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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1. 타당성조사

 1.1 일반사항

1. 과업명

과업명을 기록한다.

2. 과업의 목적

용역과업의 사업목적을 명기한다.

3. 과업대상지역

과업위치를 정확히 명기한다.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1) 과업의 규모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기재

(2) 과업의 내용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에 대하여 기재

2)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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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

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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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

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

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

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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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

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

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

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과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

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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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

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

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일 전까지 계

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

관에 자문시행 ○○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

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

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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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6.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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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

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

다.

18.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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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

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

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

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

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조사업무

 1.2.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

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상위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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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3) 도로정비 기본계획

(4)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등

3.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1) 광역개발계획

(2) 시 도 종합개발계획

(3) 지역 및 도시계획

(4)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등

4. 산업시설계획

(1)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2) 신항만, 공항, 댐 등의 건설계획 등

5. 교통관련계획

(1)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2) 광역종합교통계획

(3)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4)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5) 기타 주변도로계획 등

6. 수자원개발 관련 계획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3) 댐개발계획 및 상․하수도기본계획

(4) 하천정비기본계획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1.2.2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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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1.2.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1. 교통량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2.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

별로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1.2.4 수리 ․ 수문조사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주변개발상황 등 주로 기존 자료 및 현지 답사하여 

조사한다.

 1.2.5 기상 및 해상조사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 외에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에는 해상자료

(조류, 조석, 파랑 등)를 조사한다.

 1.2.6 선박운항조사

1. 계획시설물이 해상에 설치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의 종류, 크기, 운항횟수 등을 조사

한다.

2. 계획지역 인근의 부두시설, 물양장, 선착장 등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1.2.7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최적노선대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1.3 계획업무

 1.3.1 교통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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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현황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

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 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 자동차보유 대수 등

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

다.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을 교통

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

별 발생, 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1.3.2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

1.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한

다.

2.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차선별 유지관리비를 분석

하여 적용해야 한다.

3.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B/C), 초년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

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경제성분석은 전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 전망을 고

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 분석하여야 하며, 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우

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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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대상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유료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의 추정 교통량에 따른 통행료수입 및 영업비용을 1년 

단위로 산출하여 영업의 채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하여 경제적, 재무적 측면과 이용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

여 선정하여야 한다.

9. 민감도 분석에 의거 사업비 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한계사업비를 제시

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산출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1.3.3 노선계획(노선대 결정, 개략노선 결정)

1.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후보노선대를 설정하고 노선대별로 검토한 후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최적노선대를 선정한다.

2. 1/5,000 지형도와 촬영 1년 미만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개략노선을 선정한다.

3. 인터체인지 등의 출입시설 위치(지명, 개략위치) 및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다.

4. 대상도로의 규모(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 위

치)를 결정한다.

5. 터널, 장대교량 등 주요 구조물 및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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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설계업무

타당성조사단계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원칙적으로 최적노선대 설계에 사용되는 지

형도의 축척은 1/50,000～1/25,000으로 하며, 개략노선의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를 사

용하여야 한다.

 1.4.1 노선설계

1. 노선대 설계

축척 1/50,000～1/25,000 지형도상에서 후보노선대의 설계를 수행하고 1/5,000 지형도를 이

용하여 최적노선대를 결정한다.

2. 개략노선 설계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 구조물

을 계획하여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1.4.2  구조물 설계

1. 구조물계획 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

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2.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한다.

3. 도로, 철도, 선박 등의 통과와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고 구조

물 설계에 반영한다.

 1.4.3 개략설계도

노선도에는 최적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

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략노선은 1/5,000 지형도

를 이용하여 종평면도(H=1/5,000, V=1/500)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

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1.5 성과품 작성기준

1.5.1.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구분

1. 타당성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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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교통 및 경제성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3. 설계도면

1.5.2  타당성조사 성과품의 내용

1. 타당성조사보고서

(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

1) 관련계획조사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4) 수리․수문조사

5) 기상․해상조사

6) 선박운항조사

7)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7) 계획

1) 교통분석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8) 노선대 검토

1)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평가

2)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3)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9) 추정사업비 산출

1) 추정공사량

2) 추정공사비, 용지비, 기타

(10) 결론 및 종합

(11) 부록(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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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1) 조사표 양식, 교통지역 분석

2) 교통조사(OD조사 포함)

3) 장래 교통량(출입시설 포함)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1) 대안별 경제성분석

2)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3) 최적안의 민감도분석

4) 최적안의 최적 투자시기분석

(3)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산출서

1) 추정수량산출서

2) 추정공사비산출서

3. 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3) 노선도

1) 후보노선대(1/25,000～1/50,000)

2) 최적노선대(1/5,000)

(3) 최적노선 종․평면도(H=1/5,000, V=1/500)

 1.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타당성조사보고서

(1) 각종조사 자료는 본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

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

성하며,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2)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내용, 각종 업무 협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

다.

(3)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

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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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

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

점을 검토․분석한다.

2.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

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 지침(도로 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

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노선도

토공 ▪노선 종평면도
(H=1/5,000, V=1/500)

< 구조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 도로터널분야 설계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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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설계

  2.1 일반사항

1. 과업명

과업명을 기록한다.

2. 과업의 목적

용역과업의 사업목적을 명기한다.

3. 과업대상지역

과업위치를 정확히 명기한다.

4. 과업개요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결정한 사업개요를 작성한다.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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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

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

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타당성조사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용

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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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

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

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동원현황

2) 기본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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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

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

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

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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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

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

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 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 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일 전까지 계

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

관에 자문시행 ○○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

발주기관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에 따라 건설사

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22 -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

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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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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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

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

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

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

다.

1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4)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5)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0.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

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

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

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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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

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

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

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1.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상위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3) 도로정비기본계획

(4) 권역별 종합개발계획 등

3.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1) 광역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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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 도 종합개발계획

(3) 지역 및 도시계획

(4) 단지개발 및 조성계획 등

4. 산업시설계획

(1)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2) 신항만, 공항, 댐 등의 건설계획 등

5. 교통관련계획

(1)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2) 광역종합교통계획

(3)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4)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5) 기타 주변도로계획 등

6. 수자원개발 관련계획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3) 댐개발계획 및 상․하수도기본계획

(4) 하천정비기본계획

(5)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2.2.2 현지 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

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1. 교통량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2.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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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

사한다.

 2.2.4 수리 ․ 수문조사

1.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

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4. 타당성조사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5.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

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2.2.5 기상 및 해상조사

기상자료(천기일수, 강우량, 강설량, 기온, 풍속 등) 외에 계획지역이 해상인 경우에는 해상자료(조

류, 조석, 파랑 등)를 조사한다.

 2.2.6 선박운항조사

1. 계획시설물과 선박 등의 운항로가 교차 또는 인접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의 종류,

크기, 운항횟수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인근의 부두시설, 물양장, 선착장 등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2.2.7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1.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한다.

2. 계획시설물이 계획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3.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한다.

4. 선정된 노선 경유지역에 대한 문화재 현황파악을 위하여 문헌조사 및 지표조사를 실시

한다.

 2.2.8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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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2.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을 수행한다.

3. 중심선 측량은 100m 간격으로 시행하되 평지부, 구릉지, 산지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간격

을 조정할 수 있다.

4. 측량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거 점검 및 보정을 받

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

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2.9 지질 및 지반조사

1.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기 제작된 지질도와 지표지질조사를 이용하

여 확인․파악한다.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 조사에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표층지반

(2) 암질

(3) 지질구조

(4) 암반거동

(5) 지표수 및 지하수

4. 지반조사의 범위 및 내용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 구조물 및 토공계획에 반

영하여야 한다.

5. 구조물계획 및 형식을 고려하여 조사위치, 조사방법 등을 선정하며, 교각기초 등과 같은 

주요 기초지반의 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6.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석회암

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7.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시험을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하며, 계획서에는 조사범위, 방법, 위치, 수량 등을 기재한다.

9.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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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0. 조사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한

다.

11.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 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2.10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한다.

2. 지장물조사

사업노선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Gas 등), 농어촌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시설물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한다.

4.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가급적 우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계획

하고 부득이 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2.11 토취장 ․ 골재원 ․ 사토장조사(필요시)

1.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3.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

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5.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

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6.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도록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 후보지는 노선 시점에서 종

점까지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7.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

치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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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2 용지조사(필요시)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다.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타당성조사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

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교통분석 및 평가

1. 교통현황 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

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보유 대수 등

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한다.

(3) 교통현황 분석, 장래 교통수요예측, 경제성분석 등은 기본적으로 "공공교통시설개

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에서 제시된 내용 및 방법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2.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

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보유 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

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

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

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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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

1.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행비를 산출한

다.

2.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과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의 차선별 유지관리비를 분석

하여 적용해야 한다.

3.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B/C), 초년도 수익

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4. 경제성분석은 전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 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 전망을 고

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 분석하여야 하며, 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우

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분석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유료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의 추정교통량에 따른 통행료수입 및 영업비용을 1년 단위로 

산출하여 영업의 채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하여 경제적, 재무적 측면과 이용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

여 선정하여야 한다.

 2.3.4 노선선정

1. 최적노선결정

(1)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노선대 안에서 각 비교노선의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1:1,000 지도 사용)을 선정한다.

(2) 실시설계에서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련계획 및 민원사항, 지장물 등을 충분히 조사

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3) 행정절차법에 의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2. 노선결정

노선계획시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 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식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 표준단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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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 차선폭을 검토․계획한다.

2) 차선, 보도, 중앙분리대, 측대 등의 폭원을 검토․계획한다.

(2) 노선결정

1) 설계속도에 따른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위의 지형, 경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형을 계획한다.

3) 평면 및 종단선형이 잘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4) 전․후 선형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구배와 작은 곡선반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

다.

5)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6) 홍수위의 상승,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에 따른 적정 형하고를 검토

하여 계획한다.

3. 출입시설

(1) 계획시설물에서의 진출입시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진출입부,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상에 필요한 가․감속차로 등을 검토․계획한다.

(3) 최대 교통량 발생시(Peak Time)에 교통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계획한다.

(4) 최적 대안노선에 대하여 1/1,000 지도를 사용하여 도로, 철도 등과 교차되는 것의 입

체교차시설의 위치선정 및 형식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도록 한다.

4. 1/1,000 지도를 사용하여 주요 구조물(교량, 터널 등) 위치 및 형식을 결정한다.

 2.3.5 수리 ․ 수문검토

1.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

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

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2.3.6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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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기준 참고

2. 교량

(1) 도로교 설계기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4) 기타 관련기준 참고

3. 터널

(1) 터널 설계기준

(2) 기타 관련기준 참고

 2.3.7 주요 구조물계획

1. 교량

(1) 교량형식

교량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지간, 상부구조, 하부구조 형

식을 결정한다.

○ 경제성(공사비, 유지관리, 내용연수 등의 적정성)

○ 시공성(작업공간확보 및 민원최소화 등)

○ 기능성(소음․진동을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등)

○ 안전성

○ 미관성

○ 유지관리

1) 지간구성

①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②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

한다.

③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

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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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들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

한다.

⑤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⑥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③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

부구조를 계획한다.

④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⑤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

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 연결부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

법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는 공법을 검토한다.

2. 터널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사

항의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제성

(2) 시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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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성

(4) 미관성

(5) 유지관리

3. 기타 구조물(옹벽 및 암거)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

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2.3.8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 현장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

준 조건을 작성하여 상세 설계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일반적인 설계방법, 설계기준 및 지침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4. 상기 기본설계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2.3.9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 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

도록 한다.

2.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민원 등으로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

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선형 설계

1. 노선검토에서 이루어진 최적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설계한다.

2.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며,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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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선형설계시 측점은 100m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격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2.4.2 토공설계

1.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지반조사 결과 비탈면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의 비탈

면안정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2.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책 및 보완방법을 강구한다.

 2.4.3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포장공법 및 개략

적인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공법은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과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구조의 계략적인 계

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철근콘크리트(CRCP) 등을 비교․검토하

여 설계하도록 한다.

4.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의 계산은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에 대해서만 실시한

다. 사업 노선의 연장이 긴 경우는 구간을 구분하여 포장구조를 선정할 수 있다.

 2.4.4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연결로의 차로수 등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평면 및 종단선형

을 계획한다.

(2) 출입시설은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영업시설의 위치, 연결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3) 연결도로 접속부 처리방법은 연결도로의 성격, 교차점의 교통량, 접속지점의 지형조

건, 연결도로의 개량유무 및 건설비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기관과 협

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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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

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제원, 구조, 기본선형 등을 설계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

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4.5 교량설계

1. 설계기준 

(1) 설계속도, 소요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등을 결정한다.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등급을 규정한다.

(3) 재현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결정한다.

(4)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규정한다. 특히 도로교량으로서의 통

상적인 하중 외 부가적인 하중(상수도관, Gas관, Cable 등)과 계획지역 위치에 따른 

하중(설하중, 풍하중 등)등을 규정한다.

(5)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사용재료의 종류 및 특성(재질, 강도)등을 규정한다.

(6) 계획시설물이 해상에 설치되는 경우 조석의 차, 설계파고 등을 결정한다.

(7)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및 편람 등을 규정한다.

2. 교량설계

(1) 조사 및 계획업무 결과로 주요 교량의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형식을 결정한다. 이

때 구조형식에 따라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

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3) 최대단면력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중조합은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하고 재하 위치를 

정한다.

(4)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5) 시공방법 및 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되 교량의 각 형식에 대한 대표적

인 교량에 대해 수행한다.

(6)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구조안정성을 관

련 설계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확인한다.

(7)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 안정



- 38 -

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8)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9) 개략 구조계산에 따른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2.4.6 터널설계

1. 설계기준

(1) 계획시설물의 노선, 연장, 폭원 등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2)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며, 특히 통상적인 설

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

시 기재한다.

(3) 계획지역의 교통혼잡도, 지형, 주변현황, 계획도로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차량 및 유

량의 설계속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4)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5)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기준을 작성하도록 기재한다.

(6) 지반의 피압수 및 지하수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2. 지반조사 평가

(1) 터널설계시 역학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는 지반조사, 시추보링 및 제반시험 결과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반평가는 심도별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하여, 현 위치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현장시험 및 실내역학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 시험수량 및 종목은 (사)한국지반공학회 발행 관련도서(터널)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른다.

(4) 각종 계산시 평가된 정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노선설계

(1) 터널 노선은 가능한 한 지반조건이 양호한 곳을 통과하도록 한다.

(2) 터널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계획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

한다.

(3) 전․후 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구배와 작은 반경의 곡선은 가능한 피하여 설

계한다.

(4) 터널의 갱구위치는 지형 및 토지이용현황, 지반조건, 토피 등을 감안해서 시공성을 

우선하여 결정하되 편압 및 사면안정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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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개 이상 병렬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터널단면 및 지반특성을 감안하여 터널 상호 

위치 및 굴착순서를 설계한다.

4. 내공단면계획

(1) 실측 횡단도면상에 측량 및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암선에 따른 내공 단면을 검

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2) 도로터널의 내공단면은 터널목적 및 기능에 따라 소요 건축한계와 선형조건에 따른 

확폭량, 터널내 제반설비의 시설공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 폭 등을 고려하여 정

하여야 한다.

(3) 터널의 내공단면 계획시에는 지형 및 지반조건, 토피정도에 따라 소단면의 2개 이상 병

렬터널이나 대단면의 1개 터널로의 채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정성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터널의 굴착단면계획은 지보재의 총두께와 콘크리트라이닝의 두께, 허용편차 등을 고려하

되,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구간 내의 터널 내공단면은 가급적 동일한 규격 및 형상으로 표준화하여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방수 및 배수계획

(1) 방수방식은 현장상황과 터널형상 및 규모 등의 터널조건을 감안하여 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비배수방식의 터널에는 터널시공 특성에 부합되는 방수공법 및 방수재료를 선정하

여야 하며 수압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라이닝을 계획하여야 한다.

(3) 배수형 방수방식의 터널에는 원활한 배수계통과 배수단면을 확보하며 유지관리상 배수

계통의 기능 확인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공법계획

(1) 적용공법은 지반조건,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별 기간, 시공성, 안전

성,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2) 터널의 단면크기, 막장의 자립성, 지반지지력 및 지표면 허용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

하여 굴착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3) 지반조건 및 구조물의 영향을 감안하여 지보방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7. 부대시설계획 

부대시설은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등과 조명, 비상용시설 등이 조합되어 시공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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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성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검토, 계획되어야 한다.

8. 기타

(1) 환기방식 검토

(2) 방재계획 검토

(3) 유지관리시설 검토

(4)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검토

(5) 재방송장치 설치 검토

 2.4.7 기본 수량 및 기본 공사비 산출

1.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은 구조물별 또는 시설물별의 표준단면에서 산출되는 주요재료

의 수량을 기준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설계 예산

서 또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2.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3. 기본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

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기본설계 성과품의 구분

1. 기본설계보고서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4. 기본설계예산서(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

5. 기본설계도면

 2.5.2 기본설계 성과품의 내용

1. 기본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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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차

(5) 위치도(노선을 1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축척)

(6) 공사개요(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7) 조사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4) 수리․수문조사

5) 기상․해상조사

6) 선박운항조사

7)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8) 측량

9) 지질․지반조사

10) 지장물․구조물조사

11)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필요시)

12) 용지조사(필요시)

13)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교통분석 및 평가

3) 사전환경성 검토

4) 경제성, 재무분석

5) 노선계획

6) 수리․수문 검토

7) 구조물계획

8) 설계기준 작성

9) 관계기관 협의

10) 민원검토

11) 기타

(9) 기본설계(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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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본사업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

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주요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

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주요 구조계산(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

검토)

(2) 주요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 산정 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 홍수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및 유효우량,

설계홍수량, 홍수위계산,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하천계수계획검토, 소류력, 기초세굴 검

토 등)

3.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토질 개황(목적, 범위, 조사기간)

(2) 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1) 조사방법

2) 조사위치 선정

3) 조사결과 분석

(3) 주요 토질시험 결과

(4) 성과분석

1)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2) 교량기초 검토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5) 부록

1) 지질분포 현황도

2) 토질조사 위치도(S=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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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원 현황도

4) 지층단면도

5)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6) 핸드오가보링 주상도

7) 실내시험 성과표

8) 골재시험 성과표(하상․석산 골재)

4. 기본설계예산서

(1) 기본설계내역서

(2) 기본단가산출서

(3) 기본수량산출서

1) 수량집계표

2) 공종별 수량산출서

5. 기본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일반(목차, 위치도, 일반도)

(2) 토공(평면 및 종단면도 : H=1/1,000～1/1,200, V=1/200)

(3) 배수공(배수유역도)

(4) 포장공(포장계획도)

(5) 부대공(부대시설도)

(6) 주요 구조물(교량, 터널, 옹벽, 암거 등) 일반도(1/50～1/200)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기본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토질조사는 본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

량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

성하며,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3) 토질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

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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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5)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

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편 일반사항 내 붙임 1 참조)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

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

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

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

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

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3. 기본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5)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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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4. 기본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

다.

(3)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

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

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

관과 협의한 후 작성한다.

