자연친화적 건축조형미를 유지하되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한다.

④ 건물의 각종 창호는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열 손실 및 소음 등

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기조화설비의 미가동시간에도

충분히 자연환기를 할 수 있도록 개폐면적을 산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여러 동의 건물들이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면서 각 동별 차별성이 드러

나는 입면계획이 되도록 한다.

⑵ 유의사항

① 창의 크기는 개방감과 실의 기능 및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디자인 요소는 통일된 개념의 모듈을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 및 공사기간이 단

축되도록 계획한다.

③ 형태 및 색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냉방부하 저감을 위해 차양과 같은 일사 차폐시설을 고려한다.

⑶ 외벽재료기준

① 외벽재료는 건물의 디자인을 고려하고 각 재료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설

계자의 구상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단, 교육·훈련시설임을 감안

하여 유사시설의 외부 마감 사례를 비교분석 후 에너지효율성을 감안하여

단열성능이 우수한 재료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의 시각적,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고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적, 인

위적 환경에 최대한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 입지에 어울리는 소재의 재료를

사용하여 계획한다.

③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외장재는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

공 시 Mock-Up Test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Mock-Up시

노풍도 및 지형 풍속할증계수는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한다.

④ 외부 CI 및 각종 안내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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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균열 및 탈락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고 사용한다.

⑦ 풍압 및 누수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관련 검토 자료를 명시한다.

8) 지붕계획

⑴ 지붕마감 및 방수공법 등은 입면계획과 연계하여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으며,

내구성 및 내오염성이 강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적용한다.

⑵ 전체 입면과 조화되고, 주변 환경과 친화적으로 계획한다.

⑶ 특히 누수 관련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재료를 선택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설

계자의 제안에 따라 신기술 및 신공법 등의 적용을 계획할 수 있다.

⑷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비가 지붕에 위치할 경우 경관 및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옥상녹화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단면계획

⑴ 지반선 설정

① 인접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반선(G.F.L-Ground Finishing Level)을

검토하고 가장 적합한 계획고를 설정한다.

② 절·성토량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반선을 계획한다.

③ 인접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지반선을 설정하고 해발높이로 표시한다.

④ 지반선은 해당지구의 지표고를 대표할 수 있도록 정해야한다.

⑵ 지반면

① 부지 내 시설별로 지반면을 설정하고, 지반면은 지반선과 높이차이로 표시한다.

② 지반면은 해당 위치의 인접 도로 및 인접 부지의 지표면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③ 지반면은 지표면의 배수가 잘 되도록 설정한다.

⑶ 1층 바닥높이

① 우수의 침투방지 및 장애자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주변 현황과 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파악하여 가장 합리적인 1층 바닥 높이를 설계자가 제안한다.

② 보행자 및 차량 동선, 장애인 램프 등을 고려하여 접근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설정한다.

⑷ 층고

① 층고는 각 실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② 층고는 다음 각 호의 값을 더한 높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 해당 층에서 가장 높은 천장고 (각 실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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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장 큰 보의 춤 (단열을 하는 경우에는 그 두께를 포함)

c. 가장 큰 공조 덕트(보온재포함)의 춤(덕트 또는 배관이 겹칠 경우에는 그 합계)

d. 덕트, 천장물, 배관 등의 여유공간(clearance)

③ 강의실, 생활실, 업무시설, 중앙훈련타워 등의 천장고는 실의 용도 ·면적 등의

특성에 따라 바닥 마감기준 2.4m∼3.3m이상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④ 바닥에 Access Floor가 설치된 실 등은 실의 기능, 특성 및 이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층고와 천장고를 계획하여야 한다.

⑤ 특수구조단의 1층 차고의 천장고는 소방차량 제원을 고려하여 4.5m이상 확

보하고, 중앙훈련타워의 다목적훈련장 5층은 농연훈련장의 구조물 높이가

4.1m임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⑥ 수직 동선은 기능별 조닝(Zoning)을 통해 이용상 상호 유기적 연계성과 독

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관리 및 피난동선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리 계획한다.

⑦ 주요실들은 자연채광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타의 실에 대해서도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창대 및 난간 높이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이상의 높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10) 인테리어계획

⑴ 인테리어 계획 시 각 실의용도, 성격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

며, 건축계획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⑵ 인테리어 마감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택하되 유지보수성을 고려하고,

방화구획, 내화, 방염 등 관련법규정에 적합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면에는 마감자재에 대한 치수, 재질, 형태 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한다.

필요시 인테리어 설계에 붙박이 형태의 가구로 반영할 수 있다.

⑷ 기계(소방기계포함)설비, 전기(소방전기포함)설비, 정보통신설비 등의 각종 부

착물과 내부마감이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고, 노출마감

되는 설비는 『공공건축물 마감설비 디자인 제고방안』(도시기반시설본부 방침

203호, 2010. 5. 20)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명기된 사항 이외에 설계자가 실내디자인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계획할 수 있다.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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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 명 비 고

본관동
- 학교장실, 과장실, 회의실, 대강당, 교수대기실

PTSD치유센터, 휴게실, 1층 로비
인테리어는

바닥, 벽,

천장 등을

반영 하며

시설별특성을

고려하여

조명, 색채및

재료 사용

생활관 - 생활실, 생활지도관 숙소, 휴게실, 1층 로비

특수구조단 - 단장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1층 로비

구급교육관 - 구급일반교육실, 구급전문교육실, 1층 로비

후생동 - 1층 로비, 체력단련실

기타
*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인테리어 추가 범위 발생 시 협

의하여 적용

11) 재료 및 색상계획

⑴ 사용자재는 가능한 한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내화성, 내

후․내식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방

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⑵ 시설물 내․외부 마감의 외장 및 색상을 설계하여야 하며 4.1.7 ⒀ “경관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내용에 준해서 계획한다.

⑶ 실내에 설치되는 장비 및 시설물, 집기 등은 벽체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매입

또는 붙박이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⑷ 사용자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연 재료로 설계하여야 하며, 실내의장 설계

로 인한 가연성 자재 사용 시 방염처리를 소방 관련법 및 관계 규정에 맞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⑸ 질감이 좋고 내후, 내구적이며 비 오염성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특히 내

장재료의 경우 가급적 실내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고 유해물질이 적은 친환경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⑹ 녹색 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 친화적 제품(환경마크 인증 제품) 및 우수

재활용인증마크제품(GR마크 인증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⑺ 주요실 등의 실내재료 마감기준은 아래에 명기한 마감재를 고려하되 전체적인

의장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아래 마감재료 수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① 내장재료 계획

a. KS 규격품 사용을 기준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방화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한다.

b. Access Floor가 설치되는 실의 하부는 먼지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 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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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 분진 방지용 페인트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마감한다.

c. 로비, 홀 등은 내구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

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② 주요실 최소 실내 마감표

실 명
실 내 마 감

바닥 벽 천장

학교장실, 과장실

교수대기실
인테리어마감 인테리어마감 인테리어마감

강의실, 행정실

연구실, 자료실

전도성비닐타일/

이중바닥시스템
친환경마감재 암면흡음천장재

대강당, 회의실

생활실
인테리어마감 인테리어마감 인테리어마감

로비, 홀 석재/인테리어마감 석재/인테리어마감 인테리어마감

전산/통신 관련실
전도성비닐타일/

이중바닥시스템
친환경마감재 암면흡음천장재

창고, 문서고 무석면비닐타일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복 도
무석면비닐타일

비닐시트(중보행용)
친환경마감재 암면흡음천장재

화장실 논슬립자기질타일 도기질타일 열경화성천장재

주차장 에폭시코팅 수성페인트 친환경흡음재

기계실 에폭시라이닝 친환경흡음재 친환경흡음재

전기실 에폭시라이닝 수성페인트 수성페인트

* 특기사항

 상기 마감기준은 본 공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설계 시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설계자가 제안할 수 있다. 단,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천장계획은 시스템 천장을 원칙으로 하며 마감재는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마감표에 제시되지 않은 단위공간에 대해서는 각 단위공간의 특성을 고려

하여 마감재를 선택할 수 있다.

 Access Floor 및 O.A Floor의 높이는 설계자의 계획으로 제안할 수 있다.

 공조실, 발전기실 등 소음원이 있는 실은 별도의 흡음계획에 의하여 정

한다.

 기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2) 주차계획

⑴ 주차장법 및 건축법 등 각종 법규 및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주차수요 추정에

의한 합리적인 계획으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 내에 계획하는 경우 유도설비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⑵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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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적법

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⑶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⑷ 옥외주차장 바닥은 환경친화적인 재료(예: 투습형 잔디포장 등)를 사용하여 주

변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차선 및 주차구획표시와 안전시설

을 설치한다.

⑸ 주차구획은 방문자용, 직원용, 장애인용, 경차 및 하이브리드용, 여성우선주차

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⑹ 주차 진․출입 차량의 상호 인식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설치한다.

⑺ 건물 출입구 및 엘리베이터 주변에는 장애인용 주차구획을 계획하여 반영한다.

⑻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는 가능한 법정 규정 보다 완만하게 계획하여 이용의 편

의성을 높이고, 경사로의 양 단부에는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한 완화 구배를

두어 차량의 파손을 방지하고 운전자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반

영한다.

⑼ 외부와 접한 주차장 진출입 부위 바닥 및 지하(실내)주차장 진출입구 등에는 필

요 시 눈녹음장치(Snow melting) 또는 캐노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⑽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위 적정위치에 트랜치를 설치하고 유입된 물이 충분히 배수 되도록 한다.

외부에서 건물로 출입 가능한 모든 부위에는 방범용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⑾ 지하 및 지상 주차장에는 방범 및 차량파손관리를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⑿ 주차구획의 크기는 차량의 대형화를 감안하여 계획하여 반영한다.

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소방행정타운 내 주요 건물이 연계되는 자전거 동선을 계획하여 적정

개소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한다.

⒁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차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고려한 적절한 환기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⒂ 향후 도입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인프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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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부 구조

⑴ 바닥

① 각 실의 바닥마감은 강도가 높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선택한다.

② 생활실의 바닥은 온돌형태로 계획하고 적정한 난방방법을 적용하며 20인실

의 경우에는 쿠션이 있는 재질로서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적용한다.

③ 공조실, 기계실 등의 기초 패드(Pad) 부위는 진동 및 음의 전달을 방지하는 구

조로 한다.

④ 전산실 등 정보통신장비가 설치되는 시설과 PC사용 업무공간 및 인접통로 등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 하부에 배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여 반영한

다. 또한, Access Floor 설치 시 하부에 먼지방지용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적정 모듈에 의한 아웃렛(Outlet)을 설치하여 자리 및 칸막이 변경 시에도 사

용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복도, 화장실, 샤워장, 세탁실, 휴게실 등 공용시설에는 보행 시 충격이 완화

되고, 내구적이며 오염과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 재료를 적용한다.

⑦ 실별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에는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⑵ 벽체

① 벽체는 슬라브 밑면까지 연장하여 실을 완전히 구획한다. 다만, 실 내부를 구

획하는 부속 칸막이는 천장 면까지 설치하되 정보통신, 전산 관련 실 및 특

별히 보안 및 방음이 요구되는 실 그리고 방화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은 슬

래브 밑면까지 설치한다.

② 배관 및 덕트 등이 벽체를 관통하는 부위의 주위는 실링재(Sealing)로 밀실

하게 막아 차음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실 내부 칸막이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량칸막이 등 건식공법을 적

용하되 내구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며, 조직

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있는 구조를 채택하여야 한다.

④ 조적벽에 설치되는 창호 및 출입문의 상단에는 인방을 설치한다.

⑤ 교육 및 회의 관련실의 벽체는 각종 자료 및 인쇄물 부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⑶ 천장틀

① 재료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천장틀 구성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② 출입구, 방풍실, 외부 캐노피 등 외부 노출 천장은 습기에 강하며, 강풍에 파

손 우려가 없는 구조 및 방법을 채택한다.

③ 천장틀에 설비를 부착(등기구, 영사시설, 디프저, 점검구 등)할 경우에는 그

주변을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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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천장틀 구성방법(T-Bar, M-Bar, T-H-Bar

System등)을 선택하되,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점검구를 계획하여야 한다.

⑷ 방수층

① 방수 공법은 지하층 바닥, 외벽 또는 지붕, 화장실, 샤워장 등 위치에 따른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며, 최상의 재료 및 시공관리로 방수가 완전하여야 한

다.

② 방수층이 파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하 주요시설 및 전기실은 별도의 방수설계를 하고, 지하실 옹벽 방수 후

보호벽은 습기 및 강도가 보장되는 건식재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

이한 경우에는 150mm 이상 보강 블럭 쌓기를 한다.

④ 지하실은 현지 여건에 알맞은 공법으로 철저한 방수가 되도록 하며, 방수층

누름벽은 충분한 두께를 유지하도록 한다.

⑤ 건물과 공동구 접속부의 시공조인트 발생으로 인한 방수하자에 대한 시공방

법을 제시한다.

⑸ 단열구조

① 에너지 절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단열방식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경제적이고 분진의 발생이 적으며 단열효과가 큰 재료를 적법하게 선택한다.

③ 국토교통부 고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물 각 부분의 결로 현상을 최대한 방지한다.

⑹ 흡음구조 (벽, 천장 및 창호)

① 기계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음원을 가급적 멀리 이격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계실, 공조실, 발전기실 등은 내부 기계음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방식과

마감 재질을 적용한다.

③ 각종 기계류에 대한 방진과 차음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대강당, 각종 회의실, 강의실의 내부마감은 음향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용도

에 적합한 잔향시간을 정하고, 최적 잔향시간에 적합한 마감자재를 선정하여

용도 및 기능에 맞는 우수한 음향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다.

⑺ 블라인드 및 커튼

① 식당, 대강당, 생활관, 학술정보관, 휴게실, 학생 및 방문객을 위한 시설 등에

는 자외선 차폐가 가능한 롤스크린 또는 커튼을 설치하되, 대강당의 경우에

는 자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하며, 회의실 등 외부일사량의 조절

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막이중커튼을 설치한다.

②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부위에는 반드시 적정한 재질과 크기의 커튼 BOX를

설치한다.

⑻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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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를 설계에 반영 시 승강기 사양, 디자인 및 마감재료(내부 인테리어, 홍

보용 모니터 포함 여부)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② 관련법규에 정한 대수 이상으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령』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는 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적정한 고속형 제품을 사용한다.

④ 승강기 수량은 승강기 이용객의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선정

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기계설비설계지침에

따른다.

⑤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⑼ 창호

① 실별, 창호규격별, 창호철물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모든 창호 및 부속 철물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실내의 자연채광과 자연환기 성능을 최대한 고려하고, 각

종 에너지 절약 관련 시스템은 설계자 등이 제안할 수 있다.

④ 층고가 높은 공간, 외부 커튼월 등 특별한 관리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적합

한 유지보수 및 관리 시스템을 계획하여 반영한다.

⑤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는 지문 등이 묻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고 목재 출입문

의 경우는 비틀림, 끼임 등이 발생하지 않는 고급제품으로 계획한다.

⑥ 유리의 경우 에너지 등급에 맞는 설계와 제품을 사용하되 풍압에 이상이 없는

규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⑦ 실의 용도가 창고나 보안상 또는 경량칸막이등 특수한 곳을 제외하고는 개

방적이고 미려하며 실의 등기구 사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문 상부에 고창

창호를 설치한다. 또한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도에

고창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과 사용 시 편리를 도모한다.

⑧ 출입문의 폭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개폐 가능한 창호에는 방충망을 계획한다.

⑽ 옥상구조

① 옥상바닥은 우수가 원활히 배수되고 방수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보호층에는 조절줄눈을 설치하여야한다.

② 방수보호재로 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 보호콘크리트와 지붕 파라펫 사이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보호콘크리트의 열응력이 파라펫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건물용도에 따라 옥상을 녹화 휴게시설로 제안할 수 있다. 이때는 서울시 옥

상녹화 지침에 따라 방수, 방근처리 등 건축설계와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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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기타

① 창대 하부에 매입형 팬코일 유니트(Fan coil Unit)가 설치된 실은 팬코일 박

스(Fan coil Box)를 설치하되 팬코일 유니트와 팬코일 박스가 밀착되어

냉․난방 시 열손실이 없는 제품을 선정 설치하고, 공기순환 및 필터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각층 및 용도별 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③ Master Key (카드 키)

a. 건물 내·외 시건 장치는 용도별 Key Schedule에 의하여 통합관리 가능토록 한다.

b. 마스터키의 구분은 발주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라 정한다.

c. 당직실에는 비상키함 (외부 지정색 도료 및 시건장치)과 예비키함(STS)을

설치하고 준공 시 당직관용 및 순찰자용 마스터 키(3개 이상)를 발주기관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구조설계지침

1) 일반사항

⑴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

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⑶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⑸ 구조의 안전성능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⑹ 건물의 구조방식은 건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자가 제안하도록 한다.

⑺ 구조설계는 건축구조기준(대한건축학회, 2009)에서 규정한 자격이 있는 책임기

술자가 하여야 한다.

⑻ 지하 흙막이 시설물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

완료시 제출한다.

2) 적용법규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적용기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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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며, 적용하는 모든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⑴ 적용기준

① “건축구조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② “구조설계기준-하중저항계수설계법” (국토교통부)

⑵ 적용시방

①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② “콘크리트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⑶ 상기에 언급된 적용기준 이외의 기준을 참고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때

범용되는 기준을 사용하고 이를 명시한다. 다만, 필요에 의해 설계기준이 상

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⑷ 적용기준 및 규칙은 최신의 정부제정 기준이 우선한다.

3) 구조 계획

⑴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⑵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특수구조를 적용할 경우 유사한 조건의 시공사례

및 증빙자료(구조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하고,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말 요약서를 첨부한다.

⑶ 구조시스템의 선정 시에는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상정하고 비교분석하는

대안검토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선정하고, 구조부재의 배치

및 구조형식은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⑷ 응력 전달 효율이 높고 현장에서의 작업이 용이한 방법이어야 한다.

⑸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⑹ 가급적 2차 응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처짐 등의 변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⑺ 화재발생 상황 재연과 화재진압 훈련 등으로 고열과 급냉각이 반복되는 중앙훈련

타워는 내부를 내화벽돌로 보강하는 등 구조시스템 선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⑻ 수난구조훈련장, 대강당, 국제회의실 등 장경간(長經間) 구조 계획 시 합리적인

구조시스템을 선정하여 사용성을 고려한 구조계획이 되게 한다.

⑼ 공사대지 형상의 특성상 공사중폭우로인한건축물의부력피해가없도록사전계획을

수립하고공사완료후부력에대해서도안전성확보방안을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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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해석

⑴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

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⑵ 기둥이나 내력벽의 축하중 산정에 있어서는 고정하중의 각 부위별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적재하중은 층별로 저감시킬 수 있다.

⑶ 슬래브 또는 벽의 개구부, 피로피 등 동일 건물 내에서 강성이 크게 변하는

부분은 응력집중을 정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⑷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 제시한다.

⑸ 장경간 구조(대강당, 국제회의실, 후생동 등) 및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구조는

동적해석에 의하여 구조물의 진동을 검토하고 그 결과값을 국·내외적으로 공

인된 기준값과 비교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⑹ 내진설계 시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재해대

책법 제14조)하고 지진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 및 정부 공인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⑺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은 정해진 내진설계 범주에 따라 그에 적합한 해석

방법 또는 그 보다 더 정밀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⑻ 구조계산 전산 작업시 입력 데이터를 명기한다.(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등단계별구체적과정 설명)

5) 구조설계

⑴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⑵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 등을 명시한다.

⑶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기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⑷ 설계하중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경량 칸막이벽은 위치 변경을 예상하여 그 위치가 어디로 변경되더라도 구조상

안전하도록 하중계산을 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구조시스템의 불안정성 또는 과다한 시공하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 전에 반드시 시공단계별 구조해석을 수행해서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시공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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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조물 상부에 흙을 덮어 조경을 하는 부분은 함수율을 고려한 흙의 중량을

설계하중에 포함시킨다.

⑤ 지붕슬래브의 조경녹화에 따른 하중 증가를 미리 고려하여 추후 옥상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등 구조물 상부로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은 그 중량(차량적재하중포

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⑥ 지상 및 지하 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활하중을 고려한 영향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 설계하여야 한다.

a. 고정하중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재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b. 활하중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에는 증가시켜 설계에 반영하고 특수설비가 설치된 실은 별도 계산한다.

 각종 부속공간(공조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하중은 실재 장비의 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지하 구조물 상부가 외부 주차장인 경우에는 그 중량(차량적재하중포

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c. 풍하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풍하중 산정 시 적용하는 노풍도 및 중요도에 대해서는 그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건물의 모양이 복잡하고 주위 건물 혹은 환경에 따라 바람의 영향에 대

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경우 풍동실험 및 적설실험을 할 수 있다.

 풍동실험에 의하여 산정된 풍하중은 위 “건축구조기준”의 풍하중보다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d. 지진하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비정형 구조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동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해석은 정해진 내진설계 범주에 따라 그에 적합한

해석방법 또는 그 보다 더 정밀한 해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지진하중 산정 시 전단파 속도를 감안하여 지반종류를 판별하여야 한다.

e. 수압

지표면 하부의 구조설계에는 지역 또는 부지 내 위치, 토층 여건과 강우

시 지하수위상승 등에 의한 부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설계용 지하수위는

그 산정근거를 제시하고,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현

장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이면서도 충분히 안전측으로 설계용 지하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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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온도하중

건물의 설계 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한다.

g. 적설하중

국토교통부 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적설

하중 산정 시 최근 서울시의 강설량의 통계를 분석하여 중요도에 따라 건

축구조 기준보다 강화하여 적설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⑸ 기초설계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1245호 “건축구조기준”을 따른다.

② 기초형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

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판단에 따른다.

③ 구조물에 설치되는 기초형식은 가능한 동일한 형식으로 하며, 이 기초의 최

대 침하량과 부동 침하량을 예측하고, 이 값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

록 허용치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최종 배치도에 지반 조사 위치를 표기하고 기초 형식을 표기한다.

⑹ 부재단면 설계

① 부재단면은 철근이음 및 정착이 집중되는 부위에서도 콘크리트의 부어넣기가

용이한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유효단면의 춤(d)은 철근의 피복두께를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부재단면(또는 철근량)은 실용도상의 변경, 예상치 못한 2차 응력발생시, 시공

오차 등을 감안하여 단면계산에서 산출된 것보다 할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⑺ 부재 접합부 설계

① 각 부재의 접합부는 그 부재의 내력이상으로 설계되어야한다.

② 복잡하고 취약한 부위, 대공간구조의 장스팬부위등 접합부의 구조계산 및 상

세도면을 표현하고, 시공성이 양호한 접합부를 설계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토

록 한다.

6) 구조계산서의 작성요령

⑴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⑵ 구조계산서 작성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2013.8) 건축편 제8장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요령”에 적합하게 작성한다.

※ 구조설계하중 및 하중분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특히 풍하중의 경우 골바

람에 의한 영향을 추가 고려하며 풍하중 전문가의 검토내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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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조 설계 기준(일반사항)

② 구조 약도

③ 구조 해석

④ 부재설계

⑤ 지하 공법(특수 공법 이용 경우)

⑥ 부록

a. 응력 해석 컴퓨터 입력 및 출력 자료(컴퓨터 sheet)

b. 지반 조사 보고서 요약

c. 설계에 이용된 참고 자료

3.4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성능강화 방안

⑴ 소방행정타운 내 모든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에 적합하게 내진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⑵ 건설기술심의시 구조(내진)분야 설계자가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

제기된 조건이행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⑶ 실시설계 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서식4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서식5 내진설계 도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확인하여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

여야 한다.

⑷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내진설계 향상과 설계심사 개선 방

안”(2011.8.25.)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3.5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⑴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

기준(이하 고시)에 따른다.

⑵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업무시설은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도록 한다.

⑶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없거나 적용이 불가한 건축물은 건물에너지성능지표

평점 합계 95점 이상으로 한다. 단,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준 시행 시에는 1등급

인증을 받도록 한다.

⑷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녹

색건축 최우수(그린 1등급) 인증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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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설계한다. 녹색건물인증제도(LEED -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의 기준은 Silver등급 이상 기준을 만족하도록 검토한다.

⑹ 특별한 환경조건을 제외하고는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축물에

너지 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

도록 한다.

2) 건축부문

⑴ 의무사항

① 건축물의 외피의 평균 열관류율은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

기술심의 기준(2013.5.8.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7호)를 참고하여 〔별표-4〕

와 같이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점을 획득하여야 한다.

②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

진 경우에,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 부위의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

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건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벽면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⑦ 친환경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⑵ 권장사항

①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

동향 배치를 한다.

②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③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④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한다.

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

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⑥ 에너지 절약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창호에 필요한 열관류저항에 의거 단열성

을 가질 수 있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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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성능을 갖는 창호를 설치한다.

⑦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태양열 차폐장치를 설치한다.

⑧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⑨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⑩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차양장치(커튼, 브라인드, 선

스크린등)를 설치한다.

⑪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

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

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⑫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3) 기계설비부문

⑴ 의무사항

①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

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고시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률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

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

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② 펌프는 한국산업표준(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

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냉․난방기기 및 주요장비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

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고시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⑵ 권장사항

①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②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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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③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

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④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

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

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⑤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기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⑦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

도록 한다.

⑧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

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⑨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⑩ 환기 시 열 회수가 가능한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⑪ 기계환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⑫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한다.

⑬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

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전기설비부문

⑴ 의무사항

① 변압기는 고효율인증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부하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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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용도별 도시 규모 적용 부하율(%) 여유계수

공공기관․기타유사시설 대도시 30%이하 1.4

② 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⑤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프용반사

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정기는 해당 형

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⑦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

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⑧ 기존 사무기기․가전기기 재사용 등으로 대기전력이 소비되는 장소는 대기

전력자동차단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⑵ 권장사항

① 수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률,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며,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②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

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③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

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④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⑤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⑥ 층별 및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하며,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⑧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⑨ 옥외등은 LED 조명을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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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⑩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쥴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

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⑪ 유도등은 고효율인증제품인 LED유도등을 설치한다.

