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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칙

1. 1 과업의 명칭 :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설계용역

1. 2 과업의 목적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으로서, 미관․구조․안전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설계를 이행하기 위함

1.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공덕동370-4, 10)

2)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

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석면조사 포함), 계약

심사, 건축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

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설계범위

① 개보수 규모 : 지하2층 지상 10층 11,027.34㎡,(1994.11.19.준공)

② 설계시 보수 착안사항

- 구조 : 설계시 정밀안전진단에 의한 보수실시, 내진구조의 보강 필요

- 외부 : 외장타일 마감상태가 양호하니 누수확인 후 일부보수 필요

AL창호 및 유리상태 양호하니 일부보수후 사용가능

캐노피 부분 전면,측면 보수

- 내부

· 바닥 : 인조석 물갈기 양호하므로 그라인딩후 재사용가능,사무실구간은 용도

에 따라 OA Floor 시공이 권장됨

· 벽체 : 휀코일 박스 전체교체, 경량칸막이 해체

· 천정 : 석면 흡음텍스이며 전면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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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위

· 1층 로비는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함

· 화장실은 전면교체, 엘리베이터는 내부 인테리어 교체 필요

· 계단실은 인조석 물갈기 보수후 사용하고 벽체는 균열보수 및 재도장

· 지하 기계실,전기실 등은 장비교체후 마감 보수

- 전등 전열부분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 실시

· 수변전설비 및 예비전원 설비는 정밀점검에 의하여 보완하여 사용

· 간선은 정밀 점검 후 사용, 분전반은 전면교체

· 통신설비,방송,인터넷,방범설비 등은 신규시설 용도에 맞도록 반영

- 설비

· 냉온수기 냉각탑 전면교체

· 기존저수조는 소화용수 전용으로, 위생용 저수조 신설 필요

· 냉각수 순환펌프,급수펌프,냉각탑 보급수 펌프,스프링쿨러펌프 교체필요

· 팽창탱크(SS41) 전면교체필요,경유탱크,응축수탱크,급탕탱크 재사용 가능

고가수조는 급수시스템 변경으로 철거

· 급수 급탕배관, 오배수관 재사용 가능

(4) 목표예산(공사비) : 13,373백만원(부가세 포함)

(5) 추 정 용 역 비 : 552,000천원(예정) ※ 부가세 포함된 금액

① 설계비 : 552,000천원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

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

실하게 수행한다.

3) 과업 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공휴일 포함)으로 한다. 단, 발

주기관의 요구로 추가용역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

의 연장이 필요할 시는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 주 소 :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2층

(3) 홈페이지 : http://infra.seoul.go.kr

(4) TEL : (02) 3708-2652



- 4 -

(5) FAX : (02) 3708-2659

5) 공지사항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2015년 8월

(2) 공사예정기간 : 2015년 9월 ~ 2016년 8월(12개월)

(3) 공사 발주방법 : 미정

6) 위 치 도

1.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예정 공정표



- 5 -

c.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

③ 보안각서

④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 준공 기한 연기원

③ 준공 검사원

④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요청

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래내용이 포함된 과업수행

계획서(2014년 설계용역관리 편람적용)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제출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요인이 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과업수행계획서는 본 용역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

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① 각 관련주체(건축, 기계, 전기, 통신, 색채,조경 등)간의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② 과업수행계획서 책임기술자명단 (별첨1)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전문분야별 기술자중에 견적 및 내역작성업체, 공법, 기술을 지원하

는 전문건설업체 등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련주체의 작업반 구성이 되

도록 작성한다.

③ 전기분야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문설계업 제1종 이상 등

록자가 설계하여야 하고 분담이행방식을 채택하여 책임 설계하여야

한다.

④ 정보, 통신분야설계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설계유자격자가 설계하여

야 한다.

⑤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등록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단, 제연설비는 전문소방

시설 설계업 등록자 (기계)가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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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계설계는 연면적 10,000㎡ 이상이므로, 법적으로 유자격자가 설

계야여야 한다.

⑦ 목표예산(공사비:13,373천원)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Design to

Cost)

a.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 시 설계변경에 의한 과다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는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

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b. 본 과업내용 중 설계 지침상 친환경적 계획요소로서 자원의 효율

적 활용 등 설계조건의 반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공법

및 시공등급별로 소요공사비용을 면밀하게 검토,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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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에서 규정된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

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d. 부실설계 및 향후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⑧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시(계약 후 7일 이내) 발주기관과 업무협

의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도록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의 완료 시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유지관리 계획을 포함)

④ 각종 디자인심의 및 자문회의 시(필요한 경우)

⑤ 계약심사 시

⑥ 공정보고 시(필요시)

⑦ 준공 및 성과품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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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실시 공정보

고서(용역수행 대표자명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간보고 : 주1회 작성(주말 기준 작성 후 익주 월요일 제출).

②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4)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

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수

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허가(협의)에 필요

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내 지하지장물의 매설

여부(도시가스관, 상․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

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

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

고한다.

(3) 설계도서 납품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내용 등을 반영한 후 납품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설계검토•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

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및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색채 등)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필요시 구성되는 설계자문위원회 자문 및 기술심

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설계자문위원회 및 기술심의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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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6) 하도급의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지반조사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석면조사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

③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④ 조경, 토목(부대토목 및 흙막이)분야 업무

⑤ 정보․통신분야, 소방분야의 제도, 도면작성 및 이에 부수되는 작업

⑥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

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용역착수 시 설계협력업체 명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

도 모든 책임을 진다.

7)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

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1)이외의 자재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8)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다수의 계약 상대자가 공동계약 또는 별도 계약으로 일정 지역 내의 과

업을 수행하여 서로간의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

약상대자간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서 작성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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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

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

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

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

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

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

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

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

록 하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건설 신기술 품셈 적용에 따른 주의사항

한국건설 신기술협회 발행 「건설신기술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이 아니므로 적용시 주의를 요함.

11) 사용언어 및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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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 상 사용문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업무상 계약상대자가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

대자가 부담한다.(발주기관이 사용하는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용 문서 글씨크기는 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한 일반글씨는

12포인트를 기준으로 한글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며,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12) 각 분야별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 제출 시 필히 건축, 기계, 전기/통신, 조

경, 철거,폐기물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총괄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변경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사

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

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계약의 해제 또

는 해지, 기술용역의 일시정지, 계약상대자의 기술용역정지, 기술용역

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등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안전

행정부예규 제21호(2013. 6.19)]에 따른다.

14) 기타

(1) 설계검토⋅자문회의 내용 반영 등 주요업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과업수행은 과업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 및 발주기관

이 승인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수행토록하며,

(2)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을 통합 공사비 원가절감을 고려 설계토록 할

것이며,

(3)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형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할 것

(4)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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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는 용역수행자 교체사유가 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

료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6)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발주자

의 승인을 얻어 설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적 등에 인용 또는

복사할 수 있다.

(7) 중소기업 육성 품목의 경우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Ⅱ. 일반 지침

2. 1 공통사항

1) 적용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

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

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

관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One-PMIS) 이용

(1) 입찰공고서에 포함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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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One- PMIS)에 의한 전자적 정보처리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사(용

역)이다. One- PMIS 운영지침서, One-PMIS 수행계획서 등을 참

고하여 One-PMIS를 통해 용역관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One-PMIS)과 관련된 관계자(본부에서 지정 및 통보)회의에 참

석하여 시스템 적용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서에 포함될 내용(설계용역)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종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시 발생되는 각종 문서, 내역서, 도면, 기술 자료

등을 표준분류체계에 의해 작성하고 사업정보를 One-PMIS를 활용하

여 처리를 해야 하며 세부적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에 세부적인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One-PMIS) 수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되, 사전에 One-PMIS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시 표준분류체계를 준수하여 One-PMIS 적

용요령(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커뮤니티→One-PMIS 자료실)

에 따라 관련 내역서 및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One-PMIS를 통하

여도 준공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One-PMIS를 통하여 처리되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a. 착수에 관한 사항

b. 공정(주간, 월간 업무보고,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에 관한 사항

c. 설계변경 등에 관한 사항

d. 기성처리에 관한 사항

e. 준공(표준분류체계에 의한 준공산출물 등)에 관한 사항

f. 계약상대자간 공문서 및 보고서의 접수 및 발송에 관한 사항

g. 기타 One-PMIS에 설계용역사 사용 기능에 있는 사항

3)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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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

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 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

며,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작성한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에 대하여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

건을 만족하게 설계하여야 하고,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

인이 발생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

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건물의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

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세부 설계내용이 서로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

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

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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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 및 변경도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

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

해서는 아니된다.

(2) 착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7일 이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

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정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공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발

주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승인한 공정 계획

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는 영역 착수 업무협의 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한다.

④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 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업데이

팅(Updating)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설계관련 현황자료

① 계약상대자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사를 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공사 시 장애요

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상태, 조사자료,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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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개산견적과 별도로 상세견적은 계약서에 의한다.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

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

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6) 검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검토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① 목 적 : 용역감독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련부서 간 사전협조

로 용역성과품의 품질향상

② 시행방법 : 설계용역 수행진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하여 기본 및 실

시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a. 1단계 : 기본계획 완료후 (공정 20%)

b. 2단계 : 실시설계 완료 후 최종성과품 납품전(공정 90%)

2. 2 조사 및 자료수집

1) 조사항목 및 내용

(1)현지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 답사하여 현재 상황, 주변현황, 사용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하고 기본계획

시에 참조한다.

(2) 기존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한 구조안전 확인 및 피난에 대한 사항을 사

전조사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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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기본계획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

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

건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 및 건축물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사회적 환경 조건

e.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c.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

는 업무

2) 착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

지 현황, 설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

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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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당해 책임기술사의 확인(날인)이 있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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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한다.

6) 업무수행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 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하여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2. 4 실시설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계획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

며,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한다.