(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0) 기본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

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지침(도로 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

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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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일반도
- 범례
- 표준횡단면도

토공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 본선
- 교차로

▪토공횡단면도: 100m간격
(1/100～1/200)
- 본선
- 교차로

배수공

▪배수유역도

▪배수계획은 종평면도에
표기하며 별도작성 안함

▪배수구조물 일반도

옹벽공 ▪옹벽 일반도

포장공 ▪포장계획도

부대공 ▪부대시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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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상부공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거더 일반도

▪표준횡단면도

▪케이블 배치 개요도

▪강연선 배치 개요도

하부공

▪주탑 일반도

▪교대 일반도

▪교각 일반도

▪기초구조 일반도

부대공 ▪가시설 표준도
(개소별 테이블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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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분야 설계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지질 및 지보패턴 개요도

본선

▪표준단면도

▪표준 지보패턴 개요도

▪표준지보공도

비상
주차대

▪비상주차대 표준단면도

▪비상주차대 표준지보공도

피난연결 통로

▪피난연결통로 표준단면도

▪피난연결통로표준지보공도

갱문 및 기타

▪갱구부 계획도

▪갱구부 횡단면도

▪개착터널 표준단면도

▪갱문 일반도

부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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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3.1 일반사항

1. 과업명

과업명을 기록한다.

2. 과업의 목적

용역과업의 사업목적을 명기한다.

3. 과업대상지역

과업위치를 정확히 명기한다.

4. 과업개요

기본설계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결정한 사업개요를 작성한다.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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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

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

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

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용역감

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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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

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1
.
..

30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

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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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

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

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

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

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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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

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

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

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 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 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일 전까지 계

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

관에 자문시행 ○○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 54 -

(2) 건설사업관리

발주기관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

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

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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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기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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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

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

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

다.

1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0. 신기술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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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

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

에 반영하여야 한다.

21.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

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

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

완 유지하여야 한다.

22.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

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

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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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

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

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

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조사업무

 3.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

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

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

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

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2.3 지질 및 지반조사

1. 전 단계의 용역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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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

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높이 20m 이상인 깎기부가 100m 이상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시추한 조사공과 

연결하여 암석을 추정해야 하며,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 시행되는 구간은 보

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

다.

6.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

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7.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하며, 석회암

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하여 조사하도

록 한다.

8.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9.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07)”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1.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3.2.4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

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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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3.2.5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3.3 계획업무

 3.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

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

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

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3.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 도로 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 기준 참고

2. 교량

(1) 도로교 설계기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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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관련기준 참고

3. 터널

(1) 터널 설계기준

(2) 기타 관련기준 참고

3.3.3  환경영향평가(필요시)

1. 후보노선별로 환경적 측면에서 분석이 필요하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

다.

2.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한 소음․진동 등을 분석하여 계획지역 인근주민, 주변시설물 

및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3.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의 조화, 주변상권의 변화 등을 검토한다.

4. 방음시설과 방진시설 등의 설치 위치를 검토한다.

 3.3.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 분석하고 적

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사 시행 전에 관계기

관을 대상으로 협의토록하며 주요 협의․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2)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3)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3.3.5 수리 ․ 수문검토(필요시)

1.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

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

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3.3.6 구조물계획

1. 교량

(1) 교량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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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

1) 지간구성

①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②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

한다.

③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

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④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 등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

획한다.

⑤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⑥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③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

부구조를 계획한다.

④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⑤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

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⑦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



- 63 -

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

법을 결정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터널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

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장단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경제성

(2) 시공성

(3) 안전성

(4) 미관성

(5) 유지관리

3. 기타 구조물(옹벽 및 암거)의 경우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지반조건 및 현지여건에 맞도록 

형식과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3.3.7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필요시)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

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

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3.3.8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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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

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 65 -

 3.4 설계업무

 3.4.1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

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

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

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

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3.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

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3.4.3 토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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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

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

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

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

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

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

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

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

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

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3.4.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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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3.4.5 소구조물공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4.6 포장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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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

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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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공법으

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

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

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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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

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

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

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

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

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

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

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

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

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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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

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3.4.8 교량설계

1. 설계기준

기본 설계용역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하고 상세설계를 한다.

(1) 소요차로, 폭원 구성, 구조물 연장

(2)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3)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4)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5)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6) 조석의 차, 설계파고, 조류의 속도(해상구조물 설계시)

(7)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기준서를 규정

2. 공법검토

(1)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

설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

을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

을 검토한다.

(3) 하천 또는 해상 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3. 구조설계

(1) 조사․계획업무 결과로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

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

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2) 관련 설계기준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로 모델

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4)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5)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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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7)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음 모멘트)에 대한 안전성, 내구성, 사

용성 등을 검토․확인한다.

(9)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한다.

(10)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전성 등을 확인한다.

(11) 주경간 길이가 200m 이상인 장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의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한 풍동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2)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3)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한다.

(14) 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5)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16)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설계기준 및 규

정에 따라 주철근 조립도를 작성하며 시공시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17)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Program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18) 구조검토가 필요한 가시설물은 구조계산을 수행한다.

4. 교면포장설계

(1)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2)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추정교통량, 기후 등을 기초로 설계한다.

(4)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과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조물이 

보호될 수 있게 설계한다.

(5) 교면 구조물과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마모 및 방

수층을 설계한다.

(6) 도로와의 연결부, 갓길 등의 포장은 차량, 폭우 등으로 세굴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7) 소성변형 등을 고려한 적정 포장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5. 부대시설 설계

(1) 도로 조명기준 등에 의거 가로등의 간격, 높이, 밝기 등을 검토한다.

(2) 관련규정에 따른 항로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의 운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선박의 충돌시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충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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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기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료 등을 계획한다.

(5)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 점검통로 및 교각 안전난간

2) 조명 및 환기시설

3) 계측기기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6) 교량받침은 “유지관리를 고려한 교량의 설계 및 시공지침(국토해양부)”에 의거 검토한

다.

 3.4.9 터널설계

1. 설계기준

(1) 계획시설물의 노선, 연장, 폭원 등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2)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며,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

시 기재한다.

(3) 계획지역의 교통혼잡도, 지형, 주변현황, 계획도로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차량 및 유

량의 설계속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4)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

을 기재한다.

(5)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6) 지반의 피압수 및 지하수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7)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

(수계산과 비교, 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지반조사 평가

(1) 터널설계시 역학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지반조사 결과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수

행하여야 한다.

(2) 지반평가는 심도별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하여, 현 위치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현장시험 및 실내역학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 시험수량 및 종목은 (사)한국지반공학회 발행 관련도서(터널)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른다.



- 72 -

(4) 각종 계산시 평가된 정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방수 및 배수설계

(1) 방수방식에는 배수형 방수방식과 비배수방식으로 구분된다.

(2) 방수방식은 현장상황과 터널형상 및 규모 등의 터널조건을 감안하여 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비배수방식의 터널에는 터널시공 특성에 부합되는 방수공법 및 방수재료를 선정하

여야 하며, 수압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계획하여야 한다.

(4) 배수형 방수방식의 터널에는 원활한 배수계통과 배수단면을 확보하며, 유지관리상 

배수계통의 기능 확인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공법선정

(1) 적정공법은 지반조건,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별 기간, 시공성, 안전성,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2) 터널의 단면크기, 막장의 자립성, 지반지지력 및 지표면 허용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

하여 굴착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3) 버력처리방법 및 운반, 배출방법을 계획한다.

(4) 발파패턴 및 방법을 선정한다.

5. 내공단면의 결정

(1) 실측 횡단도면상에 측량 및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암선에 따른 내공 단면을 검

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2) 도로터널의 내공단면은 터널목적 및 기능에 따라 소요 건축한계와 선형조건에 따른 

확폭량, 터널내 제반설비의 시설공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 폭 등을 고려하여 정

하여야 한다.

(3) 터널의 내공단면 계획시에는 지형 및 지반조건, 토피정도에 따라 소단면의 2개 이상 병렬

터널이나 대단면의 1개 터널로의 채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정성과 시공성 및 경

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터널의 굴착단면계획은 지보재의 총두께와 콘크리트라이닝의 두께, 허용편차 등을 고려하

되,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5) 동일 작업구간내의 터널내공 단면은 가급적 동일한 규격 및 형상으로 표준화하여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시공허용 편차는 지반조건 및 터널단면 형상에 따른 자반의 최종 허용변위량과 굴착

공, 지보공 및 콘크리트라이닝의 시공오차와 뿜어붙임콘크리트(Shotcrete)의 표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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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볼트(Rockbolt)의 두부처리에 필요한 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6. 지보공 설계

(1) 현장지형, 지질, 지반의 역학적 특성, 토피의 대소, 용수의 유무, 굴착단면의 크기, 지표

침하의 제약, 시공법 등 제반설계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지보재의 종류는 지반조건 시공법에 따라 그 형식을 구분하여 선정하며, 주지보로 안

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공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7. 콘크리트라이닝 설계

(1) 사용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라이닝 형상은 소정의 내공단면을 유지하여 구조적으로 유리한 단면이 되

도록 한다.

(3) 설계두께는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단면의 크기와 형상, 원지반 특성, 작용하중, 재료,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균열대책이 강구되도록 한다.

8. 터널단면해석

(1) 터널해석은 횡방향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횡방향 및 종방향에 대해 동시 해석

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2) 지반조사 평가 및 설계기준에 따라 해석단면의 지반 특성치와 지보재의 물성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3) 터널수치해석법을 분류하여 적용가능 기법을 선별토록 한다.

9. 절취사면설계

(1) 갱구의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암반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속도 등을 감안하여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4) 지반정수는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며, 부득이 불가

능할 경우 현장시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를 적용하도록 한다.

(5)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하며, 시험치의 차이가 많은 경우 유사현장시험 결과치와 비교 분석하여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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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암반의 특성(절리, 경사각, 강도)을 고려하여 대절취사면의 안정성검토를 실시하도록 

한다,

10. 가시설 설계

(1) 가시설은 수직환기구나 작업구 설치를 위해 계획하여야 한다.

(2) 작업구는 설치목적, 기능에 따른 공사설비, 터널 본체와의 연결성 시공장비투입 원활성

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3) 부대시설은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등과 조명, 비상용시설 등이 조합되어 시공

성, 유지관리성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검토․계획되어야 한다.

(4) 가시설은 지반조건, 인접구조물,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록 설

계한다,

(5) 흙막이공은 설치 및 해체조건을 반드시 구분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안정성을 확인

하도록 한다.

11. 구조물공

(1) 측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2) 구조물 설치상 부득이 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12. 갱문설계

(1) 단면의 크기, 입지조건, 원지반조건, 주변경관과의 조화, 차량주행에 주는 영향, 유지

관리를 고려해서 위치 및 형식 구조를 선정한다.

(2) 갱문의 위치는 배후지형, 지질, 지내력, 비탈면의 안정, 근접구조물, 시공방법, 접속 

토류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3. 환기계획

(1) 환기방법은 교통량, 터널연장, 종단구배, 굴착단면 및 환경조건, 터널의 기능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2) 환기방식은 공사 중 및 공사 후로 나누어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최근 국내터널이 장대화에 따른 환기 및 방재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터널의 환기시설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정하는 바와, 방재

시설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도로 터널 화재 안전기준” 등을 고

려하여 터널의 규모 및 위험도에 따라 환기시설 및 방재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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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시설은 화재발생시 배연시설로서 운용되기 때문에 환기방식 선정단계에서 비상시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5)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비기(Stand-By)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여러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환기 방식에 대해서 공사비, 유지동력비, 유지

관리비 등의 경제성을 비교하여 환기방식을 선정한다.

(7) 주요설비의 수명을 감안하여 환기방식을 선정한다.

14. 부대시설계획

(1) 조명등은 터널조명기준 KS A 3703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2)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주)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

다.

(3) 가로등 점멸방식은 무선원격 조정방식으로 하고 격등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한다.

(5) 조명등의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소음․진동저감대책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7)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4.10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터널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절

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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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1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

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

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3.4.12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

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

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

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4.13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

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

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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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3.4.14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

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4.15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3.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

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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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성과품 작성기준

 3.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3.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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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리 수문 검토(필요시)

5) 구조물계획

6)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7) 관계기관 협의

8) 민원검토(필요시)

9)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

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

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표지

(2) 제출(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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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분석

1)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2) 교량기초 검토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8)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

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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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

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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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3.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

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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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

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

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

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

(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

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

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

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

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

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

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

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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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

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

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

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

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

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

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

준”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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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

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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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의

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

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

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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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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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

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8.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

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

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

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

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

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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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 납품지침(도로 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

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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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토공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공

▪배수유역도

▪배수계획 평면도

(측구․도수로 등)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옹벽공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공 ▪포장단면도

부대공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교차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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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상부공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일반도

–슬래브(바닥판) 일반도․구조도

–프리캐스트거더일반도․구조도

–강상형 일반도․구조도

–PSC박스 일반도․구조도

▪아치 일반도․구조도

▪표준횡단면도․구조도

▪케이블배치일반도및주요단면

▪강연선배치일반도및주요단면

하부공

▪주탑 일반도․구조도

▪교대 일반도․구조도

▪교각 일반도․구조도

▪기초구조 일반도․구조도

부대공

▪시공순서개요도(시공계획도)

▪제작장 개요도

▪접안시설 개요도

▪옹벽일반도

▪배수시설, 점검시설 개요도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가시설 종평면도

–교각기초 가시설 개요도

–일반터파기가시설개요도

▪가도․가교 및 축도 종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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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터널분야 설계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지질 및 지보패턴 개요도

▪설계기준(설계 개요)

본선

▪표준단면도

▪표준 지보패턴 개요도

▪표준지보공도

▪굴착 및 보강순서도

비상

주차대

▪비상주차대 표준단면도

▪비상주차대 표준지보공도

▪본선 접속부 일반도

▪비상주차대 굴착 및 보강 순서도

피난연결 통로

▪피난연결통로 표준단면도

▪피난연결통로 표준지보공도

▪피난연결통로 접속부일반도 ▪피난연결통로 구조도

갱문 및 기타

▪갱구부 계획도

▪갱구부 횡단면도 ▪갱구부 보강도

▪개착터널 표준단면도

▪갱문 일반도․구조도

▪공사용 강지보공 개요도

부대공

▪계측계획도 ▪공동구 및 배수 개요도

▪개착터널 방수 및 배수 연결 개요도

▪포오폴링 개요도

▪강관다단 보강그라우팅 개요도

▪프리그라우팅 개요도

▪터널내부타일붙임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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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 로 건 설

(도로개설, 고가 및 지하차도, 터널, 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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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 요

1) 범 위

본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 은 도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를 비롯한 모

든 도로개설과 고가 및 지하차도, 교량, 터널구조물에 적용한다.

본 작성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각 도로건설공사의 성격에 따라 각종

설계기준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2) 업무의 구분

(1) 설계용역은 각 설계단계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공사의 규모, 특성 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시행없이

기본설계 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3) 업무의 내용

설계용역의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업무는 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

계

실시설

계
비 고

조

사

업

무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 ○

2. 현지조사․답사 ○ ○ ○

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 ○

4. 수자원

1) 수리․수문조사 ○ ○

2) 기상․해상조사 ○ ○

3) 선박운항조사 ○ ○

5. 환경영향조사(문화재조사) △ ○

6. 측량 ○ ○

7. 지질․지반조사 ○ ○

8. 지장물․구조물조사 ○ ○

9.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 ○

10.용지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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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고

계

획

업

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 ○

2. 교통분석 및 평가 ○ ○

3. 사전환경성 검토 ○

4.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 △

5. 환경영향평가 ○

6.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

7. 경제성 및 재무분석 ○ ○

8.노선선정

1) 노선대 결정 ○

2) 노선결정 ○

3) 출입시설 △ ○

9. 수리․수문검토 ○ △

10. 구조물

계 획

1) 교량 △ ○ ○

2) 터널 △ ○ ○

3) 기타 구조물 ○ ○

11. 설계기준 작성 ○ △

12. 관계기관 협의 ○ ○ ○

13. 민원검토 ○ △

설

계

업

무

1. 개략설계 ○

2. 예비설계 ○

3. 상세설계 ○

○ : 수행하는 업무 △ : 필요시 수행하는 업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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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예비타당성 조사

1) 정 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

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함.

2) 목 적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3) 대상사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

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비투자 재정 부문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

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

진이 필요한 사업

(7)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ㆍ현물급여 지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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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모두 거친

사업

①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완료

② 해당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 완료

③ 관련 정책결정기구를 거쳐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

제 필요성 인정

※ 간이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구 분
예비타당성 조사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조사의 개념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
적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

∘관련계획검토
․국민 경제적 필요성, 국토개발계획
과의 부합성 등 거시적 측면 검토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위치,
노선, 도시계획과의 적정성 등 미시
적 측면 검토

∘수요예측
․정성적 방법 (Qualitative Method)에
의한 개략적인 조사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
에 의한 수요예측 모델 및 설문조
사 등 구체적 방법 활용

∘경제성검토
-비용편익분석

-투자우선순위

․개략적인 경제성 검토
- B/C, IRR 등을 개략적으로 산출
하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
- 사업간 투자우선 순위 검토

․보다 정밀한 경제성 검토
- B/C, IRR 등을 자세하게 산출

- 개별사업 수익성 여부만 검토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
능성 등 검토

- 특별한 경우 외는 검토 안 함

-적정투자시기 - 효율적인 적정투자시기 분석 - 특별한 경우 외는 검토 안 함

∘기술성 검토

-총사업비 추정

-대안분석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

- 개략적인 모델 사용
(유사사업 실적공사비에 의한 추
정 등)

- 노선별, 지역별 구체적 대안분석
안 함(개략적 대안제시 : 고속도
로 → 국도 확장)

․다각적 기술성 분석
(입지 및 공법 적합성을 대안별로
검토)

- 구체적인 토질조사 등을 통해 공
사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총사업
비 산출

- 노선별, 지역별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조사주체 ․기획재정부 (관계부처 협의) ․시행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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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행방법

(1)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사업별로 실시

(2) 단일사업이 여러 개의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① 세부사업이 대부분 건설사업인 경우 하나의 Package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② 세부사업 중 일부가 건설사업인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만 예비타당당성조사 수행

(3) 총액계상사업인 경우 신규사업별로 조사 시행하되 기존 사업을 포함한 개별사업간

우선순위 조정검토

(4) 발주기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제39조)

6) 수행절차

(1)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및 계약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접수

② 업체선정 및 비용계산

a. 평가항목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접근방법, 기관평가, 추진일정별 산출율, 투

입인력평가, 용역가격의 적절성

b.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2) 조사 및 분석

① 사업계획서(안) 관련 조사․분석

a. 사업대상지 환경분석 : 자연환경, 인문환경(토지이용 현황, 인구현황, 지역경제

현황, 관련계획, 주변 산업입지 등)

b. 대안설정 및 비교검토 : 사업의 미시행도 대안의 하나로 고려

c. 경제성 분석 : 수요예측, 비용추정, 편익추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민감도 등)

d. 정책적 분석 : 이해당사자 의견 및 추진의지, 지역낙후도 평가, 지역경제 파급

효과,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방안의 평가

② 사업계획서(안) 평가

a.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안 비교

b.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종합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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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확장사업의 AHP 평가항목 (예시)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 기준 비 고

[경제성 분석]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타당성

B/C 분석결과 도출된
B/C, IRR, NPV 등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낙후도

․지 역 경 제
활 성 화

․사업추진 의지

․국 고 조 달
가 능 성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환경성 평가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
의 사업필요성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주무부처(중앙, 지방) 주민
의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숙원도 등 사업추진 의지