⑫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

하도록 한다.

⑬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5)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① 신축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준공년도와 에너지소비량을 기준

하여 아래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18년, 21% 이상)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에너지 소비량 기준

연도 ‘11~12 ‘13 ‘14 ‘15 ‘16 ‘17 ‘18 ‘19 ‘20~

공급의무

비율(%)
10 11 13 15 17 19 21 23 25

※ 단 당해 건축물의 건축목적․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

※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심의 기준(기술심사담당관

- 8331호, ’13. 5. 8)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적용가능 설비, 설치 면적, 운전효율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행여부 확인

① 설계자는 “서식7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EPI)”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리자는 “서식7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 및 “서식6 공

공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행 검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

여야 한다.

7)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반영

①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행정2부시장방침 제157호,

기술심사담당관 ’13. 5. 8)에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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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시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에 규정한 제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6 측량지침

1) 일반사항

(1) 지형 측량은 토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공사비 산정 및

대지 조성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변과의 연계성 및 시설물 등을

상세히 측량한다.

(2) 측량 면적은 일반적으로 대지 면적의 15～20% 정도의 여유를 주어 측량하되,

주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측량 일수는 측량 면적, 축척, 지형 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 한다.

(4) 측량은 공공 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세부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필요하도록 영구 지물에 표시하여 두

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측량에 대한 성과는 대지에 대한 지형 측량시 설치한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

한 성과를 이용한다.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각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7) 설계자는 착수 전 부지에 대한 현황, 경계, 지적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계명시 측량을 실시하고 인접 사유토지와 경계를 현장에 설치하고,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황측량을 실시하되 다음의 항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 축적은 1:600으로

한다.

a. 방위 및 축척 b. 경계

c.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선 d. 철탑 및 전주

e. B.M(가 B.M) 표시 f. 수로, 농로

g. 지하 구조물 h. 지장물(가옥, 창고, 공작물 등)

I. 기타

③ 중심선 측량

a. 중심선 측량 필요시 대상을 선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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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중심선은 측점간격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 및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c. 거리의 측정은 광파측정기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횡단측량

a. 종단측량은 중심선을 따라 매 측점과 지형이 변화되는 지점의 지반고를 측정

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 실시하여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횡단측량은 토적 산출 및 종단계획의 기초가 되므로 중심선에 따른 측점을

포함한 각 측점과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 지점등을 포

함하여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좌우측으로 충분한 폭으로 세밀히 측정하여

야 한다.

3.7 토목설계지침

1) 기본방향

⑴ 설계도서는 관련 법규 및 관할행정관청의 조례, 규칙, 기준 등에 의한 인․허

가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공통설계지침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⑵ 상․하수도분야 시설의 설계는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등 상․하수도분야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고, 특히 물순환시스템 구성, 상수도 직결급수 가능여부(저수조

설치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해당 사업소 및 자치구)와 사전 협의 후 구

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⑶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기존 시설물에 저촉되거나 도시계획 등 타 계획과

관계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⑷ 사면의 안정성(slope stability)에 대한 검토 및 대책

① 사면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대책을 강구할 것

②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을 고려하여 공사 중 및 공사 완료 후 토석류(debris

flow)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⑸ 포장설계

①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②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

토가 필요하다.

③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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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⑤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

하도록 한다.

⑥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⑦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

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⑧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

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⑨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⑹ 보도 설계

①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
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

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

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a.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

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b.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

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

③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④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

을 적용한다.

⑤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2) 일반사항

⑴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발생과 주변 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⑵ 부지 내 지하에 매설된 제반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⑶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84 -

⑷ 공법의 선정은 대지여건, 지층조건, 공사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⑸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① 공사중 표면수 처리 방안

② 지하굴착 시 지반변형을 억제 할 수 있는 토류가시설 및 차수시설

③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④ 지하수 발생시 지하수 처리방안

⑤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⑹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지장물(맨홀, 전기, 설비라인, 도시가스등)을 조사 확

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⑺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

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⑻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⑼ 적용공법 등은 인근에 유해한 영향이 가장 적게 미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⑽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

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⑾ 상수도 시설은 수요자에게 질적으로 안전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⑿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 설계범위

⑴ 토공계획 ⑵ 터파기 및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⑶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⑷ 하수(우·오수)도 ⑸ 상수도 ⑹ 도로 및 포장계획 ⑺ 공동구(필요시)

⑻ 비탈면 보호공 ⑼ 구조물공(옹벽) ⑽ 경계휀스 ⑾ 기타

4) 토공계획

⑴ 토공설계는 토질의 상태,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

하되 공사시공 시 서울시 "흙은행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생토사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⑵ 지반선 및 건물 지반면은 사전조사 및 현황측량을 기본으로 주변 도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설계 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⑶ 건축, 토목 및 기타구조물 잔토를 고려하여 건물 및 부지조성 계획고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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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특히 부지경계 외곽과 접속처리가 원활하게 하여 인접지역에 피

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⑷ 토공계획은 가능한 지구 내에서 절토, 성토,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고 부득이한 경우 반입토, 반출토를 계상할 수 있다.

⑸ 원칙적으로 단이 지게 해서는 안 되나 부득이 단을 지게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옹벽설치 대신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조경석 설치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⑹ 잔토처리는 부지경계선을 성토한계선으로 하여 조성 계획고에 맞추어 성토하여

충분한 박층다짐을 실시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⑺ 부지조성에 따른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⑻ 부지횡단면은 20m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필요한 경우 중간점 단면을 작성한다.

⑼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⑽ 지하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공법을 선정하되, 주변에

보안시설 및 지하매설물 피해,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 민원 발생 등의 문제

가 예상되는 경우는 무진동, 무소음 공법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인접 지

역의 민원 및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⑾ 토공에 있어 토량환산계수 및 흙의 단위중량은 실제 지반조사보고서의 계수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⑿ 부지조성 계획고 결정 후 종․횡단 측량에 의거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토공

량을 산출하여야 한다.

⒀ 토공사시 인접건물 및 도시기반시설, 기타 지하매설물 등과 불가피하게 근접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⒁ 부지 내에서의 도로 교차부분은 종․횡단도상에 측점, 계획고를 표시하여 도

면을 작성한다.

⒂ 성토 마운딩 처리는 자연적인 느낌이 나면서 조경설계에서 의도하는 바에 적합

하여야 한다.

5)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 계획

⑴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

주제의 신고)의 규정에 의거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된 토질 및 기초분야 또는 토목



- 86 -

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⑵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가시설 공법, 차수공법, 지반보강 공법 등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한 시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

의 피해 예상과 안정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⑶ 구체 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⑷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

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⑸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 사항(흙막이벽의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

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②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③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하도록 조절한다. 

⑹ 재료는 구조 역학상의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재료의 허용 응력

도는 관계 제법규의 규준에서 정하는 장기 허용 응력도와 단기 허용 응력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⑺ 설계 하중은 배면 지표에서의 작업 하중, 토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⑻ 굴토 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 균열, 함몰 등의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⑼ 공종별 관계법령 및 각종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지하 5m이상 굴착시 지

하층 외벽 바깥선의 위치는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1m 이상 이격해야한다.

⑽ 어스앵커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건물주의 동의서와 도로 등 공공시설물

침입 시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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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흙막이 가시설 구조해석

⑴ 구조형상 및 단면은 내공치수(건축 및 기타 치수)를 확보하고 내구성이 크고

안정성,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⑵ 구조물의 설계에는 설계조건에 적합한 하중을 선정, 조합하여 해석해야한다.

⑶ 각 공법의 선정은 지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2개 이상의 대안을 비교한

후 최적방안을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⑷ 가시설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지반특성, 굴착과정 및 지보재 해체단계를 고려하여

모델링 선정을 해야 하며, 사용 전산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해석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사용된 실적이 있어 신뢰도를 인정받았거

나 공인기관에 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프로그램.

② 굴착단계에 따른 지반 및 지보재의 변형, 응력의 변화를 계산하여 굴착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③ 지반의 거동을 실제 발생거동과 근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⑸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지반조사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근거가 명백히 제시되어야 한다.

⑹ 흙막이 가시설은 주변침하, 지반변위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 되

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지반보강공법, 차수공법 등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한다.

⑺ 흙막이 가시설 설치도면은 평면도, 구간별 표준단면도, 특수구간 단면도, 세

부 상세도, 차수시설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⑻ 흙막이 가시설 자재의 허용응력은 임시구조물인 특성을 감안하여 50%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잔류변형을 갖지 않는 재사용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9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⑼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 버팀 보는 좌굴의 영향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강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⑽ 어스앵커 설치시에는 주면마찰력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확실한 정착력

을 확인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하수(우·오수)도

⑴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시설과업내용서”에 의하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 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⑵ 배수 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 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 시설까지 분

류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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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⑷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 D=450mm, 오수관 D=300mm 이상으로 한다.

⑸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이하로 한다.

⑹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 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

한다.

⑺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

3.0m/sec 범위내로 계획 할 수 있다.

⑻ 우수 맨홀 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

재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 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

껑을 사용한다.

⑼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

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⑽ 기후 변화에 따른 강우 패턴을 고려하여 배수처리 용량 검토 등 수리계산 포

함하여 공사 중 우기 시 우수 처리 등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⑾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⑿ 부지 내 강우 강도는 20년 빈도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⒀ 우․오수관은 토압과 상재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변형 및 부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⒁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화점에는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여야 한다.

⒂ 빗물은 하수관으로 유도하기 이전에 가능한 많이 지하(지반)로 침투되도록

침투․저류시설(우수 침투형 맨홀 등)의 설치 또는 오목형 지형 조성 방안을

검토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추진 계

획 - 시장방침 제504호, 2008.9.12.)

8) 상수도

⑴ 본 사업의 급수계획은 질적으로 안정하고 양적으로 충분한 물이 공급될 수 있

도록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⑵ 상수도 공급계획은 서울시 상수도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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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급수량은 1일1인당 시간 최대 급수량을 화재 시는 계획1일 최대 급수량을 서울

특별시 수도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⑷ 급수관로 분기점에는 적절한 위치에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⑸ 급수관의 재질은 시공성, 내구성, 경제성 등을 비교․평가한 후 최적의 급수관을

선택하여야 한다.

⑹ 급수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⑺ 상수도계획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며, 자재 반입 시에는 품

질을 보증하는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⑻ 도로표면에 상수도 관로위치를 표시(청동재질)하여야 한다.

⑼ 급수관의 구경은 순간 다량 급수시설물인 수난구조훈련장(수영장에 준함) 급수

를 고려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9) 도로 및 포장계획

⑴ 부지 내 도로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설계하고,

포장형식은 아스팔트 형식 또는 환경친화적인 배수성, 투수성포장재 등으로

하며 국토교통부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에 따라 설계 및 시공 되어야 한다.

⑵ 도로의 최소곡선반경은 사용차량의 종류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⑶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매설관 부분은 통과 예상차량의 하중(최대

적재중량을 포함)을 설계에 반영한다.

⑷ L형 측구의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은 화강석으로 설치한다.

⑸ 부지 내 보도는 미관을 고려하여 소형 고압 블록 및 기타 투수성 재료로 색상과

모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⑹ 부지 내 교통안전을 위한 과속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시설)』에 의거하여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하

며, 과속방지시설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⑺ 도로 및 주차장의 가각부 처리는 도로의 폭원과 교차각, 차량의 규격 등을 고

려하여 교통의 흐름이 유연하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최소곡선반경 및 차선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⑻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침하에 의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약지반 처리계획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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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차도 경계석의 턱 낮추기와 점자블럭 등을 관련

시설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보도상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단

주(bollard)설치가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⑽ 차량 진출입로 등은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적합

하게 계획하되, 차량 진출입로로 인해 보행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속된

보도로 계획한다.

10) 공동구(필요시)

⑴ 공동구 수용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공동구 수용 시설물을 선정하고 협의 결과에

의거 공동구의 단면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⑵ 공동구 선형 검토시 기존 지하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용이성 여부, 시공의 난

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면 선형 및 종단 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⑶ 구조물 단면에 따른 구조 계산을 하여 구조물이 안전하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은 구조설계지침에 의한다.

⑷ 연약 지반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한 처리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⑸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설계에 의한

공사로 인하여 부지 주변 및 사유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시설 및 지반 개량을 위한 특수 공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⑹ 공동구 단면은 도로 구조, 토질 조건 등에 의한 시공 조건 및 장래 배수 계획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단면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비탈면 보호공

⑴ 가급적 비탈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비탈면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콘

크리트 옹벽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설계를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설계가 되도

록 한다.

(2) 수목 또는 초화류 등을 식재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구조물공(옹벽)

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웅벽구조물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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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서 측으로 이어지는 소하천의 옹벽의 상단은 조성되는 대지 지반고에 적합

하도록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며, 옹벽 상단에는 안전 난간 설치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남측의 계곡과 임야 경계부분에 절개지 생기는 주변 자연환경와 친환경 소재

인 화계(자연석 쌓기)를 계획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옹벽을 설치를 계

획하여야 한다.

(4) 동서 축으로 단지의 단차가 생기는 경우 옹벽 처리를 지양하고 화계처리 등

친화경 소재로 절개지 및 단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13) 경계휀스

(1) 소방행정타운 계획단지와 남측의 사유지 임야간의 경계에 경계휀스를 계획하

여야 한다.

(2) 경계휀스는 부식이 없고 조밀한 구조 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높이로 계획하여야 한다.

(3) 풍수해에 유실이나 전도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계하여야 한다.

14) 기 타

⑴ 옹벽 설치 시 상단, 비탈면 상단, 인근 지장물 등 추락위험 등이 있는 곳은 반

드시 안전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각종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반 지지력, 터파기 계획 시 지반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⑶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환경기준에 맞게 재

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을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⑸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빛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결빙 시 경사구

간 내 차량 미끄럼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⑺ 서울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

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

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⑻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 법규, 국토교통부 제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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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계설비 설계지침

1) 기본방향

본 사업의 목적물이 기계설비 측면에서 최대한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

하여 본 과업내용서와 한국표준협회, 정부 에너지 수급정책,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등 관련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타 공정과 관련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소방행정타운의 각 기능별로 최적의 내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① 쾌적한 환경계획

a. 본 건물의 용도에 적합한 실내 환경 조성

b. 각 실에 적합한 온 습도와 쾌적한 공기가 유지될 수 있는 공조 및 환기방식 채택

c. 악취, 냄새, 폐가스 등 발생장소에 대한 위생적인 환경의 유지

d. 소음 진동 및 공해방지 계획

e. 급, 배수 설비의 시스템 구성과 안정성 계획

f. 시스템 선정의 검증

② 경제적인 설비계획

a. 생애주기 비용(LCC)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계획

b.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위한 에너지 시뮬레이션 수행

c. 효율적인 기기운용 시스템 계획

d. 반송 동력 절감이 가능한 방식 적용

e. 효율성 및 생애주기 비용(LCC)을 고려한 장비 및 자재 선택

f. 에너지 절약형 건축설계개념 도입

g. 부하산정의 적정성

③ 유지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a. 장비 및 배관 등의 교체 및 점검이 용이한 설비 계획

b. 장래의 실 구획변경, 확장, 리모델링 등에 대한 유연성 고려

c. 시스템의 단순화 및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계획

d. 장비 반입통로 및 장비 배관 유지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e. 배관의 내부오염방지 계획을 통한 내구성 확보

f. 기계설비 자동제어를 통한 신뢰성 증대

g. 실용적 운전 계획

h.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위험 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 강구

i. 펌프 등에 사용되는 모터는 동일 제작사 제품으로 설치되어 유지관리 시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계획

④ 환경 친화적인 설비계획

a. 기후 등 자연조건(자연환기, 자연채광 등)을 적절히 이용하여 에너지 절감

최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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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친환경 설비자재 및 재료의 적용

c. 유해물질 발생을 억제하고 배출물질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d.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대책으로써 CO2 발생 최소화

e. 신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규칙(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적용

f. 친환경적인 건축설계 개념 도입

⑤ 소화․방재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계획

a.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b. 각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c. 건물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 용이

d.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2) 일반사항

⑴ 교육·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교육기관의 역할과 이미지에 부응하기 위

한 최상의 기계설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⑵ 본 과업내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의 타 공정과 관

련되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하여 공사 시 문제점이 없도록 한다.

⑶ 설계 착수 전 본 건물 특성 및 운영 시스템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한 후 이에

따른 각종 시스템(공조, 위생, 환기, 자동제어 등)의 최근 도입되는 방식에 대해

경제성 등을 포함한 장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최고의 방식을 반영하도록 한다.

⑷ 설계 착수 전 집단에너지(지역 냉․난방, 구역형 집단에너지 등),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의 공급현황 및 사용량, 사용시기, 인입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유관기관과 협의 후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여야 하며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을

파악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⑸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도 제안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품질

및 성능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을 검토 반영하되 실시

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품질향상

을 위하여 가능한 본 과업내용서 수준 이상의 품질이 확보되어 최상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⑹ 본 건물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정책 및 환경오염방지 등과 부합되는 에너지 절

약형 건물로 설계 하여야 한다.

⑺ 지역 특수 조건 및 제반 관련법규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 설계

및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⑻ 유지관리 및 보수가 편리하여야 하고 부분적 가동, 변경 또는 개 보수 및 증

설에 대한 유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하자발생시 보수가 가능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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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확보해야하며, 특히 배관 및 덕트 샤프트의 크기를 충분히 설치한다.

⑼ 각종 설비계획은 최신의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신기술, 신공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건물의 특성 및 규모에 알맞은 적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⑽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정한 공정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전문 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⑾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②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④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⑤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⑥ 에너지절약설계기준

⑦ 한국지역난방공사열사용시설의기술기준

⑧ 기타 관련법규 및 규칙

⑿ 기계설비공사는 건축분야와 분리 발주를 위한 설계계획을 반영하고, 설계도서

등을 별책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⒀ 전시실, 수장 공간 등 보관품의 보존과 전산실 계통은 24시간 적정한 항온·항

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 항습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⒁ 냉동기, 공조기 등 주요장비 및 기자재는 형식, 특성,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⒂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방재, 방범, 승강설비등 전체 설비를 단일장소에서 통

합으로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6) 주요 장비 및 감시·제어 시스템에 대한 시운전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17) 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을 적극 검토 반영한다.

(18) 전기실 및 발전기실, 기계실, 공조기계실 등은 설비 기능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정 층고를 확보하고 장비 반입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19) 집수정의 배수펌프는 설치 위치를 낮게 하여 유효 용량을 완전 배수가 가능

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시공방법, 자재 및 장비류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공정이나 특수

장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 T.A.B 계획을 설계에 반영 한다.

(22) 건물에서 배기되는 공기는 인체 유해여부를 검토하여 여과 및 탈취 후 배출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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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계설비 분야 관급(지급)자재 목록을 사전에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와 사전협의

하여 별도의 전문시방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계설비 설계자는 2주에 1회씩 설계진행 과정 및 각종 검토사항을 발주기관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협의 사안은

결과를 협의 다음날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3) 에너지 절약 계획

주요에너지 관련 설비는 소비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적정하고 타당한 방법에 의한 LCC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설비시스템 계획의 타당

성을 제시하고, 에너지 관련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열원설비계통의 에너지 절감

a. 고효율기기 및 효율적인 열원시스템 채택

b. 열원기기 및 반송설비의 적정 분할 및 대수제어

c. 경제적인 유지관리 및 내구성 향상 시스템 도입

d. LCC 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열원 시스템 계획

② 공기조화 설비 계통

a. 각 실의 용도별로 적정한 온 습도 조건과 건강하고 깨끗한 공기질 조건 설정

b. 조닝별 적절한 온도조절설비 설치로 에너지 손실 방지

c. 적절한 공조구획 설정으로 운전의 편리성과 에너지 손실 억제

d. 자연환기 및 외기냉방 방식 적극 도입

e. 실내 환경조건에 따른 외기도입량 제어 및 적절한 열회수 시스템 적용

f. 공조용 반송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 적용

g. 층고가 높은 대공간은 CFD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온도/기류 분포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증

③ 위생설비 계통

a. 건물 특성에 맞는 급수방식 채택으로 에너지 절감

b. 각종 위생기구는 절수형 적용

c. 깨끗한 수질 유지를 위한 내식성자재 및 청소가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성

d. 수자원 절약을 위한 우수 이용, 중수설비를 자연정화시스템과 연계하여 계

획 수립

e. 건물의 5층 이하 및 수난구조훈련장 상수도 직수사용 검토 적용

④ 자동제어 계통

a. 쾌적한 실내 온 습도 제어

b. 에너지 최적관리

c. 시스템의 효율적 운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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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호환성이 확보된 표준형 통신 프로토콜(Protocol)채택 및 프로그램 적용

⑤ 에너지 소비량 분석

a.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약적 설비 계획수립

b. 에너지 절약시스템 및 에너지 절약형 기기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 및 환경

부하 저감량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를 제시

4) 설계기준

⑴ 외기온도조건

국토교통부 고시(제2013-587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구 분 건구온도(℃) 습구온도(℃) 상대습도(%) 비 고

난 방 -11.3 - 63
서울 기준임

냉 방 31.2 25.5 -

⑵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3-71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실내온도를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③ 각 실별, 용도별 특성에 맞는 온․습도 조건을 적용하며 항온 항습이 필요한

실은 항온․항습기를 설치한다.

구 분
냉 방 난 방 비 고

건구온도(℃) 습도(%) 건구온도(℃)

행정실 28 50~60 18

강의실 26~28 50~60 20~22

대강당, 국제회의실 26~28 50~60 20~23

생활실 26~28 50~60 20~24

⑶ 실내 공기 청정도 조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참고하되 아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① 미세먼지 : 150㎍/㎥ 이하

② 일산화탄소 : 10ppm 이하

③ 이산화탄소 : 1,000ppm 이하

④ 이산화질소 : 0.05ppm 이하

⑤ 폼알데히드 : 100㎍/㎥ 이하

⑥ 라돈 : 148 Bq/㎥ 이하

⑦ 석면 : 0.01개/cc 이하

⑧ 오존 : 0.06pp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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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건물별 적용설비 기준

각 설비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되 설계자가 적용설비 중 더 이상

적인 설비방식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분 난방 냉방 환기 급,배수위생 소화 비고

본관동 ○ ○ ○ ○ ○

구급교육관 ○ ○ ○ ○ ○

특수구조단 ○ ○ ○ ○ ○

중앙훈련타워 × × ○ ○ ○

생활관 ○ ○ ○ ○ ○

후생동 ○ ○ ○ ○ ○

안내동 ○ ○ ○ ○ ○

* 중앙훈련타워의 1층(교관대기실)과 15층(통합 관제실 및 조망대)은 개별 냉·

난방 시설을 계획한다.

⑸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파이프

관용도

배관용탄소강관 배관용

스텐레스관

동 관

(L-TYPE)

PLP

강관

주철관

배수용

PVC

(VG1)
비 고

백 관 흑 관

급수 ○ ○

급탕/환탕 ○ ○

오수 ○ ○* NO-HUB TYPE

배수 ○ ○* NO-HUB TYPE

통기 ○ ○*

증기관 ○

응축수관 ○

냉온수관 ○ ○
100이하:동관
125이상:스텐레스관

FCU관 ○

소화수관

냉각수관
○ ○

가스관 ○ ○ PLP강관:매설

시수인입관 ○

* PVC(VG1)은 생활관의 오․배수관에 해당됨 / 온돌용 배관은 X-L관으로 함.

5) 적용설비

⑴ 열원설비 ⑵ 냉난방및공기조화설비 ⑶ 환기설비

⑷ 위생 설비(급수, 급탕, 오 배수, 통기)

⑸ 방진 및 소음방지 설비 ⑹ 자동제어설비 ⑺ 도시가스설비

⑻ T.A.B (Testing, Adjusting ＆ Balancing) ⑼ 주방설비

⑽ 중수도설비 ⑾ 오수정화설비 ⑿ 신․재생에너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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⒀ 빗물이용시설설비 ⒁ 엘리베이터(승강기)설비 ⒂ 소방설비(기계분야)

6) 열원설비

⑴ 기본방향

① 열원공급의 신뢰성 확보

a. 사용 에너지의 안정성, 경제성, 법적 제한 검토

b. 건물의 부하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기 선정 및 적정한 대수 분할

c.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약 도모

d. 전산실 등 연중 열원공급이 필요한 부분의 장비사고에 대비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② 경제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스템 구성

a. 보수점검이 용이한 시스템 구성 및 장비 선정 배치

b. 경제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 구성

c.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고효율 열원기기의 선택

d. 열원기기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의 운전시간 최적화 및 자연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⑵ 일반사항

① 냉동기, 보일러,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제어 또는 대수제어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냉․온열원의 주요장비는 LCC를 검토하여『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

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

리시설 설치)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기열 회수 시스템을 적극 도입 하여야 한다.

④ 지역열원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 가능 여부 및 공급 시기 등을 사전에 관련

기관에 확인하고, 공급가능시 난방 및 급탕 열원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야 하며, 공급가능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향후 지역열원 공급 시에 대비

한 필요 장비의 설치공간을 기계실내에 확보하여야 한다.

⑤ 각종 기기 및 장비의 형식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환경 정책에 부응하고

성능, 경제성, 건물의 특성 및 기능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 장비의 배치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출입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장비는 과대한 용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⑧ 냉/난방 열원 설비의 설계는 적절한 부속품 및 예비품, 공구류 등을 포함하

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⑨)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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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열원기기 설비공사

① 열원장비(냉동기, 보일러, 냉온수기 등)

a. 장비별 제작기준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 관련법규와 기준에 적합하

게 설계하여야 한다.

b. 건물의 용도, 규모, 부하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비를 선정하고, 부하 변동에

따른 비례제어 또는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에너지절감을 도모한다.