(2)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공사기간

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

수가 지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4)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

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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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

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관련시설 상세조사와 수요자의 요구사항 확인

④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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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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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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화

① 내부 공간 설계

②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③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④ 색채 계획의 책정

⑤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⑥ 각종 설비의 설계

⑦ 사용재료, 사용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⑧ 관련시설 및 수요자의 요구사항 결정

⑨ 각종 설계 등의 조정

2) 착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

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

에 착수한다.

계약상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

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하다면 해당 현장을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최종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숭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도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

준’[별표2]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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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

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

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

면을 작성한다.

5)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

른 설계기준,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를 기

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분류체계에 맞게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6)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내외부 마감 재료 및 색채 계획

7)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

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

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공사비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한다.

8)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

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

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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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별도 추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용역에 포함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이외의 대관업무 협의, 업무협의 결과 이행하여야

할 절차 이행 및 관련 대리업무

(2) 건물 내외부 투시도 등의 제작(발주부서에서 지정하는 2곳에 대한 투

시도 제작)

(3) 색채디자인 기본계획(내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을 설계도면에 표시)

(4) 서울시 계약심사 담당부서에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심사업무 협의서류 작성업무

- 설계(공사비 산출, 수량산출 등)에 대한 적정성 심사자료

(5) 철거자재에 대한 석면 포함 여부 조사

Ⅲ. 기술 지침

3.1 공통 설계지침

본 과업내용서는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설계

상의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공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일반조건

(1)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질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준에 따라야 하며, 확인된 기준과 지침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2) 건축, 전기, 기계설비, 통신, 조경,기타 부대설비 등에 관한 설계기준

은 관련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서울특별시 전

문시방서 등과 본 설계지침에서 규제한 기준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

한 경우에는 그 규제 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도

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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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되는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사전

에 충분히 협의하여야하고, 기존의 기반시설 설치계획과 연계된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기본지침

(1) 기본방향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지의 입지여건, 건물 현황 등을 충분히 파악하

여 본 사업목적에 합당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계

획한다.

③ 용도가 유사한 실은 이동․변경이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④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선 및 구조계획을 한다.

⑤ 기존 시설물은 최대한 유지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2) 구조점검

①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보수보강방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조체의 내구력 및 안전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시설물 평면계획

① 리모델링 개요

a. 규 모 :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1,027.34㎡

b. 주용도 : 교육연구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

c. 실별 배치 및 소요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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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기준

- 입주단체별 요청 검토 및 조정

- 지하2, 지상10층, 연면적 11,027.34㎡

단체명
현재

사용면적
요구면적 조정면적(안) 비고

계 10,141 12,182 11,028
△1,15

4

50+캠퍼스 5,461 5,461 5,461 -

서울시복지재단 3,008 4,000 3,200 △800

사회복지협의회 799 1,489 1,135 △354

서울시
사회복

지
직능협
회(12
개)

소 계 473 832 832 -

사회복지관협회 79 66 66 -

아동복지협회 43 99 99 -

재가노인복지협회 25 49 49 -

장애인복지관협회 - 49 49 -

장애인복지시설협회 155 231 231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
회

- 40 40 -

노인복지협회 - 50 50 -

노인종합복지관협회 33 66 66 -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79 50 50 -

사회복귀시설협회 - 33 33 -

노숙인시설협회 33 33 33 -

지역자활센터협회 26 66 66 -

보훈단체(2) 400 400 400 -

○ 부족면적은(1,154㎡) 강당, 회의실, 강의실 등을 공유 활용토록 조정

- 서울시복지재단 800㎡ : 사무공간 700, 상담실 50, 교육장 및

회의실 50

➡ 사무공간 중 각종 회의실, 상담실 등은 50+캠퍼스내 설치되는

시설 등 공동사용

- 사회복지협의회 354㎡ : 정보화 교육장 132, 소회의장 132, 사

무공간 90

➡ 50+캠퍼스내 설치되는 컴퓨터 교육장, 소회의장 등 시설 공동사용

※ 향후 설계자문위원회 의견, 입주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공간배치 및

면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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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별 배치계획

구 분 면적(㎡) 사용기관(용도) 비 고 (세부내용)

지상 10층

3,200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사무실 및

각종 상담센터 배치
지상 9층

지상 8층

지상 7층

1,966
사회복지협의회 및

11개 직능단체

사회복지관협회, 아동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협회,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관협회,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회복귀시설협회, 노숙인시설협회

지상 6층

지상 5층 400 2개 보훈단체 6.25참전유공자회서울시지부, 특수임무유공자회서울시지부

지상 4층

5,461

50+ 캠퍼스

1층일부 -장애인복지시설협의회

50+ 캠퍼스 주요시설

지상 3층
지상 2층
지상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754 기계실, 전기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결과 및

진단결과 >

 '14. 8.25 : 건축물 정밀점검결과

- 등급 : B급, 보수보강비용 : 1,900만원(보수보강 방안 참조)

○ 층별 각실별 요구사항 :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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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동 보수보강 방안

순번 열화현상 항목 열화현상 부위 및 원인 보수·보강 방안 비 고

1

•콘크리트 구조체 균열,
  누수, 백화

•CON'C 구조체 일부
•CON’C 자체의 건조 수축
  및 기후, 온도 변화의 원인
  등으로 발생됨.

•균열폭 0.3mm이상
  EPOXY INJECTION 주입
•균열폭 0.3mm미만
  표면처리보수
•열화별(건·습식)공법구분

•보수·보강
  방안: "Ⅰ"

2

•조적·이질재 벽체 균열

  

•CON'C + 조적 접합 부위
  접착력 저하 발생
•기존 보수부위에 재균열
  발생 및 보수불량 등의
  원인

•U-CUTTING후 탄성      
 
  SEALING재 주입보수공법

•보수·보강
  방안: "Ⅱ"

3

•CON'C 재료분리, 철근
  노출 등의 단면손상

  

•CON'C 구조체 일부
•피복두께 불량 및 거푸집
 설치·지지불량 등의 시공
 불량

•방청처리 후 무수축  
  몰탈 등에 의한 단면복구

•보수·보강
  방안: "Ⅲ"

4

•외부 G.R.C 타일 판넬
 균열 및 코킹 들뜸, 탈락

  

•마감 타일 접착력 저하에
  따른 붙임상태 노후

•손상된 타일마감재 부분 
  철거 후 동일재료에 의한 
  재시공이 요구됨.

•보수·보강
 방안: "Ⅶ"

5

  •기타 마감재 손상 부
위    

•준공당시 사용 자재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현상

•리모델링 공사시 철거 후
  재시공 및 손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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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캠퍼스 시설(안)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후 설계에 반영

○ 문화, 여가, 체육시설 – 지하 1층

- 추진방향 :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된 시설 배치

- 시설내용 : 피트니스 센터, 당구장, 탁구장, 음악실 등

○ 커뮤니티 시설 – 지상 1층

- 추진방향 : 각종 동아리 및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장소 제공

- 시설내용 : 50+카페, 50+아지트, 동아리방 등

○ 사회공헌활동 지원 시설 - 지상 2층 일부

- 추진방향 : 은퇴자 전문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 지원 시설

- 시설내용 : 자원봉사실, 어르신활동지원실 등

○ 일자리 지원 시설 : 지상 2층 일부

- 추진방향 : 과거 경험 및 신규교육에 맞는 맞춤 일자리 발굴 지원

- 시설내용 : 취업상담 및 알선센터, 창업지원실, 창업보육실 등

○ 연구 및 교육, 학습시설 – 지상 3~4층

- 추진방향 : 제2의 직업찾기 또는 사회공헌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양성

· 스스로 제2의 인생을 탐색․설계할 수 있는 연구․학습기능 강화 등

- 시설내용 : 강의실, 다목적실, 컴퓨터실, 도서관 등

③ 전경사진 및 기존평면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별관 전경 리모델링 1층평면도(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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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 및 환경보전계획

공사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음․진동․비산먼지 등의 발생을 방지

하고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환경관련법규(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3.2 분야별 설계지침

1) 건축분야

(1) 건축계획분야

① 건축허가(협의)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한 후 기존조건 등을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초기단계 완료)

③ 각 실별 계획시 고려사항

a. 각 시설과 공간 구성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시설

이용객, 보행자(통행) 및 관리자 등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

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b. 각 실별 예상이용 인원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시 반영하여

야 한다.

④ 건축재료

a. 건축 재료 및 마감 재료는 실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설계 의도에 맞는 이미지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한다.

b. 기본 마감은 실별로 요구되는 물리적 기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마

감자재의 내구성, 내충격성, 내오염성 및 친환경성능 등을 고려하고,

유지보수에 유리한 적절한 자재를 선정한다.

c. 마감 재료의 산정시 환경부에서 고시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에 사용이 금지된 마감재료 및 도장재

료의 사용을 금하며 그 외 실내 공기의 오염(각종 공업 오염물질 및 환경

호르몬 배출 물질 등)을 발생시키는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d. 색채계획은 각 실의 이용목적 및 이용자층에 맞춘 색조로 구성하며

가급적 가시적으로 자극적인 색채의 사용을 줄인다.

⑤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방관련 제반 법규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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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한다.