국가 재정상태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국고조달의 가능성

관련계획 및 정책과의
일치성

사업추진이 환경에 미치
는 영향 및 민원발생 가
능성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해당사업이 다수의 시․
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
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

지역내 부가가치 유발액
GRDP(지역내총생산)

연구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

〃

〃

낙후정도가 심할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 경제성 분석과 같은 계량적 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정책적 분석과 같이 정성적으

로 표현되는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인 AHP 분석을 사

용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편익/비용비율
(B/C Ratio)

B/C ≥ A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내부수익률
(IRR)

IRR ≥ r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
출될 가능성 내재

순현재가치
(NPV)

NPV ≥ 0

․대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타 분석에 이용 가능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이해 난이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③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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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결정

①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및 평가

② 지역주민, 사회 및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③ 부처협의 (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 운영)

a. 추진사업 : 경제성이 있으며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경제성은 있으나 단계적으

로 추진해야 할 사업, 경제성은 다소 낮으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감안하여 추진

하는 사업

b. 추진 보류사업 : 주무부처의 사업조정 및 입지선정 후 재검토

c. 중장기 검토사업 : 경제성이 낮거나 투자우선순위가 낮아 시행시기를 중장기적

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

④ 투자우선순위 결정

a.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B/C)가 ‘1’ 이상, 순현재가치(NPV)가 ‘0’ 이상, 내

부수익율(IRR)이 시중금리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b.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지역균형개발측면과 국가 상위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정책적 차원에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c.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중 재무성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민자유치사업

으로 추진

⑤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결정 및 통보

a.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타당성 조사비 및 기본설계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b. 주무부처의 사업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건, 시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

도록 한다.

c.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

이지, 최종결정을 내리는 정책결정보고서는 아님. 결국 최종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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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무흐름도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흐름도

각중앙관서의장

기획재정부

KDI 등

성과관리본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조사의뢰

(우선순위제시)

→ 접 수

→
․시급성, 우선

순위등검토

통 보 ←
조사대상
사업선정 및
용역의뢰

←

→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별
팀구성)

기초자료
제출

→

중요사항
관계기관 협의

⇔

↓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관계기관협의

←

통 보 ←
조사결과
발표

←

↓
타당성조사비
반영,추진유보

8) 성과품 작성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의

적정성, 적정투자시기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여부를 수

록



- 100 -

1.3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 업무의 범위

(1) 타당성조사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에 대한

사업시기의 타당성, 노선대의 여러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비용과 편익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업무이며

(2)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사와 법규

검토를 통하여 공사내용 및 공사수행계획, 공사비(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및 재

원조달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토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며 기본설계용역의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조사업무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① 상위계획, 지역개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② 상위계획

a. 국토종합개발계획

b.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c. 광역개발계획

③ 지역개발계획

a. 광역시 및 도 종합개발계획

b. 도시기본계획

c. 도시계획

④ 산업시설계획

a.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계획

b. 신항만, 공항, 댐 등의 건설계획

⑤ 교통관련계획

a. 전국도로망체계 재정비계획

b. 광역종합교통계획

c. 도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및 확충계획

d. 기타 주변도로계획

⑥ 기타 교통유발 시설계획

관광지, 국립공원, 물류시설, 컨벤션센타 개발계획

(2) 현지 조사 및 답사



- 101 -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

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

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폐광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

한 자료를 작성한다.

(3)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① 교통량 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②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한다.

③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4) 수리, 수문조사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유역면적, 주변개발상황 등을 주로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다.

(5) 선박운항조사

① 계획시설물이 한강 상에 설치되는 경우 통행하는 선박의 종류, 크기, 회수 등을

조사한다.

② 계획지역 인근의 부두시설, 선착장 등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6) 환경 영향조사

과업구간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 자료 또는 현지 답

사를 통해 조사한다.

(7)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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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 업무

(1) 교통법영향 분석 및 평가

① 교통현황 분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a.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

을 구분하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b.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는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 자동차 보유대

수 등을 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분석한다.

c.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주요 교통시설의 이용실

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분석한다.

② 장래 교통여건 전망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a.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b.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면적을

교통지구 단위별로 전망․분석한다.

c.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

차로의 소통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d. 교통수요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e.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

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2) 경제성분석 및 재무분석

① 현재 국내에서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구입가격, 부품비, 유류비, 유지관리비, 인건

비 등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한 후 차량의 구성비에 의한 차종별 단위 운

행비를 산출한다.

② 기존 도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차로별 유지관리

비를 분석하여 적용해야 한다.

③ 도로건설비 및 유지관리비와 이용자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비용비(B/C), 초기연도

수익률(FYRR), 내부수익률(IRR) 및 순현재가치(NPV), 최적개통시기 등을 산정

하여야 하며, 이때 시간편익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④ 경제성 분석은 전구간을 동시에 건설할 경우와 교통량예측 및 발주기관의 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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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건설하는 경우로 구분․분석하여야 하며 단계별 건설시

구간별 투자우선순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건설비, 차량운행비, 교통량, 공사기간 등 경제성 분석시 사용한 제 요인이 변경

될 경우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

다.

⑥ 사업대상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제반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

다.

⑦ 유료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의 추정 교통량에 따른 통행료 수입 및 영업비용을 1

년 단위로 산출하여 영업의 채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⑧ 통행료 징수체계에 대하여 경제적, 재무적 측면과 이용객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3) 노선계획 (노선대결정, 개략노선결정)

① 1/25,000～1/50,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후보노선대를 설정하고 노선대별로 검토한

후 최적노선대를 선정한다.

②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개략노선을 선정한다.

③ 인터체인지 등의 출입시설 위치(지명, 개략위치) 및 연결도로와의 접속을 검토한

다.

④ 대상도로의 규모(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

설 위치)를 결정한다.

⑤ 터널, 장대교량 등 주요 구조물 및 휴게소, 버스정류장 등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

략적인 위치를 구상한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 검토) 여부 검토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9,2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5) 설계기준

① 도로의 종류, 교량의 등급과 터널의 종류 등을 규정한다.

② 설계속도 및 폭원구성을 제시한다.

③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제시한다.

④ 계획시설물 설계에 적용할 홍수재현 빈도에 따른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등을

제시한다.

※ 중․소교량(하천폭 50m 이하)은 50년 이상, 장대교(하천폭 50m 이상)는 100년 이

상, 한강을 비롯한 주요하천 및 그 지천상의 교량은 200년 이상의 홍수재현빈도

를 적용한다. 특히 홍수 피해가 있는 지역은 홍수재현빈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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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천설계기준, 국토교통부)

⑤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제시한다.

4) 설계업무

타당성조사 단계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원칙적으로 노선대 설계에 사용되

는 지형도의 축척은 1/25,000～1/50,000으로 하며, 개략노선의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선설계

① 노선대 설계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후보노선대의 설계를 수행하고 최적노선대

를 결정한다.

② 개략노선 설계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

요 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

(2) 구조물 설계

① 구조물 계획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

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②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한다.

③ 도로, 철도, 선박 등의 통과와 계획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

고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3) 개략설계도

① 노선도에는 최적 노선대 해당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요인 및 각종 관련계

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

야 한다.

② 개략노선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구분

① 보 고 서

② 보고서 별책부록 (교통 및 경제성 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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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도면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내용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a.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치도 (전 노선을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f. 조 사

a) 관련계획조사

b) 현지조사 및 답사

c)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d) 수리, 수문조사

e) 기상, 해상조사

f) 선박운항조사

g) 환경영향조사

g. 계 획

a) 교통분석

b) 경제성 및 재무분석

h. 노선대 검토

a)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 평가

b)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c)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i. 기본계획수립

a) 공사수행계획

b)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c) 개별공사별 투자우선 순위(필요시)

d)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e) 시설물유지관리계획

f) 환경보전계획 (사전환경성검토 포함)

g) 기대효과 및 기타

j. 결론 및 종합

k. 부록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l.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 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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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a. 교통분석

a) 조사표 양식, 교통지역 분석

b) 교통조사 (O/D조사 포함)

c) 장래 교통량 (출입시설 포함)

b. 경제성 및 재무 분석

a) 대안별 경제성 분석

b)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c)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d) 최적안의 최적투자시기 분석

c.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 산출서

a) 추정수량산출서

b) 추정공사비산출서

③ 설계도면

a. 목차

b. 위치도 (전 노선을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c. 노선도

a) 후보노선대

b) 최적노선대

d. 노선 종․평면도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보 고 서

a. 각종 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b.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c. 타당성조사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의 인

적사항과 참여 범위를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

호화 처리한다.

d.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 기술공모(일괄,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점을 검토․분석하여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다.

②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107 -

c. CD의 파일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50부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50부

․설계도면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② CD 작성기준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

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

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분류하여 수록할

수 있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

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1.4 기본설계

1) 업무의 범위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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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조사 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5)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6)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7)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의 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공사비 등 경제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11) 측량 및 지반․지질․기상․기후 조사

(12) 주요 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3) 설계도서 및 개략 공사시방서 작성

(14)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5)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6)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조사 업무

(1)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현황 및 문화재를 조사․확인한다.

②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

료를 작성한다.

(2) 수리, 수문조사

①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②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

을 조사한다.

③ 계획지역 인근의 배수로 및 용수로를 조사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⑤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

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⑥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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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 량

①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축척 1:1,2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을 수행한다.

③ 중심선 측량시 측점은 평지부, 구릉지, 산지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40～

100m 간격으로 실시한다.

④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⑤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공인기관의

보정․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⑥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

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4) 지질 및 지반조사

① 지반조사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2006.9),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노선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surveycp.seoul.go.kr)」과 기 제작된 지질도, 지표지질조사를 이용하여 확인․파

악한다.

③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지표지질 조사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a. 표층지반

b. 암 질

c. 지질구조

d. 암반거동

e. 지표수 및 지하수

⑤ 지반조사의 범위 및 내용은 조사착수 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야 하며, 주요 구조물인 터널 및 100m 이상 교량은 2차로 기준으로 각 구

조물당 3개소 이상, 연약지반은 100m당 20m 이상, 대절토부는 각 구간당 1개소

이상의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구조물 및 토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 계획 및 형식을 고려하여 조사위치, 조사방법 등을 선정하며, 교각기초 등

과 같은 주요 기초지반의 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

다.

⑦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 지지층 이상(말뚝 등의 깊은기초를 시공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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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풍화암 7m 이상, 연․경암 1m 이상을 확인)이 되도록 하며, 석회암 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 하여 조사하도

록 한다.

⑧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시험을 한

다.

⑨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조사범위, 방법, 위치, 수량 등을 기재한다.

⑩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

여야 한다.

⑪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5)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①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한다.

② 지장물조사

사업노선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철탑, 고압전기선로,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관정에 대한 사항 등

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계획시설물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한다.

④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가급적 우회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계획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계획도로의 시공으로 구조적 변형, 손상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을 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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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시 지하매설물 확인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 철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

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

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

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 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

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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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선정

① 최적노선결정

a. 타당성조사에서 결정된 최적노선대 안에서 각 비교노선의 경제성, 시공성, 환경

성 등을 평가하여 최적노선(축척 1:1,200 지도 사용)을 선정한다.

b. 실시설계에서 노선이 변경되지 않도록 관련계획 및 민원사항, 지장물 등을 충

분히 조사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c. 행정절차법에 의거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한다.

② 노선결정

노선계획시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식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a. 도로표준단면 결정

a) 단위 차선폭을 검토․계획한다.

b) 차로, 보도, 중앙분리대, 측대 등의 폭원을 검토․계획한다.

b. 선형계획

a) 설계속도에 따른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b) 주위의 지형, 경관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선형을 계획한다.

c) 평면 및 종단선형이 잘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d) 전․후 선형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경사와 작은 곡선반경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e)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f) 홍수위의 상승,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 항로 등)에 따른 적정 형하고를 검

토하여 계획한다.

③ 출입시설

a. 계획시설물에서의 진출입시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

다.

b. 진․출입부,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상에 필요한 가․감속 차로, 오르막 차로 등

을 검토․계획한다.

c. 최대 교통량 발생시(Peak Time)에 교통혼잡이 최소가 되도록 검토․계획한다.

d. 최적 대안노선에 대하여 도로, 철도 등과 교차되는 것의 입체교차 시설의 위치

선정 및 형식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도록 한다.

(3) 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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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적 시 주관부서

환경영향

평가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 환경영향평가법

∙ 환경영향평가 조례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 분 목 적 시 주관부서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교통정책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 위원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 자연재해대책법

∙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조례

하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4) 수리․수문검토

① 조사업무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

토한다.

②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

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③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5) 주요 구조물계획

① 교 량

a. 교량형식

교량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지간, 상부구조,

하부구조 형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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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공사비, 유지관리, 내구년수 등의 적정성)

- 시공성 (작업공간확보 및 민원최소화 등)

- 기능성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고 형하공간 확보 등)

- 안전성

- 미관성

- 유지관리

a) 지간구성

(a)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b)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

을 계획한다.

(c)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

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d)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들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

을 계획한다.

(e)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f)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b) 상부구조형식

(a)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b)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가능한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c)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d)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e)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c)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a) 상부구조 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

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b)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c)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d)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e)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

조형식을 계획한다.

(f) 홍수 또는 파장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

한다.

(g)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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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법

a)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

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

획한다.

b)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c)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는 공법을 검토

한다.

② 터 널

개략적인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굴착공법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장․단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a. 경제성

b. 시공성

c. 안전성

d. 미관성

e. 유지관리

③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

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6) 신기술의 도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

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

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

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②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

야 한다.

(7)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① 공구분할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

건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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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

한 각종 설계기준 조건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③ 상기 기본계획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8) 의견 청취

①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 업무

(1) 선형 설계

① 노선검토에서 이루어진 최적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설계한다.

②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며 가

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

다.

⑤ 선형설계시 측점은 40～100m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200m 까지 확대할

수 있다.

(2) 토공 설계

① 절토 및 성토부의 기울기는 지반조사 결과 사면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은 사

면안정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②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책 및 보강방법을 강구

한다.

(3) 포장공 설계

①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포장공법

및 개략적인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② 포장공법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공법 및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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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개략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무근 콘크리트 포장(J.C.P)과 연속 철근 콘크리트 포장

(C.R.C.P) 등을 비교․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④ 포장층의 포장두께와 동결심도 등의 계산은 대표적인 지역 및 지반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사업노선의 연장이 긴 경우는 구간을 구분하여 포장구조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보도공사는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2013년 3월, 서울특별시)에 따라 설계한

다.

(4) 배수 설계

①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인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②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③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

야 한다. (건설공사설계도서작성기준, 국토교통부)

④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

영되도록 한다

⑤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⑥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

록 한다.

⑦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⑧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

용한다.

⑨ 강우의 시간 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

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 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

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 시에

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⑦ 항에서 제시한 강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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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

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⑩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⑪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

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5)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① 출입시설

a. 출입시설의 위치, 형식, 연결로의 차로수 등을 확정하고 기본적인 평면 및 종단

선형을 계획한다.

b. 출입시설은 장래 확장성을 고려한 연결도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검토되어야

한다.

c. 연결도로 접속부 처리방법은 연결도로의 성격, 교차점의 교통량, 접속지점의 지

형조건, 연결도로의 개량유무 및 건설비 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

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부대시설

a.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한다.

b.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제원, 구조, 기본선형 등을 설계한다.

c.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검

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교량설계

① 설계기준

a. 설계속도, 소요 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등을 결정한다.

b.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을 규정한다.

c. 재현빈도에 따른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결정한다.

d.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하중의 종류, 크기 등을 규정한다. 특히 도로교량으로서

의 통상적인 하중 외 부가적인 하중(상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케이블 등)과 계

획지역 위치에 따른 하중(설하중, 풍하중 등)등을 규정한다.

e.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사용재료의 종류 및 특성(재질, 강도) 등을 규정한다.

f.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편람 등을 규정한다.



- 119 -

② 교량설계

a. 조사 및 계획업무 결과로 주요 교량의 형식을 비교․검토하여 최적 형식을 결

정한다. 이때 구조형식에 따라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

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b. 주요 구조물들에 대한 단면을 가정하고, 관련 설계기준 등에 규정된 해석방법

으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c. 최대 단면력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중조합은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재하 위치

를 정한다.

d.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 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e. 시공방법 및 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되 교량의 각 형식에 대한 대

표적인 교량에 대해 수행한다.

f. 산출된 최대 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안정성을

관련 시방서에 근거하여 검토․확인한다.

g. 사장교, 현수교와 같은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따른 동적 하중에 대한 구조물

안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h.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i. 개략 구조계산에 따른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도 및 표준구조상세도를 작성한

다.

(7) 터널설계

① 설계 조건

a. 계획시설물의 노선, 연장, 폭원 등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b.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며, 특히 통상적

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가스관 및 기타)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c. 계획지역의 교통혼잡도, 지형, 주변현황, 계획도로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차량

및 유량의 설계속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d.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

한다.

e.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f.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기준을 작성하도록 기재한다. (실시설계 별도 발주시)

g. 지반의 피압수 및 지하수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② 지반조사 결과의 평가

a. 터널설계시 지반조사, 시추보링 및 제반시험 결과에 대해 반드시 정량적인 평

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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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반조사 결과의 평가는 심도별 지반특성이 정확히 파악되도록 하되, 원위치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시험 및 실내역학시험이 병행되어야

한다.

c. 시험수량 및 종목은 한국지반공학회 발행 관련도서(터널)에 따른다.

d. 터널에 대한 구조해석시에는 지반조사로부터 평가된 정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노선설계

a. 터널 노선은 가능한 한 지반조건이 양호한 곳을 통과하도록 한다.

b. 터널의 평면선형은 가능한 한 직선으로 계획하되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c. 전, 후 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경사와 작은 반경의 곡선은 가능한 피하여

설계한다.

d. 터널의 갱구위치는 지형 및 토지 이용현황, 지반조건, 토피 등을 감안해서 시공

성을 우선하여 결정하며, 편압 및 사면안정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선정한다.

e. 2개 이상 병렬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터널단면 및 지반특성을 감안하여 터널 상

호 위치 및 굴착순서를 설계한다.

④ 내공단면계획

a. 실측 횡단도면상에 측량 및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암선에 따른 내공 단면

을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b. 도로터널의 내공단면은 터널목적 및 기능에 따라 소요 시설한계와 선형조건에

따른 확폭량, 터널내 제반설비의 시설공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폭 등을 고

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c. 터널의 내공단면 계획시에는 지형 및 지반조건, 토피정도에 따라 소단면의 2개

이상 병렬터널이나 대단면의 1개 터널로의 채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정성

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d. 터널의 굴착단면 계획시에는 지보재의 총 두께와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 허용편

차 등을 고려하되,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 동일 작업구간 내의 터널내공 단면은 가급적 동일한 규격 및 형상으로 표준화

하여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방수 및 배수계획

a. 방수방식은 현장의 지하수 상태와 터널형상 및 규모 등 제반조건을 감안하여 공사

의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b. 비배수방식의 터널에 대해서는 터널시공 특성에 부합되는 방수공법 및 방수재

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수압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계획

하여야 한다.

c. 배수형 방수방식의 터널에는 원활한 배수계통과 배수단면을 확보하도록 하며 유지

관리상 배수계통의 기능확인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공법계획

a. 굴착 및 지보공법은 지반조건,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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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성, 안전성,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b. 터널의 단면크기, 암반의 상태, 막장의 자립성, 지반지지력 및 지표면 침하 허

용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굴착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c. 지반조건 및 구조물의 영향을 감안하여 지보방법을 선정하도록 한다.