② 펌프

a. 고효율 펌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고효율 펌프 이외는 KS 규격에서 정해

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냉·온수 순환펌프는 냉·난방 부하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에너지절약

적인 운전이 되도록 한다.

③ 연도

a. 열원장비에 사용되는 수평연도와 수직연도는 전체 시스템에 적합한 공기단

열층을 가진 구조로 한다.

b. 배기가스가 건물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외관·단열·기밀성이 우수한 제품을

설계한다.

c. 발전기 연도(설치 시)는 타 열원장비와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d. 연도는 조립식 스테인레스 이중관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냉각탑

a. 냉각탑은 내식성 자재로 제작되어야하고,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소음 및 적

합한 형식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백연방지 장치 및 냉각수의 비산량이 적

은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b. 냉각탑 가동 시 소음방지를 위하여 적정한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주변미관

을 고려하여 필요시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c. 냉각탑 가동 시 냉각수의 레지오넬라균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기능이 확

실하고 유지관리가 간편한 시스템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d. 냉각탑은 “초저소음형”으로서 내식성자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⑤ 배관

a.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를 하도록 한다.

b.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7)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⑴ 기본방향

① 열원 및 공조방식은 실용도 및 운전조건에 따라 중앙 냉 난방방식, 각층 유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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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분산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적의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조방식은 실 용도에 적합하여 쾌적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여야 하고 적절한 취출구 및 배기구의 계획을 통하여 실내 환경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

하며 공기조화기용 송풍기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

상의 제품으로 한다.

③ 지열히트펌프, 지열직수 및 회수열 등 신재생 및 자연 에너지를 적용하여 에

너지절감 및 쾌적성이 향상되도록 계획한다.

④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운전 구획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시설별 부하특성 및 실내운전 조건에 맞춰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하되 공조

조닝 계획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a. 실내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b.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c.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등

⑵ 일반사항

① 배기량 및 외기도입량이 많은 공조계통에 열회수 장치를 설치하고 내식성이

강하고 운영이 편리하며, 효율이 좋은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강당, 로비, 체력단련장 등 층고가 높은 대공간의 공조는 온도 성층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시뮬레이션 실시)하여 공조기류의 흐름, 도달거리, 공기압

력 밸런스 및 상하 공간 온도차에 유의하고 건축실내 디자인, 조명계획과

조화될 수 있도록 마감방식, 덕트기구 형식 및 토출구, 흡입구 배치 등에 유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 및 공조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인접실 또는 실내근무자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방음 방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기조화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⑤ 건물 준공 후라도 각 실의 용도변경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계

획을 하여야 한다.

⑥ 24시간 거주 공간 및 사용특성이 특별한 공간은 별도의 개별 냉난방 또는

개별 공조방식 도입을 고려한다.

⑦ 중간기 및 나이트 퍼지 운전시에는 외기도입에 의한 외기 냉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구성한다.

⑧ 공조기, 송풍기, 펌프 등에 사용되는 모터는 고효율 기종, 밀폐형으로서 제작

회사가 동일한 제품으로 제작 설치되어 유지관리시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⑨ 각종 장비 설치시는 방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⑶ 공기청정계획

① 관련법규 상의 실내 환경 기준치 이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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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관리의 용이성 및 효율성

③ 신뢰성 및 에너지 비용절감

④ 고효율의 포집 능력과 우수한 장치로 설계

⑷ 배관 설비

① 배관은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냉, 온수 배관의 보온 재질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열성과 내구

성을 고려하여 고무발포보온재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적용하고,

증기 배관의 경우에는 난연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노출배관 계통의 보온마감재는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

으로 선정한다.

④ 배관은 유체의 종류, 시스템 압력, 온도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유속이

유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⑸ 덕트 설비

① 덕트 제작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덕트 보온시에는 공기단축, 보온성, 차음성, 화재의 안전성 등이 우수하고 누

기율 감소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③ 소음챔버, 소음기 내에는 장기간 사용에도 보온재가 비산되지 않고 흡음성능

이 유지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설계된 풍량이 통과하는데 기준속도와 기준마찰 저항 이하가 되도록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⑤ 일반적인 덕트 재질은 아연도강판을 사용하며, 부식성이 있는 가스 배기시는

배기가스 성분을 고려하여 스테인레스강판이나 PVC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덕트의 외부보온재는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또는 EPDM의 난연성 재료를 사용

하고, 소음챔버, 소음기 내에는 폴리에스테르 섬유보온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환기설비

⑴ 기본방향

환기설비는 실내 환경의 개선, 취기, 유해가스의 배출, 열의 제거, 연소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계획 및 설계 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a. 환기의 목적에 적합한 환기방식의 채택

b. 실내, 외 압력차에 주의

c. 운전시간대를 고려한 계통분리

d. 환기의 재유입에 따른 오염방지

e. 취기의 확산방지

f. 환기설비 설치 시 각 실에 적합한 환기 횟수를 계산하여 쾌적한 공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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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한다.

⑵ 주요계통별 환기방식

① 발전기실 : 급기 및 배기팬을 설치하여 강제 급배기 한다.

② 기계실 : 급기 및 배기팬을 설치하여 강제 급배기 하고, 연소에 필요한 급기

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전기실 : 발열부하를 고려하여, 발열량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환기방

식을 계획하여야 하며 필요시 냉방시설 설치를 고려한다.

④ 샤워실, 주방 등 습도가 높은 장소의 환기 덕트 재질은 스테인레스 재질로

선정하되 각 계통별로 설치하여 각실의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엘리베이터 기계실은 실내 환기 및 외기냉방을 위한 환기시설 또는 냉방기

를 설치하여 장비의 오동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⑥ 자연환기가 곤란한 실, 휴게실, 화장실, 서고, 학술정보관 내 실험실 등은 비

공조 시 실내공기 오염방지를 위해 강제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위생설비

위생설비는 관할지역 수도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른 제반 조건을 감안하고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유량 공급으로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

시에도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수조 용량 및 시스템을 구성하여

야 한다.

⑴ 급수설비

① 급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a. 사용자의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중점을 둔 저수조

및 배관 재질을 적용하여야 한다.

b.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등의 기준을 K.S 규격품 및 동등이상의 제품으

로서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을 선택하여 설계를 하도록 한다.

②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급수 펌프 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수이용계획 및 합리적인 급수조닝

계획과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급수용량의 산정은 급수인원수와 위생 기구수에 의한 방식을 비교하여 큰

값으로 산정한다.

⑤ 지하저수조

a. 1일 사용분 이상을 저장하여야 한다.

b. 중간 격벽을 설치하여 저수조 청소시에도 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c. 수도법 시행규칙(저수조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d. 저수조 내부 오염방지를 위해 사수방지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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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소화용수는 기존 저수조와 병행 또는 별도 구분하여 설치한다.

f. 저수조 및 관련 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강구하여야 한다.

g. 저수조는 기계실 또는 근처에 설치하며, 콘크리트 골조를 이용하지 않는

별도의 내식성 자재로 계획한다.

⑥ 고가수조 (설치 시)

a. 내식성자재(STS, PDF 등)를 적용하며,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b. 수도법 시행규칙(저수조 설치 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⑦ 관계법규에 따라 위생 기구류는 절수형 기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⑧ 동파방지대책에 대응하여 필요 시 히팅코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 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도 동일 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 시 절연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⑩ 급수방식은 건축물의 특성, 건물외관, 에너지절약 방안 등의 검토와 물의 사

용위치, 수압, 수량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⑪ 수목에 필요한 수량, 살수반경 등은 조경계획에 따르며, 수목의 보호, 유지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동파우려가 있는 모든

배관에는 동파방지시설을 계획한다.

⑫ 배관시설 문제 발생 시 간편하고 즉각적인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합리

적인 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⑬ 아리수 음수대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⑵ 급탕설비

① 효율성, 안전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공급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닝별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급탕방식은 사용 특성을 감안하여 저탕조 방식 또는 순간 가열식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필요시 용도별로 분류하여 저탕조 또는 순간 가열식 급탕시설을

설치한다.

③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

도록 한다.

④ 급탕의 정체로 인한 온도강하를 방지하기 위해 환탕관을 설치하고 최상층에서

유량 및 수압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이종 금속재료 사용 등으로 인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부식방지장치를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⑶ 오․배수 및 통기 설비

① 오․배수 계통 구분

a. 오수 : 대변기, 소변기

b. 일반 잡배수 : 세면기, 샤워, 청소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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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주방배수 : 주방싱크, 탕비싱크

d. 간접배수 : 공조기, 팬코일 유니트, 기기 배수, 기타 등

② 오 배수 배관 방식

중력에 의한 오수, 배수, 우수 분리배관 방식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방지하고 통기를 원활히 하여야 하며 동시 사용을 최

대한 감안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화장실, 배수배관과 식당, 주방 배수배관은

옥외 맨홀까지 완전 분리설치하고 유기물이 함유된 폐유, 잡수 등이 직접 오

수처리장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생활실 내 욕실은 샤워기, 세면기, 양변

기를 설치하며 본관동 및 생활관 등 시설 내 화장실은 양변기를 적절히 배치

되어야 한다.

③ 통기설비

각개, 환상, 도피, 결합, 신정통기방식 등을 적절히 적용하여 배수관 내를 항상

대기압 상태로 유지하고 오 배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트랩의 봉수가 파괴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배수설비

a. 배관의 기울기는 가능한 자연 배수가 되도록 설계 하도록 한다.

b. 배수 펌프는 원칙적으로 2대를 설치하여 보통때는 자동 교환 운전을 하고

이상 만수 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하도록 한다.

c. 정화조와 배수조의 배기 및 통기관은 대기에 개방 하도록 한다

d. 배수설비는 위생상의 지장이 없는 한 기계배수 동력이 최소가 되도록 시

스템을 구성 하도록 한다.

e. 주방, 식당 등 위생시설 및 전기시설 천정에는 오수배관이 횡단되지 않도

록 계획 하도록 한다.

f. 기계실 트랜치를 통하여 집수정에 집수 후 펌프에 의해 강제 배수되도록 한다.

⑷ 배관설비

① 배관자재의 재질

배관의 용도 재질 KS 규격 비고

증기관, 응축수관

(흑관)

10kg/㎠ 이하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07

20kg/㎠ 이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62

냉,온수 및 공조배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또는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D 3576

KSD 5301

냉각수관, 통기관

(백관)

10kg/㎠ 이하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07

20kg/㎠ 이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62

상수도 인입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 3576

급수, 급탕,환탕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구경 15mm 스테인레스 주름관 사용 가능)
KSD 3576

소화수관
10kg/㎠ 이하 배관용 탄소강관 KSD 3507

20kg/㎠ 이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62

가스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D 3631 옥내노출

압출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D 3589 옥외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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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반배관

a. 각종 배관은 용도와 기능에 맞게 적정 기울기로 견고히 설치하되 위치별로

공기 빼기밸브를 설치하고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유체의 온도변화로 인한 배관의 신축이 예상되는 경우, 적정 간격으로 신

축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옥외에 노출되는 오·배수배관은 동파방지를 위한 보온을 하고, 옥외노출

보급수 배관 등에는 드레인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d. 배수설비와 관련된 모든 배관은 관 및 연결부가 과도한 변형이나 응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펌프주위 배관

펌프운전 시 진동이나 하중이 전달되지 않도록 Flexible Joint등 적절한 방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벽, 바닥 및 지붕 부분의 관통 슬리브

a.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b. 방수층의 관통부 슬리브는 방수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c. 지붕을 관통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건축적으로 방수대책을 계획하여야 한다.

⑤ 수처리설비

a. 급수, 급탕 배관 계통에는 수질을 향상시키고, 배관과 장비 효율향상 및 수

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수처리 장치는 배관 내의 녹, 스케일 및 슬라임(물 때)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제거 할 수 있는 성능이 검증된 시스템이어야 한다.

⑸ 위생기구

① 관계법규에 따라 절수형기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종 화장실에 설치되는 세면기 등 각종 위생기구는 화장실 실내마감계획에

어울리는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변기는 전자 감응식 매립형(전기식)으로 한다.

④ 장애인을 위한 위생시설은『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⑤ 청소싱크는 각층에 작업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각 시설별 건물 내 공용화장실에는 동파방지용 설비를 계획한다.

10) 방진 및 소음방지 설비

⑴ 시스템 선정조건

① 주요 설비기기와 배관시스템은 구조성능 확보를 위한 구조분야의 성능에 준

하는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방진의 중요한 목적은 건축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방지하여 건물의 수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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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하고 또한 장비의 정숙한 운전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있다.

③ 방진기 및 관련 기자재의 품질은 국내 최상품으로 한국산업규격(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④ 방진기의 스프링은 부식방지 및 수명연장을 위하여 반드시 분체도장을 하여

야 한다.

⑤ 실내허용소음 기준은 관련법규(규정)에 따른다.

⑵ 소음원별 소음방지대책

소음원 소음 방지 대책

기계실, 공조실
(냉동기·보일러·공조기·펌프류 등)

․ 벽체내부 흡음처리, 방음문 설치, 적합한
장비선정, 방진장치 설치 등

덕트 배관

․ 덕트 및 디퓨저 소음 방지
․ 워터 및 스팀 햄머 방지
․ 신축 및 관말, 슬리브처리 철저
․ 플랙시블의 사용 등

AHU , FAN
․ 소음기 및 흡음 챔버 설치
․ 저소음형 기기선정 등
․ 방진장치 설치 등

냉 각 탑
․ 설치 위치 고려
․ 초저소음형 냉각탑선정
․ 방진장치 설치 등

11) 자동제어설비

⑴ 일반사항

① 건축기계설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 에너지 절약과 자동운전으로 관리비 절감을 추구하며 장비별로 적절

한 제어를 통해 장비의 사용 연한을 늘리고 또한 타 분야(방범, 전력, 조명

등)와의 유기적인 연동 제어를 통해 지능형빌딩(Intelligent Building)개념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자동제어설비는 아래의 각 기능을 갖추어야 하되 소방학교의 시설․규모를

검토하여 설계자가 제안 할 수 있으며 제안의 수용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a. KS표준형 Protocol을 사용하여 향후 증설 및 변경과 IBS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방성

b. 그래픽 환경에서 감시 및 제어

c. 모든 운영의 Scheduling

d. 히스토리컬 데이터의 취합 및 분석

e. 편집 프로그램, 데이터 저장 및 직접 디지털제어기 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딩

f. 다중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테스킹 환경

g. 건물 내외 모든 위치에서 인가된 접속등급에 따라 Web을 통해 필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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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제어

h. 중요 장비에 대한 가동시간 적산

i. 직접디지털제어기(DDC) 기능

 분산 처리와 자체 진단 기능 및 비정상 전원 인입시의 보호기능

 현장제어반(DDC)의 경우 각각의 EMS(에너지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야 하며, 중앙처리장치와 통신두절시 자체적인 장비의 운전이

가능한 Stand Alone 기능이 있어야 한다.

j. 장비의 이상 발생 시 문자 및 음성 통보 기능

k. 소프트웨어의 기능

 메뉴 방식의 편리한 운용

 경보 발생의 저장 및 알람기능

 각각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포인트 관제점의 추이 기록 및 저장

 각 사용자별 암호 부여를 통한 보안기능, 운용자의 등급별 동록, 데이터

작성, 제어 및 감시의 제한 등 사용권한 차별화 기능

⑵ 설계 시 고려사항

① 기존 중앙제어장치의 모든 기능은 통합시스템(SI)에서 수행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② 통합시스템(SI)의 이상 발생 시를 대비하여 설비자동제어시스템 자체적인

Stand Alone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③ KS표준형 프로토콜(Protocol)은 직접디지털제어기(DDC)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④ 범용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부분에 대한 Web상에서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통합시스템(SI) 서버와의 통신은 Open Protocol을 사용하며,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의 모든 Data를 통합시스템서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타 특수설비(빙축열시스템, 지열·태양열 이용 시스템 등)는 중앙감시실에

서 기동·정지 및 상태감시가 가능하도록 자동제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⑦ VAV(Variable Air Volume System)시스템 적용 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

제적인 시스템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⑧ FCU(Fan Coil Unit) 적용 시 실별로 개별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⑨ 정전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한다.

12) 도시가스설비

⑴ 일반사항

모든 공사는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소방법, 건축법 등과 이의 시행을 위한 고시, 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이하“관계법규”라 한다)를 준수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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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설용 및 특히 지정한 것 이외의 모든 기기, 설비 및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관계법규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된 것은 그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b. 기기 및 재료의 규격은 특기하지 않는 한 KS 형식승인기준 또는 관계 법

규가 정하는 검사 규정에 따르며 제반 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하

되 우수제품을 사용 한다.

c. 기기에는 제조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한다.

d. 가스설비를 사용하는 실의 주 공급라인에는 가스 누출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스톱밸브를 설치하고, 각 사용 Zone에는 필요시 독립적인 가스계량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 가스 누출 우려가 높은 곳은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⑵ 설계 시 고려사항

① 가스 기구의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a. 공급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 할 것

b. 열에 의한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c.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 할 것

② 배관 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a.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계획

하며, 필요시 방식 조치를 한다.

b.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c.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한다.

d. 가스배관의 건물 인입부분에서는 건물 침하, 지진 등에 의한 배관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 보일러, 냉 온열원 장비, 주방, 국소 냉․난방용 등으로 도시가스를 사용시

에는, 가스 사용기기가 필요로 하는 가스압을 공급할 수 있는 가스 정압실

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용시설물 및 공용부위 가스배관의 안전장치(긴급차단변, 경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경보설비의 상태는 중앙감시반에서 사용처별로 표시되어야 한다.

⑤ 부지밖 가스배관 인입위치 및 방식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13) T.A.B (Testing, Adjusting, ＆ Balancing)

T.A.B 업무 실시는 설비 시스템의 대상설비 모든 분야에 적용하며 시스템이 정상

운전 시행 전에 수행되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조정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

여야 하고 공간진행상태 점검 및 보완함으로서 완벽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내

용별 설명은 아래와 같으며, 미비한 사항은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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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에 따

른다.

① 시스템 검토

② 예비보고서 작성

③ 현장점검 및 수행업무

가.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의 확인‧점검

나. 현장 조건에서 장비의 성능시험

다. 에너지 반송 시스템 확인

라. 에너지 분배(물, 공기)의 측정 및 조정

마. 분기 시스템의 밸런싱

바. 공조장비의 모터 등 전기기기에 대한 동력소비량 측정

사. 자동제어 장치의 성능검사

아. 실내 환경기준의 측정 및 분석

자. 소음‧진동의 측정 및 조정

④ 에너지 절감분석, 평가

⑤ 종합보고서 및 운전지침서 작성 또는 T.A.B 실시자료로 분석, 평가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출자료를 얻을 수 있다.

가. 공조덕트 운송중의 누기량으로 인한 에너지손실량 산출

나. 공조배관 계통의 밸런싱 전후 상태를 비교하여 과열‧과냉에 의한 에너지 손실량 산출

다. 시스템 밸런싱 이후의 운송동력비 분석

라. 공조공간의 온‧습도 비교분석 및 운전관리비의 경제성 분석

마. 쾌적한 환경기준에 부합여부 검토

바. 향후 운전 및 보수의 지침자료 제공

14) 주방설비

⑴ 각종 주방설비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HACCP)의 식품접객업

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설계 한다.

⑵ 냉장고, 냉동고, 배기후드, 국솥, 배식대, 자동밥솥, 가스렌지, 냉온수식수공급대,

자율배식대, 자동세척기, 소독기(전기식, 자외선,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 잔반처리시설 등을 설치

하되, 용량 및 수량은 이용인원을 고려한 배식인원을 산정하고 배식인원에 맞

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⑶ 기구는 조리동선, 배관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⑷ 기구의 외장은 미려하고 조잡스럽지 않고 견고해야 하며, 주방기구 일람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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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예비 부품이 필요한 기구는 예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⑹ 기구에 사용하는 강재류는 모두 스테인레스 강재(STS 304)를 원칙으로 한다.

⑺ 싱크류의 수조는 물 넘침 방지 구조이어야 하고 배수구에는 거름망이 부착되

어야 한다.

⑻ 기구에는 수평을 조절하는 조정식 발을 설치하고 보온이 필요한 기구는 완벽

하게 보온되어야 한다.

⑼ 주방의 후드는 천장형 후드시스템을 채택하거나 고성능 후드를 설치하고, 그

리스필터를 부착하여 Oil mist를 처리(덕트내부 청결유지, 배풍기의 그리스 오

손방지)하고, 조리용 냄새가 외부로 확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설계

한다. 또한 그리스 등이 집적된 전체 배기지역을 세척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는 자동세척시스템을 채택한다.

⑽ 스테인레스 강재로 제작되는 기구는 프레스 절곡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알곤 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⑾ 기구는 운반, 설치 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비닐테이프 등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⑿ 주방기구에는 필요한 급수, 급탕, 전원설비 및 충분한 용량의 도시가스설비를

하고, 가스누출감지기 및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⒀ 가스기구는 안전장치가 내장된 형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되는 모든 자재

는 K.S 형식 승인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규정을 통과한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⒁ 냉장류의 기구는 사용규제물질(프레온/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원칙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⒂ 모든 주방배수는 그리스트랩을 거쳐 유지분을 충분히 제거한 후 일반 잡배수와

연결하여 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주방 배기덕트도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도록 한다.

15) 중수도 설비

⑴ 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한다.

⑵ 양호한 수질을 확보할 수 있고 유지관리가 저렴하여야 한다.

⑶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상수계획과 완전분리하고 적절한 용량을 산정하여 계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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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오수정화설비

⑴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오니 반출이 용이하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⑵ 정화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구청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⑶ 세탁실, 자가주유소, 장비세척실, 세차장 등에서 발생되는 세제 등의 혼입된 폐

수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자체정화 처리할 수 있는 폐수처리 시설을 계획한다.

17) 신․재생에너지 설비

⑴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알맞은 기술이 반영되도록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가장 타당성이 있는 방법을 집중 계획하여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⑶ 지역적 특성, 도입 규모, 유지관리 방법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

하고, 건물특성에 부합하도록 실용적인 설계가 되어야 하며, 반드시 경제성 검토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⑷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시스템(지열 및 태양열시스템 등 설치 시)

① 신재생 에너지 적용 계획은 시스템의 기술적 안정성, 경제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건축계획과 건축구조계획과 연관되는 사항에 관

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해당 Zone의 부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용량의 장비가 선정되도록 한다.

③ 지열배관 설치를 위한 천공위치는 사전에 건축공정 및 지장물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서 재시공(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지열 시스템에 사용되는 열교환 유체는 스케일 부착 및 동파문제가 없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배관은 시방사항에 따라 보온하여야 한다.

⑤ 태양열이용 시스템의 경우에는 일반계통과 별도로 Zoning하고, 고장 등 비

상시를 대비 일반열원계통에서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동절기시 외기

조건 변화 등으로 태양열 이용 계통에 급격한 공급용량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열원 공급 계획 등 제반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소비량 기준 21% 이상(’18년 준공 기준)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⑹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설비를 계획하여 검토 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⑺ 각 건물의 특성과 지역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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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

18) 빗물이용시설 설비

설계자는 관련법령, 경제성,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발주기관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9) 엘리베이터(승강기)설비

⑴ 일반인, 장애인, 아동들이 함께 사용 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⑵ 엘리베이터의 용도는 승객용, 비상용, 화물용, 장애용을 구분하여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⑶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대기시간 단

축)을 높일 수 있는 최첨단 컨트롤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⑷ 엘리베이터 제어장비는 중앙감시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SI시스템과 Network가

구성되도록 Open Protocol로 계획하여야 한다.

⑸ 엘리베이터 Car는 조명, 환기설비, 냉방설비, 위치표시기, 인터폰, 비상조명, 비상

탈출구 등이 설치되어야 하고 관련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⑹ 승객 및 비상용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천장고는 최대한

높게 설계하여야 한다.

⑺ 장애인 수직이동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적정

속도의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 또는 수직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외부

마감은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인테리어 마감 계획에 따른다.

⑻ 모든 엘리베이터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통신회선과 17인치 이

상의 LCD모니터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⑼ 벽, 바닥 및 지붕은 난연성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유독한 가스나 다량의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⑽ 화재 또는 정전 발생시 비상전원 또는 배터리전원에 의해 엘리베이터를 자동

적으로 피난층으로 대피시켜 승객과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재난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⑾ 운행 중에는 소음의 발생 및 진동을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 속도는

건물의 층고별 적정 속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⑿ 승강기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제2012-14호, ’12. 3. 14.)에 맞게 승강기 내외

부의 소정의 장소를 연결하는 통화장치를 당해 시설물의 관리인력이 상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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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경비실, 전기실, 중앙관리실 등)에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0)소방설비(기계분야)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각종 기법을 통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각

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종합방재계획을 수립한다.

⑴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⑵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

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

야 한다.

⑶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⑷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

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을 말한다.

-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⑸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 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또는 제연을 하거

나,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⑹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⑺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21) 기타사항

⑴ 각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를 사용하며 펌프는 역류방지용 메커니컬씰 부착형

으로 한다.

⑵ 모든 장비의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며 운전시 전 중량의 3배 이상 장기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기의 배수는 가장 가까운 트렌치 등에 배관으로 연결

배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⑶ 유지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⑷ 배관, 덕트, 전선관 등의 관로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며 공간확보에 충분한

여유를 둔다.