⑥ 동 건물의 기능과 용도에 부합되고 이용자의 편의와 유지관리의 효율

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아동청소년담당관/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조계획분야

① 리모델링에 대한 기존시설을 정확히 조사 ․ 연구하여 공사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인 검토 및 대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른 보수보강공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적용법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와 관련법규 그리고 최신(근)의 정부제정 각종 공

사시방서 및 기준에 의거(적용하는 기준은 최신에 제정된 것을 우선하여 적용)

설계를 수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여야 할 관련 공사시방서, 기준 및 법규 중 주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규

2. 건설기술진흥법

3. 건설산업기본법

4. 환경정책기본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

원부)

8.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

준에 관한 규칙(산업통상자원부)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유선방송국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미

래창조과학부)

10.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안전행정부)

11. 도시가스사업법

1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13. 수도법

14. 전파법

1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6. 소음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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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1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1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2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3. 건축구조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245호)

24.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6호)

2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9호)

26. 건축공사표준시방서, 토목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7.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국

토교통부)

28. 건축기계설비 표준공사시방서, 건축전기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9. 서울특별시 전문공사시방서

30. 한국산업규격(KS)

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교통부)

32.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33.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대한설비공학회)

3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3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3-71호)

36.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37.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산업통상자원부)

38.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39.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40.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2.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산업통상자원부)

43.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

44.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45. 건설공사 원가계산 작성 요령(2008년, 서울시)

46. 서울시 친환경건축기준(서울시 예규 제705호)

47.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2008, 서울특별시)

4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 서울시 여행Project 관련 주차장 및 화장실 등 관련사항 반영

50.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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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타 관할 행정기관의 자치법규 등

52. 관련 행정부처의 각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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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분야

1.설계 기본방향

1) 쾌적한 실내환경

(1)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2)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방식선정

(3)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4) 재난 및 유해요소로부터 안전한 설비계획

2)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1)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2)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3) 부하산정의 적정성

(4)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비계획과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의 적극이용 검토

(5) 세부사항

① 열원설비

가.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열원시스템 선정

나. 고효율 인증 기자재 및 에너지절약형 설비시스템 채택

다. 부분 부하 운전 및 대수 분할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구성

라.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열원 방식 선정

마. 열효율의 증대 및 장비와 배관 부식 방지를 위한 수처리장치 설치

② 공조설비

가. 용도별, 사용시간대별, 적절한 조닝 계획으로 에너지 손실 억제

나. 자연환기가 가능한 시스템 채택

다. 공방, 전시장, 장비실, 수장고 등의 실별 특성을 고려한 공기조화 설비

라. 실내공기질 및 방음․방진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③ 위생설비

가. 절수형 위생기구 선정

나. 신체장애인을 고려한 위생기구 설치

다. 위생적이고 내식성 있는 자재 선정

라. 급․배수설비 시스템의 안정적인 공급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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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직수 공급 고려하고 급수원 단수시 대책 강구

바. 오수, 배수 및 폐수 분리 배출

사. 동파 및 결로 방지대책

아. 급수, 급탕수의 수질유지 및 공급계획

④ 소화․방재․방범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비

가.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 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

나. 각실 및 기능 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 및 관람객을 고려한 소화설비

다. 건물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설비

라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시설

3) 환경친화적 설비

(1) 주변 환경오염 방지

(2) 자연조건(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적절히 이용

    (3) 빗물이용시설 설치 고려

         (4) 친환경설비계획(저탄소 배출에너지 사용, 친환경신기술 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4)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한 시스템 채택

(1) 장비반입구 및 기계설비 보수공간의 충분한 확보

(2)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

(3)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및 설치

5) 자동화설비 및 관리시스템

(1) 건물 자동제어시스템(BAS) 도입에 의한 시스템 효율 증대 및 유지 관리비 절감

(2) 공기조화, 위생, 전기, 방재, 방범 등의 통합화 및 고도화

(3) 건물관리시스템, 안전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시스템 적용

(4) 적정한 실내 온습도 및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제어

(5) 증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제어

(6) 상호 연관성 있는 연동 및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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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범위

1) 적용설비

(1) 열원설비

(2)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3)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4) 위생설비(급수, 급탕, 오․배수, 통기)

(5) 소방설비(기계부문)

(6) 자동제어설비

(7) 방음․방진설비

(8) 오수․분뇨정화처리시설

(9) 가스설비

(10) 승강설비

(11) 시험 ․조정․평가(T.A.B)

(12) 기타설비(필요시)

- 신재생에너지설비,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

3. 설계기준

1) 외기온도조건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설계당시 최근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공기조화설비 실내 설계기준

실내 온․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온․습도, 청정

도를 적용한다. 시설 기준은 설비공학편람, ASHRAE 등 각종 국내․외 문헌을 참

고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배관자재의 사용기준

(1)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된 실적이 많아 사용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것

(2) 배관재질은 관내 흐르는 유체의 성질에 적합한 것으로 내식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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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보수용 자재의 확보가 용이한 것을 적용한다.

5) 위생설비 설계기준

위생설비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

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등 기준을 적용하며, 또한 신체장애인에

맞는 설비시설로 하고 절수형 세정방식을 채택하도록 한다.

6) 오수처리설비 설계기준

오수정화조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 관청조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7) 적용 법규 및 기준

(1) 노유자시설 및 리모델링 관련 법규

(2) 건설산업기본 법규, 건설기술진흥 법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

(3)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7)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8) 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9)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0) 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11) 하수도법․시행령․시행규칙

(12) 폐기물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시행령․시행규칙

(14)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시행령․시행규칙

(15)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시행규칙

(1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7)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18)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9)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건축기계설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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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국산업규격(KS)

(2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22)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4. 세부 설계지침

1) 일반사항

(1)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

이 확보되도록 한다.

(2)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 기계설비시스템은 가능한 단순하게 함으로써 유지관리의 편의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기계실, 공조실 및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 보수 등에 용이하도록 한다.

(5) 기계실 및 전기실은 동파방지, 침수방지, 방식 및 방청, 방음 등을 고려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6)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고효율유도전동기 등) 인증제품 또는 「효율

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

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

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장비는 효율을 높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중량기기의 반입과 수리

등을 위한 반입구 및 동선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소음과 진동의 발생원인이 되는 시설(장비, 닥트, 배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음, 방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열원설비

(1) 열원공급은 지역난방, 도시가스, 일반전력 및 심야전력, 열병합발전, 경유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친환경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이고 안정적

인 열원공급방식이 되도록 한다.

(2) 지역난방 공급여부를 확인하고 공급가능시 난방 및 급탕열원으로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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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원설비 선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하여 최적의 설비시스템이 되도록 하며 분

석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4) 열원기기는 부분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시 효율이 좋고 비례제어가 가능하도

록 선정하고, 고효율 기기를 채택하는 등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5) 냉동기, 열교환기, 보일러, 펌프, 송풍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 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6) 열원 공급방식은 냉․난방용 열매가 중앙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하도록 한

다. 다만, 에너지 절약 및 사용시간대를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별 냉․난방

(24시간 계통)을 고려하도록 하고 건축평면 계획시 실외기 설치공간을 확보하도

록 한다.

(7)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이 좋은 시스

템을 적용한다.

(8) 배기가스에 사용되는 연도는 스테인레스와 같이 내부식성 재질로 제작 설치한다.

(9) 열원기기는 건물용도별 기능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뢰성, 안전성, 경제성, 보수

및 유지관리성이 높은 설비로 선정한다.

(10) 냉각탑을 설치할 경우, 레지오넬라균 방지대책 및 소음방지를 위해 냉각탑 사양은 초

저소음형으로 선정하고, 환기용 급기구에 혼입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관련법에 의한 일정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3)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1) 공기조화방식은 시설(실)별 부하특성, 온도, 습도, 기류, 풍량, 청정도 등을 고려

하여 각 용도별로 유지관리 및 에너지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2) 용도별, 시간대별에 따라 8시간, 12시간, 24시간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닝으로 에

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실내의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②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③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④ 부하 중 현열비가 타 구획과 상이한 곳

(3) 필요시 일부실에는 온돌식 바닥난방을 적용한다.

(4) 전산실 계통은 24시간 적정한 항온항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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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여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6)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절한 풍량

조절 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구에는 풍량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7)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히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하

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8) 24시간 거주 공간 및 사용특성이 특별한 공간은 별도의 공조방식 도입을 고려한

다.

(9)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

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10) 배기량이 많은 공조계통에는 배열회수를 위한 전열 및 현열교환기를 비교․검

토 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11) 공조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

책을 강구한다.

(12) 배관은 절연, 소음감소 방안 등을 충분히 감안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방법,

보온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도록 한

다.

(13)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

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14) F.C.U, A.H.U의 물받이는 세균류가 번식하기 쉽고 실내 오염원인이 되기 쉬우

므로 배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15) 소음․진동의 발생원이 되는 공조설비․기기류에 대해서는 실내의 환경악화를

초 래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 실별 효과적인 방음․방진 대책을 강

구한다.

(16) 아트리움 등 층고가 높은 대공간의 경우 상하 온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 건물내 부압발생에 따른 지하층 또는 저층부에서 외기침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설계를 하여야 한다.

(18) 전기실, 변압기실 등의 고열 발생을 고려하여 적절한 냉방, 공조시설 검토한다.

4) 환기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1)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1종, 2종, 3종)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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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설비와 조화되도록 한다.

(2) 환기 설비는 용도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환기횟수를 결정한다.

(3)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떨어져야 한다.

(4) 주방, 카페, 화장실, 샤워실, 탕비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 닥트는

STS 재질 등을 사용하여 단독 배기로 설치하여야 하며 위 각 실의 냄새가 확산

되지 않도록 신속히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5) 각 사용처에 적용되는 필터는 청정도와 목적에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하며

고성능필터 사용시에는 프리필터를 거쳐 제품수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7) 지하층 및 지하주차장은 관련법에 의한 적정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위생설비

(1) 급수설비

① 급수방식은 건물의 특성, 에너지절약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며, 단수 및 비상시

에도 안정적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② 급수는 시수 직결식, 가압급수방식 및 고가수조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

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고 적정수압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적절한 수충격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펌프동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④ 위생기구는 실내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한국산

업규격(K.S) 규격품 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품을 사용하며, 기구별 최소 사

용압력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위생기구는 절수형 위생기구 및 신체장애인을 고

려한 장애인용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급수용과 기타용수의 배관의 혼용을 금하고 보온마감

재 색을 다르게 표시하여 구별이 용이하게 한다.

⑥ 수충격 및 수축팽창 방지를 위하여 수격방지기를 펌프류 입상관 등 적정장소

에 설치한다.