⑦ 부대시설계획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및 조명, 비상용시설 등의 부대시설은 시공성, 유지

관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⑧ 기 타

a. 환기방식 검토

b. 방재계획 검토

c. 유지관리시설 검토

d.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검토

e. 재방송장치 설치 검토

(8) 보도(인도) 설계

① 보도(인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

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

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a.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b.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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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⑤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8) 기본수량 및 기본공사비 산출

①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은 구조물별 또는 시설물별의 표준단면에서 산출되는 주

요재료의 수량을 기준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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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5) 성과품 작성

(1) 기본설계 성과품의 구분

① 기본설계보고서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지반조사 보고서

④ 기본설계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

⑤ 기본설계도면

(2) 기본설계 성과품의 내용

① 설계보고서

a.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치도 (노선을 한 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축척)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공사개요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f. 조 사

a) 현지조사 및 답사

b) 수리, 수문조사

c) 환경영향조사

d) 측 량

e) 지질 및 지반조사

f)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g)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h) 기 타

g. 계 획

a) 전 단계 성과검토

b) 교통분석 및 평가

c) 환경영향 평가

d) 노선계획

e) 수리, 수문검토

f) 구조물계획

g) 설계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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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관계기관 협의

i) 기 타

h. 기본설계 (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

대시설, 기타)

i. 기본사업비

j. 부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설계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결과,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

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

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주요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

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주요 구조계산 (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

토, 안정검토)

b. 주요 수리계산서

a) 유 역 도

b) 수리계산 (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상수, 유역면적, 계수결정, 유량검토 등)

③ 지반조사 보고서

a.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b. 주요 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

a) 조사방법

b) 조사위치 선정

c) 조사결과 분석

c. 주요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역학시험, 골

재시험)

d. 성과분석

a)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b) 교량기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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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면안정 검토

d)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e. 부 록

a) 지질분포 현황도

b) 토질조사 위치도

c) 재료원 현황도

d) 지층단면도

e)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f) 핸드오거(Hand Auger) 보링 주상도

g) 실내시험 성과표

h)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석산 골재)

④ 기본설계예산서

a. 기본설계내역서

b. 기본단가산출서

c. 기본수량산출서

a) 수량집계표

b) 공종별 수량산출서

⑤ 기본설계도면

a. 목 차

b. 위치도 (전 노선을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c. 공사개요 및 특기사항

d. 일반도

e. 노선 종․평면도

f. 토공 주요 횡단면도

g. 주요 구조물 일반도

h.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i. 주요 시설계획도 (형식, 규모)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설계보고서

a.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b. 토질조사는 설계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설계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c. 토질조사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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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층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

(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등을 수

록하여야 한다.

d. 설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e.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

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c.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

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d.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

어야 한다. (B.M.D, S.F.D 등)

e.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

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

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f.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

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g.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

록 한다.

h.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i.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을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

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③ 기본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b.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

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d.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다.

e.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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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④ 기본설계도면

a. 설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야 한다.

b.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c. 설계도면 우측상단에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d.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구조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 등과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

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f.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

다.

g.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따라 작성한다.

h.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

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i.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⑤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성과품 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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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0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0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설계도면 10부

② 기본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2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5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5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5부

․기본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③ CD 작성기준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

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

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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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

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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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실시설계

1) 업무의 범위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②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③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④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⑤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⑥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⑦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⑧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⑨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⑩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2) 또, 기본설계에서 확정해야 할 요건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사 업무

(1)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를 통해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정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하천, 수문 등

의 자연현황, 용․배수, 주변도로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 등을 상세히 파악․확

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 또는 Video를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

획시 참조하도록 하되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측 량

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거 시

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

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측량작업 계획서를 작성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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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측량범위

b. 작업계획서 (외업, 내업)

c. 인원편성 및 주요 작업기기, 측량 실시 시기

d. 특기사항

e.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④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

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⑤ 각종 기준점은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

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⑥ 현황측량도의 작성범위는 대상 노선의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50m 이상으로 하며

각종 기준서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⑦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

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⑧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⑨ 현황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종단측량은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

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⑫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폭의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며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한다.

⑬ 절토고 및 성토고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곳,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⑭ 한강횡단구간의 경우 수심측량의 측선간격(피치)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25m 로

하며, 하저의 굴곡 등 변화가 심한 곳에는 중간측점을 두어 정확한 자료를 얻어

야 한다.

(3) 지질 및 지반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시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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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 착수 전에 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협의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아

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조사개요

b. 조사위치도

c. 조사의 순서 및 방법 (계획 및 공정표, 시험방법 등 포함)

d. 조사 조직표 및 주요장비․기기

e. 가설비 계획

f.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③ 지반조사는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surveycp.seoul.go.kr),

국토교통부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www.geoinfo.or.kr)을 활용하고 조사결

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④ 지반조사결과를 아래 목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착오가 없도록 정밀한 조사 및 분

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a. 노선의 적합성 결정

b. 구조물의 안정성 및 기초형식 검토

c. 노면 배수조건 및 지하수 상태 검토

d. 토질 및 지반의 특성 분석

⑤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 지침

서(국토교통부&노동부, 2009.3)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수상구간 시추시에는 수상안전에 필요한 시설 및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

관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 교통안전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 도

로관리자 및 발주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⑦ 전 단계에서 기 수행된 성과와 주변의 각종 건설공사 계획․설계시 조사된 지반

조사 및 분석 성과 등을 최대한 수집,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활용한다.

⑧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 지표관찰과 기존의 지질도 및 지형도를 이용하여 계획지

역 일대의 다음과 같은 지반특성을 파악한다.

a. 기반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b.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c. 계획지역 주변의 자연사면의 안정성

d.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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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반의 특수성, 자연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f. 구 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g. 기타 과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상태

⑨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시추전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

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⑩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⑪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수량, 조사위

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⑫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

다. 특히,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

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 시행되는 구간은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 지지층 이상(말뚝 등 깊은기초를 시공할 경우에는

풍화암 7m 이상, 연․경암층 1m 이상 확인)되도록 하되 예상되는 기초형식 등을

고려하여 증감시키며 자연시료 채취, 코어채취 및 시추공내 수위측정 시험을 하

여야 한다. 특히 석회암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

를 충분히 깊게 조사하여야 한다.

⑭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

를 사용하고 시추 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⑮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 비트를 사용하고 Double Core Barrel을 사

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암층별로 구분․기록․유지하여야 한

다.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

어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어배럴이나 D-3 코어배럴을 이용하여 시추한

다.

(4)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①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지상시설물은 현장조사 및 해당기관이 작성한 도

면․자료를 조사하여 저촉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조사하고, 저촉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탐사장비를 사용하여 위치와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②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

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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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

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용역 시 지하매설물 확인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 철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

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5) 용지조사

①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누락됨이 없이 정확히 조사하고, 해당 토지

및 지장물(가옥 등)별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지장물에 대하여 도면 및 조서를 등기부 등본, 토

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④ 민원발생 예정지역 및 협의사항을 조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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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①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

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

아 변경하도록 한다.

② 교통량 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2) 노선계획

①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행의 쾌적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②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화는 물론 계획구조물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위치․규

모․형식과의 연계성 및 지하매설물 등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도로구조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하천통과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하천법 기준에 적합

하도록 도로종단을 결정하여야 하며 하천의 수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출입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a. 계획시설물에서의 진․출입시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

다.

b. 진․출입부, 타도로와의 연결도로상에 필요한 가․감속 차로, 오르막 차로 등을

검토․계획한다.

c. 최대 교통량 발생시(Peak Time)에 교통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계획한다.

d. 주차장 등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위치, 규모, 형식을 비교하여 최적노선에 부합

되게 설계한다.

(3) 구조물계획

① 교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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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량형식

교량형식은 기본설계의 검토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a) 지간구성

(a)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b)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

을 계획한다.

(c)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

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d)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들이 갖는 적정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e)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f)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b) 상부구조형식

(a)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b)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c)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형하고를 유지 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d)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e)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f)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

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c)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a)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b)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c)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d) 하부구조는 하천 및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e)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

조형식을 계획한다.

(f)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

한다.

(g)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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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법

a)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

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

획한다.

b)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c) 하천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터 널

굴착공법을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도록 한다. 굴착공법

의 선정은 유사현장 지반조건 및 인접지형, 지질상태를 파악하여 비교․검토하여

야 하며, 다음 사항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경제성

b. 시공성

c. 안전성

d. 미관성

e. 유지관리

③ 비교안은 복수 이상으로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구조물 및 도로시설물 계획시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사

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4) 표토보존계획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표토보존계획이 필요한 경우

제반 건설공사의 토공 시행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

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5) 지장수목 조사 및 이식계획

① 사업부지내의 기존 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화, 환경

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지장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③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생육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

여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⑤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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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①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기 계획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수행한다.

(7) 의견 청취

①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업무

(1) 설계 조건

①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설계기준 등을 기재한다.

② 전 단계 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

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③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④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⑤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⑥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⑦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케이블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⑧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⑨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⑩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⑪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 하중에 대

해 기재한다.

⑫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⑬ 구조해석(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

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선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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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축척 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

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②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존 도로시설물의 위치, 규모, 형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④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기준에 의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

다.

(3) 토공 설계

①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

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②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토적 산출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

을 산출한다.

④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

화암 등으로 구분하며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⑤ 토공은 모든 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적의 계획을 하도록 한다.

⑥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조사, 시험결과를 면밀히 분석

하여 처리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⑦ 연약지반 처리과정 및 완료 후 개량확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계측관리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한다.

⑧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절취면의 절리방향․절리간

격․충진물을 파악하여 안정성검토를 실시하고, 미관이 고려된 사면보호 및 대책

공법을 설계에 반영한다.

⑨ 절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⑩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

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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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

련법령에서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내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

템 및 기록관리방안을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⑫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

다.

(4) 용․배수공 설계

①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인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②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③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

야 한다.

④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

영되도록 한다

⑤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⑥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

록 한다.

⑦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⑧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

용한다.

⑨ 강우의 시간 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

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 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

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 시에

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⑦ 항에서 제시한 강우 강도

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

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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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⑪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

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5) 일반구조물 설계

①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

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포장공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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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

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③ 포장설계는 AASHTO 설계법에 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TA법, P.C.A.법을 사

용하도록 한다.

④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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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도록 한다.

⑥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

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완전방지법, 노상동결관입허용법, 감소노상강도법에 의한

계산결과를 비교․검토한 후 채택하여야 한다.

⑦ 소성변형 등을 고려한 적정포장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⑧ 보도공사는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2013년 3월, 서울특별시)에 따라 설계한

다.

⑨ 도로포장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라 도로포공사 실명판이 설치되도록 한다.

(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① 출입시설

a.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b.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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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d.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

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e.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을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

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

f.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② 부대시설

a.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

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b.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c.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

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d.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e.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f.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

토교통부 예규 제69, 2014.2.14)과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2011. 12)을 참

조하여 설계한다.

g.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

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참조하

여 설계한다.

h.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검토하여 선정한다.

i. 방음․방진시설은 소음 및 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j. 가로등은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과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2011년)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k.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주)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l. 가로등 점멸방식은 무선원격조정방식으로 하고 격등점멸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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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량설계

① 설계기준

기본 설계용역의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하고 상세설계를

한다.

a. 소요 차로, 폭원구성, 구조물연장

b. 구조물 설계방법과 내진설계 등급

c.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d. 주요 하중의 종류, 크기 및 부가하중의 종류, 크기

e. 사용재료의 종류, 재질, 강도 등

f. 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 및 시방서, 지침, 편람, 기타 설계 기준서를 규정

② 공법검토

a. 계획시설물의 규모, 구조물 형식,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 가능장비의 능력

및 수효, 가설제작장 설치가능 여부, 공사 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계획한다.

b. 주변시설 및 인근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흐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c. 하천공사시 토사유출 등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③ 구조설계

a. 조사 및 계획결과 선정된 최적안의 구조형식에 따라 각 구조물의 상부구조, 하

부구조, 기초구조의 단면을 설정하고,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성, 내구성 등을

검토하고 상세히 설계한다.

b. 관련 시방서 및 규정, 지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c. 구조물의 각 단면을 상세히 산정하고, 관련 시방서 등에서 규정된 해석방법으

로 모델링하며, 구조계산에 필요한 단면계수를 산출한다.

d. 주요 하중 및 부가하중을 선정하여 조합하고 최대 단면력(또는 최소단면력)이

산출되도록 하중재하 위치를 정한다.

e. 지진력 계산은 구조물의 형식․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산방법을 정한다.

f. 설계방법에 따른 하중계수, 강도감소계수 등을 적용한다.

g. 시공방법 및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h. 산출된 최대단면력(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모멘트)에 대한 안정성, 내구

성, 사용성 등을 검토, 확인한다.

i. 상부구조의 처짐, 하부구조의 전도 및 활동, 기초구조의 지지력, 변위 등을 검토

한다.

j. 구조물의 국부에 작용하는 하중 및 단면력을 산정하고 안정성 등을 확인한다.

k. 사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은 풍하중 등에 의한 동적하중에 대한 안정성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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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풍동실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완공 후는 물론 가설 중에도 풍하중에 의한

동적거동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내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l. 강도설계 및 피로설계에 따른 상세사항을 관련 시방서에 따라 설계한다.

m. 하중 집중부에 대한 상세사항을 관련 시방서에 따라 설계한다.

n. 교좌받침부와 상하구조물 연결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o. 온도변화에 따른 구조물의 변위 및 구조물 단면력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

다.

p. 상부구조의 계산에 따라 구조물 각 부위의 단면력 계산결과와 관련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구조상세도를 작성한다.

q. 구조계산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반드시 검증된 것을 사용한다.

r. 구조계산에 필요한 가시설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s. 특수교량이나 특수공법에 의해 시공되는 교량은 시공계획에 의거 가설단계별

응력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t. 사장교, 현수교 등의 케이블 정착부는 응력집중 등에 의한 국부적인 손상이 발

생되지 않도록 상세검토를 수행하여 구조계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u. 아치교의 경우 활하중에 의해 생기는 골조선의 변위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경

우에는 그 영향을 구조해석시 고려하여야 하며, 아치로서 면내․외의 전체좌굴

이 생기지 않도록 부재단면을 선정해야 한다.

v.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는 강교 또는 특수구조교량

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부재에 대한 붕괴관리계획서(Fracture Plan)

을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④ 교면포장설계

a. 교량 상부구조 및 형식을 고려하여 적정한 포장방법을 검토한다.

b. 소음․진동과 승차감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c. 추정 교통량․기후 등을 기초로 설계한다.

d. 교면포장은 차량하중에 의한 충격과 빗물 등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교면 구

조물이 보호될 수 있게 설계한다.

e. 교면 구조물과 부착성이 좋고 반복되는 휨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게 마모 및

방수층을 설계한다.

f. 도로와의 연결부, 갓길 등의 포장은 차량, 폭우 등으로 세굴 및 파손이 되지 않

도록 설계한다.

g. 소성변형 등을 고려한 적정 포장공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h. 포장재료 포설시의 온도 등 기타 유의할 사항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고, 필요

시 FEM 해석을 수행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부대시설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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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로등은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과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및 관리에 관

한 규정(서울특별시 훈령, 2011년)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b. 관련규정에 따른 항로표시등을 설치하여 선박의 운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c.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주)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d. 가로등 점멸방식은 무선원격조정방식으로 하고 격등점멸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다.

e. 선박의 충돌시 하부구조를 보호하기 위한 방충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f. 난간, 방호책, 중앙분리대, 경계석 등의 크기, 재질 등을 검토하여 도로의 안전

기능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g.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크기, 재료 등을 계획한다.

h.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 시설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a) 점검통로 및 교각안전난간

b) 조명 및 환기시설

c) 계측기기

(9) 터널설계

① 설계조건

a. 계획시설물의 노선, 연장, 폭원 등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b. 계획지역의 교통혼잡도, 지형, 주변현황, 계획도로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차량

의 설계속도를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한다.

c.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는 반

드시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

다.

d. 내진설계를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e. 지반의 피압수 및 지하수에 대한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f.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

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지반조사 평가

a. 터널설계시 역학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지반조사 결과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b. 지반평가는 심도별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하여, 현위치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시험 및 실내역학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c. 시험수량 및 종목은 한국지반공학회 발행 관련도서(터널)에 따른다.

d. 각종 계산시 평가된 정수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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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수 및 배수설계

a. 방수방식에는 배수형 방수방식과 비배수방식으로 구분된다.

b. 방수방식은 현장상황과 터널형상 및 규모 등의 터널조건을 감안하여 공사의 시

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c. 비배수방식의 터널에는 터널시공 특성에 부합되는 방수공법 및 방수재료를 선

정하여야 하며 수압에 충분히 지지할 수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을 계획하여야

한다.

d. 배수형 방수방식의 터널에는 원활한 배수계통과 배수단면을 확보하며 유지관리

상 배수계통의 기능 확인과 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공법선정

a. 적정공법은 지반조건, 지하수위, 인접구조물 및 매설물, 공사별 기간, 시공성,

안전성,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b. 터널의 단면크기, 막장의 자립성, 지반지지력 및 지표면 허용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굴착방법을 결정하도록 한다.

c. 버력 처리 방법 및 운반, 배출방법을 계획한다.

d. 발파패턴 및 방법을 선정한다.

⑤ 내공단면의 결정

a. 실측 횡단도면상에 측량 및 지반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암선에 따른 내공 단면

을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b. 도로터널의 내공단면은 터널목적 및 기능에 따라 소요 시설한계와 선형조건에

따른 확폭량, 터널내 제반설비의 시설공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폭 등을 고

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c. 터널의 내공단면 계획시에는 지형 및 지반조건, 토피정도에 따라 소단면의 2개

이상 병렬터널이나 대단면의 1개 터널로의 채택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안정성

과 시공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d. 터널의 굴착단면계획은 지보재의 총 두께와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 허용편차

등을 고려하되,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e. 동일 작업구간내의 터널내공 단면은 가급적 동일한 규격 및 형상으로 표준화하

여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f. 시공허용 편차는 지반조건 및 터널단면 형상에 따른 지반의 최종 허용변위량과

굴착공, 지보공 및 콘크리트 라이닝의 시공오차와 뿜어붙임콘크리트(Shotcrete)

의 표면 및 록볼트(Rock-Bolt)의 두부처리에 필요한 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

다.

⑥ 지보공 설계

a. 현장지형, 지질, 지반의 역학적 특성, 토피의 대소, 용수의 유무, 굴착단면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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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지표침하의 제약, 시공법 등 제반설계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한

다.

b. 지보재의 종류는 지반조건 시공법에 따라 그 형식을 구분하여 선정하며, 주지

보로 안정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공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⑦ 콘크리트 라이닝 설계

a. 사용목적 및 조건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b. 콘크리트 라이닝 형상은 소정의 내공단면을 유지하여 구조적으로 유리한 단면

이 되도록 한다.

c. 설계 두께는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단면의 크기와 형상, 원지반특성, 작용하중,

재료,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d. 균열대책이 강구되도록 한다.

⑧ 터널단면해석

a. 터널해석은 횡방향 해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횡방향 및 종방향에 대해 동

시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여 해석하도록 한다.

b. 지반조사 평가 및 설계기준에 따라 해석단면의 지반특성치와 지보재의 물성치

를 설정하도록 한다.

c. 터널수치해석 기법을 분류하여 적용 가능한 기법을 선별토록 한다.