⑸ 설비의 모든 장비는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며 장비 반입, 반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⑹ 배관점검 및 밸브조작이 원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⑺ 자동제어밸브 등의 배관에는 By-Pass 배관을 설치하여 비상시에도 사용이 가능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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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배관, 덕트의 지지, 신축, 보온, 마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행거 및 가대 또

는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⑼ 기계실, 공조실, 파이프샤프트, 덕트샤프트 등은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공

간(수직, 수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⑽ 급 배수펌프, 저온창고, 급 배기팬, 소방시설, 냉동기(냉온수기) 용액펌프, 냉매펌프,

추기펌프 등은 비상전원을 반영하여야 한다.

⑾ 기계실에는 배수를 위하여 트렌치를 설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집수정 시설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⑿ 아래의 실 및 누수로 인하여 전기, 통신선로 및 전자장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곳

과 하부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실은 누수감지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물탱크실, 중앙통제실, 전기실, 발전기실, EPS․TPS실, 정보통신관련실 등

⒀ 장비설치 완료 후 종합시운전(30일이상) 계획서를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설

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9 전기설비 설계지침

1) 기본방향

본 설계지침은 “서울 소방행정타운 건립 공사 1단계 사업” 전기설비의 제반 설계에

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 지침으로 최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변화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응하여야 하고, 건물관리에 있어서 에너지 및 운용ㆍ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설계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공급계획을 세운다.

① 사고의 사전예방과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하여 계획

② 성능이 우수하고 안정성, 기능성, 운용성을 고려한 신뢰도 높은 시스템을 계획

③ 경제성을 고려한 적정용량ㆍ적정규격으로 계획

④ 에너지절약ㆍ건물관리ㆍ유지보수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

⑤ 시설변경, 증설에 따른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

⑥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설비 계획

2) 일반사항

⑴ 설계자는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 세부계약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조사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검증, 추가 등 모

든 책임은 설계자에게 있다.

⑵ 전기설비를 최적의 설비로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운용성, 경제성,

미래지향성, 환경친화성 등에 중점을 두어 최상의 근무환경과 교육환경을 조

성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⑶ 본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KSC IEC 60364-5-52의 관련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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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허용전류, 단락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⑷ 모든 노출배관은 후강아연도전선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매입배관

및 접지분야는 난연성 CD관 및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⑸ 전기·통신 및 제어 설비의 통합 모니터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적의 시

스템을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여야 하고 최

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⑹ 정전시간을 최소화하고 중요기기는 절대 정전되는 상황이 없도록 비상발전기나,

배터리, UPS 등의 대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⑺ 전등, 전열의 사용전압은 220V로 하고 일반동력은 380V/220V를 사용하고, 특

수한 실험장비 등의 전압은 관련 장비를 파악하여 적용해야 한다.(단, 빙축열

동력은 고압 적용이 가능하다.)

⑻ 전기실, 발전기실 및 EPS실의 위치 선정은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선정한다.

① 인입선로가 약전선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②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해 장비 반 출입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력간선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위치를 부하 중심점에 선정하여야 한다.

④ EPS실은 Access Floor를 설치하여야 한다.

⑼ 각 층 부하의 중심에 전기용 EPS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기기(Panel등)를 설

치하도록 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과 작업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

보하되, 통신용 TPS실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⑽ 조명기구는 건축 실내마감 및 설비마감과 조화되게 배치하여야 하고, 에너지

절약 개념을 적용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⑾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과 관련하여 공급사에서 원격검침을 시행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⑿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대체에너지 이용의 구

체적인 추진방안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⒀ 수변전실에 물의 침투가 우려되는 물탱크실, 화장실, 식당은 수변전실 상부 인

근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급 배수 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⒁ 각 시설은 사용전 검사 기준 및 관련 법규의 적용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⒂ 모든 전기설비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건축물의 종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조명

제어시스템의 구축, 광원 및 조명기구의 고효율화, 전원설비의 에너지절약 시

스템 및 기기 사용, 에너지 절약적 제어설비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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⒃ 설계자는 수전 후 사용(또는 임시사용) 승인 허가를 득하기 전까지 전기사용료

(기본요금, 사용요금 포함)를 부담해야 한다.

⒄ 전기(소방전기포함), 소방, 통신시설 기타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는 공사는 해당

법령에 맞도록 설계자가 관계관청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⒅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과업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계약 전, 후 라도 설계에 보완 반영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경비는 입찰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⒆ 본 과업내용서는 입찰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설계자는 향후

설치 및 준공시점에 업그레이드(Upgrade) 된 시스템 및 최신 모델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비용의 증가 없이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시설해야 한다.

⒇ 수전 및 배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게 보호협조(보호 계전기의 동작시간을 설정하

여 고장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계전기부터 신속하게 동작)에 대한 내용도 포함

한다.

(21) 주요자재 선정기준(관급자재)은 중소기업청 고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제2014-27호, 2014. 5. 7.)를 기준으로 제품명(세부품명)

에 따라 선정하고, 조달청의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22) 에너지기자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고효율 에

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설

치하여야 한다.

3) 적용설비

⑴ 전력인입설비 ⑵ 수변전설비 ⑶ 예비전원설비

⑷ 전력간선설비 ⑸ 동력설비 ⑹ 조명 및 전열설비

⑺ 접지 및 피뢰설비 ⑻ 소방전기설비 ⑼ 무대설비

⑽ 원격검침설비 ⑾ 스노우멜팅설비(필요시)

4) 전력인입설비

⑴ 전력수전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재산한계점, 선로용량, 인입지점, 배전계획,

배전계통, 전압관계)에 의하여 결정하고 전력인입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시

설하여야 한다.

⑵ 수전은 2회선 수전(1회선 예비선로 포함)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⑶ 전력인입은 지중인입을 원칙으로 하며, 인입에 필요한 맨홀과 지중전선관 예

비선 1조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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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특고압 인입의 지중관로에서 90°이내의 굴곡부분 및 관로길이 30m 마다 적합한

크기의 전력맨홀을 설치하고, 구내 인입지점에도 전력맨홀을 설치하여 누수방

지를 위한 관로구 방수와 케이블 인입 후 관내방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특고압

인입 지중관 상부에 견고한 보호판을 설치하여 관련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

⑸ 건물내 전력인입 구간은 별도구획을 하고 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

⑹ 인입케이블은 22.9KV 동심중심선 수밀형 무독성 난연 전력케이블(FR-CNCO-W

CABLE)로 한국전력공사 인증 규경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⑺ 부지 밖 한전 전력 인입 위치 및 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

5) 수변전설비

⑴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

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⑵ 전기실의 위치는 전력부하의 중심으로서, 전력인입이 외부로부터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장비반입이 용이하고, 침수피해가 없고

환기가 원활한 장소에 계획하여야 한다.

⑶ 특고인입은 2회선 (상용, 예비)을 인입하되 한전 변전소가 다른 2회선으로 구

성하여 본 선로 사고 시 예비선로로 즉시 절체 되어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

도록 계획한다.

⑷ 특고인입용 지중케이블은 수밀형 무독성 난연(FR-CNCO-W) 케이블을 사용

하고, 예비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⑸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하고,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⑹ 수변전설비는 경제성, 신뢰성, 안정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⑺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한다.

⑻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 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

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⑼ 고천장 시설물의 각종 설비는 전시 및 행사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⑽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 시 정전

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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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전등, 전열부하, 동력부하,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

력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⑾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

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⑿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

(kV)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⒀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⒁ 부식성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설비는 내식성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⒂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

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⒃ 변압기 1, 2차측 모선은 고장 또는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정전 시 부하 절체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Tie차단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⒄ 이상전압으로부터 계통 보호를 위해 적정한 위치에 피뢰기(LA, SA)를 계획

하여야 한다.

⒅ 수전설비 용량 개략 산정결과 500kW이하인 경우, 수전전압은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특별고압 또는 저압 중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압방식을 채택한다

6) 예비전원설비

⑴ 비상발전기

①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

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 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

기실은 급배기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④ 발전기 운전 시 소음, 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

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 119 -

승강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⑥ 발전기 용량은 모든 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⑵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①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

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

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UPS는 30분 이상 Back Up이 되어야 하고,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④ UPS 및 축전지설비는 별도의 실을 계획하여 냉방 및 환기설비를 하고, 부식성

가스에 의한 피해와 기기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⑤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로 인한 각 간선계통의 장애와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전력간선설비

⑴ 전력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⑵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저독성 난연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⑶ 금속닥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닥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⑷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

비율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⑸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산정하되 최소

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⑹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

보수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 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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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8) 동력설비

⑴ 저압반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⑵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 설계 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⑶ MCC(Motor Control Center)

① 인입측 Feeder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②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⑷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

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⑸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

지절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9) 조명 및 전열설비

⑴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⑵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색온도, 연

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교육 및 사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⑶ 등기구의 선정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LED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

을 표시한다.

⑷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

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⑸ 부득이 형광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고효율 안정기를 적용하고, 고조파 함유율

10%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⑹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명의

30%이상을 계획한다.

⑺ 적정한 휘도와 조도를 준수한 옥외 외등을 계획하여야 하고 경관조명을 계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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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반드시 LED조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⑻ 실내의 시작업 부위가 변화하더라도 별도의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균일한

조도분포가 균제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⑼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⑽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⑾ 콘센트는 60%이상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⑿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 에는

전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⒀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⒁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

하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⒂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⒃ 팬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

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7)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

인 조도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

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되도록 설치 한다.

10) 접지 및 피뢰설비

⑴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

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⑵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 C IEC 62305-1 ~ 4,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⑶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지의 대지조건을 고려한

접지설계로 인축 및 장비가 사고전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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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접지선 및 접지극은 토양의 환경성 및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

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⑸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Ω 이하로 한다.

⑹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공통접시 방식으로 계획하고, 필요한

곳에 서지보호장치(SPD)를 별도 계획한다.

⑺ 변압기 2차 측과 각 동의 메인 분전함 및 중요시스템 부하에는 서지로부터 시스

템을 보호할 수 있고 고장표시 및 잔류성능표시가 가능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한다.

11) 소방전기설비

⑴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⑵ 화재 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

도록 고려한다.

⑶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

템으로 방재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⑷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⑸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

준”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화재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⑹ 유도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LED조명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12) 무대설비(대강당)

⑴ 대강당의 용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⑵ 무대 면적을 고려하여 무대 조명기구, 무대 배선기구 등을 적정한 간격으로

계획하며, 다양한 연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⑶ 무대조명의 배치는 사용용도에 적합하도록 조명 제어반 및 조명기구를 포함하

여야 한다.

⑷ 무대 조명은 디머에 의한 밝기의 조절이 되어야 하며, 조정실 및 무대 상부에서

조정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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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무대 조명설비의 전원은 음향설비의 전원과 분리되어야 한다.

13) 원격검침설비

⑴ 전기 사용량 검침을 현장 방문을 통해 검침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자동

원격검침이 되도록 구성한다.

⑵ 방재실(중앙감시실)에서 각 시설별 에너지 사용량 및 각종 리포트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⑶ 각각의 원격검침기의 전원은 비상 전원을 공급하여 정전 시에도 동작이 가능

하도록 구성한다.

⑷ 원격검침설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상태 검침 확인

② 사용기간별 검침량 확인

③ 시간대별 검침자료 확인

④ 일간/월간 사용량 정리

⑤ 원격검침기의 통신상태의 상시 점검 및 확인 기능

14) 스노우멜팅(Snow-Melting)설비(필요시)

⑴ 주차램프에 설치되는 스노우멜팅설비는 온도감지기, 전자접촉기, 동결방지용

전열선 및 분전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⑵ 각 열선회로는 분전반에 설치된 전류계에 의하여 동작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⑶ 각 회로는 초기 부하 투입 시 과부하 상태를 고려하여 회로별로 순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⑷ 설비와 연동하여 방재실(중앙감시실)에서 동작 및 고장여부를 확인 및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3.10 정보통신설비 설계지침

1) 기본방향

⑴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고 초고속, 대용량, 유비쿼터스를 지향하는

교육시설 최상의 정보통신 요건을 갖추도록 계획한다.

⑵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

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교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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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구현한다

2) 일반사항

⑴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⑵ 통신 MDF, IDF 시설은 전화 및 랜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 설치하여야 한다.

⑶ 향후 정보통신시설의 증설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하고

IPv4뿐만 아니라 IPv6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⑷ 교육시설내 주전산망과 국내외 전산망과의 접속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⑸ 시스템 상호간 연계되는 부분은 운영 시 장애가 없도록 통일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업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계자가 책임을 지고 조

건에 충족되도록 한다.

⑹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관련 법령(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⑺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⑻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ES(T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

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⑼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1등급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다.

⑽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⑾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

여야 한다.

⑿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

수, 교체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⒀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도면에 명기 하여야 한다.

⒁ 지하주차장 등 취약지역에는 CCTV시스템을 설치하여 중앙에서 집중 감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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⒂ 주차장에는 필요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⒃ 교육실, 강당 등 교육, 문화공간에는 적정규모의 TV공동시청설비, 근거리 통

신망설비, 전화설비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⒄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적용설비

⑴ 통신인입설비 ⑵ 정보시스템실 및 방재실 ⑶ LAN설비

⑷ 통합배선설비 ⑸ 교환기설비 ⑹ 전관방송설비

⑺ A/V설비 ⑻ 동시통역설비 ⑼ CCTV설비

⑽ 출입통제설비 ⑾ CATV설비 ⑿ 무전기 중계기설비

⒀ 주차관제설비 ⒁ 시스템통합(SI)설비 ⒂ 시스템관리설비(FMS)

⒃ 전자게시판설비 ⒄ 통합모니터링설비

4) 통신인입설비

⑴ 사업부지 경계 지점에서 본관의 정보시스템실까지 통신 인입 선로를 지중매설

로 설치하여야 한다.

⑵ 지중매설 전선관은 1.2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며, 매설위치 및 방향을 알 수

있는 표식(지중선로 표시기, 표시 시트 등) 및 50m이내 마다 맨홀을 설치한다.

⑶ 단지 밖 통신 인입 위치 및 방식은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인프라를 구축한다.

5) 정보시스템실 및 방재실

⑴ 정보시스템실(전산실, 통신 등) 및 방재실(기계, 소방, 전기, 방재 등)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중단 없이 가동되어 전체 정보통신망을 통합감시 및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근무 및 교육환경의 편리성 및 쾌적성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⑵ 바닥은 Access Floor 설치가 필요하며, 각종 정보통신(기반, 회선사업자, 초고

속정보통신 통합망, LAN, 전산장비, TV, 방송 등) 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⑶ 등전위 접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⑷ 침수 등의 외부영향이 적은 지상에 배치하여야 한다.

⑸ 공급하는 전원은 UPS(축전지 Back-up Time 60분용)로 하고 각종 장비의 용량 및

장래 증설을 고려한 분전반을 계획하며 별도의 항온항습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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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천장고는 정보통신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

하여야 한다.

⑺ 화재발생 시 정보통신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정소화약재를 사용한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⑻ 출입구의 바닥높이가 다를 경우 출입구를 경사면 형태로 설치한다.

⑼ 공급되는 전원은 변전실(UPS)에서 직접 380V/220V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⑽ 기간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및 유선통신선로 인입을 위하여 통신관로를 향후

증설되는 용량을 감안하여 충분히 확보하며 통신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⑾ 출입통제구역으로서 이중문, 카드키 설치, 지문인식 등 적절한 보안시스템을

제안하고, 비인가 방문자는 음성과 화상을 통해 내부에서 식별하고 출입 승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LAN설비

⑴ LAN설비는 정보통신기술과 장비의 발전추세, 확장성 및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첨단 건물에 적합한 최신의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학교 네트워크 환

경을 충분히 파악하여 최상의 교육 및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내 정

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⑵ 모든 장비와 Software는 국제공인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 안전규격

및 신뢰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⑶ 주요 네트워크 장비 외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소요장비를 현재 운영 중인

각 장비들과 호환성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동등 이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⑷ TPS실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장비는 UPS(축전지 Back-up Time 60분용)

전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증설에 대비 용량을 충분히 산정하도록 한다.

⑸ 무선랜 시스템은 801.11n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AP(Access

Point)와 컨트롤러를 동일 벤더로 구성하여 컨트롤러와 100% 호환되는 무선

랜 관리서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⑹ 인증서버를 설치하여 교육시설 내 사용자 유․무선 인증을 통하여 인가되는

사용자들만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7) 통합배선설비

⑴ 통합배선시스템은 학교시설 내부에서 요구되는 각종 Data, Voice통신망을 일

원화시킨 것으로, 음성, 데이터, 그래픽 정보처리를 위한 컴퓨터, 통신장비, 전

화시스템, 건물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관리시스템 등 어떠한 정보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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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자유롭게 접속 될 수 있으며, 데이터망 보안 및 유지관리편의성을 위한

배선망 관리개념을 도입한 경제적인 통합배선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⑵ 모든 광케이블은 화재에 대비하여 난연케이블로 계획하고 인입, 층간 등 주요

구간에 포설하는 광케이블은 설치류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매난

연형으로 시공한다.

⑶ 통합배선 설계 시 IP전화기, 컴퓨터 등이 단일회선에서 운영 가능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⑷ 모든 선로는 바닥, 벽체 마감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덕트, 케이블트레이, 후강

아연도전선관 등 적절한 배관을 시공한 후 포설하여야 한다.

8) 교환기설비

⑴ IP-PBX는 All IP기반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운영관리 및 인터페이스 확장을

위해 서버와 게이트웨이로 구성하고 음성 및 영상, 데이터의 전송이 가능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지원이 용이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정성

및 연속성이 부합되는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⑵ IP-Telephony 기술을 도입하여 외부의 IP-Telephony 환경에도 원활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도록 한다.

⑶ 장애발생에 대비한 백업시스템, 디지털전화기, 아날로그 전화기도 고려하여 상시

전화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팩시밀리, 직통전화 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⑷ 차후 용량 증설 시 시스템 교체 및 하드웨어 증설 없이 사용자 증설이 가능하

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 및 인터페이스에 적합한 카드 개발 시에도 기존시스템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새로운 H/W 및 S/W를 부가하여 사용가능하여야 한다.

⑸ 안전행정부 인터넷전화(IPT) 운영관리 지침 및 상호부가서비스 지침서를 근거

하여 시스템을 제작하여야 하며, 국정원 암호화 모듈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⑹ 교환기는 표준 Protocol을 지원하는 IP Phone을 수용 할 수 있어야 한다.

9) 전관방송설비

⑴ 디지털방송으로 구성하며 전체방송, 비상방송, 개별방송, 층별방송 등이 가능

하도록 하여 이용상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자동방송시스템의 모든 주요

기능이 완비되어야 하고 화재수신기와 연동 및 국가화재 안전기준 NFS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구축되어야 한다.

⑵ 각 건물별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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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인 전관방송시스템으로부터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전체 통합운영이 되도

록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한다.

⑶ 전관방송설비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지사항 전달 등 안내기능과 비상

방송이 겸용이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며 강당 및 회의실 등은 별도의 방송 시

스템을 설치하고 비상시 비상방송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

및 기타 휴게시설(옥외/옥내)에는 디지털 BGM(Back Ground Music) 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회로를 구성한다.

⑷ 방송은 실내 어느 지점에서나 고른 음압이 분포되도록 스피커를 배치하여야

하고, 옥외방송을 위한 스피커도 설치하여야 한다.

⑸ 각종 기기의 편리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모든 장비는 System Rack이나 콘

솔에 설치되어야 하며, 양호한 음질의 방송을 위한 마이크를 설치하고 안정적

이고 신뢰성 있는 방송을 위한 모니터 스피커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콘솔 및 각종기기는 운영자가 편리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 설치되

어야 한다.

⑺ 정전에 대비하여 적정용량의 예비전원(축전지)을 확보하여야 한다.

10) A/V설비

⑴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⑵ 빔프로젝터 스크린은 천장 매입형 전동스크린으로 계획하고, 실면적 용도에

적합한 크기를 선정하며, 프로젝터는 전동 엘리베이션으로 Up/Down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장이 과도하게 높은 곳은 적절한 위치에 고정 설

치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⑶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⑷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

치하고, Projector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⑸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⑹ 강당 혹은 강의실과 같이 교육, 강연 등을 통한 문화영역 확장과 다양한 서비

스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곳은 적합한 전자음향 및 영상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⑺ 행사 규모에 따라 MULTY JACK BOX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양질의

음향을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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⑻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 접지 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11) 동시통역설비

⑴ 국제회의실에는 추가 장비 없이 4개국 동시통역이 되어야 한다.

⑵ 국제규격을 준수한 최첨단 방식으로 회의실내의 발언내용을 각 통역자에게 전

달하여 그 음성을 직접 듣고 해당되는 언어로 통역할 수 있게 해주며, 회의시

의 발언내용을 언어별로 각각 녹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⑶ 주요구성설비는 통역자용 마이크로폰, 헤드폰, 회의용 마이크설비, 청취설비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2) CCTV설비

⑴ 통합방범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건물의 안전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⑵ DVR(Digital Video Recorder), Receiver, Camera는 제품의 호환성과 성능과

향후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여 동일회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⑶ CCTV모니터는 24시간 감시를 위해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난 모니터링 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⑷ CCTV 카메라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 방재실 및 정보시스템실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홀, 주차장 내외의 주요장소에 적정수량으로 사각이 생기지 않고

육안식별이 확실히 될 수 있는 해상도가 나오도록 적절한 타입과 규격으로 설

치하여야 하며, 메인 시스템은 콘솔과 랙에 장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⑸ 외곽 감시용 카메라는 방수, 방진형의 하우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⑹ 중앙훈련타워 각 훈련장에 설치하는 CCTV 카메라는 내열, 내화, 내수, 내습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자가 제안하고,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출입통제설비

⑴ 출입통제시스템은 안정성과 내구성, 보안성이 높은 제품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⑵ 전기 잠금장치는 원격제어기능(계단실 전기잠금장치 소방설비와 연동)을 갖추

어야 한다.

⑶ 출입통제 카드리더기의 구체적인 설치위치 및 방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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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출입구 전기 잠금장치는 화재 및 정전시 자동으로 개방되어 비상탈출이 가능

하여야 한다.

14) CATV설비

⑴ 영상, 음향 매체를 이용, 공연행사, 교육 및 공지사항 전파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송출 및 전송설비 등 다양한 음향 영상을 재생, 녹화할 수 있는 안

정적인 최신시스템으로 설치하며, 2013 디지털 방송 기준의 HD방송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⑵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대지 경계선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케

이블인입용 수공을 설치하고 동 건물 내 Head End실까지 관로를 구성하여

지역유선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대강당 및 회의실의 Audio/video Source를 Head End실까지 수신하여 CATV

Network을 통해 지정된 채널로 전송, 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⑷ 각 실별로 텔레비전 유니트는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무전기 중계기설비

⑴ 소방용 TRS(Trunked radio service) 무전기 등의 난청지역 해소를 위하여 적정한 위

치에 중계기를 설치한다.

⑵ 중계기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주차관제설비

⑴ 주차관제 방법에 대하여 유인과 무인시스템 방법을 비교․검토하여 학교주차

관리에 적정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⑵ 안내실에 주차관리 컴퓨터를 설치하여 주차시스템과 연동하여 주차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⑶ 주차관제설비에 해당되는 주차권발행기, 자동차단기, 요금계산기, 요금표시기,

차량검지기, 경보등 등은 사용 및 관리에 적합 할 수 있도록 최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 설계한다.

⑷ 직원 등 정기권 소유자들은 Non-Stop 입ㆍ출차가 가능토록 RF-Tag 방식을

적용한다.

17) 시스템통합(SI)설비

⑴ 시설물에 대해 웹을 통한 실시간 감시/제어 뿐 아니라 통합 DB를 구성하여

하부 시스템의 실시간 데이터를 FMS에서 활용함으로써 빌딩운영 관리비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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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하며, 다수의 시스템

들을 SI통합 서버에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시스템간의 실시간 연동은 물론 인

터넷 웹 브라우저 상에서 접속 등급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

을 구현하여야 한다.

⑵ 통합관리와 급변하는 신기술,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⑶ 통합된 모든 시스템간의 완벽한 연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⑷ Web을 통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고 완벽한 통합을 위한 다수의 프로

토콜을 지원하여야 하며 범용 DB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를 준수하여야 한다.

18) 시설관리설비(FMS)

⑴ 시설 내 사용자들과 운영자의 정보공유, 시설물 이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

이고, SI와 통합하여 유지보수 접수 및 시설물 예약, 도면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건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SI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타 시스템들과의 유기적인 연동기

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⑵ 통합관리와 시스템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⑶ 인트라넷 환경에서 시설물 관리/조회, 에너지관리, 도면관리 등 통합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⑷ 건물 평면도를 통한 유지보수 및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⑸ 시설관리시스템의 각종 데이터를 엑셀 등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 전자게시판설비

⑴ 교육생, 시민, 직원에게 각종 학사정보, 뉴스, 각종 멀티미디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편집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각종 정보를 문자, 그래픽,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멀티미디어 제작

솔루션을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⑶ 규격은 50인치 이상의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실의 규모에

따른 규격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⑷ 적용 장소는 학교장실, 단장실, 각 동의 로비, 관제실, 각 행정실, 대강당, 회의

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등에 설치하되 설치 위치 변경 등은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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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통합모니터링설비

⑴ 방재실 현황판은 50인치 이상의 LCD 4대 이상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및 시스

템 운용 현황 표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⑵ 터치판넬 시스템은 방재실내 연결이 가능한 다양한 장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설치하며, 편집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⑶ 시스템 장애시 SMS, NMS 등과 인터페이스가 원활해야 하며, 영상 및 오디오

시스템과의 동작이 원활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11 소방설비 설계지침

⑴ 소방시설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

화재안전기준 등 기타 관련 법규(기준)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NFC)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국내 소방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 국내 소

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⑵ 소방시설공사와 관계되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설비 등의 설계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⑶ 방재정보가 각 동별(각 시설별) 네트워크를 통하여 방재실의 감시반, 엘리베이

터 운영감시반 등으로 송출되어 관련설비와 연동되도록 계획한다.