⑦ 수격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개소에는 워터햄머흡수기를 설치하여 배관의 충격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⑧ 수도용 냉․온수용 볼밸브는 KS규격품인 청동주물제품 및 니켈크롬 도금을

한 황동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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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배관, 기기 등에서 이종재료 사용시 부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탱크, 배관,

밸브류 등은 동일재질을 사용하며, 부득이 이종재질의 선택시 절연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급탕설비

① 급탕방식은 중앙공급식으로 존별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급탕조닝은 급수조닝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압력균형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

록 설계 한다.

③ 급탕설비는 온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3) 오․배수설비 및 통기설비

① 오․배수는 중력식(자연배수)으로 계획하고 위치상 중력식이 곤란한 경우 집수

정 또는 집수탱크를 설치하여 강제 배수식으로 하되 냄새확산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배수계통은 일반 잡배수, 오수, 우수 등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

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③ 강제배수 펌프는 2대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상시 자동교환 운전을 하고 만

수시에는 동시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④ 주방의 배수는 바닥 트랜치를 이용하여 옥내 배수를 유도하고, 트랜치와 바닥

은 청소 및 소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오․배수 배관에는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통기관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⑥ 통기방식은 개별통기, 루우프통기, 신정통기, 결합통기 및 도피통기방식 등을

검토 하여 각 위치에 적합한 방식을 적용한다.

⑦ 오수 및 일반 잡배수용 입상관 배관은 배수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통기가 원활히 되도록 한다.

⑧ 오․배수 배관계획 시 최하층은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⑩ 화학약품 사용시 전용싱크대와 배수관로를 통하여 별도로 폐수처리토록 한다.

(필요시 공방 관계자와 사용약품의 종류 및 사용량에 대하여 협의 후 시설을

계획한다.)

6) 소방설비

각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유도와 화재를 초기

에 진압할 수 있도록 각실 및 기능단위 특성에 적합한 소방설비가 되도록 한다.

(1) 소방법과 동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의 기본계획은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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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

어야 한다.

(3)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선택한다.

(4)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방재설비를 반영한다.

① 소방설비 :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 옥외소화전, 피난

설비, 동력펌프,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등

을 말한다.

② 방재센터 : 상기 열거된 모든 방재설비를 관할하도록 설치한다.

(5)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인명의 안전을 위해 단독으로 급기 및 제연을 하거나,

공기조화 또는 환기설비를 활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6) 전시실, 수장고 등 귀금속류가 보관되어 있는 실은 소화진압 약재 등으로 인한

유물의 2차적 손상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전시실 및 수장고에는 화재가 발생한 타 지역의 소방 활동으로 인한 소방용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8) 어린이를 비롯한 다수인이 출입하는 곳은 오작동이나 오조작이 없도록 안정적인

설비로 한다.

(9)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닥트부위에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10) 피난기구는 건축평면계획 및 피난동선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7) 자동제어설비

(1) 건물내 각종 설비의 감시 및 원격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자동제어 시스템 선정 시 효율성, 경제성 및 에너지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중앙감시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제어반과 데이터라인을

통 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하여 내장된 에너지절감프로

그램 등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을 통합 관리토록 구성한다.

(4) 중앙감시시스템은 원격제어장치는 고신뢰도와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장기간 사용

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한다.

(5) 정전시 자동제어 장비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중앙감시시스템 전용의 UPS를 설치

한 다.

(6) 향후 설비의 증설이나 유지보수시 추후 관제점 확장에 제한이 없는 시스템을 채

택 한다.

(7) 자동제어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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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타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 상태에 대한 경

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기동/정지 상태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 제어,

공조기 제어가 되도록 한다.

④ 습도제어 및 냉․난방 온도제어 기능을 가져야 한다.

⑤ 현장 제어반의 경우 각각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내장하여

야 하며, 또한 독립제어 기능이 있어야 한다.

(8) 자동제어장치 구성

자동제어시스템은 건물용도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선정하며, 이상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안정성과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이어야 한다.

① 중앙관제장치

가. 복잡한 여러 설비계통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나. 필요한 정보의 집중화

다. 각종 기기의 운전상태의 파악

라. 경보기기의 조작 및 상태기록 작성

마. 프로그램 운전, 수요제한

바. 운전조작의 편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절약

② 현장조절장치

공기조화, 위생 등의 기계설비 계통에 있어서 과다한 냉난방 방지 및 수위 수

온조절 등으로 에너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출기, 조작기 등

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한다.

가. 냉각코일, 가열코일의 용량 제어

나. 가습량 제어

다. 각종 탱크의 액면 감시 및 제어

라. 각종 필터의 정압 및 상태 감시

마. 급수, 배수탱크의 가동 및 상태 감시(경보설비)

바. 온수탱크 및 열교환기 등의 온도제어

사. 공급 및 환수 헤더의 압력차 조절

아. 부하에 따른 각종장비(보일러, 냉동기, 펌프 등)의 가동대수 제어

(9) 기계, 전기분야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10) 자동제어설비는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엘리베이터 등 통합감시제어가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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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감시실을 구축하여야 한다.

(11) 층별 사용자의 체감이 상이할 수 있어서 실별, 용도별 조절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제어는 로컬 및 중앙제어 가능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방음․방진설비

(1) 샤프트내의 배관은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재를 설치한다.

(2) 실내의 소음과 진동은 실내허용 소음 및 진동기준(관련법․규정) 이하로 유지

되도록 방지대책(잭업방진, 소음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실자의 업무

를 방해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3) 기계, 전기 장비가동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9) 오․폐수처리 설비

(1) 오수처리설비

①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서 처리된 후 옥외 배수로에 방류토

록 한다.(토목공사와 연계)

② 오수정화조 시설에 필요한 설비는 관련법규 및 관할관청 조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시가스설비

(1) 적용할 법규 및 표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국내가스 관련고시 등 제반 규정 및 가스안전공사의 제반규정

(2) 가스차단장치

① 가스차단장치가 설치되는 장소에서는 필히 중앙감시실에서 가스누설여부 및

차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차단밸브는 역압, 기체압, 전기 또는 스프링 등을 동력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정전시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전력을 갖추는 것으로 한다.

(3) 가스정압기실

지상 옥외에 안전한 곳에 캐비넷형으로 설치하되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어야하

고, 환기소통이 용이함은 물론 가스점검이 편리한 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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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방설비(필요시)

(1) 이용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조리 및 배식이 위생적이고 원활하게 될 수 있

도록 하며, 동시 인원, 식자재 보관 및 잔반 등의 쓰레기 처리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배수를 위한 트랜치 및 그리스트랩 장치, 냉․온수 급수장치, 후드용 덕트 등

식당 및 주방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3) 동선이 고려된 주방기기배치 및 냄새가 타구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기구는 조리동선, 배관 및 환기설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5) 회수된 식기류는 조리부분과 분리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구의 외장은 깨끗하고 미려하여 조잡스럽지 않아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7) 주방기구 사용자재는 스텐레스 강판을 원칙으로 한다.

(8) 주방의 종합위생설비는 HACCP기준에 의한 설계를 원칙으로 한다.

12) 중수도 및 우수이용설비

(1) 오․배수를 중수도로 재활용하여 화장실 세정용수 등으로 재사용하도록 설계

검토하여 반영을 고려한다.

(2) 우수 저류조를 설치하여 우수를 조경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

토하여 설계에 반영을 고려한다.

13) 신․재생에너지 설비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촉진법에 따라 건축비의 일정비율을 신․재

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신․재생에너지는 설치장소, 유지관리,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합리

적인 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신․재생에너지는 관련법에 따라 설계용역 납품 전에 모든 행정절차(지열인

경우 지열이용연구회의 사전검토, 기타 신․재생에너지센터 설치확인 신고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본 과업은 리모델링 공사임을 감안, 사전 지열이용 가능여부를 설계전에

사전검토, 분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지열 사전검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반영하여야 한다.

14)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승강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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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기본방향 : 일반인,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과 안전성이 있

고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수송능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2) 세부지침

① 승강기의 용도는 승객용, 화물용 등으로 구분하고 외장은 최고급형 자재를 사용

한다.

② 소요대수, 정원(용량) 및 정격속도는 건물규모, 근무인원 및 내방객 등을 고려하

여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전방식은 전자동 방식으로 수송효율과(대기시간단축)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승강기 내부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설비 및 안내시스템과 방재센터와

연결되는 인터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모든 승강기 제어시스템은 IB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중앙통제실에서 CRT감시제

어, 기계고장 진단장치, 정보표시장치 등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제

어 및 감시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IB시스템에서 제시하는 모든 규격

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엘리베이터 기계실에는 별도의 냉방 및 환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⑥ 관련 법규상 비상용 엘리베이터(화물용) 설치필요시 속도는 60m/min 이상으로

전 층을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에스컬레이터 설치필요시 용도는 승객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에스컬레이터 기계실은 충분한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승강기의 설치는 관계법령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계획한다.

15) 시험․조정․평가(TAB)

(1) 대한설비공학회에서 발행한 “공조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기술기준에 따

른 각 설비별 시험 및 조정계획을 설계에 반영한다.

(2)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 밸브 등을 계

획하고, 덕트내 풍량, 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본 비용은 공사비 내역서에 별도항목으로 작성 반영하여야 한다.

16) 시운전 계획

(1) 장비별 시운전 및 종합 시운전 계획을 구분하여 상세히 작성한다.

(2)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제반비용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소요비용은 별도항목으로 공사비에 포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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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 타

(1) 시상수도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인입관련 사항은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인

입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의 시설분담금은

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각종 시험치 검사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설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3) 시험, 시운전 등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소비되는 전기, 용수의 비용과 소모품류는

시공사 부담 등 관련내용을 설계에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4) 시설물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는 한 특정제작사의 구체적 사양을 명시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5)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을 최대한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7) 리모델링 후 운영 및 유지관리시의 에너지절감 방안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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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분야

1. 설계 기본방향

○ 본 설계지침은 전기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의 품질

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력수전은 설계전에 사전 현장조사를 정밀하게 확인한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

관리 차원에서 관리주체별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 각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용량을 확보한다

○ 전기 및 통신 시설은 노유자시설에 맞는 기능 수행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전력공급의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 유연성 등이 있어야 하고, 위험성이 적어야

하며, 전력설비 운영에 편리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예비전원설비는 건축비상전원설비와 소방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분하여 적합한

비상전원을 구성하고, 안전을 위해 적정조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에너지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설

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성을 고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등)시

설을 반영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을 도모하도록 한다.