⑨ 절취사면 설계

a. 갱구의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

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b. 암반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속도 등을 감안하여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c.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 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d. 지반정수는 실내 및 현장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하도록 하며 부득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시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추정한 결과를 적용하도록 한다.

e.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

에 반영하도록 하며, 시험치의 차이가 많은 경우 유사현장시험 결과치와 비

교․분석하여 사용한다.

f. 암반의 특성(절리, 경사각, 강도)을 고려하여 대절취사면의 안정성 검토를 실시

하도록 한다,

⑩ 가시설 설계

a. 가시설은 수직환기구나 작업구 설치를 위해 계획하여야 한다.

b. 작업구는 설치목적, 기능에 따른 공사설비, 터널본체와의 연결성, 시공장비투입

원활성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c. 부대시설은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 등과 조명, 비상용시설 등이 조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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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성, 유지관리성이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검토, 계획되어야 한다.

d. 가시설은 지반조건, 인접구조물,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도

록 설계한다.

e. 흙막이공은 설치 및 해체조건을 반드시 구분하여 검토하도록 하며, 안정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⑪ 구조물공

a. 측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b. 구조물 설치상 부득이 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다.

⑫ 갱문설계

a. 단면의 크기, 입지조건, 원지반조건, 주변경관과의 조화, 차량주행에 주는 영향,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위치 및 형식 구조를 선정한다.

b. 갱문의 위치는 배후지형, 지질, 지내력, 비탈면의 안정, 근접구조물, 시공방법,

접속 토류벽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⑬ 환기계획

a. 환기방법은 교통량, 터널연장, 종단경사, 굴착단면 및 환경조건, 터널의 기능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b. 환기방식은 공사중 및 공사 후로 나누어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c. 장대터널의 환기방식은 국내외의 적용사례 및 설계기준 등을 토대로 환기계획

을 작성하도록 한다.

d. 환기시설은 화재발생시 배연시설로서 운용되기 때문에 환기방식 선정단계에서

비상시 안전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e.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비기(Stand-By)를 설치하도록 한다.

f. 여러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적절한 환기 방식에 대해서 공사비, 유지동력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을 비교하여 환기방식을 선정한다.

g. 주요설비의 수명을 감안하여 환기방식을 선정한다.

⑭ 부대시설 계획

a. 조명등은 터널조명기준 KS A 3703에 적합한 설계를 한다.

b.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주)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한다.

c.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한다.

d. 조명등의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전압강하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 소음 및 진동저감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발주기관과 협의)

f.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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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

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

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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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11)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
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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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
다.

(12) 신기술의 도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

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

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

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②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

야 한다.

(13) 계측계획 및 기타

①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

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②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③ 계측위치는 터널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

되도록 선정한다.

④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

록 조절한다.

⑤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⑥ 계측결과와 당초설계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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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측은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

을 검토하도록 한다.

⑧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⑨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5)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① 설계보고서

② 지반조사 보고서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④ 설계예산서

⑤ 설계도면

⑥ 공사시방서

⑦ 유지관리 지침서

⑧ 기 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① 설계보고서

a. 제 출 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 치 도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과업의 목적

f.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g. 조 사

a) 노선현황 및 측량

b) 지반 및 토질조사

c)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d) 수리․수문조사

e)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f)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h. 계 획

a) 전 단계 성과검토

b) 관련계획 검토

c) 노선계획

d) 구조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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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설계기준 및 기타

f) 관계기관 협의

g) 기 타

i.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가시설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j. 시공 및 유지관리시설계획

a) 예정공정표

b) 시공순서 및 공법

c) 공사 중 교통처리

d) 지장물 이설 및 보호공

e) 유지관리시설 등

k. 사업비 분석

a) 공사개요

b) 공사비산출

c) 사업비 분석

d)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l. 부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설계심의․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반

영내용,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민원 추진사항,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

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

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m.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조)

② 지반조사 보고서

a.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조사개요 (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d. 조사내용

a) 조사위치 선정

b) 조사방법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c)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e. 조사결과

a) 지형 및 지질

b) 시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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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현장시험 결과

d) 물리탐사 결과

e) 실내시험 결과

f. 성과분석

a)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b) 교량기초 검토

c) 사면안정 검토

d)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g. 부 록

a)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b) 주상도 (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

c) 시험성과 (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d)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

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사용성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및 안정

성 검토)

e) 내진설계

f) 가 시 설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

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기타)

b. 수리계산서

a)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

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b)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

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

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c)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

와 해석 또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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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계예산서

a. 설계설명서

a) 공사목적

b) 공사개요

c) 위 치

d) 기 간

e) 규 모

f) 공사수량

g) 관급자재

h) 예정공정표

i) 기 타

b.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

위대가 등)

c. 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d. 수량산출서

a) 총괄 자재집계표

b) 총괄 수량집계표

c) 공종별 수량집계표

d) 공종별 자재집계표

e)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f)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g) 기 타

⑤ 설계도면

a. 목 차

b. 위치도

c. 종․평면도

d. 일반도

e. 토공 횡단면도

f. 배수계획도

g.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h. 포장계획도

i. 교통처리계획도

j. 구조물 제원 및 특기사항

k. 구조일반도

l. 구조배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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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구조상세도

n. 부대시설도 (출입시설,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교통관리시설, 조경시설, 방음

벽, 유토곡선도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 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

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⑥ 공사시방서

a. 총 칙

b. 측량 및 지반조사

c. 지반개량공사

d. 토공사

e. 말뚝공사

f. 콘크리트공사

g. 상하수도공사

h. 강구조물공사

i. 교량 가설 및 부대공

j. 도로 및 포장공사

k. 터널공사

l. 하천공사

m. 기타공사

n. 재료

⑦ 유지관리 지침서

a. 개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b. 구조계획도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c. 구조특성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부재 특징 및 붕괴유발부재)

d.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e. 점검요령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f. 보수방법

g. 계측관리계획 (필요시)

⑧ 기 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a. 지적도 및 용지도

b.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c. 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d. 인허가 서류 및 도서

e. 시추조사의 코어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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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설계보고서

a.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b.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설계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계보

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c. 설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d.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

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②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a.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

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

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및 대책, 예

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 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

성 여부, 허용 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b.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

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c.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

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d.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e.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

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

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f.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

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g.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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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h.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i.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j.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④ 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

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b.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d.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e.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f.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g.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

으로 적용한다.

h. 유류가는 해당 지역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다.

i.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

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j.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k.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l. 설계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d)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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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

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⑤ 수량산출서의 작성

a.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b.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c.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d.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

한다.

⑥ 설계도면

a. 설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야 한다.

b.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

여 표시하여야 한다,

c.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d.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구조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 등과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

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f.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g.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

다.

h.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

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i.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따라 작성한다.

j.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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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k.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⑦ 공사시방서

a. 공사시방서는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

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공사계약문서의 일

부분으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

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

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⑧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a.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

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

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b.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

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c.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

분을 기입한다.

d.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e.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⑨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a. 과업용지내 보상대상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b.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⑩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

지를 사용할 수 있다.

c.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서류를 작성 제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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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성과품 납품수량 - 필요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0부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실시설계도면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②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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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③ CD 작성기준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

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

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

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

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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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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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빗 물 펌 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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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 업무의 범위

(1) 타당성조사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에 대한

사업시기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여러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

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비용과 편익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업무이

며

(2)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사와 법규

검토를 통하여 공사내용 및 공사수행계획, 공사비(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및 재

원조달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토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며 기본설계용역의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조사업무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① 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방류수역의 댐개발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의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다.

② 본 과업에 관련되는 서울특별시 계획, 환경부 계획, 국토교통부 계획 등 각종 계

획이 있는지 조사한다.

(2)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 현황 조사

수전점에서 가까운 위치의 변전소 및 수전지역 송배전 현황을 조사한다.

② 토지이용 현황 조사

a. 처리구역내 토지용도 등을 조사한다.

b. 주거지역, 상업 및 공업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주변 개발상황 등을 도시기본계

획 자료 등을 통해 조사 기재한다.

c. 관할구역내 동, 구청 또는 타 시도에 걸쳐 배수구역이 분포되어 있는가 조사한

다.

d. 도시개발지 미개발지 또는 농경지 등 시가지화와 비시가지화 면적, 환경생태계보

호지구, 문화재지정지구, 수계하천, 하천정비 상태 등을 조사한다.

e. 하천정비가 20년, 50년, …… 100년 등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는 설계인가를 검토

하여 계획홍수량에 의한 홍수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f. 하수도시설이 합류식 관거, 분류식 관거인가 또는 고지배수로, 저지배수로 유역

인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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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맑

음, 비, 안개 등), 연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h. 집중호우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③ 수리, 수문조사

a. 홍수 강우에 의해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 강우를 기준으로 몇 년 빈도에 해당

되는가를 조사한다.

b. 홍수 강우시 방류하천의 수위를 조사한다.

c. 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리, 수문 영향을 분석하여 수문 및 배수계획을 설계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3) 유수지 검토

① 유수지 위치선정은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여 효율적 배수가 가능한 곳 중에서

경제적측면, 민원야기가 적은곳, 장래 계획과 관련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

정한다.

② 유수지 용량은 펌프시설 규모의 상관도, 수문분석에 의해 결정되므로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비와 펌프장 건설비용과의 경제적분석, 지역여건상 등에 따라 검토한

다.

(4)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 업무

(1) 배수 기본계획

① 홍수 강우에 의한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강우의 강우빈도, 홍수강우시 방류하천

의 수위 등 수립된 수문자료를 근거로 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중호우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기상청의 관측자료, 기존 하수

도 시설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을 하여야 한다.

③ 주위 빗물펌프장의 처리구역 및 용량 등을 검토하여 배수구역 및 용량결정에 참

고하여야 한다.

④ 한강계획 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이며 관로상 문제로 인하여 침수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일 경우 주변여건을 최대한 활용 자연유하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① 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방류수역의 Dam 개발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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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계획유무 및 상위계획과 본 과업의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계획, 환경부 계획, 국토교통부 계획 등 정부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조경계획

① 인근지역의 주거현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유수지 부지주변에 담장 또는 철망

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주위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유수지 및 펌프장의 식수 및 수종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수지 바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유

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펌프장위치 및 유․출입관로 계획

① 펌프장 위치는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우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될 수 있는 곳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유입된 우수를 최종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최적의 유입 및 방류관로 선형을 계획

한다.

③ 펌프장내 주요 구조물의 위치를 계획한다.

4) 설계업무

(1) 유수지 설계

① 유수지의 HWL은 주변의 최고 지반고보다 낮게 한다.

② 유수지의 LWL은 자연유하로 방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주위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의 복개여부를 검토한다.

(2) 펌프장 설계

① 우수배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

정한다.

② 자연방류관로와 펌프 토출관로를 각각 고려하여 설계한다.

5) 성과품 작성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구분

① 보 고 서

② 보고서 별책부록 (수문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 산출서)

③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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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내용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a.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치도 (유수지와 펌프장, 토출관로를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f. 조 사

a) 관련계획조사 및 검토(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정비계획, 댐개발계획, 하수도정

비계획 등)

b) 현지조사 및 답사(수전변전소 및 송배전현황조사, 토지이용현황조사, 수리,

수문조사)

g. 계획

a) 배수기본계획

b)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c) 조경계획

d) 펌프장 위치 및 유․출입관로 계획

h. 기본계획수립

a) 공사수행계획

b)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c) 개별공사별 투자우선 순위 (필요시)

d)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e) 시설물유지관리계획

f) 환경보전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반영)

g) 기대효과 및 기타

i. 결론 및 종합

j. 부록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호)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a. 수문분석

b.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 산출서

a) 추정수량산출서

b) 추정공사비산출서

③ 설계도면

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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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위치도 (펌프장과 유․출입관로를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c. 펌프장 및 유수지 일반도

d. 토출관로 종․평면도

(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보 고 서

a. 각종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b.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c. 타당성조사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의 인

적사항과 참여 범위를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

호화 처리한다.

d.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일괄,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점을 검토․분석하여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다.

②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

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c. CD의 파일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타당성조사 보고서 50부

․타당성조사 보고서 별책부록 50부

․설계도면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② CD 작성기준

a. 수록내용 및 작성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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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

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은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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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본설계

1) 업무의 범위

기본설계는 결정된 사업계획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

치 등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방침 등 공사계획의 제반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결

정하는 업무이다.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빗물펌프장 위치와 유․출입관로 노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환경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 후 구조물의 위치와

형식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업무

기본계획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하

며, 자료가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

재하도록 한다.

(1) 현지조사 및 답사

다음의 조사항목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기재한다.

① 직접조사

a. 측 량

b. 지장물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c. 지반조사

d. 수리, 수문조사 (유역 및 방류수역)

② 자료수집

a. 현황조사 (기상, 유역, 하수도 및 배수시설, 침수지역 등)

b. 용지조사

c.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정비계획, 댐개발계획, 하수

도정비계획 등)

d.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현황 조사

e. 토지이용 현황 조사

f. 기타조사

※ 자료수집 항목 중 자료수집만으로 부족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직접조사 항

목으로 포함시킬 수 있음.

(2) 현황조사

① 관할구역내 동, 구청 또는 타 시도에 걸쳐 배수구역이 분포되어 있는가 조사한다.

② 도시개발지 미개발지 또는 농경지 등 시가지화와 비시가지화 면적, 환경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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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문화재지정지구, 수계하천, 하천정비 상태 등을 조사한다.

③ 하수도시설이 합류식 관거, 분류식 관거인가 또는 고지배수로, 저지배수로 유역인

가를 조사한다.

④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맑음,

비, 안개 등) 연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⑤ 집중호우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3) 수리, 수문조사

① 홍수 강우에 의해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 강우를 기준으로 몇 년 빈도에 해당되

는가를 조사한다.

② 홍수 강우시 방류하천의 수위를 조사한다.

③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리, 수문 영향을 분석하여 수문 및 배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4) 환경영향조사

①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한다.

② 계획시설물이 계획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③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한다.

(5) 측 량

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행하

도록 기재한다.

②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기재한다.

③ 현황측량, 수준측량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측량의 종류와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④ 측량도작성 축척 및 각종 측점의 간격 등을 기재한다.

⑤ 성과품 (원도, 야장) 보관 및 제출방법에 대하여 기재한다.

(6) 지질 및 지반조사

① 조사계획서의 제출시기,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기재한다.

② 조사진척에 따라 발주기관(감독기관)에 보고할 사항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이 필

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③ 조사의 종류, 수량, 방법 등에 대해 기재한다.

④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 조사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여러가지 유의사항에 대한 현장관리지침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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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사결과에 따라 분석 검토된 사항 중 설계수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

여 기재한다.

⑥ 성과품의 보관, 작성,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⑦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

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지장물 조사 및 구조물 조사

계획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8)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

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

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0) 기 타

① 용지조사

a.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 기재한다.

b.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조사 기재한다.

②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a. 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방류수역의 댐개발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

획 등의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다.

b. 본 과업에 관련되는 서울특별시 계획, 환경부 계획, 국토교통부 계획 등 각종

계획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 현황 조사

수전점에서 가까운 위치의 변전소 및 수전지역 송배전 현황을 조사한다.

④ 토지이용 현황 조사

a. 처리구역내 토지용도 등을 조사한다.

b. 주거지역, 상업 및 공업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주변 개발상황 등을 도시기본계

획 자료 등을 통해 조사 기재한다.

3) 계획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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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

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영향평가 등

① 영향평가 등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 및 재해영향 분석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평가 및 분석을 말한다.

② 사업의 시행시 해당지역의 용도 및 건축면적 등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사업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각 영향평가의 업무범위, 의견수렴절차, 평가서의 검토 및 심의

에 관한 내용은 본 편람 제7장 “1. 도로건설”의 기본설계단계 영향평가업무를 참

고로 수행하도록 한다.

(3) 설계기준 설정

① 국내외의 기준 및 적용현황을 파악하여 설계예정지에 적합한 계획빈도를 설정하

여야 한다.

② 설계빈도는 한강본류로 배수하는 펌프장과 지류로 배출하는 펌프장을 고려하여 적용

한다.

③ 빗물펌프장에 최대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호우에 의한 유입량을 분석하고

대상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계획 시설에

대한 기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유출량 산정시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4) 침수방지 계획

① 계획처리구역내의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내수처리방식, 유수지 위치 및 면적, 유역내 저지대의 하수관거 통수능력, 인근지

역의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여 유수지 수위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최적 배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유수지 및 토출구는 경제성, 시공성, 수리학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방에 연한 유수지, 토출관로 등에 하천수위 상승에 의해 침윤선이 형성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처리구역내 소규모침수지역(저지대)에 대한 해소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

(5) 수리, 수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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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우량 분석에 따른 시설물의 용량 및 유수지 크기결정 및 유수지 계획수위를 결

정한다.

②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

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

출곡선지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

정한 유출계수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홍수강우시 방류하천의 수위를 감안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④ 수리·수문분석에 의해 배수계획을 결정한다.

⑤ 유수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펌프장만 설치하여 우수를 직유입시켜 배수시키

는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펌프가 연속 운전할 수 있는 흡수정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⑥ 방류 대상하천의 유역에 동일한 일정 규모의 강우에 대한 방류하천의 유출특성과

빗물펌프장 유역의 유출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최대방류 가능량 이상으로 자연방

류시설 규모를 계획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⑧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

용한다.

⑨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

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6) 배수계획 ⑥ 항에서 제시한 강

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6) 배수계획

① 하수관로를 통해 유입된 우수를 최종 하천에 방류하기 위한 것으로 오수, 우수관

이 분리되지 않은 합류식 관거의 경우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자연방류가 불가하거나 미흡할 시 자연방류 관거내 수문을

닫고 우수를 유입시켜 펌프로 하천에 강제 배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유수지 용적이나 펌프용량 결정 등은 배수계획에 의거하여야 한다.

④ 자연방류 관거내 수문은 이중수문으로 하여 홍수시 수문고장으로 인한 침수피해

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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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계대상 빈도의 유출량에 대하여 유수지 저류용량-강제배수 용량과의 상관도를

작성하여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⑥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⑦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

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7) 펌프장 위치선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

① 펌프장 규모 결정에서 펌프용량은 유수지 규모와 경제성을 검토하여 소요공사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한 경제적이며 최적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펌프장 위치선정은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고 침수우려 저지대 우수가 가장 효율

적으로 배수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가가 저렴하거나

사유지가 적은 곳,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적은 곳, 장래계획과 관련 여부 등 충분

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③ 자연 방류관로와 펌프 토출관로는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통합시킬 경우 관거의 구조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밀시공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④ 전기실은 침수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하여 침수선 이상으로 상향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택은 2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우기 중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펌프장

시설물의 보완 및 관리차원으로 1가구 10평 내외가 되도록 한다.

(8) 기계설비 계획

① 유수지 규모를 고려하여 소요 펌프규모 및 대수를 결정한다.

② 펌프는 될 수 있는 대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을 결정하고

펌프의 특성곡선을 고려하여 토출관의 종단선형을 계획하도록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유지관리상 편리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동일용량의

것으로 한다.

④ 소규모 유출의 경우 또는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상 용량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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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펌프를 설치하거나 동일 용량의 회전수를 제어하도록 한다.