⑷ 방재실은 비상시 모든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재해

발생시 소화 및 피난, 기타 재난관리 등을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위치를 선정한다.

⑸ 피난 계획은 피난로의 안전과 명쾌성, 피난 경로의 구조, 안전 구획의 구성,

피난계단 등에 대해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⑹ 방화구획은 평면․단면계획, 내장계획, 구조계획에서 검토하고, 화재의 연소확대

방지에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⑺ 소방시설은 화재의 조기경보․초기소화․본격소화․피난 및 구조구급과 유지

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⑻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편리성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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⑼ 추후 건축물의 확장 및 변경이 있을 때에 대응하기 쉽고 점검 및 보수에 편리

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⑽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는 추후 소방시설의 증설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형 수신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3.12 조경설계지침

1) 기본방향

부지의 지형환경을 고려할 때 자연 파괴에 대한 최소성과 건축물이 갖고 있는 경

직성을 완화하고, 부지조성을 위한 절토면을 최대한 녹화하여 캠퍼스와 자연 환

경의 조화, 통일성 및 다양성 추구, 외부공간 체계의 연속적 연결확립으로 소방행

정타운의 질서와 생명력을 부여하여 이를 명확한 공간개념 속에서 체계화 시켜,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일반사항

⑴ 모든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조경설계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양질의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이용자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⑵ 은평뉴타운 지역의 특성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⑶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⑷ 조경은 건축법. 국토교통부 고시 및 관련 행정기관 건축조례에 적합하도록 설계

한다.

⑸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등 조경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

하여 제반사항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경계획을 하여야 한다.

3) 현황 조사 분석

⑴ 자료조사

①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기술 또는 모범사례가 있는 경우 본 설

계에 반영한다.

②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⑵ 현장조사 및 실측

①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②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③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시는 실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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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여야 한다.

⑶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①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

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부지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 분석종

합 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 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⑷ 기타 조사사항

① 토양 조사를 실시하여 토양개량, 수목 선정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 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③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4) 식재 설계

⑴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 기법, 수종의 선택, 기존 수목의 활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⑵ 기존 수목의 존치 및 활용 등을 고려한다.

⑶ 인공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의 지반 조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⑷ 진입로의 유도식재, 휴게 시설 주변의 녹음 식재, 인접 시설 사이의 차폐식재,

주요 지점의 경관식재 등을 위주로 한다.

⑸ 방풍, 차폐 기능의 완충적 기능, 건물 배치에 따른 조망, 도로, 주차장 계획에

따른 구획 차단 기능, 지형에 따른 마운딩 처리 등 효과 있는 배치 및 기능

식재를 위주로 한다.

⑹ 수목 선정 및 방법

① 외곽 녹지대 :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나친 밀식은 배제하며 낙엽

교목을 주목으로 하되 상록수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② 주차장

a. 진입부에는 관목류로 유도식재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

식에 유의한다.

b. 교목은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활엽 교목의 식재로 주차장내 그늘을 제공하고,

차량 진․출입 시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③ 휴게소 : 동선을 고려한 녹음수 및 경관수 위주로 식재한다.

④ 건물 전정 : 계절감 있는 배식으로 경관을 조성토록 한다.

⑤ 건물 측면, 후정 : 일조량을 감안한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식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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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대 시설 주변 플랜터, 녹지대 : 건물 출입구 및 일조, 우수, 배수, 토심관계

를 확인한 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배식하도록 한다.

⑦ 119공원(가칭) : 건축공사와 별도 시행예정으로 대지조성 및 잔디, 초화류 파

종 등 임시 피복을 제시한다.

⑺ 소생물 서식처, 먹이식물, 은신처를 감안하여 식재설계를 한다.

식재방법 및 수종

○ 수림대 아래는 관목류나 초화류로 피복을 원칙으로 함.

○ 녹지를 조성하면서 가장자리에 꽃이 있는 키작은나무 군락 조성

○ 수림대는 상층, 중층, 하층식생으로 조성

○ 경기이북지역에서 생산된 수목 식재

○ 배롱나무, 남천 등 남부수종, 남부지방 묘포장에서 생산된 화관목은

한파시 동사위험이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식재 지양

※ 특별한 대책이란? 중부지방에서 5년 이상 적응된 수종 또는 보온대책 필요

○ 키 큰나무

- 상록수 : 소나무, 전나무, 측백나무, 석양측백, 독일가문비나무, 스트로브잣나무

- 낙엽수 : 이팝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꽃사과나무, 산수유나무, 왕벚나

무, 단풍나무, 복자기나무, 계수나무, 중국단풍나무, 회화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대추나무, 매화나무, 백목련

○ 키 작은나무

- 상록수 : 회양목, 눈주목, 사철나무

- 낙엽수 : 산철쭉, 영산홍, 자산홍, 수수꽃다리, 조팝나무, 꼬리조팝나무, 화

살나무, 낙상홍, 개쉬땅나무, 개나리, 수국, 백당나무

※ 계절별 꽃이 피는 순서

산수유 ⇒ 목련 ⇒ 살구나무 ⇒ 왕벚나무 ⇒ 이팝나무 ⇒ 때죽나무 ⇒

산딸나무 ⇒ 자귀나무 ⇒ 배롱나무

○ 덩굴식물

- 상록수 : 줄사철

- 낙엽수 : 노박덩굴, 으름덩굴, 인동초, 청미래덩굴, 담쟁이,

○ 숙근 초화류

- 상록 : 맥문동

- 일반

봄 : 돌단풍, 둥글레, 은방울꽃, 창포, 노랑붓꽃, 머위, 자운영, 꽃잔디, 타래

붓꽃, 할미꽃, 매발톱, 금낭화, 붓꽃

여름 : 범부채, 원추리, 무릇, 엉컹퀴, 참나리, 말나리, 하늘나리, 연꽃, 부용, 골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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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 옥잠화, 비비추, 구절초, 쑥부쟁이, 감국, 곰취, 부들, 개미취, 벌개미취

수생식물 : 수련, 애기부들, 부들, 가래, 네가래, 생이가래, 붕어마름

※ 엉겅퀴, 무릇, 참나리, 말나리, 하늘나리는 군식으로 식재시 꽃이 퇴화

된 8월 이후는 나지상태로 미관을 저해하므로 관목류등 풀숲에 한본씩

식재하여 경관미를 향상

5) 구조물 설계

⑴ 조경 구조물은 옹벽, 화계, 담장 등 구조적으로 안전함이 요구되는 것과 분수,

벽천 등 수경 및 상징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대별된다.

⑵ 각 구조물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기능이 충족되어야 하며 인간 척도와 관련하여

심리적 압박이 배제될 수 있도록 외부 공간과 건물의 비례에 알맞은 크기를

설정한다.

⑶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의 조경 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

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⑷ 기능과 형태적 특성을 발휘하면서 경제성과 실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6) 포장 설계

⑴ 공간의 기능에 따라 포장의 변화를 유도한다.

⑵ 대상(帶狀)의 포장이나 선적인 형태의 포장은 방향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⑷ 포장의 폭과 줄 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에 따라 통행 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⑸ 단위 줄눈의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 패턴은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 곳에 사용

한다.

⑹ 높이 차이에 따라 포장 패턴을 달리하여 흥미 있는 장소성을 창출한다.

⑺ 포장재료는 투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 설계

⑴ 조경 시설물의 형태, 재료, 규격, 수량, 배치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⑵ 개성 있는 형태와 외양 및 전체적으로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조화와 통일성을

유지한다.

⑶ 인간공학에 근거한 기능적인 스케일로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치수를 선택한다.

⑷ 다양한 시설 요소들을 분리하지 않고 가급적 집합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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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인다.

⑸ 스케일, 재료, 형태에 있어서 상호 관련성을 도모한다.

⑹ 통일성 유지와 경관 혼란 방지, 그리고 분위기의 안정을 위하여 시설물의 표

준화, 체계화를 도모한다.

3.13 주요 시설별 지침

※ 세부 시설규모는 『붙임1. 시설규모 및 용도별 공간계획(세부시설면적)』 참조

1) 각 시설별 세부계획은 소방학교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가변형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2) 기계․전기실 등의 설비관련시설은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3)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와 기능에 최적화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실별로 그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급수, 급탕, 공조, 환기, 배수, 전기, 소방,

통신, 음향, 방송, 영상설비 등)를 갖춘다.

5) 개폐가 가능한 외부 창에 한하여 방충망을 설치한다.

6) 사무용가구 및 기타 집기류는 설계도서에 점선으로 표시한다.

7) 각 시설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시설 간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고려

하여 배치한다.

8) 홀 및 로비 부분은 적정한 인테리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개구부의 경우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입면 디자인과 모듈을

고려한다.

10) 지상주차장은 VIP, 교수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소규모 주차공간으로 본관

동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 반영한다.

11) 층별 배치계획 및 용도별 면적은 붙임 1 “시설규모 및 용도별 공간계획

(안)”에 의하되 교육효과 증대와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

여 제안하고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본관동

① 외부공간에는 심신의 휴식과 기분전환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휴식과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강의실 및 사무공간은 가능한 남향배치를 고려하

며, 적절한 휴게공간의 배치와 자연채광의 유입 등 공간의 능률적 활용과 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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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한 사무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②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능별로 집약배치하고 시설 간 연계를 고려하여 계

획한다.

③ 필요시 분임토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 과정별 합동 강의가 가능한 가변형

강의실을 계획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④ 교수대기실 및 교육생 휴게실을 계획한다.

⑤ 출입구는 식별이 쉽고 피난 등 단체행동으로 인한 출입구 및 복도의 혼잡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⑥ 강의실(실습실) 창호부분에는 방충망, 커텐박스, 차광막을 각각 설치한다.

⑦ 1층 로비에는 강의, 행사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통합전자게시판을, 회의실․대강당․강의실․실습실 출입문 옆에는 각 실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는 전자게시판 설치를 계획한다.

⑧ 강의동 내의 화장실은 사용인원의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규모로 계획한다.

⑨ 각 실은 방음(차음)을 고려하고 냉․난방, 환기시스템은 각 실에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⑩ 용도별 세부 사항

a. 학교장실

 집무실과 부속실로 구분하여 구획하고 집무실에는 사무전용 공간과 외부

강사 등 응접과 회의에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부속실에는

탕비실, 샤워실, 화장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중앙훈련타워, 야외훈련시설 등의 조망과 행정실 등과의 유기적인 동선

및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b. 행정실 A․B

 행정실은 업무공간, 과장실, 회의실, 탕비실로 구성하되, 행정실 A에는

별도의 서고를 계획한다.

 최소 근무자 수는 행정실 A는 15인, 행정실 B는 27인을 기준으로 설계

하되, 향후 조직 확대 등 업무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여유 공간 확보를

계획한다.

 실의 구획은 경량 칸막이로 계획하되 차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학교장실 및 기타 행정실 등과의 유기적인 동선 및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c. 인재채용팀

 인재채용팀 내부는 사무실과 편집실, 판독실로 각각 구획하고, 편집실과

판독실은 보안을 고려하여 다른 업무공간과 격리하여 계획한다.

 사무실의 근무자 수는 7인을 기준으로 설계 하되, 향후 조직 확대 등 업무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여유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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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회의실

 소회의실은 40인용 테이블 및 의자와 30명 내외의 보조참가자용 의자와

중회의실은 60인용 테이블 및 의자와 30명 내외의 보조참가자용 의자를

배치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게 계획한다.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전원, 영상, 음향,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감안하여 설계하고 A/V컨트롤 룸을 계획한다.

 소회의실과 출제실은 상호 겸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e. 국제회의실

 수용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하고 국제행사, 세미나 및 디너행사 등 다

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상, 의자 등을 이동식으로 계획한다.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전원, 영상, 음향,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감안하여 설계하고 A/V컨트롤 룸을 계획한다.

 대기실, 동시통역실, 조정실을 포함하여 계획한다.

<동시통역설비>

동시통역시스템은 국제회의 시 추가 장비 없이 4개국 동시통역이 되어야 한다.

국제규격을 준수한 최첨단 방식으로 회의실내의 발언내용을 각 통역자에게 전

달하여 그 음성을 직접 듣고 해당되는 언어로 통역할 수 있게 해주며, 회의시의

발언내용을 언어별로 각각 녹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구성설비는 통역자용 마이크로폰, 헤드폰, 회의용 마이크설비, 청취설비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f. PTSD 상담 및 치유센터

 상담실과 프로그램 운영실로 구분하여 경량칸막이로 구획하고 색채, 조명,

인테리어 등은 밝고 아늑한 분위기 조성 등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프로그램 운영실에는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통신, Data회선 등의 부

대시설 설치를 감안하여 설계하고 요가, 명상 등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

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바닥은 온돌형식으로 하며 개별난방이 가능하도

록 계획한다.

※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

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 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g. 교수대기실

 수용인원은 6인을 기준으로 하고 위치는 강의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테이블․의자 배치 및 휴대용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설비(통신, Data회

선 등)의 부대시설과 컴퓨터용 책상(2개)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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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토의실

 수용인원은 15인을 기준으로 하고 위치는 강의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칠판,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및 음향시설,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

과 책상·의자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i. 강의실(기본형, 중형)

 수용인원은 기본형은 50인, 중형(경사형)은 100인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칠판,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및 음향시설,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

설과 책상·의자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j. 전산·어학실

 수용인원은 50인을 기준으로 하고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

통성 있는 활용을 위하여 이중바닥구조(Access Floor)로 설계하되, 정

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로 계획한다.

 칠판,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및 음향시설,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

설과 책상·의자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k. 시뮬레이션훈련실

 수용인원은 50인을 기준으로 하고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

통성 있는 활용을 위하여 이중바닥구조(Access Floor)로 설계하되, 정

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로 계획한다.

 재난대응, 지휘훈련, 소방차운전 등 실내 모의종합훈련장으로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현장훈련 시뮬레이션 실습공간으로 계획한다.

 네트워크를 이용한 대규모 훈련이 가능하도록 컴퓨터, 음향방송장비, 대

형스크린 등 훈련설비 시스템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l.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관 서가는 최소 1만여권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되

향후 도서의 증가에 대비한 여유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서가와 열람공간은 도서의 검색과 열람이 용이 하도록 동일한 공간에

배치하고 바닥의 재질은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재질로 계획한다.

 햇빛 등에 의한 도서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쾌적한 열람공간 확보를 고려

하여 서가와 열람공간의 위치를 결정한다.

m. 소방과학연구센터

- 연구실, 실험실, 회의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 연구실은 근무인원 6명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연구인력 증가 등을 고

려하여 여유 공간 확보를 계획한다.

 실험실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교육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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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실험실의 전기배선은 접지형태로 영구배선 처리토록 계획하며 화재, 폭

발 사고 등을 대비하여 방폭구조로 계획한다.

- 회의실은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및 음향시설,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과 책상·의자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n. 대강당

 대회의, 컨퍼런스, 각종 음악회, 연극공연, 영화상영 등 다목적으로 겸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영사실, 조명조정실, 음향조정실은 가능한 한 객석 후면부에 통합하여 배

치하고 각 장비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규모를 산정하여 계획

한다.

 강당의 기능을 만족 할 수 있는 기계, 조명, 음향, 시청각설비 등 제반

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적정수의 장애인석을 설치하고 좌석간 여유공간은 충분히 계획한다.

 무대부의 세부적인 조명계획은 설계자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음향은 최적화된 음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부형태 및 인테리어

마감계획, 방송 관련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한다.

 500석을 기준으로 2개 층 구조를 우선 고려하고 전체 객석 수의 15%내외를

2층 부에 배치하며 객석의자 폭은 550mm이상으로 계획한다.

 시설 이용자들이 집중되는 행사 전·후, 피난 시 이용 동선에 혼잡이 없

도록 명확하고 안전하게 동선을 계획하고 화장실, 복도, 접근 홀 등의

공간이 비좁아지지 않도록 면적을 계획한다.

 준비실, 영사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영사실, 조명조정실, 음

향조정실은 무대 및 객석의 조망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하며 영사 시 객

석의 관객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계획한다.

 객석이 지반면(1층의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될 경우는 결로 방지 및

습기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계획한다.

 물품반입 등을 위한 차량동선계획과 악대 및 출연자 등 사용자 동선을

명쾌하게 구분하여 계획하여 반영한다.

 소방 관계법령 등 관계규정에 의한 내화 구조 준불연재(커텐, 무대막,

암막 등 방염처리 등)로 하여야 하며 소방법 등에 의한 화재 시 대비

무대막 커텐 등은 자동방화차단시설과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제반시설

및 기계, 조명, 음향, 시청각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o. 당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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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직실에는 방재(기계)실, 안내동과의 핫 라인, 부지외부 CCTV 관제시

스템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되 소방행정타운 전체 시설의 화재감시시스

템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청사의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배치

하고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과 책상·의자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

한다.

 서울특별시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교대취침을

위한 취침실은 1인실 1개, 2인실 2개를 설치하고 당직근무 공간과 경량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온돌형으로 계획한다.

p. 정보시스템실 및 방재실

 Access Floor 및 전원, 통신라인 포설을 위한 케이블 트레이를 시공하

여야 하며, 각종 정보통신장비, 서버 혹은 컴퓨터 등의 각종 기자재 설

치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적용한다.

 실의 외측에 면하는 창호에는 반드시 방범창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범 기

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먼지 발생에 취약한 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공기 청정기 또는 먼지 집진기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누수 혹은 이와 유사한 습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계획한다.

 실의 천장에는 상․하수배관이 통과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화재 발생 시

정보통신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정소화약재를 사용한 소화

설비를 설치하며 개별공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천장고는 장비설치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높이를 확보하고,

출입구 바닥 높이가 다를 경우 출입구를 경사면 형태로 설치한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광케이블 및 유선통신선로, 또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에 따른 광케이블 인입을 위하여 통신관로를 향후 증설되는 용량을

감안 하여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통신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사용 중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운영성을 고려하여 장비 선정 시

현 시스템과 동일, 또는 동등이상, 호환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설계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보시스템실 및 방재실은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곳으로 숙직실을 별도

로 구획하여 계획하되, 침실, 탕비실 및 샤워 가능한 화장실을 갖추고,

판넬히팅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두 개의 실을 연계하여 하나의 종

합상황실로 제안할 수 있다.

⑵ 구급교육관

① 구급교육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응급구조사의 양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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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지정기준” 구분란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행정실, 구급이

론교육장, 구급실습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② 본관동, 중앙훈련타워, 특수구조단에 연계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구급실습실은 기본교육실, 분임형실습실, 시뮬레이션실습실 및 특수응급구조

실습실로 구분하여 구획한다.

④ 용도별 세부 사항

a. 행정실

근무인원 10인을 기준으로 업무공간, 회의공간 및 탕비실로 구획하고 향

후 인력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 확보를 계획한다.

b. 구급전문의실

구급전문의의 연구 및 업무공간으로 행정실과 인접하여 계획한다.

c. 강의실

기본형(50명), 중형(100명, 경사형)으로 구분하고 칠판, 빔프로젝터, 전동스

크린 및 음향시설,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과 책상·의자 배치를 고

려하여 계획한다.

d. 시뮬레이션실습실

1개의 컨트롤룸, 2개의 시뮬레이션실로 구분하고 특수응급구조실습실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e. 특수응급구조실습실

시뮬레이션실습실과 연계하고, 구급차시뮬레이션(구급차모형) 설치를 계획

하며, 실습실 내로 구급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여야 하고 칠판, 빔프로젝

터, 전동스크린 및 음향시설,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고려하

여 계획한다.

f. 의무실

 학생, 교직원 등 소방행정타운 이용자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배치한다.

 환자용 침대 3개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상담․업무공간과

경량칸막이 등으로 구획한다.

⑶ 중앙훈련타워

① 훈련타워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한 성능 이상으로 하고 실제 화재발생 상황을 연출하는 훈

련장에 사용하는 부자재 등은 불연재료로 계획한다.

② 중앙훈련타워는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코드 1402, 1403 기준

을 고려하여 계획한다.(설계 시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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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제 화재발생 상황을 연출하는 훈련장 내에 설치하는 전기기계․기구 등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방폭성능이 있는 것으로, 배선은 금속관 매립 등

직접 불꽃에 접촉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소방방재청 고시 내화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적합한 내열전선으로 계획한다.

④ 배수관의 규격은 2,800리터/분 이상으로, 환기설비는 1,000㎡/분 이상의 성능

이 있는 것으로 계획한다.

⑤ 옥외비상계단은 15층에서 지하1층으로 통하도록 설계하되 재난 및 사고 시

신속한 분산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난간의 높이는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⑥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승객 및 화물공용으로 1대를 설치하되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고 위치는 계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⑦ 카(CAR) 규격은 탑승인원은 20인 이상, 하중은 1,350㎏이상으로 계획한다.

⑧ 다목적훈련장의 1층～4층은 오픈형 구조로 하고 기둥 등으로 인한 훈련장애

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⑨ 훈련타워 외벽 및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건물과 조화되는 소방호스건조대(높이

10m)를 설치하고 소방호스 건조대 밑에 소방호스 세척장(15m×2m×0.2m)을

설치한다.

⑩ 소방호스건조대는 젖은 소방호스 30본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크기 이상

으로 직접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방지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⑪ 소방호스 세척을 위해 구경 40mm 수도관 및 지상식소화전을 설치하고 소방

호스 오르내림 자동모터를 설치하며 수동으로도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⑫ 훈련타워에 인접한 적정 장소에 10인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음수대

를 계획하되, 동결방지 조치를 강구하여 설계한다.

⑬ 중앙훈련탑의 2·3·6·10·12·13층에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메인 차단밸브는 1층(교관대기실)과 15층(통합관제실)에, 해당 층에는 당해

층의 차단밸브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⑭ 2층부터 14층까지 각 층의 2개면에는 베란다를 계획하며, 각층의 베란다 중

앙부 중심으로 난간의 높이를 원활한 훈련을 위해 낮게(높이 0.3m, 폭 2m)

설치하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⑮ LPG소형저장탱크를 중앙훈련타워와 2단계 전문훈련시설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⑯ 1층부터 14층까지는 내부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미관을 고려하여 벽,

천정 등의 마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⑰ 중앙훈련타워에 인접하여 소방방재청 고시『상수도소화용수설비 화재안전기

준(NFSC 401)』에 적합한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지상식소화전 2개소, 지하

식소화전 1개소를 적정한 장소에 분산 설치한다.

⑱ 각층의 조명․방송․환기․배수설비 등의 부대설비는 내수․내습․내열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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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춘 것으로 계획한다.

⑲ 용도별 세부 사항

a. 지하훈련시설(지하1층)

 지하층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연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조도, 연기량, 음향, 열기 등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강제배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지하1층은 기계실․창고 등 부속공간과 지하훈련시설로 구획한다.

 지하훈련시설 내 소방시설은 소방설비 설계지침(3.11)에서 명시한 관련

법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하훈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결살수설

비, 연결송수관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을 3개소 이상 추가 반영하여

설계한다.

 지하훈련시설 내 기기의 조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설비의 설치를 고

려하여 계획한다.

b. 교관대기실(1층)

 수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교관들의 교육준비 및 휴식공간으로 계획한다.

c. 교육기자재실(1층)

 교육기자재 보관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하되, 사다리․마네킹

등 대형(중량물) 장비 반입․반출에 필요한 공간 확보를 고려한다.

※ 기자재(예시) : 소방호스 40본, 관창 20개, 동력절단기 5대, 복식사다리 4개, 방화복

세트 100벌, 안전헬멧 100개, 공기호흡기 20세트,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40개, 예비

면체 50, 유압장비세트 8, 마네킹 4개, 무전기 20대, 휴대용확성기 5개, 랜턴, 밸브

및 로프류 등

 출입문은 원활한 입․퇴실이 가능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2개를 설치한다.

d. 호흡보호장비정비실(1층)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고시(소방방재청 고시 제2113-8호)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 주택화재 소방전술훈련장(2층)

 훈련실, 훈련준비실로 구획하여 계획한다.

 훈련실은 주택의 내부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3개의 실과, 거실, 주방, 화

장실 등 이상의 실로 구획하고, 주방과 1개소 이상의 실에는 LPG설비에

의한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실로 계획한다.

 훈련실의 2개면은 창호를 설치하여 베란다에서 진입 및 화재진압훈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훈련준비실에는 훈련실 내 기기의 조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설비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f. 다중이용시설 훈련장Ⅰ·Ⅱ(3층, 6층)

 훈련실, 훈련준비실로 구획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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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시설 훈련장Ⅰ은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과 같은 복잡한 내부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5개 이상의 실과 통로를 미로형으로 구성하고, 2개소 이상의

실에는 LPG설비에 의한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실로 계획한다.

 다중이용시설 훈련장 Ⅱ는 나이트클럽, 바 등과 같은 내부구조의 특성을 반영

하여 무대와 홀, 2개 이상의 실로 구성하고, 1개의 실과 무대부 천장에는

LPG설비에 의한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실로 계획한다.

 각 훈련실의 2개면은 창호를 설치하여 베란다에서 진입 및 화재진압훈

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훈련준비실에는 훈련실 내 기기의 조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설비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g. 종합방수훈련장(4층)

 종합방수훈련장은 옥외로 방수를 할 수 있도록 2개면에는 벽을 설치하

지 않도록 계획하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설계한다.

 베란다에는 완강기 및 지지대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h. 레펠하강 훈련장Ⅰ·Ⅱ(8층, 14층)

 레펠하강 훈련장의 2개면에는 벽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하며, 추락방

지를 위한 안전장치와 하강지지지대(확보 고리·확보구조물 등)를 확보

하여 계획한다.