○ 방재실은 각종 통신관로 및 제어선로가 밀집되는 시설이므로 건물관로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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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여 설비의 효율성을 기하여 시설한다.

○ 조명은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쾌적한 조명환경이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조명

의 용도 및 역할 등을 명백히 하여 조명의 효과 및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각 실의 용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명 계획을 한다.

○ 사무자동화,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진흥 및 구매촉진법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은 가능

한 관급자재에 반영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는 서울시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공

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존 전기,통신 시설을 정밀 조사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재사용 가능여

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판단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 재 사용시 안전성 및 유지관리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물의 노후정도, 성능 잔존수명을 평가하여 재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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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2)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7)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전행정부)

8) 국가화재안전기준(안전행정부)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10)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

11)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2)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13)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

14) 전기공급약관(한국전력공사)

15) 한국산업규격(KS)

16)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환경부)

17) 중소기업진흥 및 구매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중소기업청)

18)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19)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21)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22)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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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범위

1) 수․변전 설비

2) 예비전원설비

3) 전력간선설비

4) 동력설비

5) 전등 및 전열설비

6)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7) 접지 및 피뢰설비

8) 소방전기설비

9) 전시조명 등

4. 설계기준

1) 수․변전설비

(1) 전력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조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2)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의 위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정전

을 지향하는 전력인입 및 전기설비를 구축한다.

(3) 인입은 2회선 (상용, 예비)을 인입하되 한전 변전소가 다른 2회선으로 구성하여

본 선로 사고시 예비선로로 즉시 절체되어 안정적인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4) 배전반은 전자화 배전반으로 하고, 원격 검침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전기, 통신 및 제어설비를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장래성 등

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

약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전기실은 전력공급 부하의 중심으로 고려하며,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

능하며, 장비 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계획한다.

(7)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

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

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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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천장 시설물의 각종 설비는 전시 및 행사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9) 각 부하설비용량은 수용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증설을 고려하여야 한

다.

(10)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11) 변압기는 고효율 에너지 자재로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변압기 고장시 정전시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스템 및 용도별 부하의 특성, 상호 호환성을 고려하여 전

등, 전열부하, 계절부하, 동력부하 등 용도별로 선정하여 변압기 손실억제와 전력

절감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변압기반에는 내부온도 및 성능 저하상태를 감지하고 경보, 감시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변압기 내부온도를 감지하는 Sensor 인 디지털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며, 모든 기능은 전력제어 시스템과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13)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V)이

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4)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부식성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시설되는 설비는 내식성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16)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7) 수변전실, 전기실의 전기화재시 화재 진압을 위한 방재시스템 설치방안을 검토한

다.

(18) 변압기실의 변압기는 하절기 등 고열이 발생하고 열관리를 충분히 못할 경우 변

압기 노후 등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수 있으므로 적절한 냉방 및 공조시설을 검토

하여야 한다.

2) 예비전원설비

(1) 비상발전기

① 비상발전기는 한전 정전시 비상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설계에 반영된

수전방식은 한전의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2회선(상용,예비) 수전을 받도록 시설

할 경우 본선 고장시 선로자동절체스위치로 예비회선으로 즉시 절체됨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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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즉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제.규정상 비상발전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

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디젤엔진구동방식과 가스터빈엔진구동방식을 면밀히 검토․비교 분석하여 적합하

게 계획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준용 및 Peak Cut겸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하

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③ 비상용발전기는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와 경제성,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 및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 용량은 수용부하 운전시 용량, 기동부하가 가장 큰 전동기 시동에 필요한

용량, 최대 순시 부하에 의한 용량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고, 발전기실은 급배기

가 용이한 위치로 계획한다.

(2) 비상 발전기의 연결부하는 비상시 필요한 냉방,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방재설비의

각종 부하, 비상조명, 전산장비, 통신장비, 급배수펌프, 오배수펌프, 승강기 등을 운

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한다.

(3) 발전기 용량은 전부하 운전입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고조파 영향 등

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① 축전지는 무보수․밀폐형의 장수명으로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

및 UPS 공급용으로 구분해서 해당부하에 최소 30분 이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

록 계획한다.

② UPS는 OA기기․방범․방재설비, 전산기기, 통신기기용 전원으로 무정전설비를

계획하고 설치위치 및 대수는 신뢰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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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도록 계획한다.

3) 전력간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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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케이블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

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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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선의 부하분담은 기능별, 용도별, 층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간선의 예비율

과 각 분전반 예비율은 최소 20%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

(5)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산정하되 최소 규

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ES(EPS)의 위치는 분기회로의 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확보, 유지보수

성, 전력/통신 상호 간섭등을 고려하여 2m×2.5m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간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

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 사고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8) 1층 카페는 별도 전력사용량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4) 동력설비

(1) 저압반내 분기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동력설비는 부하특성 및 부하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시 동시 사용율을 고려한다.

(3) MCC(Motor Control Center)

① 인입측 Feeder 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② 각 전동기별 유니트는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개선용 콘덴서를 MCC반에 계획한다.

(4)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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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오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절

약 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전등 및 전열설비

(1) 조명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등기구를 설치하며, 조명설비는 각 실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시작업 형태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

하여 설계한다.

(2) 사무실 및 연구실 등은 사무환경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

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전등설비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과 자연채광 도입, 창측 회로분

리, 사무공간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월간, 연간)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EPS실, TPS실 및 일정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

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명의

30%이상을 계획한다.

(6) 방범설비 및 건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할 조명에 대한 계획

을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계한다.

(7) 실내의 시작업 부위가 변화하더라도 별도의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조도분

포가 되도록 설계한다.

(8) 전열설비는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

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

여야 하며, 정보․통신설비 배선과의 상호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사무실에는 OA Floor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옥외사인보드, 옥외 행사용 Mic를 위한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급, 배수관이 캐노피 부분 또는 실외로 계획되어 동파방지 히터를 설치시에는 전

원공급용 배관, 배선을 계획한다.

(12)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 공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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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3)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주방,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회로로 구성하

고, 누전차단기 정격 감도전류는 15mA 이하로 계획한다.

(14)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계획한다.

(15) 공용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및 공중전화 등의 용도로 콘센트를 설치하고, 복

도에는 청소 및 유지보수를 위해 20m마다 콘센트를 계획한다.

(16)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기차단기에 MG-SW

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 의해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17) 고조파에 의한 차단기가 OFF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18)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도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도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조도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1) 수․변전설비 주요 기기의 상태감시, 제어를 위하여 수․변전계통의 전압, 전류,

전력, 주파수, 역률 등을 상시 체크하고 최대수요전력(Demand Control)제어가 가

능하도록 하며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계 및 전력, 조명제어 설비는 통합 감시제어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호 Back up

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은 향후 수배전반 시스템의 확장에 따른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각 기기들은 다른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모든 정보에 대하여 실시간

으로 분석 처리되도록 한다.

(5) 각 기기들은 웹(Web)을 통한 원격감시제어가 가능하며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관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수배전반은 디지털메타를 설치한 전자화배전반으로 구성하고, 디지털메타의 공급

및 관제는 자동제어에서 수행하며, 디지털메타 설치 및 결선은 수배전반 업체공사

로 진행한다.

(7) 조명제어시스템은 다음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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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용도별 그룹제어

- 일광 및 시간계획에 의한 일간, 월간, 연간 스케줄제어

- 화재 및 정전시 특정회로 자동제어

- 현장 매뉴얼에 의한 점멸

7) 접지 및 피뢰설비

(1) 건물, 인명 및 각종 장비는 뇌격으로부터 완전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피뢰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2) 피뢰설비는 건축법령, KSC IEC 62305시리즈, 피뢰침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직접적 낙뢰 피해 및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야 한다.

(3) 접지설비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인축 및 장비를 사고전류로부

터 보호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접지선 및 접지극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장기간 저항 값 변화가 적은 방식을 선정

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공통접지의 접지저항은 1오옴 이하로 한다.

(6) 피뢰설비, 전력계통접지, 통신접지 등은 기존 접지설비를 조사하여 설계하고, 필요

한 곳에 서지프로텍터를 별도 계획한다.

8) 소방전기설비

(1)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재실자의 피난, 소방관서 통보 및 초기소화를 위하여 신

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하여 소화설비가 적합하게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3)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

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자동화재수신반은 화재발생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

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5) 건축법 고시에 의한 자동화재 방화샷다 2단 작동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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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유도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신속한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하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설비로 계획하여야 한다.

(7) 각 설비는 중앙관제(방재)센터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지하에 시설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지하 재방송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반설비를

구성하고, 무선통신 보조 단자함은 소방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시설한다.

(9) 무선통신용 누설케이블과 연결되는 이동통신용 장비가 시설될 장소 및 전원공급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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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분야

1. 설계 기본방향

○ 본 설계지침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한 지침으로 설계

자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본 지침서 수준 이상

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노유아 시설 등을 고

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사무자동화, 화상회의,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설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현

한다

○ 리모델링 시설내 주전산망과 국내외 전산망과의 접속으로 정보의 공유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정보통신부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

선로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정보통신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타 리모델링 시설내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최상의 정

보통신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층에 통신용 ES(EPS)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1등급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다.

○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

한다.