⑤ 펌프의 설치대수는 2대 이상 10대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예비는 두지

않는 것으로 하나 최근 기상이변 및 도시화 등을 고려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⑥ 펌프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계획유량 양정에 적합하며 유지관리 및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⑦ 펌프 흡입 측에는 조목 및 세목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협잡물의

양이 많이 예상될 때는 조목스크린 앞에 부상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한다.

⑧ 모든 설비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9) 전기설비 계획

① 특고 수·변·배전설비, 동력설비, 중앙감시반설비 등의 시스템, 방식, 형식 및 용량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수전계획은 수전변전소, 수전지역 송배전 현황 등을 사전조사하여 수전 ROUTE

및 수전방식을 한전과 충분히 협의하여 2중 전원이 공급되도록 (용량, 수전시기)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변전 설비를 2중으로 구성하고 변압기 2차측에서 부하절체가 가능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④ 유입변압기로 계획시에는 절연유 유출에 대비하여 유수분리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야 한다.

(10) 신기술의 도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

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

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

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②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

야 한다.

③ 신기술 검토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의 개

별신기술에 관한 원문검색, 활용실적 등을 참고로 한다.

(11) 의견 청취

①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

며,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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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 업무

(1) 유수지 설계

① 유수지의 용량결정은 펌프시설 규모의 상관도, 수문분석에 의해 결정되므로 용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와 펌프장 건설비용과의 경제적 분석, 지역여건사항 등에 따

라 검토

② 유수지의 HWL은 주변의 최저 지반고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유수지의 LWL은 방류관거의 EL보다 높게 계획하여 자연유하로 방류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④ 유수지의 호안은 구조 및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유수지 바닥은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유수지 복개계획시에는 복개구조물 기둥이 차지하는 용량만큼 유수지의 저류용량

을 확보하여야 한다.

⑦ 복개시 유의사항

a. 복개높이는 계획고 수위(HWL)에서 1m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b. 복개시 펌프장앞 스크린 하단으로부터 10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함

c. 준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수지 바닥은 포장시설을 하여야 하며, 포장은 배

수원활을 위해 경사 1%정도 유지토록 하고, 종횡으로 경사를 두어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로 함

d. 유수지 진입로가 미확보된 곳은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함

e. 복개시 유수지 유입수로, 도수로 및 수문시설을 정비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

록 하여야 함

f. 복개시 준설작업에 필요한 공간(기둥간격 5.0m, 높이 3.5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g. 복개상부에 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h. 가스 및 악취제거를 위한 환기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i. 복개상 주차장 시설계획은 현행 관련법규(도시계획법, 주차장법)에 저촉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함

j. 복개시 주변도로, 하수도, 기초지반 등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보강하여야 함

k. 복개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은 각종 설계기준(하천 설계기준, 하수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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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맞도록 계획 및 설계하여야 함

l. 구조물은 하중(DB-18)에 안전하여야 함

m. 복개구조물(교각, 기초, 부대시설)에 의한 수위상승 효과의 수리계산시 유수의

속도수두 저감 등을 고려하여 수위 상승치를 계산하여야 함

n.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전체복개 또는 측면 부분복개 방식을 검토하여야 함

o. 복개구조물에 의한 유수지 용량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유수지 법면의 옹벽설치,

유수지 부지확보, 펌프증설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⑧ CSO 저류시설 등의 이용을 위한 완전복개는 피하도록 한다.

⑨ 유수지 부지에 대해 현장여건과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

다.

(2) 토공 설계

① 절토 및 성토부의 기울기 설계시 지반조사 결과 사면안정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은

사면안정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②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책 및 보강방법을 강구

한다.

(3)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
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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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
다.

(4)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

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

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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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5) 펌프장 및 부속시설

① 펌프장 주요시설

a. 기존 하수관망을 조사하여 침수우려 저지대 우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데 경제성 측면에서 지가가 저렴하거나 사유지가 적은 곳,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적은 곳, 장래 도시계획시설 계획, 외부 가시권 차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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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설계

b. 토출관로

자연방류관로와 펌프 토출관로를 각각 분리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 다만 부

득이 현장 여건상 공사비 과대로 인해 통합시킬 경우는 관거의 구조안전성, 수

리안전성 등을 검토하는데 특히 수밀 시공이 되도록 주의요. 유수 흐름의 방향

이 자연스럽도록 하여 수두 손실이나 수충격 작용이 가능한 없도록 함. 에이프

론, 날개벽 시설 등이 유수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

c. 건물외관

미관제고 차원에서 외부 색상을 조화있게 배치하고 칼라타일, 칼라벽돌창틀, 지붕

등을 변화있게 하여 평면적인 건물을 지양하고 입체적 동적으로 설계. 주변여건에

융화될 수 있도록 고건축형태, 빌딩형, 단독주택형 등을 선택

d. 전기실

a) 변압기 수배전 설비는 옥내에 설치하여 침수 위험에 대비하는 것으로 하여

침수선 이상으로 상향 설치

b) 모터조작 MCC반과 중앙감시반은 2층에 위치하여 1층의 모터 및 기계를 직

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함. 다만 2층 배치가 곤란할 시 1층에 설치하되 관련기

기를 가시권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계획

c) 소화설비를 하론가스 또는 NAF S-Ⅲ 등 기타 조기화재 진화에 적정한 방법

으로 선택

e. 사택

a) 2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우기 중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펌프장 시

설물의 보완 및 관리차원이다. 1가구 10평 내외 기준

b) 난방설비는 가스보일러에 의한 냉온수 겸용이 되도록 하고 주방설비 화장실

위생설비, 전등, 전열, 전화, T.V 등 편익시설을 완비

f. 방수처리

a) 2층에 사택이 위치하고 1층이 전기시설인 경우 냉․온수배관 및 위생배관의

누수, 파열에 대비 반드시 천장을 방수 처리

b) 옥상 방수는 방수 Sheet, 방수액 처리로 하여 완전 방수

c) 흡수정은 내외벽 방수 처리하여 항시 건조유지

g. 기계실

a) 모터는 일렬로 배치하고 구리스모터, 기타 부속설비의 배치는 가능한 동일

계획선으로 계획

b) 관리인 동선이 확보 되도록 하고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토록 공간을 확보하

도록 계획

c) 모터 베드는 원형으로 하여 하중이나 진동을 골고루 확산시키도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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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외부 창문은 침수위선 이상으로 배치하고 창틀은 내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한다.

e) 바닥은 몰타르 마감으로 정교하게 하고 우레탄 포장 또는 아스타일 등으로

하여 미려하게 설계

f) 조명설비는 2회로 방식으로 평시 조도와 수리분해시 조도로 이원화하되 최소

150lx 이상으로 설계

h. 흡음설비

a) 엔진펌프, 발전기 설비가 시설되어 있는 펌프장은 내벽 및 천장에 흡음판 시

공을 하여 소음 저감토록 설계

b) 대형 모터펌프가 6대 이상 배치되어 있고 환경 여건상 소음을 줄여야 되는

곳은 흡음판 시공이나 기타 소음제거설비를 일부 또는 전부 실시

i. 흡음설비 예

a) 흡음재종류 : 흡음천 매트, 유리섬유 매트, 유리섬유판, 기타 등을 검토하여

적용

b) 시공방법 : 벽면 또는 천장에 흡음재 설치 후 마감

j. 펌프실

a) 장비 반․출입 및 설치가 용이토록 천장고를 여유있게 하고, 단 펌프 축 길이가

너무 길어 진동, 축심조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함.

b) 흡수정

c) 흡수정에서의 물 유입이 없어야 된다. 단 유지관리를 위해 맨홀을 설치시는

비상시를 대비 수밀방수로 하고 볼트 고정을 하도록 함.

d) 흡수정은 오수 및 폐수가 고여있기 때문에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환풍

설비를 하여 옥외로 환기할 수 있도록 함.

e) 내․외벽 완전 방수하여 외부에서 유입을 차단하도록 설계

f) 용량은 총 펌프 토출량을 최소 5분 이상 감내할 수 있도록 설계

g) 지배수(持排水) 펌프를 설치, 흡수정 내 잔류수를 제거토록 하는데 토사 퇴적

등의 협잡물을 제거키 위해 Sand Pump식 수중 펌프를 설치

h) 흡입부의 형상

펌프의 흡입 및 유입구는 관계 위치가 적당하지 않으면 흡입부내에서 난류

가 생기고 공기가 흡입되어 펌프의 운전 상태가 불안정하여 펌프의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2대 이상의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펌프의

흡입조건이 대등하게 되도록 한다.

i) 흡입부의 크기

펌프 흡입부 및 유입구는 수두가 흐트러지거나 소용돌이 흐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류벽(도류벽)을 설치한다.

j) 토출조



- 181 -

배수펌프의 토출조 형상은 배수가 용이하고 배수관 유도에 있어서 유해한

반사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함. 토출조 상단 높이는 계획 외수위 이상 1～

3m의 여유를 두며, 맨홀 또는 그레이팅 설치시 완전 고정될 수 있도록 내식

성 볼트 사용.

(3) 기본수량 및 기본공사비 산출

①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은 구조물별 또는 시설물별의 표준단면에서 산출되는 주

요재료의 수량을 기준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설계 예산서 또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②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5) 성과품 작성

(1) 기본설계 성과품의 구분

① 기본설계보고서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지반조사 보고서

④ 기본설계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

⑤ 기본설계도면

(2) 기본설계 성과품의 내용

① 설계보고서

a.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치도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을 한 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축척)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공사개요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f. 조 사

a) 현지조사 및 답사

b) 현황조사

c) 수리, 수문조사

d) 환경영향조사

e) 측 량

f) 지질 및 지반조사

g)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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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i) 기 타

g. 계 획

a) 전 단계 성과검토

b) 영향 평가

c) 설계기준 설정

d) 침수방지계획

e) 수리, 수문분석

f) 배수계획

g) 펌프장 위치선정 및 시설물 배치계획

h) 기계설비 계획

i) 전기설비 계획

j) 의견청취

k) 관계기관 협의

l) 기 타

h. 기본설계 (설계기준 및 조건, 유수지, 토공, 펌프장 및 부속시설, 기타)

i. 기본사업비

j. 부록 (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설계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

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

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호)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주요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

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주요 구조계산 (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

토, 안정검토)

b. 주요 수리계산서

a) 유역도

b) 수리계산 (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계수결정, 유량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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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반조사 보고서

a.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b. 주요 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

a) 조사방법

b) 조사위치 선정

c) 조사결과 분석

c. 주요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역학시험, 골

재시험)

d. 성과분석

a)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b) 교량기초 검토

c) 사면안정 검토

d)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e. 부 록

a) 지질분포 현황도

b) 토질조사 위치도

c) 재료원 현황도

d) 지층단면도

e)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f) 핸드오거(Hand Auger) 보링 주상도

g) 실내시험 성과표

h)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석산 골재)

④ 기본설계예산서

a. 기본설계내역서

g. 기본단가산출서

c. 기본수량산출서

a) 수량집계표

b) 공종별 수량산출서

⑤ 기본설계도면

a. 목 차

b. 위치도 (유수지와 빗물펌프장을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c. 일반도

d. 유출입관로 종․평면도

e. 토공 주요 횡단면도

f. 주요 구조물 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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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h. 주요 시설계획도 (형식, 규모)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설계보고서

a.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b. 설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c.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

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

다.

c.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

d.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

어야 한다. (B.M.D, S.F.D 등)

e.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

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

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f.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

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g.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

록 한다.

h.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i.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을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

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j.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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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본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b.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

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d.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다.

e.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한다.

f.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④ 기본설계도면

a. 설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야 한다.

b.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c. 설계도면 우측상단에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d.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구조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 등과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

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f.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

다.

g.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

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i.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⑤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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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0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0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설계도면 10부

② 기본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5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5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5부

․기본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③ CD 작성기준

a. 수록내용 및 작성프로그램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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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

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

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한다.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188 -

2.3 실시설계

1) 업무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유수지용량 및 펌프장, 유입․유출관로 위치 및 형

식 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

로 공사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기본설계

에서 확정해야 할 요건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사 업무

(1)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②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

료를 작성한다.

(2) 측 량

① 전 단계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

다.

②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4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선형

의 세부요소들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④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⑤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⑥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

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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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 및 지반조사

① 전 단계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

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

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②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

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

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

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④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수량, 조사위

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⑤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⑥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 이상까지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⑦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⑧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

여야 한다.

⑨ 지반조사는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surveycp.seoul.go.kr),

국토교통부의 지반정보 통합관리 시스템(www.geoinfo.or.kr)을 활용하고 조사결

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시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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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시 지하매설물 확인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 철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

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5)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

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

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용지조사

①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

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7)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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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업무

(1) 전단계 성과검토

① 계획강우량, 펌프규모, 유수지, 토출관거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보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집수면적, 계획홍수량 등에 의거하여 유입관거의 단면이 결정되어야 하며 유수지

의 수위도 감안하여야 한다.

③ 유입관로의 노선변경이 필요시 지역내 신설되는 시설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유입관로의 노선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펌프용량, 배관관경, 기기배치 및 기계설비 사양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펌프설비 및 배관계획은 케비테이션현상, 서어징현상, 수충격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략설계 내용검토를 하여야 한다.

⑥ 수전, 변전, 배전, 동력, 중앙감시반설비 등의 시스템, 방식, 형식 및 용량 등을 검

토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계획

①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구조물은 설계조건,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검

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절

한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계획

① 기계설비 배치는 기계반입구, 분해조립장소,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

관, 배관지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기중기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 상호간의 간격이 너무 넓으면 비경제

적이며, 좁으면 흡입측 와류 때문에 펌프의 성능을 해치거나 운전이나 분해시 불

편하므로 펌프간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③ 배수펌프의 주배관은 관로손실이 적고 공기 누설 및 고임이 없어야 하고 내마모

성, 내식성이 우수한 재질로서 진동과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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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④ 배관에는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

관 지지대를 두어야 한다.

(4) 전기·계장설비 계획

① 수전방식은 신뢰성과 경제성 양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가공방식 및 지중 인입방식 등을 결정하고 또한 2회선 선로(2중선로)를 채택하여

그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 간선설비는 펌프장 용도별 설비내용을 충분히 조사 분류, 부하설비에 대한 수요

율을 고려, 보수에 편리하고 장래 증설, 변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수·변·배전설비 기기배치는 변전형식, 전압, 용량, 주회로 방식 등 다양한데 기기배

치는 수배전 성과를 좌우하므로 전력공급 신뢰도, 보수점검, 안전도, 증설계획감안,

기기반출입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건축계획

건축물은 빗물펌프장 부지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과 빗물펌프장의 원활한 기능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설계기준 작성

①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기 계획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수행한다.

(7) 관계기관 협의

① 계획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②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

(1) 설계 조건

①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빗물펌프장, 유수지용량, 유출입관로규격, 설

계기준 등을 기재한다.

② 전 단계 과업에서 지반조사, 사전환경성검토,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③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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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빗물펌프장 위치 및 유출입관로의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⑤ 주요 구조물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⑥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⑦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

계하중 이외의 하중(케이블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⑧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⑨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⑩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⑪ 구조해석(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

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⑫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⑬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

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

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공 설계

①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40m로 한다.

② 절토부 및 성토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③ 대절토 및 대성토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

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⑤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

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절토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 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⑦ 토질 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⑧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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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

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

처리 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⑩ 연약지반의 설계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a. 지반 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b. 한계 성토고의 결정

c. 총 침하량의 산정

d.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3) 구조물공 설계

① 구조물의 역할에 따른 특성을 살리고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

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④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하중, 보도의 군중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⑥ 구조물이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⑦ 집수정을 수질시공(방수 등)하여 지하수 등이 유입되어 관로에 문제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⑧ 초기 강우에 의한 오염된 유입유량을 저류시킬 저류조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4) 신기술의 도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

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

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

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②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

야 한다.

(5) 기계설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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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

하며 펌프와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수펌프 흡입측에 제진용 조목 및 세목스크린을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협잡물의 양이 많이 예상될 때는 조목스크린 앞에 부상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한

다.

③ 펌프보호용 스크린에 걸리는 협잡물의 양이 많이 예상될 경우 자동제진기 및 협

잡물 반출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④ 펌프장의 유지관리용 장비 반출구 및 크레인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전기·계장설비 설계

① 변압기 Bank는 2 Bank 이상으로 구성하며 1 Bank 고장시 상호 인터록 되어진

예비 변압기 Bank와 연결 펌프장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빗물펌프

장․수문설계기준 4장, 1992, 하수도시설기준, 1998)

② 중앙감시반은 전력제어와 수위측정, 운전상태 기록 등 모든 정보연락, 즉 감시반

및 제어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수․변전실에서 배선되는 간선 및 동력설비 등의 경제화를 위해 각 펌프실 및 기

계실, 부하중심, 전력인․입 및 고전압 간선의 인출장소, 기기의 반․출입관계, 침

수우려 여부 중앙감시실 시설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④ 펌프, 수문 및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내외 수위 등의 데이타와 화상자료를 구

재해대책 본부에서 감시제어하고, 시 재해대책 본부에서 감시할 수 있게 설계하

고 기존시설과 인터페이스(Interface) 되도록 하여 감시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⑤ 전기인입 스위치는 홍수위선 이상으로 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⑥ 수전선로의 주선로와 예비선로간에는 ALTS(부하자동절체개폐기)를 설치하여 주

선로 정전시 규정된 시간내에 예비선로로 자동 절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⑦ 변압기, 수배전반, 덕트 등 중량 전기시설물은 내진

대책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전기실은 전기화재에 대비한 소화설비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⑨ 기기제어에 필요한 제어용전원은 주 예비 전원으로 이중화 되어야 한다.

⑩ 전기, 통신설비는 이상전압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를 적정한 위

치에 설계하여야 한다.

(7) 건축설계

① 건축물은 미관 제고 차원에서 외부 색상을 조화있게 배치하고 칼라타일, 칼라벽

돌, 창틀, 지붕 등을 변화있게 하여 평면적 건물들 지양하고 입체적 동적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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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전기실은 침수선 이상으로 상향설치하며 감시반 실은 모터 및 기계를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사택은 2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이유는 우기 중 교대근무가 가능하고 펌프장 시

설물의 보완 및 관리차원으로 1가구 10평 내외로 설계되어야 한다.

④ 건축 기계·전기설비는 난방설비, 주방설비, 위생설비, 전등·전열설비, 전화, TV등

편익시설을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8) 유․출입 관로 및 토구설계

①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빗물펌프장 및 유출입관로를 현황도(1:1,200～1:1,000)에 정

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② 관로설계의 측점은 40m 간격으로 한다.