 훈련장Ⅰ의 베란다에는 완강기 및 지지대를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i. 화재조사기법 훈련장(10층)

 발굴실습실, 장비실습실로 구획하고 장비실습실은 2인용 접이식 책상·의

자, 프레젠테이션 장치, 칠판 등의 부대시설 배치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발굴실습실은 화재발생 현장을 연출하고 각종 화재 패턴 및 전선 단락흔,

유류용기 등을 설치하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j. 고층화재 소방전술훈련장Ⅰ·Ⅱ(12층, 13층)

 훈련장Ⅰ의 내부는 노래연습장, 고시원 등과 같은 복잡한 내부구조 특성을

반영하여 5개 이상의 실과 통로를 미로형으로 구성하고, 2개소 이상의 실에

는 LPG설비에 의한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실로 계획하고, 이 중 1개소는 외

부로 화염이 분출되도록 한다.

 훈련장Ⅱ의 내부는 업무시설과 같은 내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하고,

2개소 이상의 실에는 LPG설비에 의한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실로 계획한다.

 고층화재 소방전술훈련장의 훈련준비실은 11층에 계획하고, 훈련장 내

기기의 조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설비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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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훈련준비실 및 강의실(5, 7, 9, 11층)

 훈련준비실과 강의실을 하나의 실로 계획한다.

 강의실은 2인용 접이식 책상·의자, 프레젠테이션 장치, 칠판 등의 부대

시설 배치를 감안하여 계획한다.

l. 통합관제실 및 조망대(15층)

 통합 관제실과 조망대로 계획한다.

 통합 관제실은 중앙훈련타워 각층 훈련장, 옥외훈련장, 수난구조훈련장

및 119챌린지시설 등의 CCTV 관제시스템, 방송시스템 등 통합관제시

스템의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조망대는 소방행정타운 및 주변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계획한다.

m. 헬기구조훈련장(옥상층)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61호『헬기장

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한다.

 헬리포트의 재질은 철강으로 하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철판재를 적용

하고 훈련타워의 수리 등을 위한 기중기 시설(곤돌라)과 피뢰설비를 법

령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n. 다목적훈련장(1～4층)

 훈련장 내부 높이는 최소 13m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2·3·4층

에 훈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추락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하

여 계획한다.

 훈련장 내부에는 생활안전훈련(간판 안전조치, 벌집제거, 문 잠금장치

개방 등), 산악구조훈련(암벽등반), 피난기구 실습(완강기, 구조대, 피난

밧줄, 공기안전매트,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피난교), 하강․등반 구조기

술 훈련(높이 10미터이상, 폭 3미터 이상), 장변에 미니 챌린지시설 등

을 반영하여 설계하고, 각 훈련코스별 및 중앙훈련탑과 유기적인 훈련

이 가능하도록 이동 동선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훈련장 내부로 훈련용 소방차가 진입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훈련장 내부 장변은 길이 15m 소방호스를 전개하는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길이 이상으로 하고 지상식소화전 1개를 계획한다.

- 훈련에 지장이 없는 훈련장 내부 벽면에는 훈련용 장비를 수납할 수 있

는 붙박이 수납장을 계획한다.

 옥상에서 특수구조단 옥상 또는 인근 시설물, 지형지물 등과 연계한 완

만한 경사의 계곡고립 인명구조 훈련시설(높이 10미터 이상, 길이 20미

터 이상)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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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농연훈련장(5층)

 훈련실, 훈련준비실, 조정실로 구획하고, 훈련준비실은 수용인원 50인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농연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조도, 연기량, 음향, 열기 등이 조절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강제배기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층고는 구조물의 높이가 4.1m임을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조정실에는 훈련실 내 기기의 조정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설비의 설치

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⑷ 특수구조단

① 긴급출동과 중앙훈련타워 훈련지원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계획한다.

② 소방차량 규격에 적합하게 차고의 높이, 면적 등을 계획한다.

③ 출동대원 비상대기 공간과 업무공간을 조화롭게 계획한다.

④ 건물 옥상에는 중앙훈련타워 4층 옥상과 연계된 도하훈련시설과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계단을 계획한다.

⑤ 방송설비 선로는 4회선 이상으로 하고 차량입출력장치, 전산·통신설비(장비)의 이

전·설치 등을 관련부서(종합방재센터 전산통신과, 소방재난본부 전산기획팀 등)와

반드시 협의하여 계획한다.

⑥ 부속건물인 인명구조견사는 전문훈련시설, 일반인과의 접촉, 차량소음, 매연 등

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⑦ 용도별 세부 사항

a. 단장실

단장실은 집무실 및 비상대기실로 구성하여 계획하되 비상대기실에는 샤

워실과 화장실을 포함하고 행정실 등과의 유기적인 동선 및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b. 행정실

 행정실은 업무공간, 회의실, 서고, 탕비실로 구성하되 단장실 등과의 유

기적인 동선 및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최소 근무인원은 6명을 기준으로 설계하되 향후 조직 규모 확대 등 업

무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여유 공간 확보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실의 구획은 경량 칸막이로 계획하되 차음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c. 회의실

 30인을 기준으로 테이블과 의자,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전원, 영상, 음

향,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A/V컨트롤 룸을 계

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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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소방차량 차고

 특수구조단 출동차량과 소방학교 훈련용 차량 통합차고로 계획하되 출

동차량과 훈련용 차량 차고를 구분하여 구획한다.

 차고 내에는 소방차량 소화용수 보급용 지상식소화전 1개를 계획한다.

※ 소방차량 규격

구분

특수구조단 출동차량 소방학교 훈련용 차량

대형차 중형차 대형차

대형

구조

버스

중형

구조

버스

구조

공작

차

제독

화학

차

생화

학차

순찰

차

인명

구조

견차

산악

출동

차

FRP

보트

펌프

차

물탱

크차

굴절

사다

리차

고가

사다

리차

버스

길이 8.8 6.8 10.1 10 8.7 4.8 5.1 5.2 5.4 8.2 8.2 10.1 10.7 12.5

폭 2.8 2.6 2.6 3 3 2.4 2.2 2.4 2.8 2.5 2.5 2.5 2.5 2.5

높이 3.5 2.9 3.5 4 3.5 2.1 2 2.3 2.1 3.1 2.9 3.8 4 3.5

 특수구조단 출동차량(9대) 주차면적은 대형차(길이 6m이상, 5대)는 장비

적재 및 점검공간 등을 감안하여 1대당 35㎡이상으로, 중형차(길이 6m

미만, 4대)는 1대당 24㎡이상으로 하며 FRP보트 보관 장소 면적은 중

형차에 준한다.

 소방학교 훈련용 차량(5대) 주차면적은 훈련준비 및 점검공간 등을 감

안하여 1대당 35㎡이상으로 계획한다.

 차고바닥은 도로보다 0.3m 높게, 차고 높이는 바닥에서 보 하단까지

4.5m이상으로 계획한다.

 차고문은 stacking-Door(천정수직격납형)로 자동식 및 비상 시 수동식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차고문의 개폐장치는 출동대원사무실 및 차고에서 각 존별로 조작가능

토록 하고, 소방학교 차고 외부에 별도의 개폐장치를 두어야 하며, 정전

시 비상발전기와 자동 연계되는 구조로 계획한다.

 차량배기가스 배출설비, 배수설비(무소음트렌치) 및 정비시설(카도크)을

설치하고 관련 법령에 적합한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한다.

 차고 내에 비품․공구창고, 개인진압장비 수납 및 진열공간을 확보한다.

 자가주유취급소를 차고 인근 적정한 위치에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 자가주유취급소

- 저장탱크 : 2기(휘발유 1기 3,000리터, 경유 1기 10,000리터)

- 주 유 기 : 2대(휘발유용 1, 경유용 1)

 공기호흡기 충전실은 차고내에 전용실로 구획하고, 공기충전기는 분당 1,000

리터 이상의 성능이 있는 호흡용 압축공기 충전용으로 계획하고, 전기의 공

급은 일반 상용전압 380V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e. 출동대원 사무실

근무인원은 10명 기준의 사무공간과 소방통신장비, 119지령망장비 등의 설

치공간을 확보하고 차고까지 거리는 장애물 없는 최단거리로 하며 차고의

매연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150 -

f. 출동대원 비상대기실

긴급출동대원 대기실로서 2인실로 계획하고, 1인용 침대, 옷장과 신발․우산

등 수납공간, 1인용 책상 및 의자 배치를 고려하여 온돌형으로 계획한다.

g. 구조활동검토실

근무인원은 30명을 기준으로 구조현장활동 사항을 검토하는 공간으로 테이

블과 의자,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전원, 영상, 음향,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h. 장비보관실

1층 차고와 인접하여 장비보관실을 계획하되 중량 장비의 반출․입이 용

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i. 체력단련실

벽체에는 가능한 거울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설비와 매트설치 및 적정 바닥재를 계획한다.

j. 식당

 수용인원 20인을 기준으로 하고 주방을 별도로 구획한다.

 위생관리 및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식당 내 시설

물 및 각종 설비는『식품위생법』및 한국식품연구원의 “유해요소중점관

리기준(HACCP)”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k. 인명구조견사(특수 구조단 인접 부속건축물 계획)

 견사는 3두를 기준으로 소방방재청 훈령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적

합하게 설계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견사의 위치는 전문훈련시설, 일반인과의 접촉, 차량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계획한다.

- 야외방사장은 인명구조견사와 접하여 울타리 등으로 안전하게 계획한다.

⑸ 생활관

① 본관동, 중앙훈련타워, 특수구조단, 야외훈련시설 등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② 생활관은 한 개동으로 통합하되 실 규모와 편의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중앙훈련타워, 옥외훈련장, 전문훈련시설 등의 소음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계획하고 적극적인 자연채광과 조명시설을 조화롭게 계획한다.

④ 별도의 보안시스템(출입통제시스템) 및 화재 시 피난방법 등을 검토하여 계

획에 반영한다.

⑤ 생활실에는 건축물의 외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발코니 설

치를 계획한다. 단 세탁물 등이 외부에서 투시되지 않아야 한다.

⑥ 생활실(2․20인실)과 생활지도실(취침실) 난방은 온돌형으로 계획한다.

⑦ 용도별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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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인실

 전문교육 및 일반기업체 연수용으로서 화장실, 샤워실, 1인용 침대, 옷

장과 신발․우산․청소도구 등 수납공간, 1인용 책상 및 의자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b. 20인실

 각 실은 5인실로 사용가능하게 가변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층부에 반영하여 계획한다.

 청소년 및 어린이 단체 연수용으로서 화장실, 샤워실, 공용 이불장, 개

인 사물함(25개), 신발·청소도구 등 수납공간을 계획한다.

 내부 구조물의 모서리 등은 둥근기둥 모양으로 마감하고 바닥재질은 적당

한 쿠션이 있는 재질로 계획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

려한다.

-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전원, 영상, 음향, 통신, Data회선 등의 부대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A/V컨트롤 룸을 계획한다.

c. 스터디룸

 교육관련 토의 및 동아리 등 취미활동 공간으로 수용인원 15인을 기준으

로 이동형 책상, 의자 및 대형모니터와 컴퓨터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닥은 동아리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돌마루

방식으로 계획한다.

 출입문 또는 복도와 면한 벽면에는 내부 확인용 창호를 계획한다.

d. 정보검색실(컴퓨터실)

 학생 학습정보 검색 및 여가활용 공간으로 수용인원 30인을 기준으로

책상, 의자, 프린터, 복사기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전원의 용이한 공급 및 컴퓨터의 융통성 있는 활용을 위하여 이중바닥구

조(Access Floor)로 설계하되, 정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재로 계획한다.

 출입문 또는 복도와 면한 벽면에는 내부 확인용 창호를 계획한다.

e. 생활지도실

 2～3명의 지도관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고충상담 등을 하는 곳으로 업무

공간, 상담공간, 취침실, 간이 의무실, 화장실 및 샤워실로 계획한다.

 취침실은 2인을 기준으로 1인용 침대(2개)와 사물함(3개) 배치를 고려하

여 계획한다.

f. 샤워실

 학생 위생관리 공간으로서 남녀를 분리하여 각 1개소를 배치하고 탈의

실, 화장실을 배치하며 바닥은 미끄럼 방지 재질로 계획한다.

 습기, 열기 등이 다른 공간과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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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세탁실

 학생 훈련복 세탁·건조 등 위생관리 공간으로서 남·여용을 구분하고 각

실에는 세탁실·건조실·정리실로 구획하되 샤워실, 생활실 등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건조실은 자연건조가 용이한 구조로 하고 기계식 건조시설 설치를 계획

한다.

h. 간이자율식당

 다류, 개인 건강식 등 간단한 조리를 위한 공간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세척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냄새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출입문

또는 복도와 면한 벽면에는 내부 확인용 창호를 계획한다.

i. 편집실(시험출제실 부속공간)

 편집실은 10인 내외의 인원이 일정기간 동안 외부와의 출입 및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업무와 숙식을 하는 공간으로서, 간이자율식당․회의

실․휴게실․2인실 숙소와 더불어 겸용할 수 있도록 5층에 반영하여 계

획하되, 상호 인접하여 하나의 동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편집운영 시 보안을 고려하여 다른 생활공간과 격리하여 운영되도록 계

획한다.

j. 부속공간

 회의실은 소규모 단위의 교육생이 상호 정보교환, 분임토의 등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책상, 의자 등을 계획한다.

 사료보관실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헌이나 유물 등을 진열할 수 있도

록 보관대를 설계하고, 바닥의 재질은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재

질로 하며, 햇빛 등에 의한 유물의 훼손을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⑹ 후생동

① 후생동은 식당과 체력단련실로 구분하고 혼잡을 고려하여 식당입구에 여유

있는 대기홀을 확보한다.

② 용도별 세부 사항

a. 주방 및 식당

 식당은 일반용과 VIP용으로 구분하되, 식당에서 주방 내부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주방에는 식품 보관창고(일반, 냉동)를 포함하여 계획한다.

 식당은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하며 벽과 천장에 흡음성능이 우

수한 재료를 적용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주방과 식당의 공조 및 환기, 배기시설은 주방의 적정한 후드(천장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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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배기후드 등)를 설계하고 주방, 배식구, 식당의 에어 밸런스를 고려

하여 음식냄새가 타 공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히,

주방의 배기를 통한 냄새나 유적(Oil Mist)이 외부공간으로 확산되지

않는 오일필터와 탈취성능이 우수한 필터를 계획하여야 한다.

 식당 내 시설물 및 각종 설비는 식품위생법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유해

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주방의 바닥은 미끄럼 방지용 재질로 하며, 원활한 배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식자재 등의 운송을 위한 전용 운송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b. 영양사 사무실

 영양사 사무실은 업무공간으로 주방과 인접하여 계획한다.

c. 휴게실

 휴게실은 온돌형으로 계획하며,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등을 포함하여

주방과 인접하여 계획한다.

d. 편의점

 소방관련 용품 및 기념품 판매 등 소방행정타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한 편의점을 계획하되, 외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고 후

생동 출입 통제를 위한 외부 출입구를 추가로 계획한다.

e. 체력단련실

 체력단련실은 피트니스실, 골프연습실(5타석 기준) 및 다목적스포츠장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반영하여 계획한다.

 층고는 다목적스포츠 경기가 가능한 높이 이상으로 하고, 다목적스포츠

장의 바닥은 플로어링(flooring) 마감으로 계획한다.

 피트니스실의 벽체에는 가능한 거울을 설치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방진설비와 매트설치 및 적정 바닥재를 계획

한다.

⑺ 안내동

① 소방행정타운 주 진입로 입구에 상징조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고 안

내실 및 대기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② 안내실에는 방재실, 당직실과의 핫라인, 차량입출시스템, 부지외부 CCTV 관제

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되 소방행정타운 전체 시설의 화재감시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대기실은 근무인원 6인을 기준으로 휴게공간, 탕비실, 화장실, 샤워실을 별도로

구획하고 1인용 침대 2개, 개인 사물함 6개, TV 등 집기류와 편의시설 배치

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154 -

⑻ 119공원(가칭)

① 119공원(가칭)은 현 소방학교의 충혼탑 등의 시설물 이전·설치계획과 소방행

정타운의 상징광장으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한 위치에 계획한다

② 순직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추모 공간과 시민을 위한 복지(휴식)공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⑼ 공통시설

① 주 출입구 및 로비

a. 주출입구의 위치는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접근 편의성에 최우선을 두며 대지

접근 동선과 직접 연결되어 동선이 길어지지 않도록 한다.

b. 로비는 내구성 있는 시설이 되도록 실내 마감계획을 제시(인테리어계획 범위

안에서)하고, 소방학교의 상징성, 소방인재 양성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표

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로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지나치게 큰 실내 아트리움 계획을 지양하며

휴먼스케일에 어울리는 밝고 쾌적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d.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수직․수평 동선과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e. 가능한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방감 있는 공

간으로 구성한다.

f.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② 출입구, 방풍실, 엘리베이터 홀

a. 출입하는 이용자 및 직원의 수와 동선을 고려하여 규모 및 위치를 설정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문 등을 제안할 수 있다.

b. 엘리베이터의 경우 각 용도별로 시간대별 구분이 필요하다면 적정한 관련

제어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c. 건물의 모든 외부출입구는 방풍실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화재 등 피난 시

대피에 방해되지 않는 구조를 갖춘다.

d. 모든 외부출입구는 폭우 시 우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구 전면에

적정한 경사를 만들며 필요할 경우 충분한 배수 설비를 갖춘다.

e.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엘리베이터 홀을 구획하며 사용자 수, 건

물의 규모에 맞추어 개소를 계획하되, 건축법과 엘리베이터 관련 관계 법

규에 적합한 구조로 설치한다.

f. 노약자 및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③ 전기실, 기계실, UPS실

a. 누수, 침수, 습기와 결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인

입되는 케이블 구멍의 방수처리에 유의한다.

b. 전기실의 바닥높이는 기계실보다 최소 500mm 높게 계획하여 기계실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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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가 전기실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되, 수 배전반 기초대를 포함한

수치를 계산하여 250㎜ 이상 높도록 하여 출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지하층에 전기․기계실을 두며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각각 부품창고를 설

치한다.

d. 기계실 및 전기실의 유효 높이는 기계 장비의 규모를 확인하여 결정한다.

e. 바닥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기초대는 콘크리트 (높이 : 100～300㎜)로 하고

기초대의 위치는 실시설계 시 결정한다.

f. UPS실은 전기실에 근접하여 배치하되, 특수구조단 건물에는 특수구조단

전용으로 별도로 계획한다.

g. 기계실 및 전기실, 공조실 등의 기기(냉․온열원, 발전기, 전기큐비클 등)가

필요한 시설의 장비 반입을 고려하여 장비 반입구 및 출입구를 계획한다.

h. 지하 저수조는 기계실 또는 근처에 설치하며, 골조를 이용하지 않는 별도의

내식성 자재(스테인레스 등)로 계획한다.

i. 탱크실 설치 시 응축수 탱크는 기계실 바닥면 하부에 별도로 설치한다.

j. 전기실, 큐비클 바닥 전선용 트렌치를 설치하고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k. 전기실 및 기계실 내에는 자재, 공구류 및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를 설치한다.

④ EPS, TPS

a. 전력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간선배치공간을 마련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와 부하 및 장비의 증설 및 교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방화 구획된 내화구조로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c. 건물 내 계량기 및 전기시설은 스마트그리드 기반의 전력시스템 및 스마트

분전반설치, 간선배관 공간과 관리자의 유지보수작업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d. 전기용(EPS)과 정보통신용(TPS)을 별도로 계획하며, 정보통신용(TPS)은

초고속정보통신 1등급 기준으로 설계한다.

e.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각 층에 설치하고 방수 처리하여야 한다.

⑤ 발전기실

a. 발전기실은 지하층의 전기실과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고 가동 시 급기 및

배기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거나 별도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한다.

b. 발전기 연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충분한 층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c. 발전기 가동 시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장비 하단

부에 적정한 진동방지 구조물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d. 발전기실 내부는 흡음구조를 채택하여 설계한다.

⑥ 방재실(중앙감시실)

a. 전기실과 기계실의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여 두 기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작업자의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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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감시실 면적은 그 기능에 맞게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c. 인력절감 및 관리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소방방재, 기계설비 자동제어, 전기

설비 자동제어 등을 감시 및 제어하도록 하고, 사용자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충분한 환기 및 급․배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⑦ 화장실

a. 각 층별 개성 있는 디자인을 설계자가 제안한다.

b. 화장실은 남 여 별도로 설치하며, 남 여 이용자수를 적정비율로 배치한다.

c.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계획하며 차후 인·허가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d.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

획한다.

e. 화장실내 칸막이는 내구성 및 청소 등에 유리한 경량 조립식 칸막이로 하며,

절수 감지기(효율성 고려, 일부실 적용 가능), 핸드드라이어 시설 등 에너

지절약형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f. 환기 및 누수에 특히 유의하고 청소 도구실을 별도로 설치한다.

g. 내부 마감 재료는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h. 화장실 칸막이는 낙서, 오염, 충격 등을 고려하여 고급자재를 사용한다.

i. 화장실 내에는 음향 설비를 설치하여 음악 및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⑧ 복도 및 계단

a. 복도에는 단차를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 냉․난방 시설 및

공조 설비를 하여 천장으로부터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쾌적한 공용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b. 복도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사용하므로 충분한 너비를 고려한다.

c. 계단의 개소와 구조 등은 관련 법규에 적정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외부에 접하여 설치하되 외부에 접한 부분은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

하여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한다.

d. 계단의 각 단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e. 건축법상 방화구획이 필요한 곳은 방화문을 설치하고, 방화문은 매입형(자

동화재탐지장치 기능 고려)으로 설계한다. 또한, 방화셔터를 설치할 경우

차후 건축 허가 등 행정 행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⑨ 피트․샤프트

a. 배관 및 공조를 위한 적정면적을 확보하고, 적정 폭의 점검 공간을 고려하여

시설교체 및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b. 층간방화구획 등의 방화 성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적정하도록 계

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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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옥탑

a. 옥탑층에는 옥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의

잠금장치(시건장치)는 방재실(중앙감시실)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b. 출입문의 하부에는 문턱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며, 옥상

층의 배수구배를 충분히 계획한다.

c. 이동통신설비 및 MATV 안테나, 위성안테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옥탑에서

지하층까지 케이블 트레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⑪ 공조실 또는 팬(FAN)룸

a. 공조면적과 공조기 설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공간과 유지비용, 운전조작, 자동

제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배치와 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b. 소음을 고려하여 벽 및 천장에 차음 설계를 하여야 한다.

c. 출입문은 방음문을 설치하거나 차음성능이 좋은 구조로 설계한다.

d. 공조기 가동 시 진동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장비 하단

부에 효과적인 진동방지 구조를 제안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e. 공조실 바닥에 방수를 실시하고 별도의 드레인을 설치한다.

f. 공조실 창호는 급․배기 덕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에는 루버를 설

치하여 공기가 재순환되지 않도록 한다.

⑫ 쓰레기 처리시설

a. 각 시설별로 건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공간을 계획하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 내․외의 적정위치에 공

간을 확보하고,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계획한다. 또한, 각 건물에서 발생

하는 각종 쓰레기를 집적, 분류,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하여 소방행

정타운 내 통합 쓰레기처리장을 계획하며, 필요할 경우 기계식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b. 쓰레기 처리시설 계획 시 각 건물에 쓰레기 차량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이동 동선을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⑬ 기타시설

a. 각 건물을 관리하는 유지관리시설(린넨실, 용역원실, 탈의 및 샤워실, 청소용

기구창고 등)은 시설별 면적 내에서 설계자가 자유롭게 제안한다.

b. 국기 게양대

 국기 게양대는 오르내림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본관동 앞 시야가 확

보되는 곳에 대형 태극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게양대 봉은 국기, 서울시기, 소방기 게양용 3개를 설치한다.

 재질은 스테인레스 또는 동제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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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설계자는 성과품 작성할 때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설계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성과품에 대

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

은 협의 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설계자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3. 8. 서울특별시) 성과

품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설계도서 및 설계예산서(내역서) 작성기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서의 작성은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

(2013. 8. 서울특별시) 성과품 작성기준과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2011. 10. 15. 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설

계도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

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서명 날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7조(설계도서 등의 서명 날인) 및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용역참여 기술자의 업무내용 명기 등) 및 전력

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모든 설계 참여자(사업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설계자)는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인쇄

모든 제출도서와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6)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⑴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에 공개

(PDF파일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

서관 제출

⑵ 용역 준공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 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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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공사 단계별 사후평가표 작성

⑴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93호, 2013. 8. 13.)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2014.03.)에

의거하여 단계별 사후평가표(서식8) 설계단계부분(기본설계, 실시설계 사후평

가)을 각 단계별 용역 완료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⑴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⑵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

계 반영 내용, 설계 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 결과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⑶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한다.

2) 설계설명서

⑴ 공통분야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및 공

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⑵ 건축분야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조건, 배치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반영내용, 법

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단면 선정, 구조·부대 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⑶ 기계설비분야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 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⑷ 전기설비분야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계획, 세

부공사비 산정 등

⑸ 통신설비분야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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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토목분야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 재료 선정, 기초공법 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 중 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⑺ 조경분야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

비, 유지관리계획 등

⑻ 소방설비분야

건물종별, 규모 및 용도별 ,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류

3) 각종계산서

⑴ 해당 건축물 내 구조계산서,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⑵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

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

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 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면

⑴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⑵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⑶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⑷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

도, 주요설계조건,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⑹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⑺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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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따라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구분하여 함께 제출한다.)

5) 유지관리지침

건축물의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

성한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⑴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⑵ 구조계획도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⑶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⑷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⑸ 점 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⑹ 보수방법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6) 공사시방서

⑴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⑵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및

기타 적용 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설계자(시공자)가 진행 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참조),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⑥ 설계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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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기관과 설계자(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

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

법, 허용오차, 사용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

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⑶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설계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

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⑷ 공사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11년 개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전문

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 공사비, 공사여건 등

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7) 설계예산서(공사내역서)

⑴ 설계예산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서울시 계약심사를 위한 원가심사지원시스

템 적용이 가능한 JDL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시 공사계약심사부서의 승

인을 득한 후 내역서를 확정한다)

① JDL 내역서 작성시에는 직접공사비만 등록하고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

반 관리비 등 원가계산서 항목에 기입될 내용은 원가계산서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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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JDL은 시중 상용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을 원가심사 지원시스템에

서 그대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든 호환프로그램입니다.