○ 통신 인입관련 여건 등 사전현황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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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규 및 기준

1)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

3)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미래창조과학부)

4) 전파법령 및 시행규칙(미래창조과학부)

5)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6)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전행정부)

7) 국가화재안전기준(안전행정부)

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

9)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국토교통부)

10)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1) 한국산업규격(KS)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축정보통신설비편)

13)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14)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3. 과업의 범위

1) 전관방송설비

2) 교환기 설비

3) 통합배선설비

4) 네트워크 설비

5) 보안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

6) 지능형 시스템(IBS)설비

7) 주차관제 설비

8) 무선통신보조설비

9) A/V설비 및 기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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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기준

1) 전관방송설비

(1)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

송 및 전체방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소방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

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한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화장실은 배경음악(BGM)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4) 주차장과 외곽지역 같이 안내방송이 필요한 장소에서도 방송청취가 가능하도록

한다.

(5)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교환기설비

(1)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의 30%정도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방식의 전전자

식으로 계획한다.

(3)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및 와이브로에 따른 향후 확장을 고려하며, 통신방식은 공

통선신호 방식과 연동하여야 한다.

(4) 교환기설비의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전화를 통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안내 ARS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3) 통합배선설비

(1) 정보통신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2)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통신실 및 EPS실 등은 각종 통신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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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4) EPS실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6) 전시장 등 정보통신 수요가 많은 곳은 별도의 회선공급을 고려한다.

4) 네트워크 설비

(1) Gbit급 이상의 Back-Bone으로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등이 뛰어난 최상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IBS의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신, 최적의 시스템을 선정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3) Web-Server, Mail-Server, VOD-Server, NMS, 방화벽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

영한다.

(4) 전시실 등 필요한 장소에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 구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6) 네트워크 구성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

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

으로 설계한다.

5) 보안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

(1) 리모델링 시설 전체의 보안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

라 전산시스템의 보안까지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데이터의 보안은 복지타운 내 전산망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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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선통신보조설비

(1) 소방법에서 요구되는 지하공간에 소방용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FM

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2) 적정한 장소에 무선설비 안테나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A/V설비 및 기타설비

(1)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

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Projector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3)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

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4) 노유아 시설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 방문자들에게 쉽게 안내 및 소개할 수

있는 빌딩안내시스템을 반영한다.

(5) CCTV 카메라는 최소한 1/3" CCD Color Type 으로 100만 화소이상 480Line, 최저

조도 0.002Lux 이상을 사용하고 모니터는 LCD 22인치 이상 다중분할 방식으로 필요

한 수만큼 설치한다.

5) 조경분야
(1) 일반지침

  ① 계획의 주안점은 건물의 성격에 맞도록 이용자(장애인 등) 중심의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③ 최근의 신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④ 주요 자재원을 선정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계획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물과 주변 환경

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⑥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
여야 한다.
  ⑦ 조경설계시 서울시 건축조례 제20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대지안의 조경면적 및 식재 기

준을 준수하고, 옥상조경은 국토교통부 조경관련 규정과 서울특별시(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2008.5)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에 적합하
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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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과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2) 현황 조사 분석

  ① 자료조사
  가. 국내․외 우수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본 설계에 적합한 친환경공법 및 자재 등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나.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② 현장조사 및 실측
  가. 식생․생물상․토양 등을 조사하여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나. 구조물 및 관련되는 지장물(지상,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검토한다.
  다. 현황측량 성과와 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변경, 누락사항이 발생시는 실측으로 보완하여야 한
다.

     ③ 기타 조사사항
     가.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

다.
     나. 계획대지 인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기본설계

  ① 기본설계 시 주변환경 및 주변시설물과의 조화,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상
에 적합한 조경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동선체계를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한다.
  ③ 주요공간별 기능성을 고려한 상징성을 부여한다.
  ④ 조명등과 같이 타 공종과 중복되기 쉬운 시설은 상호비교 검토하여 중복설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미관을 저해하는 구조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 담쟁이 등 

덩굴식물로 녹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⑥ 신축 건축물 등의 벽면녹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한다.
  ⑦ 담장은 무담장으로 설계하되, 안전 등으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낮은 생울타리, 
투시형       담장 등으로 조성한다.
  ⑧ 건물 옥상조경은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 녹화기법을 도입하여 녹화함으로써 환경친

화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4) 실시설계

  ① 분야별 업무주관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 실시설계에 임해야 
한다.
  ② 기본설계에 관한 변경 및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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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검토, 본 과업과 연관성 및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설계에 
반영한다.
  ④ 조경분야 설계는 국토교통부(예전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 조경설계기준 및 규칙․지

침과 서울시  전문시방서(조경편), 서울시 건축조례등 기타 관련법 및 규정을 적용 설계
한다.

 (5) 공종별 상세설계
  ① 정지설계

 가. 주변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설계를 한다.
 나. 정지 계획고는 지반의 안정과 배수가 원활히 보장되도록 설계하며, 주변지역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불량식재지반이 발생할 경우 식물 생육에 필요한 토심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육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라. 부지경계는 인근지역에 대한 차폐 및 소음방지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림대 형태로 배식하도록 
계획한다.

  ② 구조물 설계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성, 안정성, 경제성, 미관 등을 종합적으로 세
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설계
가. 주변경관 및 건물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
영한다.
나. 인간공학에 바탕을 둔 기능적 스케일로서 설치상황에 적합한 치수를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다.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
계 한다. 
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마. 시설물의 디자인은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에 
반영하되,
    서울시우수공공디자인(의자, 퍼골러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산책로 등 포장지역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성, 통일성을 줄 수 있게 계획하고 장애인

과 노약자의 이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가급적 투수성 및 자연 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사. 공간특성에 따른 시설물 계획시 적절한 방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아. 시각장애인의 보행시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가능한 단차가 없는 Barrier free 개념

으로 설계하며, 특히 경계석, 플랜터 등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포장면 위로 돌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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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책로 포장재료는 강우 후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논슬립 처리하거
나, 표면에 마감을 거칠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서울시지침에 의거 “투수
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에 따라 3등급이상(투수계수) 합격한 제품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식재설계
가. 수목의 식재 설계는 성목이 되었을 때의 인접 수목 간 상호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적

정 수관거리를 확보한다.
나. 특히 건축물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간별 식재개념 및 수종선정, 식재기준을 

선정하고, 대상지의 생태적 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향토수종 선정을 강구한
다.

다.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환토 등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라. 지하매설물, 인공지반 등으로 인하여 식재지 여건이 불량한 지역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기반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마. 수목배식 간격․밀도 계획은 상층, 중층, 하층 등 자연식생의 층위 구조와 수목고유 형태가 유지되
도록 한다.
바. 식재지 전역에 대하여 적정시간 햇빛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빛의 양이 부족

하여 식물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역은 음지에 강한 수목 및 다년생 지피류 등의 
식재를 검토한다. 

사. 가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시 자동관개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아. 선적․면적 공간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를 고려하면서 계절적 변화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다년생 초화류 식재를 설계에 반영한다.
자.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식생을 도입하되 수급이 용이하며, 향토성이 강하고 주

변 환경과 조화되는 수종을 선정한다.
차. 옥상녹화, 수경시설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⑤ 이식설계
가. 부지 내 기존 수목의 수종, 규격,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수목의 존치, 이식, 제거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식재시 수종, 형태, 규격 등이 기존수목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수목 굴취에 앞서 뿌리의 상태와 뿌리를 에워싸고 있는 토양의 조건을 미리 판정하여 
뿌리의 분포와 2차근 여부․심근성․천근성․조밀도 등을 조사하고 사질토와 역질토등 뿌
리분 형성이 곤란한 수목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옥상녹화 설계
가. 건물 구조안전진단 및 하중산출 값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안정된 생육기반 조성을 
위해 식물     류의 생육을 위한 최소 토심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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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잔디,초본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교목 심근성교목
생육 최소토심(cm) 30 45 60 90 150

배수층(cm) 10 15 20 30 30
나. 수종선정 시 건조지와 햇빛에 강하고 강풍, 가뭄, 강추위 등을 대비한 수종 및 규격을 

적정 검토하여야 한다.
다. 배수를 위한 슬라브 경사, 옥상방수, 급·배수시설 등 건축설계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급수시설의     경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사계절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이 적정
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라. 방수와 단열이 이루어지도록 건축설계와 연계하고, 아울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옥상 가장자리에는 경관 및 안전을 고려한 철재 휀스 등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옥상녹화 공간구성 시 휴게공간과 식재공간을 적절히 배분하고, 동선바닥에는 환경 친
화적인 소     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유의 질감과 색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재료를 선정
하여야 한다.
바. 설비시설이 있는 경우 차폐시설을(식재 등)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고
려한 자       연학습장 조성 시에는 소생물 서식처 조성, 물 요소 도입과 안내판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 옥상 조명등을 설치 할 경우 수목식생 영향분석 등을 위해 조경분야 기술자와 연계 검토하여
야 한다.

 ⑦ 배수시설 설계
가. 녹지구역 내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결배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나. 옥상설계 시 수목의 생장 및 건축의 안전도 등을 고려한 배수계획을 강구해야 한다. 

 ⑧ 기타사항
가.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조경기술사 등의 의견을 듣고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종별 물량과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과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모범적인 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라. 각종 재료는 환경재생품 또는 재활용품 등의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방법
①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특별시 조경 

등 전문시방서의 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아래사항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기

술적 검토 및 현황조사 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사전 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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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계획조서, 조경면적 총괄표 및 산출조서 등 계산내용
(7) 성과품 납품

① 설계도서(지장물조사서, 옥상조경계획도,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및 상세도(입,단면
도), 시설물배치도 및 상세도(평.입.단면도),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등) 최종 납품시
에는 방재시설부(조경담당 등)의 검토 확인 후 납품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시공 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은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비검사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

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3. 8. 서울특별

시) 성과품 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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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거 설계 도

서를 작성하여 성과품을 제출한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은 최종 설계도면 확정

후 재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물량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4)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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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별첨 3양식)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 반영 내용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기타 보고서의 작성순서, 편집방법 등은 인쇄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

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설명서(해당분야만 작성)

(1)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

요 시공 내용 및 공정, 총공사비 산출 및 산출근거 등을

설명한다.