③ 토출관거의 단면은 설계유량을 완전히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크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④ 토출관거는 자연방류관거와 펌프에 의해 유출되는 관거로 나누어 설치하여야 하

며 자연방류 관거에는 이중수문으로 설치하여 수문고장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

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⑤ 토출관거는 물이 원활히 방류토록 하천의 유수방향, 손실수두 등 수충격작용이

없도록 하며 펌프토출관 후단부에 역류방지용 밸브(Flap Valve)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⑥ 자연방류관거에 수문 설치 대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통합을 검토하나 대형일 경

우는 조작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⑦ 관거 바닥고는 접속되는 배수하천의 하상고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거 하상 변동사

항을 고려하여 토사침전, 완전배수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⑧ 일반적으로 수문의 누수방지책으로 차수벽, 흉벽, 지수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⑨ 토출관거의 길이가 30m 이상이 되는 경우 부등침하 등에 의한 파손이 우려되므

로 반드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⑩ 펌프토출관 신설시 기존관로에 합류시킬 때 배수위 영향을 반드시 검토하고 공사전

후와 대비될 수 있도록 도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펌프 운전계획

① 펌프 설치대수는 계획 우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펌프의 설치대수는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③ 펌프 구동기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수전조건 및 경제성, 주위 소음 환경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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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총토출량이 대용량 (2,000㎥/분 이상)이며 유수지가 충분할 경우는 대형펌프

(1,000HP 이상 관경 1,500mm 이상)로 설계하는 것이 좋고, 토출량이 소규모이고

유수지가 없을 시는 소형펌프 1∼3대로 하고 나머지는 대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

⑤ 2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가능한 적은 용량일지라도 유수지를 설치하도록 하며 부득이 유수지 설치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펌프용량을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⑦ 유수지 L.W.L (저수위)와 펌프가동 수위를 일정 수위 이상 유지하게 함으로서

펌프가동시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부대공설계

① 출입시설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유지관리용 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포장설계

a.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

께를 결정한다.

b.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

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c. 보도공사는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2013년 3월, 서울특별시)에 따라 설계한

다.

③ 부대시설

a. 출입시설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

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b.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

하도록 한다.

④ 구내 우배수공

빗물펌프장내 배수시설은 다른 시설물과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11)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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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

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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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12)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
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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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
다.

(13)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14) 계측계획 및 기타

①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

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②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③ 계측위치는 터널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

되도록 선정한다.

④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

록 조절한다.

⑤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⑥ 계측결과와 당초설계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⑦ 계측은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

을 검토하도록 한다.

⑧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⑨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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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경설계 (필요시)

① 조경시설물의 형태, 재료, 규격, 수량, 배치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하도록 명시한다.

②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기법, 수종의 선택, 기존수목의 활용 등의 결정에 대하여

명시한다.

③ 기존수목의 존치 및 활용 등의 결정에 대하여 명시한다.

④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의 지반조성에 대하여 명시한다.

5)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① 설계보고서 (지반조사보고서 포함)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설계예산서

④ 설계도면

⑤ 공사시방서

⑥ 유지관리 지침서

⑦ 기 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① 설계보고서

a. 제 출 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 치 도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등)

f. 조 사

a) 현지조사 및 답사

b) 측 량

c) 지질 및 지반조사

d)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e) 토취장, 공재원, 사토장 조사

f) 용지조사

g) 기 타

g. 계 획

a) 전 단계 성과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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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구조물계획

c) 기계설비계획

d) 전기․계장설비계획

e) 건축계획

f) 설계기준 작성

g) 관계기관 협의

h) 기 타

h.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토공, 구조물공, 기계설비, 전기․계장설비, 건축, 유․

출입관로 및 토구설계, 펌프운전계획, 부대공, 기타)

i. 사업비 분석

a) 공사개요

b) 공사비산출

c) 사업비 분석

d)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j. 부 록 (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민원 추진사항,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

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

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호)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안정

검토,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e) 내진설계

f) 가 시 설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

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기타)

b. 수리계산서

a)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

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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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

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

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c)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

와 해석 또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③ 설계예산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장, 조경)

a. 설계설명서

a) 공사목적

b) 공사개요

c) 위 치

d) 기 간

e) 규 모

f) 공사수량

g) 관급자재

h) 예정공정표

i) 기 타

b.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

위대가 등)

c. 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d. 수량산출서

a) 총괄 자재집계표

b) 총괄 수량집계표

c) 공종별 수량집계표

d) 공종별 자재집계표

e)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f)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g) 기 타

④ 실시설계도면

a. 토 목

a) 목 차

b) 위치도

c) 일반도

d) 종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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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토공 종·횡단면도

f) 구조일반도

g) 구조상세도

h) 부대시설도

b. 건 축

a) 목 차

b) 배치도

c) 재료마감표

d) 일반도

e) 상세도

f) 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소방설비)

c. 기 계

a) 목 차

b) 위치도

c) 계통도

d) 설치도

e) 상세도

f) 배관도

g) 기타 (배관 Support 등)

d. 전기·계장

a) 목 차

b) 옥외 전력간선 계통도

c) 단선결선도

d) 평면도

e) 상세도

f) 현장제어반 Schedule

g) Cable Schedule

e. 조 경 (필요시)

a) 목 차

b) 녹지구적도

c) 배식평면도

d) 시설물도면 (파고라, 벤치 등)

e) 공사시방서

⑤ 공사시방서

a. 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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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칙, 일반사항, 시공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재료,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가시설공, 방수공, 계측, 부대공, 기타

b) 특정품목의 구입 및 제작에 관한 내용

b. 건 축

a) 일반사항 및 가설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 타일, 방수 및 단열, 미장, 창

호 및 철물, 유리, 도장, 기타 사용재료, 기타

b) 건축설비 시방서

c. 기 계

a) 일반사항, 승인, 검사 및 시험, 시운전 및 교육, 준공도서, 적용규격, 재료, 설

치, 예비품, 도장, 포장, 기타

b) 기기별 형식, 구조, 재료, 제작 및 설치사항, 표준부속품, 예비품, 시험검사,

공구, 기타

d. 전기·계장

a) 일반사항, 승인, 준공도서, 적용규정 및 규격, 도장, 시운전, 교육, 포장운반,

하자, 기기설치, 전선 및 보호물류, 접지옥내배선, 지중선, 피뢰침, 전등전열,

약전설비, 재료, 기타

b) 수·변·배전설비, 동력설비, 제어반, 계측기기 등의 형식, 구조, 재료, 제작 및

설치사항, 표준부속품, 시험검사, 기타

e. 조 경

a) 계약문서의 계약조건들 이외의 계약에 관한 사항 또는 계약조건들에 대한 상

세사항

b) 공사에 필요한 각종 기술사항 및 관리사항 등을 표준화하여 작성한 것을 말

한다.

c) 과업의 개별성, 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 공법,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규

정하여야 한다.

d)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용역과 업무수행

시 마다 새로이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⑥ 유지관리 지침서

a. 점 검

b. 점검요령

c. 보수방법

⑦ 기 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a. 지적도 및 용지도

b.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c. 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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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인허가 서류 및 도서

e. 시추조사의 코어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설계보고서

a.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b. 설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c.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참여 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

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

다.

c.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

d.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e.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

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

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f.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

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g.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

록 한다.

h.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i.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j.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③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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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

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b.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d.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e.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f.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

다.

g.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

으로 적용한다.

h. 유류가는 해당 지역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다.

i.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

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j.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k.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l.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d)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

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

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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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④ 설계도면

a. 설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야 한다.

b.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

여 표시하여야 한다,

c.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d.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구조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 등과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

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f.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g.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

다.

h.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

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i.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j.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

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k.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⑤ 공사시방서

a.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

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

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

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공사시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a)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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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c)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d)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e)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f)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

에 관한 세부사항

g)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h)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i)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j)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k)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l) 기타 주요공사 사항

⑥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a.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

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b.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c.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d.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f.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g.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h.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

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i.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⑦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a.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

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

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b.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

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한다.

c.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

분을 기입한다.

d.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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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e.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

품시 함께 제출한다,

⑧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a.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b.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⑨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

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0부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실시설계도면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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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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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D 작성기준

a. 수록내용 및 작성프로그램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

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분류하여 도면을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

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

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

다.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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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 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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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1) 업무의 범위

(1) 타당성조사는 국토종합개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에 대한

사업시기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여러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

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비용과 편익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업무이

며

(2) 기본계획은 타당성조사를 기초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사와 법규

검토를 통하여 공사내용 및 공사수행계획, 공사비(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및 재

원조달계획,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검토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며 기본설계용역의

기본이 되는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조사업무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① 상위계획, 지역개발계획, 산업시설계획, 서울특별시수도정비 기본계획(2000)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② 상위계획 : 서울특별시 상수도기본계획

(2)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정급수구역 및 배수지 위치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

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폐광 등

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배수관망 조사

기존의 배수관망을 조사하여 배수관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환경 영향조사

최적위치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 자료 또는 현지 답사

를 통해 조사한다.

(5)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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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 업무

(1) 급수계획

① 급수계통분석

급수대상 구역은 서울특별시 수도정비기본계획(2000)시 수립한 배수지 수계의 급

수구역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이

고 합리적인 급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급수량 및 급수구역을 검토하여 배수관망이 목표년도의 급수량에 대한 적정수압,

적정수량배분 등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4) 설계업무

(1) 급수수요량 산정

① 계획인구

장래 상수도 수요량 예측을 위한 계획인구의 산정은 가장 기본적인 인자로 계획

지역의 과거인구자료, 국내․외 유사도시의 인구동향 및 지역적 특성, 정책적 의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관련․상위계획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

다.

② 급수원단위 산정

상수도 수요량 추정시 중요한 인자인 급수원단위는 지역의 특성 즉, 용도지역의

분포상태, 도시의 개발정도, 주민의 생활수준 등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으며 이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급

수원단위가 장래 수요량 결정과 그에 따른 시설규모 결정 등 각종 계획지표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인자임을 감안할 시 검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비교하

여 지역 여건에 맞는 가장 타당한 원단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급수수요량산정

급수구역의 급수수요량은 확정된 급수구역을 대상으로 분담급수 면적을 구하고

계획인구와 급수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① 구조물 계획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

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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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련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②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개략설계도

배수지 위치도는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

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구분

① 보 고 서

② 보고서 별책부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③ 설계도면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내용

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a.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치도 (배수지와 급수구역을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f. 조 사

a) 관련계획조사

b) 현지조사 및 답사

c) 환경영향조사

g. 계 획

a) 급수계통분석

h. 기본계획수립

a) 공사수행계획

b)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c) 개별공사별 투자우선 순위(필요시)

d) 연차별공사 시행계획

e) 시설물유지관리계획

f) 환경보전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포함)

g) 기대효과 및 기타

i. 결론 및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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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부록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등)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기준 제42호)

②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별책부록

a. 동별 인구현황

b. 동별 급수량

c. 경제성 분석

대안별 경제성 분석

d. 추정수량 및 추정공사비 산출서

a) 추정수량산출서

b) 추정공사비산출서

③ 설계도면

a. 목차

b. 위치도 (배수지와 급수구역을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c. 배수지 위치평면도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보 고 서

a. 각종 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b.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c. 타당성조사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의 인

적사항과 참여 범위를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

호화 처리한다.

d.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일괄,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점을 검토․분석하여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다.

②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는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

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c. CD의 파일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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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타당성조사 보고서 50부

․타당성조사 보고서 별책부록 50부

․설계도면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② CD 작성기준

a. 수록내용 및 작성프로그램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

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최종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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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본설계

1) 업무의 범위

기본설계는 결정된 사업계획과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의 규모, 시설물의 배

치 등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방침 등 공사계획의 제반조건 및 기본적인 사항 등을 결

정하는 업무이다.

타당성조사에 의해서 결정된 배수지 위치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안전성

및 환경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 후 최적위치를 선정하고 구조물의 위치와 형식

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사 업무

(1)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배수지위치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현황

및 문화재를 조사․확인한다.

② 현지 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

료를 작성한다.

(2) 배수관망조사

① 배수지 급수구역내의 기존 배수관망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배수관망계획을 수

립하여야한다.

② 수압조사는 최대 급수사용 시간대에 하며 조사시기, 빈도, 방법등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조사

① 계획시설물 설치로 인근 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한다.

② 계획시설물이 계획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③ 계획시설물 설치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소

음․진동 현황을 조사한다.

(4) 측 량

①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②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1,0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을

수행한다.

③ 중심선 측량은 평지부, 구릉지, 산지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40～100m 간

격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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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작업규정 및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⑤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거 점검 및 보

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⑥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

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지질 및 지반조사

① 계획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기 제작된 지질도와 지표지질조사

를 이용하여 확인․파악한다.

②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표지질 조사에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a. 표층지반

b. 암질

c. 지질구조

d. 암반거동

e. 지표수 및 지하수

④ 지반조사의 범위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⑤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시험을 한

다.

⑥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조사범위, 방법, 위치, 수량 등을 기재한다.

⑦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

여야 한다.

(6) 지장물조사 및 구조물 조사

①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한다.

② 지장물조사

계획부지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 철탑, 고압전기선로(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농어촌 지역

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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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시설물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한다.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

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

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 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

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재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배수지용량 및 구조물검토

① 시설물 수립계획 순서

상수도 시설물은 여러 개의 단위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시설의 규격과

지수 등이 처리용량에 따른 체류시간, 시설 규격기준 등 수학적 계산방법에 따라

결정되므로 급수수요량 산정을 기준으로 배수지의 규격과 지수 및 가압장 용량

을 결정한 후 부지조건에 맞추어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부지조건에 맞는

평면배치 계획 수립

단위시설별 규격

및 지수 결정

∙배수지 급수수요량에

의한 용량 계산

∙가압장 용량 계산

(3) 신기술의 도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

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

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

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②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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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

야 한다.

(4) 영향평가 등

① 영향평가 등이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또는 교통영향 및 재해영향 분석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평가 및 분석을 말한다.

② 사업의 시행시 해당지역의 용도 및 건축면적 등에 따라 영향평가 대상사업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각 영향평가의 업무범위, 의견수렴절차, 평가서의 검토 및 심의

에 관한 내용은 본 편람 제7장 “1. 도로건설”의 기본설계단계 영향평가업무를 참

고로 수행하도록 한다.

(5) 설계기준 작성

①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

한 각종 설계기준 조건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② 상기 기본계획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6) 의견 청취

①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

며,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 업무

(1) 토공 설계

① 절토 및 성토부의 기울기 설계시 지반 조사 결과 사면안정검토가 요구되는 구간

은 사면안정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②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반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책 및 보강방법을 강

구한다.

(2) 구조물 설계

① 구조물 안정

a. 기초의 지지력 검토

기초의 안정성은 토질조사자료를 근거로 하여 지반의 지지력과 지내력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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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여 계획한다.

② 부력에 대한 안정검토

수처리 관련 구조물은 대부분 지하에 축조되고 특히 가동 전에는 속이 빈 배모

양의 형상이 되어 부력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며 구조물 완료후 뿐만 아니라 시

공 중에도 부력에 대한 안정성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위 측정은 최저수위

와 최대수위를 모두 측정해야 하나 조사시기에 따라 지하수위선이 변동할 수 있

다. 이는 부력에 대한 안정문제 뿐만 아니라 설계단면력에 영향이 있어 조사

Data를 기초로 하여 조사시기, 주위여건, 토질종류, 외수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

여야 한다.

③ 구조설계

a. 배수지 및 가압장 시설을 위한 구조물의 구조계산이나 설계도에 관하여 구조설

계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서는 다음과 같다.

a)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b)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c)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

d)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e) 도로교 설계기준

f) 도로교 표준시방서

g) Environmental Engineering Concrete Structures (ACI 350R)

h) 기타 관련서적

④ 구조물 기초

a. 기초계획은 기초의 형식이나 종류, 지지방식의 선정 그리고 기초를 포함한 구

조물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제반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구조물의 규모 및

지형, 지질, 지반조건 등에 적합하고 시공이 용이하며, 신뢰성이 높고 경제적으

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

b. 구조물의 기초는 상부구조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하는 구조체로

서 상부구조의 규모, 상태, 강성 등을 고려하여 지반여건에 적합하고 확실히 시

공될 수 있어야 하며 지지심도, 지지층의 토성 및 지하수위 등을 고려 시공성

및 경제성을 비교하여 기초형식을 계획하여야 한다.

⑤ 사면안정검토

시추조사 자료와 여러기관의 터파기 비탈면 경사 기준을 참고로 하여 흙쌓기 및

터파기 비탈면안정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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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배수지 계획(상수도 시설기준 7장 2.3항, 2010, 환경부)

a. 배수지 용량계획

유효용량은 “시간변동조정용량”과 “비상대처용량”을 합하여 급수구역의 계획1일

최대급수량의 12시간분 이상

을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특성과 상수도시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

⑦ 배수지 위치와 높이(상수도 시설기준 7장 2.4항, 2010, 환경부)

① 배수지는 가능한 한 급수지역의 중앙 가까이 설치한다.

② 자연유하식 배수지의 표고는 최소동수압이 확보되는 높이여야 한다.

③ 급수구역내에서 지반의 고저차가 심할 경우에는 고지구, 저지구 또는 고지구,

중지구, 저지구의 2~3개 급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마다 배수지를 만들거나 감압밸브 또는 가압펌프를

설치한다.

④ 배수지는 붕괴의 우려가 있는 비탈의 상부나 하부 가까이는 피해야 한다.

(3)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

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

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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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4)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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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
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
다.

(5) 부대시설

① 진입도로

진입도로는 기존도로 및 장래 도시계획도로에서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내 배수설계

a. 배수지 청소시 각지에서 발생하는 배출수는 배수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

다.

b. 배수지 상부 외곽에 대한 우수배제는 강우시에도 원활하게 배수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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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c. 배수지에서 발생된 오수는 자연유하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d.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e.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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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하여

야 한다.

f. 건물지하에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지하수 사용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상태의

지하수)를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야 한다.

(6) 기본수량 및 기본공사비 산출

①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은 구조물별 또는 시설물별의 표준단면에서 산출되는 주

요재료의 수량을 기준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설계 예산서 또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②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5) 성과품 작성

(1) 기본설계 성과품의 구분

① 기본설계보고서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지반조사 보고서

④ 기본설계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수량산출서)

⑤ 기본설계도면

(2) 기본설계 성과품의 내용

① 설계보고서

a.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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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 차

c. 위치도 (배수지 및 급수구역을 한 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축척)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공사개요 (목적, 규모,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f. 조 사

a) 현지조사 및 답사

b) 배수관망조사

c) 환경영향조사

d) 측 량

e) 지질 및 지반조사

f)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g)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h) 기 타

g. 계 획

a) 전 단계 성과검토

b) 시설물 계획 수립

c) 영향평가

d) 설계기준 작성

e) 관계기관 협의

f) 기 타

h. 기본설계 (설계기준, 토공, 구조물공, 부대공, 기타)

i. 기본사업비

j. 부록 (각종 조사자료, 동별 급수인구, 설계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

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

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

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호)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주요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

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주요 구조계산 (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



- 228 -

토, 안정검토)

b. 주요 수리계산서

a) 급수관망도

b) 수리계산 (원단위, 급수인구, 시간계수, 급수면적 등)

③ 지반조사 보고서

a.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b. 주요 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

a) 조사방법

b) 조사위치 선정

c) 조사결과 분석

c. 주요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역학시험, 골

재시험)

d. 성과분석

a)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b) 교량기초 검토

c) 사면안정 검토

d)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e. 부 록

a) 지질분포 현황도

b) 토질조사 위치도

c) 재료원 현황도

d) 지층단면도

e)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f) 핸드오거(Hand Auger) 보링 주상도

g) 실내시험 성과표

h)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석산 골재)

④ 기본설계예산서

a. 기본설계내역서

b. 기본단가산출서

c. 기본수량산출서

a) 수량집계표

b) 공종별 수량산출서

⑤ 기본설계도면

a. 목 차

b. 위치도 (배수지 및 급수구역을 한 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c. 일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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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토공 주요 횡단면도

e. 주요 구조물 일반도

f.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

g. 주요 시설계획도 (형식, 규모)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설계보고서

a.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b. 토질조사는 설계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설계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c. 토질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

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층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

(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등을 수

록하여야 한다.

d. 설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e.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

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②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

다.

c.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

다.

d.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

어야 한다. (B.M.D, S.F.D 등)

e.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

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

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f.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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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g.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

록 한다.

h.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i.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을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

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j.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③ 기본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b.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

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d.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다.

e.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한다.

f.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④ 기본설계도면

a. 설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야 한다.

b.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c. 설계도면 우측상단에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d.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구조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 등과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

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f.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

다.

g.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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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i.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⑤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0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0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설계도면 10부

② 기본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5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5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5부

․기본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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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D 작성기준

a. 수록내용 및 작성프로그램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

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

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

다.성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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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시설계

1) 업무의 범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결정한 구조물 위치 및 형식 등을 근거로 하여 공사에 필

요한 상세구조를 설계하고, 경제적이고 또한 합리적으로 공사의 비용을 산정하기 위

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기본설계에서 확정해야 할 요건이 선행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에 근

거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2) 조사 업무

(1) 현지 조사 및 답사

① 계약상대자는 배수지 위치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②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

료를 작성한다.