③ EBS, EMS 등 시중 10여종 이상의 상용프로그램에서 동 호환규정을 수용하

여 JDL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⑵ 설계예산서는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협의하여

적용하고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2013)”

및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 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 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⑶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비(100톤

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⑷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

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한다.

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⑹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⑺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 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하여야 한다.

⑻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⑼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⑽ 수량의 산출은 국토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

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a.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b.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재무회계예규

c.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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⑾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⑿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8)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⑴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 구분)

하여 기재한다

⑵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9) 예정공정표 작성

⑴ 예정 공정표는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⑵ 공사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

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하여야 한다.

10) 설계도서 검토

⑴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①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①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⑵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⑶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11) 기 타

⑴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⑵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

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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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⑴ 성과품의 납품은 계획 설계 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 납품, 건설기술심의시 납

품,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⑵ 성과품의 납품시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① 계획설계(검토협의) 납품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② 기본(중간)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설계용역 준공기한 이내

⑶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⑴ 계획설계(Master Plan)

① 계획서 5부 ----------------------------------------------- 5부

- 법규검토, 건축·구조계획서, 기계·전기설비계획서, 토목·조경계획서,

공사비개산서

② 계획설계 도면

- 계획설계 자문용 도면(필요시) ----------------------------- 15부

- 건축계획설계(납품) 도면 --------------------------------- 15부

⑵ 중간설계

① 설계설명서 ----------------------------------------------- 5부

② 설계심의용 도면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설계 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A4 5

구조계산서 A4 5

기본설계 도면 A4 5

공사시방서 A4 5

유지관리지침서 A4 5

설계예산서 A4 5

③ 기본설계도면(납품) ----------------------------------------- 5부

⑶ 최종성과품 납품(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① 실시설계설명서 -------------------------------------------- 15부

② 실시설계심의용 도면(필요시) --------------------------------- 15부

③ 실시설계도면(납품) ----------------------------------- 붙임 참조

④ 건축협의도서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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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설계도면(납품) 목록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원도

설계도면 (A3반책)

A1

A4

2

15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우

리본부와 협의하

여 제출한다.(전

기․통신 및 기계

공사는 각 성과품

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전기, 통신의 경

우 구조계산서,

설계표준화 편람

및 도서, 조감도

는 해당되지 않는

다

※ 예 산 내 역 서 는

JDL파일로도 제

출한다.

출력도면 file(PDF file)

설계설명서

CD-ROM

A4

2

15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A4

A4

5

5

예산내역서(공내역)

예산내역서(실내역)

A4(CD-ROM)

A4(CD-ROM)

각5

각5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CD-ROM)

A4(CD-ROM)

각5

각5

단가산출조서 A4 각5

수량산출조서 A4 각5

각종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5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A4 각5

조감도(채색) 세로50㎝×가로70㎝ 2

조감도(사진) 5″×7″
5매 및

이미지파일

자재내역 A4 5

외부 색상도(채색) A1 1식

내부 색채계획도(채색) A1 1식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5

유지관리지침서(분야별 통합분) A4 5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A4 5

건설기술심의 등 자료

(공사설명서, 설계도서, 제안설명서 등)
- 소요량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설계도서 - 소요량

5. 부속서류

다음과 같은 지침서는 과업내용서의 부속서류이다.

⑴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3. 8. 서울특별시)의

① 성과품 작성기준

②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

⑵ 설계용역관리편람 제1권 공통분야(2013. 6. 서울특별시)의

① 관련서식 표준양식

② 설계예산서(예)



- 167 -

(붙임 1)

시설규모 및 용도별 공간계획

본 시설규모 및 용도별 공간계획(안)은 설계공모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

모참가자는 교육․훈련 효과를 높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수정제안을 할 수

있으나 제안의 수용여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건축 및 시설규모

단계 시 설 명 연면적(㎡) 시설규모

1단계

건
축
물

본관동 7,620 지하1층/지상6층
생활관 6,070 지하1층/지상5층

구급교육관 1,765 지하1층/지상2층
중앙훈련타워 2,870 지하1층/지상15층

특수구조단(인명구조견사 포함) 2,111 지하1층/지상3층(견사는 지상1층)
후생동 1,903 지상2층
안내동 50 지상1층

시
설
물

수난구조훈련장          250
훈련시설119챌린지시설          700

옥외훈련장        6,000
119공원(가칭)         750 공원시설

소     계 -건축물:22,389㎡
-시설물: 7,700㎡

건축물 7개 동, 
시설물 4개 소

2단계

건
축
물

전문
훈련
시설

문화재(목조)화재훈련장 330 1개동(지상2층)
지하철사고대응훈련장 1,500 1개동(지하2층)
실물화재 대응훈련장 450 1개동

(지하1층/지상3층)
시
설
물

기타 4개 훈련장(차량, 붕괴, 위험물, 화생방)        1,400
훈련시설

체력단련장        2,000

소     계 -건축물: 2,280㎡
-시설물: 3,400㎡

건축물 3개 동, 
시설물 2개 소

3단계
건축물 소방재난본부&방재센터 10,500 지하1층/지상7층

소     계 10,500㎡ 1개 동
총     계 - 건축물 : 35,169㎡

-시설물 : 11,100㎡
건축물 11개 동
서설물 6개 소

※ 소방박물관(510㎡), 소방연구소(434㎡), 119공원(750㎡) 건립을 위한 유보지를 포함하

여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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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시설 면적(1단계)

가. 본관동
(단위 : ㎡)

구 분 실수단위면적합계면적 비 고

업

무

공

간

학교장실 1 88 88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집무실(33)+회의·접견·탕비실(55)

행정실 A 1 212 212 서고, 과장실, 탈의실포함

행정실 B 1 322 322 서고, 과장실, 탈의실포함

시험출제실 1 114 114 사무실 64 / 편집실 30 / 판독실 20

소방과학

연구센터

연구실 6 20 120 6명 × 20㎡

실험실 2 50 100

회의실 1 40 40 20명 × 2㎡

학술정보관 1 230 230

회의실

소회의실(40명) 1 80 80 40명 × 2㎡

중회의실(60명) 1 120 120 60명 × 2㎡

국제회의실 1 400 400 무대, 대기실, 동시통역실, 조정실 포함

PTSD 치유센터 1 80 80

당직실 1 44 44 1인실 1개, 2인실 2개 / 근무공간 포함

교

육

공

간

교수대기실 1 24 24 6명 × 4㎡

토의실(15명) 5 25 125 차음고려 글라스 칸막이

강의실
기본형(50명) 7 100 700 50명 × 2㎡

중형(100명) 1 200 200 100명 × 2㎡ / 경사형

실습실

전산 및 어학(50명) 1 105 105 50명 × 2.1㎡

시뮬레이션실습실(50명) 1 150 150 50명 × 3㎡

소방시설기계실습장 1 160 160

소방시설전기실습장 1 100 100

대강당

무대 1 150 150

좌석 1 300 300 500석

조정실 1 45 45

대기실 1 30 30

준비실 1 30 30

창고 1 45 45

지

원

공

간

간이휴게실 3 20 60

교육생 탈의실(남) 1 160 160 200명 × 0.6㎡ + 샤워실(15인)

교육생 탈의실(여) 1 45 45 50명 × 0.6㎡ + 샤워실(5인)

용역원실 2 20 40

부속

공간

화장실 12 261 각 층 남녀 분리
사무실층에는 간이샤워실 포함

정보시스템실, 방재실, 창고 등 250 250

전기실, 기계실, 설비공간 등 360 360

소 계 5,290

공 용 (소계의 35%) 1,845 로비, 복도, 계단, 청소도구실 등

지하주차장 485 20대 이상

합 계 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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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활관
(단위 : ㎡)

구 분 실수 단위면적 면적 비 고

기숙

공간

2인실 100 25 2,500 화장실, 샤워실 포함

20인실 5 110 550 화장실, 샤워실 포함

지도교사 생활실

(2인실)
3 25 75 인솔 교육생 20인당 1명 기준

스터디룸 5 20 100

정보검색실(컴퓨터실) 1 50 50 30×1.7㎡/인, 인쇄․복사실 겸용

생활지도실 1 70 70 화장실, 샤워실 포함

휴게실 5 50 250

공 용

샤워실

남성용 1 62 62

여성용 1 62 62

세탁실

남성용 1 120 120

건조공간 포함

여성용 1 40 40

린넨실(침구류정리용도) 5 15 75 각 층 1개소

간이자율식당 1 40 40

부속

공간

회의실 1 60 60

편집실

(시험출제실 부속공간)
1 40 40

창고 5 15 75 각 층 1개소

화장실 10 250 각 층 남녀 분리

기계실, 공조실, 층장비실 등 180 180

소 계 4,599

공 용 (소계의 32%) 1,471 로비, 복도, 계단, 청소도구실 등

합 계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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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급교육관
(단위 : ㎡)

구 분 실수 단위면적 면적 비 고

업무

공간

관장실 1 41 41

행정실 1 78 78 업무공간, 회의공간, 탈의실 포함

구급전문의실 1 20 20

교육

공간

교수대기실 1 20 20

강의실

기본형 1 100 100 50명 × 2.0㎡

중형 1 200 200 100명 × 2.0㎡

실습실

기본형 1 110 110 80명 × 1㎡ + 30㎡(준비공간 등)

분임형 3 60 180 3실 × 60㎡

시뮬레이션 1 100 100 컨트롤룸, 시뮬레이션 2실

특수응급구조 1 230 230
차량운송 가능한 장소(지상1층)
시뮬레이션실과 연계, 구급차모형포함

교육기자재실 1 20 20

교육생 탈의실(남) 1 42 42 70명 × 0.6㎡

교육생 탈의실(여) 1 42 42 70명 × 0.6㎡

지원

공간

의무실 1 25 25

휴게실 2 25 50

부속

공간

화장실 4 100
각 층 남녀 분리,

2층은 간이샤워실 포함

설비공간 등 50 50 지하층

소 계 1,408

공 용 (소계의 25%) 357 로비, 복도, 계단, 청소도구실 등

합 계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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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앙훈련타워

      < 중앙훈련탑 > (단위 : ㎡)
공간구분 설치 층 시 설 구 분 면 적 비 고

훈련공간

옥상 헬기구조훈련 -

15 통합 관제실 및 조망대 110
베란다 설치 제외

화장실 설치

14 레펠하강 훈련장Ⅱ 110
하강지지대(확보 고리·

구조물 등) 설치

13 고층화재 소방전술훈련장Ⅱ 110 업무시설 모델형

12 고층화재 소방전술훈련장Ⅰ 110 노래연습장 모델형

11 훈련준비실 및 강의실 110

10 화재조사기법 훈련장 110

9 훈련준비실 및 강의실 110

8 레펠하강 훈련장Ⅰ 110
하강지지대(확보 고리·

구조물 등) 설치

7 훈련준비실 및 강의실 110 화장실 설치

6 다중이용시설 훈련장Ⅱ 110 개방형

5 훈련준비실 및 강의실 110

4 종합방수훈련장 110

3 다중이용시설 훈련장Ⅰ 110 미로형

2 주택화재 소방전술훈련장 110

부속공간 1
교육기자재실, 교관대기실,

호흡보호장비정비실
110 화장실 설치

훈련공간 지하1 기계실, 창고, 지하훈련시설 110

소 계 1,760

공 용 (소계의 30%) 530
주계단, 옥외계단,

엘리베이터 포함

합 계 2,290

      < 다목적훈련장 - 중앙훈련탑 부속건축물 > (단위 : ㎡)
공간구분 설치 층 시 설 구 분 면 적 비 고

훈련공간

5 농연훈련장 290

4
다목적훈련장

- 생활안전 및 산악구조훈련장

- 피난기구 실습장

- 헬기레펠훈련장

- 미니 챌린지시설 등

290
3

2

1

합 계 580

※ 다목적훈련장과 중앙훈련탑은 인접배치하여 공용면적(계단실)을 겸용으로 계획하고,

유기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상호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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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특수구조단
(단위 : ㎡)

구 분 실수 단위면적 면적 비 고

업무

공간

단장실 1 58 58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집무및회의실33+비상대기실25

행정실 1 86 86 업무공간57, 탈의실9㎡, 서고20㎡

회의실 1 45 45 30명 × 1.5㎡

소방차량 차고

공기호흡기충전실
1 496 496

출동대원 사무실 1 100 100 사무공간, 통신장비공간, 대장실 포함

출동대원 비상대기실 8 23 184 2인1실×8실

구조활동검토실 1 63 63

장비보관실 1 150 150

편의

공간

샤워장
남성용 1 30 30

여성용 1 20 20

체력단련실 1 100 100

식당 1 74 74

부속공간 화장실 4 60 여자화장실은 식당 층에 설치

기타 창고, 기계실, 설비공간 등 150 150 지하1층

소 계 1,616

공 용 (소계의 24%) 386 로비, 복도, 계단, 청소도구실 등

합 계 2,002

      < 인명구조견사 - 특수구조단 인접 부속건축물 > (단위 : ㎡)
구 분 실수 단위면적 면적 비 고

인명

구조

견사

견사

공간

견방 1 10 10 3두 기준

내부방사장 1 15 15 〃

외부방사장 - - 옥외시설 30㎡

부속

공간

급식준비실 1 3.3 3.3 3두 기준

샤워실 1 8.3 8.3 〃

보일러실 1 3.3 3.3 〃

사료실 1 2.7 2.7 〃

세탁실 1 2.3 2.3 〃

DT실 1 1.0 1.0 정화조 연결

운동실 1 6.0 6.0 런닝 머신

기 타 1 15 15 복도 설치 시

핸들러 사무실 1 20 20

창고 1 22 22

소 계 109

※ 견사는 층고 2.1m 이상의 콘크리트 혹은 조적식, 단열재가 포함된 지붕, 냉․

난방 설비가 갖춰진 침실, 기타 냉․온수가 공급되는 상수도와 지름 100mm

이상의 하수관 설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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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후생동
(단위 : ㎡)

구 분 실수 단위면적 면적 비 고

식당

주방 및 일반식당 1 570 570
700명 × 1.63㎡ × 0.5

식품 보관창고 포함

VIP식당 1 50 50

휴게실 1 43 43
나. 생활관 “4인 생활실” 참고

온돌형, 화장실, 샤워실 포함

영양사사무실 1 20 20

편의점 1 30 30

체력

단련실

피트니스실, 골프연습실,

다목적스포츠장
1 600 600

샤워실

남자용 1 62 62

20명 기준
여자용 1 62 62

부속

공간

화장실 4 100 각 층 남녀 분리

설비공간 등 1 50 50

소 계 1,587

공 용 (소계의 20%) 316 로비, 복도, 계단, 청소도구실 등

합 계 1,903

사. 안내동
(단위 : ㎡)

설치 층 시 설 구 분 면 적 비 고

1층

안내실 20

대기실, 화장실 30

합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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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119챌린지시설 설치 계획(안)-1단계

본 119챌린지시설 설치 계획(안)은 설계공모 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자

료로만 활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용 도 : 소방공무원, 청소년 극기 훈련 및 기업체 연수 프로그램에 활용

○ 설치위치 : 남측 대지 하단부 계곡(전문훈련시설과 분리)

○ 추진일정 : 1단계 사업

○ 활용방안

- 팀 협력 중심의 코스 및 난이도별 상중하단 복합코스로 설계

※ 참고 이미지

(119캠프용 Low 레벨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구 분 내 용 비 고

사선

네트

4~6m의 플랫폼에

오르는 진입 시설

로프

레더

팀버를 잡고

정상까지 오르는

시설

볼더링

횡단

2인 1조로 횡단하는

협력 게임

신뢰

쌓기

쓰러지는 자를 잔여

팀원이 잡아주는

게임

로프

등반

발로 로프를

꼬으면서 4m

오르기

연습

시설

안전확보 체결을

연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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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기훈련용 Middle, High 레벨 예시)

구 분 내 용 비 고 구 분 내 용 비 고

로그

터널

팀원과 합심하여

공중터널 통과

행잉월

네트

수직 연결된

네트와 암벽 스틱

존으로 된

플랫폼들을 이동

트레저

박스

높이가 다른

상자를 팀원과

협력하여 통과

스카이

버켓

버켓 안으로

들어가 당김

로프를 잡고 이동

엑스

레더

X자 형태의 팀버를

팀원과 협력하여

통과

나선형

계단

상단과 중단을

이동하는 통로,

중도 포기시

내려오는 수단

멀티볼

트래버

풋 케이블을 밟고

여러개의 볼을

피하거나 이용

스파이

럴슬라

훈련을 마치고

재미있게 지상으로

내려오는 통로

스카이

브릿지

U자 형태의 로프를

잡고 팀원과

협력하여 통과

마법의

다리

팀원 상호 협력

흔들리는 징검다리

건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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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119공원(가칭) 건립 계획(안)-1단계

본 119공원(가칭) 건립 계획(안)은 설계공모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

(안)을 참고하여 119공원 유보지를 계획한다

□ 용 도 :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및 소방의 정신을 표현하는 상징 공간

□ 건립목적

○ 순직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 공간 조성

○ 서울 소방의 정신을 표현하고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기념공간화

□ 건립방향

○ 현재의 소방충혼관련 시설을 이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함

* 현 소방학교 충혼탑 및 홍제동 사고 추모 부조물

○ 추상적 기념물과 구체적 기념물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 적극 고려

○ 소방관의 역동적인 동상을 세워 영웅 상징물화 검토

□ 건립개요

○ 위치 : 타운 내 부지형태 및 소방학교 시설 배치 설계를 고려하여 결정

(제1안) : 가장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행정타운 최고 상단부에 설치

(제2안) : 소방의 핵심 정신이라는 점에서 행정타운 중앙부에 설치

○ 부지형태 : 추모공원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형태

(부지형태) : 정방형, 장방형, 원형, 삼각형 중에서 선택

(부지높이) : 평면형, 돋움형 중에서 선택

○ 건립방안 : 추상적 조형물과 구체적 조형물의 통합 또는 분리

(제1안) : 현 시설을 이전하고 구체적 조형물을 신규로 제작하여 통합설치

(제2안) : 현 시설을 그대로 이전하고, 구체적 조형물은 별도 공간에 설치

○ 규 모 : 750㎡

○ 예산계획 : 4.7억 원(조형물 2.5억, 공사비 1.9억, 설계비 0.3억)

○ 공사기간 : 2017. 1~10월(1단계 사업 최종 년도 10개월 간)

* 건축공사와 별도로 시행예정이며, 소방학교 준공과 함께 완료하여 기념식

※ 119공원에 대한 참고 사항은 자료실(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소방공원 참

고자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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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전문훈련시설 설치 계획(안)-2단계

본 전문훈련시설 건립 계획(안)은 공모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계획설계(Master plan)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소방전술 지휘훈련 시뮬레이션

○ 용 도 : 4D시뮬레이션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재난상황 체험 및 지휘훈련

○ 설치위치 : 본관동(상황지휘실습실)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2018년까지 설치)

※ 본 과업에서는 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전용실을 설계에 반영

○ 활용방안

- 화재 예측 데이터를 활용한 사실적인 화재현장 시뮬레이션 및 가시화가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팀별 훈련

- 열․연기․입체영상 등을 이용한 4D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형화재 및 특

수화재를 입체적으로 체험하여 화재에 대한 적응력 향상

※ 참고사진

<시스템 구성도> <열기체험이 가능한 설비>

<네트워크를 통한 팀별 임무수행> <도로터널사고 시뮬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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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사고 대응훈련장

○ 용 도 : 차량사고 발생 시 필요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기법 숙달

○ 설치위치 : 남측 대지상단부 계곡

○ 규 모 : 150㎡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

○ 활용방안

- 차량화재 진압훈련장과 차량사고 인명구조훈련장으로 구분

<차량화재 진압훈련장>

- 스테인리스 등 불연성 재료로 차량 모형을 제작하여 반복훈련 실시

- LNG(액화천연가스)를 활용하여 엔진룸 등 차량화재 재현 및 화재진압훈련

<차량사고 인명구조훈련장>

- 폐차를 구매하여 실질적인 차량사고 인명구조훈련 실시

- 유압장비 등을 이용하여 차량 고정, 차량절단 등 실제 구조기법 숙달

※ 참고사진

<교통사고 모의훈련장 / 싱가폴 민방위학교>

<교통사고 모의훈련 / 영국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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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철사고 대응훈련장

○ 용 도 : 지하철 사고 발생 시 필요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기법 숙달

○ 설치위치 : 남측 대지상단부 계곡

○ 규 모 : 지하2층, 1,500㎡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

○ 활용방안

- 지하철화재 대응훈련장과 지하터널 인명구조훈련장으로 구분

<지하철화재 대응훈련장>

- 지하철화재 사고를 가정한 지하역사 및 전동차(실물 폐전동차) 세트 구성

- 농연이 가득한 지하역사 진입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전술 개발 및 교육

<지하터널 인명구조훈련장>

- 한강 지하터널 등 전동차 탈선 상황을 가정한 터널 및 전동차(실물 폐전

동차) 세트 구성

- 터널 내 이동, 전동차 개방, 대피유도 기법 등을 개발 및 교육

※ 참고사진

<지하철역 사고 훈련장 / 대만소방학교> <터널사고 훈련장 / 대만소방학교>

<지하철 사고 참고 이미지 / 대구지하철사고(左), 상하이 지하철 추돌사고(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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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물화재 대응훈련장

○ 용 도 : 실제 화재발생 상황을 재현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기법 숙달

○ 설치위치 : 남측 대지상단부 계곡

○ 규 모 : 450㎡, 지하1층/지상3층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

○ 활용방안

○ 활용방안

- 스테인리스 등 불연성 재료로 주택, 다중이용업소 내부 등의 모형을 제작

하여 실제 화재발생 상황 재현 및 화재진압

- 8. 위험물화재 대응훈련장과 연계하여 복합훈련 실시

※ 참고사진

<실물화재훈련장 / 강원소방학교> <외국의 실물화재훈련시설>

5. 붕괴(도시탐색구조) 대응훈련장

○ 용 도 : 지진 또는 건축물 붕괴 사고 시 인명구조기법 숙달

○ 설치위치 : 남측 대지상단부 계곡

○ 규 모 : 850㎡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

○ 활용방안

- 붕괴건물 구조물과 지진붕괴 구조물로 구분

<붕괴건물 구조물>

- 3층 규모의 건물 구조를 이용한 붕괴사고현장 세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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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색구조장비 활용, 붕괴 구조물 지지 등 인명구조기법 실습

<지진붕괴 구조물>

- 콘크리트 잔해물 등으로 지진으로 인한 붕괴상황 재현 세트장 설치

- 인명구조견 훈련 및 구조대원 인명탐색 구조훈련 숙달

※ 참고사진

<붕괴사고 구조훈련장과 내부훈련 모습, 미국 Texas 소방학교>

<도시탐색구조훈련장과 훈련 장면, 싱가폴 민방위 학교>

6. 문화재(목조)화재 대응훈련장

○ 용 도 : 문화재 및 목조건물 화재 진압전술 개발 및 팀 단위 훈련 숙달

○ 설치위치 : 남측 대지상단부 계곡

○ 규 모 : 지상2층, 330㎡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

○ 활용방안

-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장과 목조건축물 파괴 훈련장으로 구분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장>

- 전통방식을 적용한 목조건축물 세트 설치

- 문화재 보호를 고려한 화재진압장비 활용 훈련 및 화재진압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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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건축물 파괴 훈련장>

- 목조건축물의 구조를 이론교육을 통해 이해하고 화점 진화를 위한 지붕파

괴기법 등을 실습

※ 참고사진

<목조건축물 훈련시설>

<훈련 장면>

7. 화생방(테러) 대응훈련장

○ 용 도 : 화학물질, 세균,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대응 전술 개발

○ 설치위치 : 남측 대지상단부 계곡

○ 규 모 : 400㎡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

○ 활용방안

- 유해물질 제독 훈련장 및 방사능 대응 훈련장으로 구분

<유해물질 제독 훈련장>

- 유해물질 특성 및 누출 시 판독요령 등 교육

- 현장 통제,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야외 제독소 설치 숙달

<방사능 대응 훈련장>

- 방사능 보호장구 착용 및 검측장비 사용법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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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

<화생방 훈련장 및 훈련 장면, 싱가폴 민방위학교>

<서울소방 보유 장비 및 훈련 장면>

8. 위험물화재 대응훈련장

○ 용 도 : 주유취급소 및 위험물 이동저장탱크 화재진압 훈련시설

○ 설치위치 : 남측대지 상단부 계곡

○ 규 모 : 200㎡

○ 추진일정 : 2단계 사업

○ 활용방안

- 주유취급소(가스충전소) 형태로 주유기 1대, 가스충전기 1대와 이동탱크저

장소(탱크로리) 차량 1대를 배치하여 위험물 누출 차단 및 위험물(가스)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 시설

- 4. 실물화재 대응훈련장과 연계하여 복합훈련 실시

※ 참고사진

<위험물화재훈련시설> <이동탱크저장소훈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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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본부 및 방재센터 통합청사 건립 계획(안)-3단계

본 본부 및 방재센터 통합청사 건립 계획(안)은 공모참가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을 참고하여 계획설계(Master plan)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 용도 면적(㎡) 수량(실) 합계면적(㎡)