(2) 건축분야 : 기본계획, 주변시설물조건, 배치계획,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반영내용(필요시), 보수․보강공법의 타당성 검토(필요시),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선

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

재계획, 동선계획, 전시동선계획, 에너지절약 건축계획, 공

정계획 및 세부공사비 등

(3) 기계분야 : 주요설비,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환기설비, 위생설비(급

수, 급탕, 오․배수, 통기), 소화설비, 도시가스설비(필요

시), 방음․방진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4) 전기분야 :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설비 공급방법, 전기

소방설비,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5) 통신분야 : 음향 및 영상설비, 방송설비, 감지설비, 기타 정보 통신설

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6)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 및 주요재료 선정,

배수처리계획(공사중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

한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산정 등 추가

(7)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세부공

정계획, 세부공사비, 유지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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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계산서

(1)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

설비 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2) 물량산출서

①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

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

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

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

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6)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ROM에 담아 제출한다(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

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한다)

5) 유지관리지침서 등 작성

(1) 건물 준공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

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전기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비품이 확보되도록 지침서에 명시하여

야 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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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통신 편)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11년 개정)」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

무 등에 관한 상세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

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⑤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부수, 작성기준 등 필요

한 사항

⑥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

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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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도

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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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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 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⑩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7) 공사내역서

(1) 공사내역서의 작성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은 서울시 계약심사를 위한 원가

심사지원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JDL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JDL 내역서

작성시에는 직접공사비만 등록하고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등

원가계산서 항목에 기입될 내용은 원가계산서에 기입한다.

※ 호환규정(JDL)

- JDL은 시중 사용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설계내역을 원가심사지원시

스템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호환프로그램입니다.

- EBS, EMS 등 시중 10여종 이상의 상용프로그램에서 동 호환

규정을 수용하여 JDL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공사비 내역서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

령” 및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재료비

a.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조달정보 게재가격)으로 한다.

b.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 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한 전문기관

에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

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견적)을 조사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단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타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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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접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

임을 적용한다.

(3) 공사비는 134억원(건축⋅토목⋅기계설비⋅전기⋅통신⋅조경 및 구조

보강 등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서울특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및 폐기물처리

비(100톤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5)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

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6)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한다.

(8)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한다.

(9)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속도 등), 목적지까

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10) 수량의 산출은 건설교통부 발행 적산요령을 기준 산출하되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법률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② 예산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③ 재무회계예규

④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8)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공정표는 PERT - CPM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

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9)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지장물 조서 작성

①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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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물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2)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

를 작성한다.

10)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②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③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11) 기타

(1)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

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성과품의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계획 검토협의, 기본(중간)설계남품, 실시설계도

면 납품, 실시설계 최종납품으로 구분한다.

① 계획설계(검토협의) :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

②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③ 실시설계 도면납품 : 공사계약심사 완료후 10일이내

④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설계용역 준공시 : “첨부 2”참조

※ 각실별 요구사항 : “첨부 1”참조

첨부 1

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관련

입주시설 실별 현황
입주시설

기� � � �능
사용�
인원

비�고단체
명

실명

서울
시복
지
재단

대표이사실�
-업무� :�일반사무업무� �
-필요용도� :�방문객�접견실�

1

비서실
-�업무� :�대표이사�보좌,�내방객�접견�등�
-�필요용도� :�방문객�접견대기실,�탕비실

2

정책보좌관
실

-�업무� :�일반사무업무� 1

감사실�
-�업무� :�일반사무업무�(운영등에�대한�상시감사)
-�필요용도� :�전용회의실(10인�이내)�

3
회의실�
(전용자료실�겸용)

연구개발실

-�업무� :�연구업무� (사회복지정책개발�등),�연
구과제별�자문회의,�포커스그룹인터뷰,�개발회의
개최,�연구조사원�교육�등� � � �
-�필요용도� :�전용회의실(15인이내)

17
회의실�
(빔프로젝트설치)

지역복지본
부

-�업무� :�일반사무업무(복지공동체팀,공유복지
팀,역량강화팀,사회서비스팀),�사회복지시설�컨
설팅�및�인증,�교육자료�개발,�종사자�교육,�각
종�매뉴얼�개발�및�보급,�민간자원�개발�및�연
계�등� (사업별�전문가,�실무자회의�등�개최)
-�필요용도� :�전용회의실(15인이내)
� �후원물품�보관용�전용창고�
�※교육장� :�재단�공용�교육장�활용�예정�

37
회의실�
(빔프로젝트설치)
창고(보안,�환기)

공공협력본
부

-업무� :�일반사무업무,�저소득시민�상담,�사례관
리기관(95개소)�종사자�간담회�및�교육,�저소득
시민�금융교육�실시,�저소득시민�지원�프로그램�
개발�등�
-�필요용도� :�재단�공용�상담실,�회의실�및�교
육장�활용�예정� � � �

17

전략경영본 -업무� :�일반사무업무(기획,�행정,�인사,�재무,� 25 ․방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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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기� � � �능

사용�
인원

비�고단체
명

실명

부
(비전기획관�
포함)

전산,�시설관리�등)�
-�필요용도� :�방송실,�전산실�
※�재단�공용�상담실,�회의실,�교육장�활용예정

(상황실�겸용)�
․전산실�
(항온,항습,�보안설
치,�소방시설�등)

동마을
복지센터�
추진지원단

-업무� :�일반사무업무,�동주민자치센터�기능개
편을�위한�연구,�관련�매뉴얼�개발�및�보급,�자
치구�종사자�교육�등� �
-�필요용도� :�전용회의실� (15인이내)� �
�※교육장� :�재단�공용�교육장�활용�예정�

15
회의실�
(빔프로젝트설치)

사회복지
공익
법센터�

-�업무� :�일반사무,�대시민�법률상담(개별)� � � � �
�및�법률�소송,�자치구�및�사회복지시설� � � � � � � �
종사자�법률�교육�등�
-�필요용도� :�법률상담실(4인이내)2개소
� � �※교육장� :�재단�공용�교육장�활용�예정�

12
․상담실
(방음,인테리어)

금융복지
상담센터�

-업무� :�대시민�금융상담(전화,�내방상담)�
� � � � � � � � �및�재무구조�개선,�시민금융교육�등�
-필요용도� :�금융상담실(4인이내)2개소�
소회의실(10인이내,�솔류션위원회,매뉴얼개발�등)�
� � �※교육장� :�재단�공용�교육장�활용�예정�

20

․전화상담을�위한�
직원별�독립공간필요
․상담실
(방음,�인테리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업무� :�일반사무업무,�장애인가족대상�
� � �상담(개별�및�집단상담),�장애인가족지원
� � �서비스�제공,�장애인복지관�종사자�교육�등�
-필요용도� :�장애인상담실(4인이내),�
� � �집단상담실(15인이내)
�※교육장� :�재단�공용�교육장�활용�예정�

7

․출입문�:�장애인출입
을�위한�유리자동문
․개별,집단상담실
(출입문�휠체어�출입
고려,방음,인테리어)

장애인전환
서비스센터

-업무� :�일반사무업무,�장애인상담(개별),�
� � �장애인자립지원서비스�제공�등� �
-필요용도� :�장애인상담실(4인이내),
� �소회의실(10인이내,�사례회의,프로그램개발�등)

7

․출입문�:�장애인출입
을�위한�유리자동문
․상담실
(출입문�휠체어�출입
고려,방음,인테리어)

교육장
-업무� :�외부(자치구,�사회복지종사자,�시민)
�대상�상시교육(연간� 200일이상)�및�내부행사
-필요용도� :� 200인이내�교육�전용공간

200

내 부방송 실 , 방음 ,�
인테리어,� 방송설
비 ,영상장비(천장형
빔,스크린)무선네트
워크,장애인편의시
설 ,전자현수막부착,�
강사대기실

대회의실
-업무� :�외부전문가회의�및�실무자회의,�이사회,�
� �운영자문회의�등�
-필요용도� :� 25인이내�회의�전용공간

25

인테리어,� 방음,� 영
상장 비 ( 화상 회 의 ,
빔,� 스크린),회의테
이블을원형으로� 고
정,� 장애인편의시설�
,전자현수막부착

중회의실
-업무� :�외부전문가회의�및�실무자회의
-필요용도� :� 20인이내�회의�전용공간

20

서고 -재단출간물�및�외부발행물�관리 - 환기설비,�보관설비

자료실 -각종행정�서류보관 - 환기설비,�보관설비

탕비실 -내방객�접견다과준비실(층별� 1개소) 164 조리�및�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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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 50+캠퍼스 및 복지타운 조성 관련

입주시설 실별 현황
입주시설

기� � � �능
사용�
인원

비고
단체명 실명

50+캠
퍼스

서북권�
50+캠퍼스

교육,� 연구학습기능� :� 강의실,� 다목적실,� 컴퓨터실,� 도서관,� � �
� � � � � � � � � � � � � � � � � � � � � �소회의실,�상담실,�요리전문교육실��등�
일자리지원기능�:�취업상담�및�알선센터,�창업지원실,�창업보육실
사회공헌활동지원�:�자원봉사실,�어르신활동지원실�등
지역커뮤니티� :� 50+카페,� 50+아지티(커뮤니티�인큐베이
� � � � � � � � � � � � � � �팅룸),�동아리방�등
문화여가,체육� :�피트니스센터,�당구․탁구장,�음악실�등

10,000
명(2,50
0명/분
기별)

입주시설
기� � � �능

사용�
인원

비�고단체
명

실명

휴게실 -임산부�및�여직원�휴식공간(수유실�겸용) 115
인테리어,� 조리� 및�
배수시설�포함

창고 -비품�및�행사물품�보관�및�관리 - 환기설비,�보안

근로자휴게실
-청소직�및�일용직근로자�휴게공간�남녀�각각�
� � 1개소(※서울시기준�충족)

3
독립공간,바닥난방,�
조리�및�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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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기� � � � � �능

사용�
인원

비고
단체명 실명

서울
시
아동
복지
협회

사무실
▪ 일반사무업무
� -�유무선�네트워크�설비�요청�
� -�동선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설계배치

9명

회의실

(상담실�겸용)

▪ 회의�및�상담�
� -�사무실과�분리된�성격으로�공간배치

�

탕비실
▪ 간단한�다과�등�보관�및�처리
� -�출입구에서�바로�보이지�않는�공간에�위치
간단한�수도�등�필요

�

창고공간

▪ 신청한�공간외에�지하�등에�위치한�
� � �유휴공간을�활용하여�창고로�배치
� -�각종�행사물품�및�서류등의�보관을�위한�
� � � �별도의�창고공간�절대적으로�필요� -�

�
사무실외�
별도공간
요청

강당
▪ 각종�교육�및�행사등을�위하여�필요한�강당
� -�건물내�소강당,�중강당,�대강당�공통�배치

직능협회
공통사용

서울
시노
인종
합복
지관

서울시노인종합
복지관협회�
사무실

�협회�업무�전반
 (업무 – 일반사무업무, 

 필요용도 - 서류보관, 상담·회의 공간, 탕비실

 기타 – 사무실 전체 유무선 네트워크 설비 요청)

5명

서울
시노
숙인
시설
협회

회의실
회의 공간

요청사항 : 방음 설비 설치
20

사무실
일반사무업무

요청사항 : 유무선 인터넷 설치
3

탕비실 간단한 식음료 보관
창고 서류 및 후원물품 보관
교육실 종사자 교육사업 50 공동사용가능
접견실 외부방문객 접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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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기� � � �능

사용�
인원

비고
단체명 실명

서울시노
인복지협
회

사무실 일반사무업무�및�협회관련�전반적인�업무용도 3

서울시
재가
노인
복지

협회

사무실

업무�사무공간-일반사무업무
� � � � �회의공간-회의,�상담� �
� � �탕비공간-다과�등�보관,�처리(수도설치)
*유무선�네트워크�설치

4명

회의실
업무-회의
*사이즈별�다양한�회의�공간

공통사용

강당 업무-교육,�행사�진행 공통사용
창고 업무-서류보관,�후원품�보관 공통사용

서울시
사회복
지관협
회

사무실1
사무실�공간

전화,�인터넷�등�설비
2

협회장�및�
사무국장

사무실2
사무실�공간

전화,�인터넷�등�설비
9 일반직원

상담�및�회의실
상담�및�회의실

전화,�인터넷�등�설비,�방음요청
11

탕비실
개수대�필요,�간단한�다과�비치용�공간

(전자렌지,�냉장고�설치공간)

창고
사무문서�보관,�사무집기,�비품,용품�등�상시보관�

및�후원물품�단기�보관용
서울시국
공립어린
이집
연합회

사무실
일반�사무업무� /서울시� 25개구�연합회�월례회의�

및�회원간�소통회장
월�

50여명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
협회

사무실

업무 – 일반 사무업무

필요용도 – 회의실 및 서류보관 /
(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탕비실,  네트워크 설비 요청

3

서울시
장애인
복지
시설
협회

후원물류센터

- 후원물품 보관, 배분 용도
- 자원봉사자들이 물품분류, 배분을 위한 작업공간

으로 활용
- 수혜자, 수혜시설에서 후원물품 수령을 위한 차

량 (미니지게차)입․출입 가능하도록 출입문이 커
야함

- 1층으로 주차공간과 연계된 곳으로 확보
- 의류, 전자제품 등의 물품보관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므로 환기가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장치

- 분실 등의 위험이 없도록 보완장치 필수

10명
~20명

99㎡

회장실 & 이사실 - 협회 회장과 이사진들의 업무장소
- 방음설비, 유무선 네트워크, 전기 설비 1~2명 20㎡

국장실
- 협회 사무국장 과 회원시설 사무국장들의 업무

장소
- 방음설비, 유무선 네트워크, 전기 설비 

2~3명 10㎡

기획팀 - 협회 정책개발, 후원결연지원을 위한 사무 공간
- 방음설비, 유무선 네트워크, 전기 설비 6명 32㎡

자원개발팀 - 서울시 후원결연사업을 위한 사무 공간
- 방음설비, 유무선 네트워크, 전기 설비 10명 40㎡

상담 & 회의실 - 기업, 단체, 시설의 후원결연 상담 및 회의 장소
- 방음설비, 유무선 네트워크, 전기 설비 10명 20㎡

탕비실
- 탕비실 
- 방음설비, 유무선 네트워크, 전기 설비 
- 씽크대와 개수대등을 사용할 수 있는 수도설비

3명 10㎡

전체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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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설 기    능 사용 인원 비고단체명 실명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
활시설
협회

최보름

사무실 배정 공간 : 40㎡  / 
직원수(예정인원 포함) : 3명
업무 : 일반 사무업무 
업무보는 공간 외에 배정 공간 내 서류보관 공간 / 탕비실 / 
회의실 / 후원물품보관 등 공간이 필요합니다. 
사무실 전체 유무선 네트워크 설비 요청합니다.
회의실에 방음설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
역
자활센
터
협회
66㎡

사무실
일반�사무업무

(방음설비�및�전화,�인터넷�필요)
5명

26.4
㎡

전산자료
실

전산�자료�보관
(방음설비�및�전화,�인터넷�필요)

상동
19.8
㎡

상담실
상담�업무

(방음설비�및�전화,�인터넷�필요)
상동

16.5
㎡

탕비실 탕비�시설 상동 3.3㎡

서울사
회복귀
시설협
회

사무실�
공간

사무공간
(사무실�전체�유무선�네트워크�설비�요청)

5인
사무원3인
회장1인
부회장(국
장)1인

창고�
공간

협회�서류�및�장비,�후원물품�보관
협회�행상�및�운영�비품�보관

- 3평

탕비실�
협회�방문�손님�다과�제공

(간단히�조리할�수�있는�공간�요청)
-

상담실�및�
회의실 방음시설�

15인
이내�

상시
이용

서울시
사회복
지협의
회

사무실

▪ 일반사무업무
� -�회장실�및�내빈접견실�별도공간�요청�
� -�유무선�네트워크�설비�요청�
� -�동선이�자유롭게�활동할수�있도록�설계
� -�공간�및�책상배치�이동이�자유롭게�설계
� -�변호사�책상과�법률상담실�별도공간� (방음)�

30

문헌정보

실

▪ 사회복지정보도서관
- 사회복지관련 각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사회
복지전문도서관 운영

� 30

회의실

(상담실�

겸용)

▪ 회의�및�상담� (방음,�빔프로젝트)
�-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을 위한 회의실
-�사무실과�분리된�성격으로�공간배치

� 30

탕비실
▪ 간단한�다과�등�보관�및�처리
� -�출입구에서�바로�보이지�않는�공간에�위치
간단한�수도�등�개수대와�냉장고,�붙박이수납장�

�

창고공간
▪ 각종�비품�및�장비보관�창고
� -각종� 행사물품� 및� 청소용품� 등의� 보관을� 위한� 별도의� 창고
공간�

�

문서고
▪ 행정문서�보관�서고
� -�과거 문서 및 행정서류 보관을 위한 문서보관용 서고
� -�반자동식�문서�수납보관대�설치

교육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을 위한 사회복
지 상설교육장(100명, 고정 접이식 탁/의자, 방음,�빔프로젝트) 100

�
전산교육
장

-� 50+캠퍼스와�공동�사용(주1회) 30

강당 -� 50+캠퍼스와�공동�사용� 300
기능 란 : 1. 각 직능협회와 협의회가 개별관리(전기, 수도 등 에너지 비용 계량기 별도설

치)

         2. 중앙 냉/난방 시스템,  3. 옥상공간 추가 활용 요망.       

         4. 건물내 사무실 및 공간별 통신 네트워크(인터폰) 연결



- 49 -

설계용역 성과품 종류 및 부수 (첨부 2)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도면 (A1반책)
도면 (A3반책)

A3
A4

3
3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우리본부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전기․통신 및 기

계, 폐기물 공사는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전기, 통신의 경우

구조계산서, 설계표

준화 편람 및 도서,

조감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내역서는 JDL

파일로 제출한다.

설계설명서 A4 3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구조 보강방법 필요
시)

A4
A4

3
3(필요시)

예산내역서(실내역)
예산내역서(공내역)

A4(CD-ROM)
A4(CD-ROM)

각3
각3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CD-ROM)
A4(CD-ROM)

각3
각3

단가산출조서(견적서 포함) A4 각5

수량산출조서 A4 각3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3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A4 각3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3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면 - 소요량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ㅇ 설계도면(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 포함)과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는

CD-ROM(3조)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CD-ROM(3조)는 우리시 원가심사지원시스

템 적용을 위한 JDL파일로 전환하여 CD로 제출하고, 사용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우

리본부와 수시 협의한다.

ㅇ 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 “건축공사 계약요청시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준용하여 우리본부와 수시 협의한다.

ㅇ 납품도서 부수는 발주기관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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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확인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도면 (A3반책-백도)

출력도면 file(PDF file)

A4

CD-ROM

3

3

설계보고서 A4 3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A4

A4

3

3

예산내역서(실내역) A4(CD-ROM) 각3

일위대가표(실) A4(CD-ROM)
각3

각3

단가산출조서 A4 각3

수량산출조서 A4 각3

각종 설계계산서(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3

각종 설계기준 및 자료 A4 각3

조감도(채색)
세로50㎝×가로70

㎝
3

조감도(사진) 5″×7″
3매 및

이미지파일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3 3

건설기술심의 등 자료(공사설명서,

설계도서, 제안설명서 등)
- 소요량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도면 - 소요량

기타 관계부서 협의용 설계도서 - 소요량

□ 분야별 최종성과품 납품 확인자

○건축담당 : (서명)

○기계담당 : (서명)

○전기․통신담당 : (서명)

○조경담당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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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번호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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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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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자격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