본부

사무실

본부장실 (부속실 포함) 70 1 70

소방행정과 (과장실․갱의실 포함) 300 1 300

재난대응과 (과장실․갱의실 포함) 240 1 240

예방과 (과장실․갱의실 포함) 195 1 195

안전지원과 (과장실․갱의실 포함) 320 1 320

영상편집 스튜디오 60 1 60

소방감사반 (반장실․갱의실 포함) 180 1 180

감사반 조사실 30 1 30

의소대 사무실 (회의실 겸용) 100 1 100

회의실

소회의실 (20명) 70 3 210

중회의실 (50명) 100 1 100

대회의실 (100명) 160 1 160

당직실
본부 상황 당직실 60 1 60

비상대기실 (20인 기준) 130 1 130

센터

종합상황실

센터소장실 (부속실 포함) 50 1 50

상황실장실 17 1 15

종합상황실 800 1 800

서울시 응급의료센터 100 1 100

작전통제실 150 1 150

상황총괄팀 (갱의실 포함) 65 1 65

자원관리과 (갱의실 포함) 205 1 205

전산통신과 (갱의실 포함) 180 1 180

전산․통신․기계실 300 1 300

휴게실

직원 휴게실(남) 200 1 200

직원 휴게실(여) 40 1 40

지도의사 휴게실 20 1 20

세면장(세탁실 겸용) 120 1 120

공용

시설

언론브리핑실 방송 및 신문사 기자 브리핑룸 50 1 50

실내체육실
중형 200 1 200

소형 100 1 100

정비시설
간이자율식당 50 1 50

휴게실 50 2 100

식당
대형식당(200명) 600 1 600

편의시설(까페, 편의점) 80 1 80

기타시설
자료실 및 서고 130 1 130

은행 70 1 70

부속공간 창고, 전산실, 민원실, 화장실 등 700 1 700

설비공간 공조실, 층장비실, 주장비실 등 910 1 910

소계 7,390

공용면적 소계의 30~40% 2,400

지하(B1) 주차장, 기계실 등 710

합 계(연면적) 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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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방재센터 상황시스템 설치(안)

시스템명 장 비 명 종 점 비 고

총 계 61 6,198

119종합

전산정보

시스템

1. 지령망 서버 등 7 40

주전산기, 스토리지, 관리콘솔,

연계서버, 백업서버, 팩스서버,

백신서버,녹취서버, CTI서버,

IVVR서버, ACS서버 등

2. 접수지령대 5 861
접수대, 전화단말,

접수서버․단말, 모니터

3. 시스템 소프트웨어 7 15
데이터베이스, 미들웨어,

백업관리, 클러스터, 보안

4. 교환기 및 네트워크 9 42

교환기, 관리단말, TTS, IP녹취,

네트워크, 보안장비, 스위치,

관리솔루션, 게이트웨이 등

5. 방송 등 부대장비 4 94
IP방송서버,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

6. 지령망 응용소프트웨어 4 2,091
119응용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방송소프트웨어, 영상수보시스템

소 계 36 3,143

종합재난

관리시스템

1. 종합재난관리 서버 및

백업장치
2 16

DB/WAS서버, WEB서버, 연계서버,

영상서버, GIS서버, 백업장치 등

2. 네트워크 및 주변기기 등 9 130
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시스템소프트웨어 등

소 계 11 146

무선․영상

시스템

1. 무선통신시스템 5 1,612
무선통합망 유선지령대, 중계국 부대시설,

차량입출시스템

2. 영상시스템 6 1,145
화재감시시스템,재해영상시스템,

종합상황판, 상황관제시스템

3. 방송시스템 및 기타 3 152
IP방송시스템, IP 교환기,

유/무선 녹음장비, 동보장비

소 계 14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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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용역업무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회사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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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설계용역자문 참여기술자 명단

(회사대표, 책임․분야별․참여기술자 등)

구 분 분 야 별 성 명 서 명

설계사

회사명
ㅇㅇ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ㅇㅇㅇ

ㅇㅇ엔지니어링 대표이사 ㅇㅇㅇ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 설계용역 자문회의 각 자료 첫장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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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설계용역 종합보고서 책임기술자 명단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분야
설계참여기술자 (설계사,감리사)

서명
(실명)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기술 분야 자격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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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 공사명  비고

2) 대지위치  / 지역계수

 

3) 용도  

4) 중요도  

5) 규모 연면적 m2 지상층수 (높이)   /    (  m)

지하층수 (깊이)   /    (  m)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8) 지반 및 기초

대지 및 지반의 안
정성

지표면 고저의 차이 액상화 가능성 여부

?? m (있음, 없음)

기반암 깊이 GL -???(m) 기초밑면깊이 GL -???(m)

지반분류기준면  (지표면, 기초밑면)  지하수위 GL -???(m)

기준면 아래
상부30m에 대한

평균지반특성 

전단파속도
표준관
입시험
값

비배수전단강도값

Vs= ????(m) N ̅=
???

s ̅u= ???(×10-3MPa)

기초밑면과 기반암 상부면 사이의 지반
지반 높이 지반 종류

?? (m)

지반분류(30m) SA, SB, SC, SD, SE

기초 형식

직접기초 허용지내력 말뚝기초 허용지지력 말뚝 종류

fe=  ???? (kN/m2) fp= ????? (kN)

9) 풍하중 개요
기본풍속

강도설계 V0=     (m/s)
지표면조도 (A, B, C, D)

 사용성검토 V0=     (m/s)

 가스트영향계수 Gf=??? 중요도계수 Iw=???

10) 풍하중 
    해석결과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mm δy-max= ???mm

최대층간변위 Δx,max= ???mm Δy,max= ???mm

11) 내진설계 개요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
사항  

해석법
내진설계범주(A,B,C,D)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중량 W=     (kN)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X 방향 Y 방향

구조시스템에 대

한 공통분류 체

계 마련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14) 동적특성
   (고유치해석)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진동특성

1st모드 T1=     Sec ??? % 예)X방향진동

2nd모드 T2=     Sec ??? % 예)Y방향진동

3rd모드 T3=     Sec  ??? % 예)비틀림진동

15) 구조요소 내진
설계 검토사항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16)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 「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작성자 : 건축사                       
 연락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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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건축물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
(제1면)

용 역 명

확인기간

확 인 자
구조설계자 (서명)

구조기술사 (서명)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

(구조기술사)건축구조 -

일반사항
세부내용

공통

사항

∙ 구조설계의

안전성 여부

a. 캔틸레버구조(체육시설의 지붕지지구조,

강당의 외곽기둥, 공연장의 캐노피구조 등)

b. 무주 대공간구조(체육시설, 격납고, 공연

시설, 집회 및 관람 시설 등)

c. 초고층건물의 코어구조, 메가컬럼, 전이구

조(전이벽, 전이보, 전이슬래브, 벨트트러

스, 벨트월 등)

d. 탑다운공법에 의한 지하구조(선기초기둥,

바닥구조, 램프구조, 코어구조 등)

e. Lifting공법을 적용한 구조(Lift-Slab, 무주

대공간지붕구조 등)

f. 합성구조의 기둥, 보의 부재

g. 합성접합부 및 PC접합부

∙구조해석모델링

a. 2개동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해석시

다이아프램의 분리여부

b. 경기장과 같은 구조물에서의 다이아프램

의 처리

b. 트러스바닥구조에서의 다이아프램 처리

c. 가새구조의 수평보가 바닥개구부에 위치

한 경우에 대한 처리

d. 횡력을 전이하는 바닥구조의 처리

∙지진력저항구조

a. 구조도면에 지진력저항구조요소의 구분

된 표시

b. 지진력저항요소의 구조형식에 적합한 내

진상세의 적용여부

c. 지진하중의 영향을 받는 기초구조 및 지

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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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

(구조기술사)건축구조 - 일반사항 세부내용

RC조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구조형식 인지 여부

∙구조계산 적용 설계

규준이 세부 기준과

부합여부

a.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b.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c. 건축구조기준 (대한건축학회)

d.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e. 내진과업내용서작성에관한연구(Ⅱ)

(국토교통부)

f.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

g. A.C.I. CODE

h. 건축구조규칙 관련법규

i.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 기준

(각 기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구조설계에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적

합여부

∙상부층에 비하여 하

부층에 강성이 지나

치게 작지 않도록 하

며 인접층간의 강성

변화가 최소가 되도

록 하였는지 여부

∙힘의 흐름의 갑작스

러운 변화는 없는지

여부

슬래브와 기둥 혹은 벽의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은 하중의 차이가 심하여 균열

발생률이 높다.

∙실제 사용하중과 설

계하중의 부합여부

∙적재하중의

저감계수(Reduction

Factor) 사용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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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건축구조 - 슬 래 브 설 계 세부내용

RC조

∙슬래브 배근시 주열대 및 주간대

구간의 표현은 명확하며, 배근의

적합여부

∙슬래브 크기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되었으며, 필요한 보강은 되었는지

여부

∙슬래브 절곡부분 배근방법의

적합여부 (보강근 추가)

∙캔틸레버 슬래브 배근은 상, 하부

이중배근 하였는지 여부

∙장스팬 일방향슬래브가 있는 경우

슬래브의 신축변형을 억제하는 Tie

Beam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차량진입로 경사로의 절곡부위는

바퀴의 충격에 대한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보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장스팬인 경우 Camber의 필요 여부

설계 시, 처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했다면

Camber필요 없음

∙스터럽 간격 및 철근량의 적합여부

건축구조 - 기 둥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Hoop의 배근방법이 적용 기준 등

과의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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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건축구조 - 기 초 설 계 세부내용

RC조

∙지반조사결과에 맞도록 설계하되 건물의

수직하중(고정하중+적재하중)이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여부

∙기초의 선정방법은 적합한 지 여부

∙기초의 유효두께는 적정한 지 여부

∙말뚝기초인 경우 간격 및 배치는 적정

한 지 여부

∙동일 건물내에서 이질기초가 발생할

경우 즉,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점검

∙기초중심과 수직하중 작용점 사이의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여부

∙말뚝 근입 길이가 짧을 경우에 대해

적절히 설계하였는지 여부

∙기초의 주근과 부근의 위치는 적정한지

여부

∙기초철근의 외단은 상부로 표준갈고리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휨철근의 정착길이가

확보되면

표준갈고리가 필요

없음

∙PHC PILE 기초인 경우 파일과 기초를

일체화하는 Anchoring을 설계 하였는지

여부

∙온통기초인 경우 역배근으로 되었는지

여부

∙인접한 기초의 근입 깊이가 다른 경우

수평 및 수직거리의 기초가 안전하도록

레벨조정 및 보강방법이 되어있는지 여부

∙줄기초 (지내력 및 말뚝) 상부의

내력벽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줄기초

상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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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벽체설계 세부내용

RC조

∙지하 외벽 설계시 단부의 지지조건은

합리적인지 점검

∙지하 외벽인 경우 토압 및 수압 등의

영향에 대한 점검

철근배근이

역배근으로

설계되었는지 등

∙내진벽 개구부의 보강방안으로 헌치보

(Hunch Beam)의 반영 필요성 여부 검토

∙지하 외벽 지지방향에 따른 수평보 및

버트레스 설치 여부의 점검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기타설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계단구조 설계 방법의 적합여부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 골조해석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건물의 부등침하와 수평이동에 대한

안전성 점검

∙수압에 의한 부력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

점검

Rock Anchor 및

Dewatering 반영

여부 등

건축구조 도면-철근콘크리트-주심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도면의 축척은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

∙층별 기둥 크기의 표시에 있어서 가능한

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둥 중심선을

일치시켰는지 여부

∙층별 기둥 크기 및 기둥부호는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점검

∙방향성 있는 기둥의 경우 주축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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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

기초, 각층평면도
세부내용

RC조

∙콘크리트, 철근강도는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

∙기초부호 및 단면이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기초의 Bottom Level은 동결선

이하인지 여부

∙기초가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선을

침범하지는 않는지 여부

∙기초 Level이 복잡한 경우 기초

단면도로 표현하였는지 여부

단차를 주어 기초의

불안정 등

∙기초 저면의 Level은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Pit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돌출부 및 개구부는 크기, 위치가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바닥 Level에 단차를 두는 경우 도면에

표시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 각층평면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기둥 중심간 거리는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Exp. Joint가 필요한 경우 도면에

표시하였는지 여부

∙수평 및 수직헌치가 있을 경우

상세표현이 되어있는지 여부

∙하나의 기둥에 다섯 개의 보가 정착될

때 시공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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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건축구조 - 철골 -

일반사항
세부내용

S조,

SRC조

∙재료 및

허용응력도의

적정성을 여부

a.KS규격외 종류 여부, 특정업체 사양여부

ｂ허용응력도 값 여부

ｃ휨재의 횡좌굴

ｄ재료의 선정과 선정 사유

ｅ학회 규준 및 관계법규 검토

․ 하중과 외력의

적정성 여부

a.실 용도와 하중은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ｂ마감하중 반영여부

ｃ내화 피복의 종류

ｄ크레인 사용조건과 사용빈도

ｅ반복하중과 피로 검토

ｆ기기의 정하중과 동하중 반영

ｇ기기의 증설검토

ｈ지붕 물매, 적설의 치우침

ｉ눈의 비중 설정은 정확한가

ｊ수압면적, 풍동시험 여부

ｋ지역과 지반계수 적정성

ｌ건물의 중요도, 세장비와 지진력 산정

적정성

ｍ재연주기 검토, 종국내력과 하중 계수

․ 응력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여부(해석모델, 해

석결과, 변형)

a.강비의 가정, 지진요소와 그 부담률 및

변형 추정성

ｂ합성보의 산정

ｃ강역 및 치환 변단면 부재 검토

ｄ주각의 고정도와 그영향

ｅ경계조건 검토

ｆ상용해석과 정밀계산 했는지 여부

ｇ가정조건과 실제상황이 부합한 지 여부

ｈ동적해석 여부, 탄성해석 또는 비탄성

해석

ｉ층간 변위와 내진요소, 변형능력 및 복원

능력

ｊ거주성 평가 및 판단

ｋ익스팬션 조인트의 위치와 폭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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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건축구조 - 철골 - 일반사항 세부내용

S조,

SRC조

∙부재의 처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여부

∙보의 처짐 차이에 따른 슬래브의

추가응력에 대한 점검

∙두께가 40mm 초과하는 Plate를 사용할

때 강도 등이 접합 및 구조설계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압축재의 설계에서 세장비는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여부

∙주요 부재와 2차 부재 접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철골보 웨브 개구부 필요시 구조계산 및

보강방법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 - 철골 - 골조해석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대각선 방향의 지진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내진벽의 위치 및 개소수는

적절한 지 여부

∙ X축에 관한 검토는 Y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Y축에 관한 검토는 X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가산하여 단면검토를

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철골 - Deck Plate Slab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수평 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

∙슬래브의 두께는 적절한 지 여부

∙Shear Connector의 설계가 합리적인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나란할

경우 감소계수 등은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직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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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면)

구 분
검 토 및 확 인 내 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건축구조 - 철골 - 보(합성보+S.R.C보) 세부내용

S조,

SRC조

∙합성보의 처짐은 합성보로서의 실제거동에

대해 산정하고 그 값은 구조적인 장애,

사용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철골․철근 콘크리트 보에 사용하는

스터럽은 적절한 지 여부

건축구조-철골-기둥(철골기둥+SRC 기둥)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사용하는

띠철근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 - 철골 - 주각부설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주각의 고정조건이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선정인지 여부

건축구조 - 철골 - 접합부설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일반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지 여부

∙트러스 부재의 접합부는 존재응력을 충

분히 전달하고 또한 부재의 허용내력의

1/2이하의 내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지 여부

∙모멘트는 플랜지가 전단력은 웨브가

부담하는 경우는 웨브접합부 검토시

접합면과 볼트 중심간 편심거리 e값에 의한

추가모멘트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철골 - 이음부(보+기)설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보 웨브에 대해서는 존재응력에 대하여

여유가 있어도 모재강도의 1/2정도의

응력을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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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행 검토서

(제1면)

1. 일반사항

건출물 개요

건물명

주 소

주용도 연면적 ㎡ 외벽면적 ㎡

층수(층고) 층( ㎡) 냉난방면적 ㎡ 창면적 ㎡

시 공 자 회사명 착공일
공사완료

일

2. 확인사항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공

통

사

항

①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EPI) 95점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녹색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건

축

부

문

①단열조치

(평균열관류율)

외벽(창및문포함) W/㎡K

□적합 □부적합최상층지붕 W/㎡K

최하층바닥 W/㎡K

②방습층

□ 단열재 자체성능 : 보온판

□ PE필름 적용: ㎜× 장 = ㎜

□ 기타 방습재료 :

□적합 □부적합

③방풍구조
□ 회전문

□ 방풍실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창호기밀성 □ 기밀성 2등급(KSF2292) 이상 □적합 □부적합

⑤벽면율 확보 □ 50% 이상( %) □적합 □부적합

⑥건축자재 사용

□ 친환경상품진흥원 인증 자재

□ HB(Healthy Buinding) 마크 자재

□ 기타

□적합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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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면)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기

계

설

비

부

문

①설계용 외기조건

난방용 온․습도 ℃ %

□적합 □부적합

냉방용 온․습도 ℃ %

②펌프(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 제품

설치)

구 분 효율비 설치용량

□적합 □부적합

급수용

A :

kW

B :

급탕용

A :

kW

B :

순환수용

A :

kW

B :

기 타

A :

kW

B :

③ 보온재

기 기

보일러

보온재 :

□적합 □부적합

두께 :

냉동기

보온재 :

두께 :

배 관
급 탕

온 수

보온재 :

두께 : (관경50)

덕 트

보온재 :

두께 :

④ 난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⑤냉방기기

종류(형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용 량

효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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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면)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전

기

설

비

부

문

①변압기

총 설치용량 kVA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고효율인증제품 사용)

설치대수 대

□ 고효율인증기준 만족여부

□ 부하율 적용 ( )% 이하

②변압기 전력량계 전력량계 대수 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역률개선콘덴서 콘덴서 부설용량기준표 만족여부 □적합 □부적합

④전압강하

전선긍장 전압강하율

□적합 □부적합

60m이내 %

120m이내 %

200m이내 %

200m초과 %

⑤조명기기

구분 설치용량
인증․등급

여부

□적합 □부적합

직관형

W kW

W kW

W kW

안정기 -

둥근형
W kW

안정기 -

콤팩트형

(FPX

FDX

FPL)

W kW

W kW

W kW

안정기 -

안정기내

장형

W kW

W kW

고조도반

사갓
- -

조도자동

조절기

구

- -

기타 W kW

⑥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적용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⑦부분조명
부분조명이 가능한 점멸회로 구성

(창가측 회로분리 여부)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⑧대기전력 저감형

콘센트

전체 콘센트 수량 개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적용 콘센트 수량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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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면)

구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신

재

생

설

비

부

문

①총에너지 사용량 toe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 신재생인증제품 사용)
②신재생에너지 공급량 toe

③이용비율 %

감리자 확인 회사명 직위 성명 

발주자 확인 소 속 직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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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제1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사
무

판
매

숙
박

목
욕

관
람

병
원

학
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건
축
부
문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19 14 14 14 18 18 27 1.14미만
1.14
～

1.34미만
1.34
～

1.54미만
1.54
～

1.75미만
1.75
～

1.95미만

0.82미만
0.82
～

0.96미만
0.96
～

1.11미만
1.11
～

1.26미만
1.26
～

1.41미만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6 6 6 5 7 7 7 0.16미만
0.16
～

0.19미만
0.19
～

0.22미만
0.22
～

0.26미만
0.26
～

0.29미만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균 열관류율 Uf 
(W/㎡․K)주2) 주3)

5 4 4 4 4 5 7 0.21미만
0.21
～

0.26미만
0.26
～

0.31미만
0.31
～

0.36미만
0.36
～

0.41미만

4.외단열 공법의 채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 면적비가 
50%미만일 경우에 
한함)

6 4 6 5 6 6 6 60％이상
50％
～

60％미만
40％
～

50％미만
30％
～

40％미만
20%
~

30％미만

5.기밀성 창호의 설치 
(KS F2292에 의한 
기밀성 등급에 의한 
통기량, 단위 
㎥/h㎡)

6 4 6 5 6 6 6 2미만
2
～

4미만
4
～

6미만
6
～

8미만
8
～

10미만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영장), 
주된 거실에 
개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1 1 1 1 1 1 1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1/10이상 적용 여부

7.유리창에 
야간단열장를 설치 - - 1 - - - - 전체 창 면적의 20% 이상 적용 여부

8.옥상조경(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옥상조경 
면적이 대지 안의 
조경면적을 대체한 
경우는 제외한다)

1 1 1 1 1 1 1
옥상조경 30%이상 적용 여부
(기계실, 신재생설비, 냉각탑 등 설비설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기준)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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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a*b) 근거사무 판매 숙박 목욕 관람 병원 학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기
계
설
비
부
문

 1.난방기기
(효율 %)

기름 보일러

7 8 10 10 8 8 8

92이상 89～
92미만

86～
89미만

83～
86미만 83미만

가스 
보일러

중앙난방방식 87이상 83～
87미만

81～
83미만

79～
81미만 79미만

개별난방방식 87이상 82～
87미만

80.6～
82미만

78.5～
80.6미만

78.5미
만

기타 난방기기
고효율
인증
제품

- - - 그외

 2. 
냉방기기

원심식
(에너지효율, kW)

4 7 4 3 6 4 3

0.68
이하

0.68초과
～0.78

0.78초과
～0.89

0.89초과
～1.0 1.0초과

흡수식
(성적계수
COP)

①1중효용 0.75
이상

0.73～
0.75미만

0.7～
0.73미만

0.65～
0.7미만

0.65
미만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1.2
이상

1.1～
1.2미만

1.0～
1.1미만

0.9～
1.0미만

0.9
미만

기타 냉방기기
고효율
인증
제품

- - - 그외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4 5 4 5 5 4 3 60
이상

57.5～
60미만

55～
57.5미만

50～
55미만 50미만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균 효율(%) 주7) 2 2 2 4 2 2 2 1.16E이상 1.12E~

1.16E미만
1.08E~

1.12E미만
1.04E~

1.08E미만
1.04E
미만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의 도입 3 4 3 3 4 3 1 적용 여부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1 1 1 1 1 1 1 적용 여부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2 2 2 2 2 2 2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다단제어 운전 2 2 2 2 2 2 2 적용 여부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2 1 1 2 2 1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0.보일러 또는 공조기의 

폐열회수설비주8) 2 2 3 3 1 2 1 적용 여부
11.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 - 2 3 - 2 - 적용 여부
12.축냉식 전기냉방, 가스이용 

중앙집중 냉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2 3 2 2 3 2 1 90이상 80～
90미만

70～
80미만

60～
70미만 60미만

13.심야전기이용 급탕용 축열설비
  (급탕부하의 20%이상) 1 1 2 3 - 2 1 적용 여부
14. 급탕용 보일러 2 2 2 2 2 2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해당 보일러 

적용여부
15. 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이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2 2 2 1 1 2 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60% 
이상 적용여부

16. 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 1 1 1 1 1 1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7. 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1 1 1 1 1 1 -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적용 여부

18.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 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등을 채택한 
시스템 설치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9.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10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11 12 15 15 11 12 11 지역난방 또는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적용에 한함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8번,10번,15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단서조항 삭제)

6 6 7 7 4 5 5 -

기계설비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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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면)

항 목
기본배점 (a) 배점 (b) 평점

(a*b)
근거

사무판매숙박목욕관람병원 학교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전

기

설

비

부

문

1.고효율 유도전동기(전동력 시설용량에

대한 적용 비율,％)
2 3 3 3 3 1 1

80

이상

70～

80미만

60～

70미만

50～

60미만

50

미만

2.간선의 전압강하 (%) 2 2 2 2 2 1 2
3.5

미만

3.5～

4.0미만

4.0～

5.0미만

5.0～

6.0미만

6.0

이상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2 2 2 2 2 2 2 적용 여부

4.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

직접강압방식
2 2 2 2 2 2 2 적용 여부

5.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2 3 2 2 2 2 2 적용 여부

6.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1 1 1 1 1 1 1 전체 조명부하의 40％이상 적용 여부

7.수변전 설비의 자동제어 설비 채택 2 2 1 1 2 2 1 적용 여부

8.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1 1 1 1 1 1 1 적용 여부

9.승강기 구동용 전동기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2 3 1 1 1 1 1 적용 여부

10.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
1 1 - - - - - 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여부

11.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1 1 1 1 1 1 1 적용 여부

12.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1 1 1 1 1 1 1 적영 여부

13.전체 조명설비 전력랑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1 2 2 1 1 1 1

20%

이상

15%이상

~20%

10%이상

~15%

5%이상

~10%

3%이상

~5%

14.콘센트를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채택
2 2 2 2 2 2 2 60%이상 적용 여부

전기설비부분 소계

신

재

생

부

문

1. 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2. 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3 3 3 3 3 3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3. 전체 급탕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 2 2 2 2 2 2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 전체 전기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비율
2 2 2 2 2 2 2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설계자 확인 회사명 직위 성명 
감리자 확인 회사명 직위 성명 
발주자 확인 소 속 직위 성명 



- 206 -

(서식 8)

건설공사 단계별 사후평가표

(1) 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계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② 실시설계 완료후 사업수행성과

사업명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실시
설계비
증감율

실시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주) a.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수행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b.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실시여부 및 미실시時 사유’ 작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추정공

사비가 타당성조사단계에서 명시한 공사비 증가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함(근거조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제4항)

c. 사업수행성과 산출식

- 기본(실시)설계비 증감율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기본실시설계용역 준공금액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 기본(실시)설계기간 증감율

=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기본실시설계용역 실제수행기간기본실시설계용역 계약당시수행기간

- 기본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간 타당성조사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 실시설계완료후 공사비(기간) 증감율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실시설계단계에서추정공사비기간 기본설계단계에서추정한공사비기간

d. ‘비고’란 작성은 비용이나 기간의 증가 또는 감소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세부적인 사유와 평가내용,

용역수행자의 의견 등을 상세하게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