(2) 측 량

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

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측량작업 계획서를 작성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협의하여야 한다.

a. 측량범위

b. 작업계획서 (외업, 내업)

c. 인원편성 및 주요 작업기기, 측량 실시 시기

d. 특기사항

e.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④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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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한다.

⑥ 각종 기준점은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

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⑦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

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⑧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한다.

⑨ 현황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

토, 참조하여야 한다.

⑩ 종단측량은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

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질 및 지반조사

① 전 단계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 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

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②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

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

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

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④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수량, 조사위

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⑤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

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⑥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 이상까지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⑦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⑧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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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surveycp.seoul.go.kr)」을 활용하고 지반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부서와 서울시 지리정보담당

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시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① 건물조사

② 입목조사

③ 분묘조사

④ 농작물조사

⑤ 전주/체신주조사

⑥ 축산조사

⑦ 지하매설물 조사

⑧ 기존 구조물 조사

⑨ 기존 포장상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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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 시 지하매설물 확인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의무화(공간정보담당관 운영)

∙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 설계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 이행(협의결과 사전보고)

지하시설물 정보의 무단 유출 방지 및 보안 대책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 철저

지하시설물의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용역 수행사(자)

등에게 보안각서를 징수하고 보안교육을 실시

사업완료 후 용역수행사(자) 등에 제공한 관련자료 완전 폐기

- 사업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지하시설물이 집중된 교차로, 관로 접속구간과 직접 확인이 필요한

일부지역은 실시설계시 줄파기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 줄파기 등 직접 확인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GPR탐사와 전자유

도탐사법 등 간접 확인 방법을 시행토록 별도 설계비에 반영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조사 등 사전조사를 소홀하게 하여 우리시에 손해를 끼친

설계용역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대로 업무정지 또는

부실벌점 부과 철저 이행

(5)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

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

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용지조사

①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

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②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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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사 또는 동일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① 서울특별시 One-PMIS, 정보소통광장,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②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

경하도록 한다.

(2) 배수지 용량 및 배치계획

① 계획한 배수지 용량은 급수구역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또한 기 확보된 부지내에

설치 가능한 용량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배수지 용량은 최종 목표년도의 분담 급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③ 배수지의 배치는 부지의 지형여건, 시공성, 경관적인 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배수지 상부는 주변시설(산책로, 체력단련장)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복개 후 운동․

공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계획

① 배수지 계획

a. 최종 목표 년도 급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b. 배수지내 도류벽의 청소구는 침전물 퇴적 가능한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c. 유출호퍼와 드레인호퍼를 분리 설치하여 이물질의 배수관 유출방지를 하여야

한다.

d. 배수지 구석부에 헌치처리를 하여 사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e. 드레인 호퍼를 향한 배수지 바닥경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f. 배수지 상부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가능토록 계획을 수립하되 가급적이면 주

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①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② 상기 계획을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아 수행한다.

(5) 의견 청취

①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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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실시설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

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업무

(1) 설계 조건

①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배수지 용량, 급수구역, 설계기준 등을 기재

한다.

② 전 단계 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③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④ 배수지 위치검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⑤ 주요 구조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⑥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⑦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

계하중 이외의 하중(케이블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⑧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⑨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⑩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⑪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 하중에 대

해 기재한다.

⑫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⑬ 구조해석(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 (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토공 설계

① 횡단면도의 측점은 종단측점과 일치되게 40m로 한다.

② 절토부 및 성토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③ 대절토 및 대성토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

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⑤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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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⑥ 절토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 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⑦ 토질 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⑧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 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⑨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

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

처리 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⑩ 연약지반의 설계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결정할 때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지반 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b. 한계 성토고의 결정

c. 총 침하량의 산정

d.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⑪ 배수지 상부 흙덮개

배수지 상부의 흙덮개는 지내의 보온 및 구조물의 부상방지와 상부 공원화 시설계

획에 따라 인근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적 설계개념에 의하여

주변의 미관 및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식재기반과 배수지 상부 우수배제를 고려하

여 흙덮개를 계획하여야 한다.

⑫ 표토보존계획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표토보존계획이 필요한 경

우 제반 건설공사의 토공 시행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

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3) 구조물 설계

① 배수지 수심은 가능하면 기 확보된 부지내에서 계획용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

토하고, 수심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배수지내에는 월류관과 드레인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수위에서 상부슬라브까지

저수위에서 바닥 슬라브까지는 일정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③ 배수지는 2지이상으로 설치하여 유지관리(점검, 청소등)시 단수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④ 배수지 구조검토시 FLAT슬라브 또는 BEAM슬라브 등의 구조형식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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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배수지구조물은 가능한 무신축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구조계산 및 콘크

리트 타설시 균열등 문제점 발생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배수

지 내부는 영구성이 양호하고 인체에 무해한 방식, 방수처리공법을 신중하게 검

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⑥ 배수지 구조물에 대해서는 구조검토시 사용성 검토를 시행하여 균열에 대한 방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배수지에는 환기시설, 맨홀(검수구 및 출입구) 및 유량계 등을 유지관리와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지 구체에 접하는 배관시설물(유입관, 유출관,

드레인관, 월류관, 신축관, 밸브류 등)은 배수지 상부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

고 유지관리 및 조작에 편리하도록 통합변실을 설치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⑧ 배수지는 원활한 배수지 운전을 위하여 수위계, 유량계를 상시 관측이 용이한 장소

에 설치하고, 만수위 및 저수위 때에의 자동경보장치, 수위에 따른 유입 및 유출변의

자동개폐 조작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장래 중앙배수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관련계

장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유입변 및 유출변은 개도조정 및 자

동제어가 가능한 전동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신기술의 도입 등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

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

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

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②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

야 한다.

(5) 방수, 방식 설계

(상수도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방수/방식공사 설계, 시공, 품질관리요령, 서울

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① 콘크리트 자체의 재료적인 특성의 강화 또는 철저한 시공관리에 의한 수밀성의

확보는 구조물 방수를 위한 필수조건일 뿐, 근본적인 방식대책으로는 미흡하므로

정수의 누출이나 외부수의 유입으로 안전한 용수공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의

사전배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년한 증대를 위해서는 환경조건에 의한 적절

한 형태의 방수․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6) 부대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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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수지 진입도로는 기존도로 및 장래도시계획도로에서 진․출입이 용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출되는 배수지 부대시설 구조물은 조경 구조물 형태로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공원용지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염소 주입설비가 필요한 경우 염소저장실은 보안규정에 적합한 보안구조로 지하

구조 또는 복개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중화시설을 겸비하여야 한다.

④ 배수지와 연결되는 송, 배수관로에는 By-Pass관의 설치유무를 검토하고 또한 각

종 관로연결시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안전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배수지드레인관의 최종 연결지점은 구배 등을 검토하여 연결구조물의 기능이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배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은 가급적배수지 상부시설 이용에

지장없도록 부지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⑦ 배수지 보호시설(초소, 보안등, 울타리, CCTV 등)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

치토록 하여야 한다.

⑧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시설물 설계 규정 및 기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변실 및 지내 출입사다리는 출입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자

재는 내식성 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⑨ 지형 변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배출수 및 우수처리계획은 기존 관

망까지 검토 설계하여야 하며, 일시 다량의 배출수 (청소, 월류 등)가 인근 주택

가로 역류하여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구간은 분리 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

다.

⑩ 배수지의 유입 및 유출관의 합리적인 구경을 결정하고 퇴수관, 배수관의 위치와

배수지 바닥 경사의 합리적 구배 및 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배관실과 배수

지 구체사이는 가능한 격벽없이 일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⑪ 배수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배치는 배수지의 물이 정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출관

구의 중심이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이상 낮게 설치해야 한다.

⑫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⑬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

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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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건물지하에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지하수 사용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상태의 지

하수)를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

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

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

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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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8)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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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
다.

(9)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 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 대책 등

(10) 계측계획

①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

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②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③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

다.

④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

록 조절한다.

⑤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⑥ 계측결과와 당초설계 조건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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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

을 검토하도록 한다.

⑧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⑨ 시공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11) 지장수목 조사 및 이식계획

① 사업부지내의 기존 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화, 환경

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므로 지장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③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생육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

여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⑤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5)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① 설계보고서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③ 설계예산서

④ 설계도면

⑤ 공사시방서

⑥ 유지관리 지침서

⑦ 기 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① 설계보고서

a. 제 출 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b. 목 차

c. 위 치 도

d. 과업의 추진경위

e.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f. 조 사

a) 현지조사 및 답사

b)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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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지질 및 지반조사

d)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e)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f) 용지조사

g) 기 타

g. 계 획

a) 전 단계 성과검토

b) 배수지 용량 및 배치계획

c) 구조물계획

d) 설계기준 및 기타

e) 관계기관 협의

f) 기 타

h.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토공, 구조물공, 방수 및 방식, 부대공, 기타)

i. 사업비 분석

a) 공사개요

b) 공사비산출

c) 사업비 분석

d)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j. 부 록 (각종 조사자료, 동별 급수인구, 설계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

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민원 추진사항,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

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

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k.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참여기술자 성명, 담당업무, 실제업무에 참여한 기간 등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2호)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물성치,

사용 프로그램,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안정

검토,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e) 내진설계

f) 가 시 설 (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재료강도,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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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기타)

b. 수리계산서

a) 급수관망도

b) 수리계산 (원단위, 급수인구, 시간계수, 급수면적 등)

③ 설계예산서

a. 설계설명서

a) 공사목적

b) 공사개요

c) 위 치

d) 기 간

e) 규 모

f) 공사수량

g) 관급자재

h) 예정공정표

i) 기 타

b.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

위대가 등)

c. 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d. 수량산출서

a) 총괄 자재집계표

b) 총괄수량 집계표

c) 공종별 수량집계표

d) 공종별 자재집계표

e)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f)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g) 기 타

④ 설계도면

a. 목 차

b. 위치도

c. 일반도

d. 종․평면도

e. 토공 횡단면도

f. 배수계획도

g.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h. 포장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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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구조일반도

j. 구조배근도

k. 구조상세도

l. 부대시설도 (출입시설, 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⑤ 공사시방서

a. 총 칙

b. 지반조사 및 측량

c. 지반개량공사

d. 토공사 및 조경공사

e. 말뚝공사

f. 콘크리트공사

g. 상하수도공사

h. 강구조물공사

⑥ 유지관리 지침서

a. 점 검

b. 점검요령

c. 보수방법

⑦ 기 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a. 지적도 및 용지도

b.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c. 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d. 인허가 서류 및 도서

e. 시추조사의 코어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① 설계보고서

a.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b.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설계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계보

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c. 설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d.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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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e.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및 대책, 예상되

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 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

부, 허용 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f.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

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 및 수리계산서

a.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b.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

다.

c.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

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d.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e.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

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

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f.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

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g.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

록 한다.

h.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i.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③ 설계예산서

a.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

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b.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c.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d.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 249 -

e.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

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f.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

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

다.

g.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

으로 적용한다.

h. 유류가는 해당 지역의 거래가격으로 적용한다.

i.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

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j.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k.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l.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d)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

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

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④ 설계도면

a. 설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하여

야 한다.

b.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

여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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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d.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구조적으

로 지켜야 할 사항 등과 품질관리 또는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도면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하여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

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f.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g.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

다.

h.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

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i.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j.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

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k.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⑤ 공사시방서

a.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

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2009년 개정)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

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

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b. 공사시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a)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b)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c)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d)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e)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f)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

에 관한 세부사항

g)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h)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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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j)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k)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l) 기타 주요공사 사항

c.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a)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

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b)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c)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d)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f)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g)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h)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i)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⑥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a.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

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

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b.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

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c.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

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

분을 기입한다.

d.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e.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

품시 함께 제출한다.

⑦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a.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b.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⑧ 기 타

a. 도면의 크기는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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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

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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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예시)

①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0부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실시설계도면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②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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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D 작성기준

a. 수록내용 및 작성프로그램

a)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

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

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

다.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5) 납품 및 인쇄

①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종료일부터 3일 이내에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255 -

4. 도로시설물 점검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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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 (2013. 4. 26. 개정)

제1장 서론

1.1 목적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

한 필요사항을 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기능

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와 영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적용

한다.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시설물 관리체계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상태평가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안전성평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종합평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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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e-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 (이하 “FMS"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복합시설물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 등이 집합된 시설물

제2장 시설물 관리일반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중앙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

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이하 "FMS 운영규정"이

라 한다)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

하여야 하며 다음에 명시된 자료 등도 보존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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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3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에 각각 제출한다.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은 FMS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제

출한다.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다. 교량의 교좌장치(교량받침)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자.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2.4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의 실적을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FMS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1 일반

3.1.1 목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3.1.2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법 제4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

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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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예산의 확보

법 제3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초로 한다.

3.1.4 준비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본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3.9.2절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

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본 지침 및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

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일정계획 수립

라. 조사․시험 항목의 선정

마.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과 소요 장비

3.1.5 고려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나.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다.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3.1.6 장비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

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및「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6조에 따라 갖춘 진단측정장비는 규칙 별지 제5호 서식과 함께 해당 진단측정장비 사진을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1.7 실시결과의 이행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



- 260 -

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고, 세부결함의 정도는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① 시설물기초의 세굴

②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③ 교량 교좌장치(교량받침)의 파손

④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⑤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⑥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에 의한 누수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⑧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⑨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⑪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⑫ 기타 규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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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주형(거더)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교대·교각의 균열발생

2. 터널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물이 흘러 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기초지반의 누수, 파이핑 및 세굴

-수문의 작동불량

5. 상수도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6. 건축물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주요구조부재의 과다한 변형 및 균열심화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7. 항만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갑문 충·배수 아키덕트 시설의 부식 노후화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안벽의 법선변위 및 침하

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종류

3.2.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

어진다.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

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2 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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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

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

전 및 신규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 실시결과의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

야 하며,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

다.

또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

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2.3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

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

별점검으로 구분한다.

가.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

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

수․보강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2.4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

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

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

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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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

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

하여야 한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

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

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

립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이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

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실시를 생략하거나 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①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② 시설물의 철거예정인 경우

시설물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 또는 2종시설물이 된 경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1종시설물로 변경된 경우 정밀

안전진단 실시시기는 그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로부터 기산하며, 시설물의 최초 준공일이 10년이 경

과된 시설물은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시설물이 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

시하여야 한다.

3.3.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을 포함한다)로부터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3.3.2 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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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완료하

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

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

(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

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3.3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종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

시 완료하여야 하며,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

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

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

시 완료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4년에 1회 이상

또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

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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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평가, 성능회복

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3의 등

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주택법 시

행규칙」 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안전점검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

수하여야 한다.

3.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안전관리

3.5.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5.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3.5.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3.6.1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다.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바.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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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아.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 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3.6.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의 선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3.6.3 장비의 선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

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

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6.4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2. 2종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4.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규정한다.

3.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3.8.1 정기점검 과업

정기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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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

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 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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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3.8.3 정밀안전진단 과업

가.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

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2)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3)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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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나.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필수적으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

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

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

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

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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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3.9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요령

3.9.1 일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본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서 규

정한다.

복개구조물은 구조형식에 따라 세부지침의 교량 또는 터널, 지하차도는 세부지침의 터널, 지하도상

가는 세부지침의 건축물, 다기능보는 세부지침의 댐의 실시방법을 준용한다.

해당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지침 및 세부지침의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3.9.2 사전조사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

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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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류 관리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9.3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3.9.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부위의 청소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9.5 시설물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평가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의 상태

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일된 서식과 기준(세부지침 참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3.9.6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3.9.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재료시험

4.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

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 항목과 기준

수량은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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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2 현장 재료시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

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

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실내시험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

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

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4.3.1 콘크리트 시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깊이 시험 등

4.3.2 강재시험

강도 등

4.3.3 토질재료 시험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4.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

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

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4.5 시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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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

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

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

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

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6.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

다.

6.2 안전성 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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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

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

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

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장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제8장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

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

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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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9장 보수․보강 방법

9.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

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

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9.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9.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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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9.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

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

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

여야 한다.

9.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9.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

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10.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

지침에서 규정한다.

10.1.1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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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

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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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

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1.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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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

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

(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

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

전성 평가 포함 시행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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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

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0.2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

(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

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제11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약 절차

11.1 계약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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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

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11.2 계약조건 등

시설물의 관리주체와 유지관리업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간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계약

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장 행정사항

12.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인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지침에 의한다.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이 지침 시행 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 대상 시설물은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실시시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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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설 계업무관리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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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설계업무관리 점검표 운용

1) 목 적

본 설계업무관리 점검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토목공사 설계업무의 질적 향상

및 공사의 품질향상, 관련부서 기술자의 기술향상과 설계용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

여 작성되었다.

2) 적용범위

본 설계업무관리 점검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토목분야에 대한 설계업무 점검

에 적용한다.

3) 사용점검항목

(1) 발주전 점검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설계용역 진행단계별 점검이 가능하도록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완료 단계 점검항목으로 구분하였다.

(2) 점검자는 과업의 특성․규모․내용에 따라 각 단계별 점검항목표에서 필요한 점검

항목을 검토한 후 추가 또는 발췌하여 점검할 수 있다.

(3) 설계자문회의에서 검토된 사항 중 주요항목을 추가점검 항목에 포함하도록 한다.

4) 점검방법

(1) 점검자 및 확인자

① 점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감독(담당공무원)이며 확인자는 차상위자로 한다.

단, 발주전 점검에 있어서는 차상위자가 점검자가 되고 확인자는 차상위자의 상

위자로 한다.

② 발주전 점검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③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점검시에는 외부전문가와 관련부서에서 선정된 5급 이상

공무원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점검하도록 한다.

④ 설계자문 및 검토회수는 원칙적으로 1회 이상으로 한다. 그러나 용역의 규모, 기

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회수를 1～4회로 조정할 수

있다.

(2) 점검시기

점검시기는 “설계용역관리흐름도”에 준한다.

(3) 점검내용

점검내용은 각 단계별 점검항목표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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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검순서

점검 및 확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① 점검자가 각 단계별 점검항목을 점검하고

② 미흡하거나 잘못된 내용만을 비고란에 표시하며,

③ 확인자는 점검자가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④ 계약상대자와 점검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발주

전 점검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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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도로건설 점검항목표

(고가 및 지하차도, 터널, 도로개설)

1) 발주전 점검항목표

2) 기본설계 점검항목표

3) 실시설계 점검항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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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주 전 점 검 항 목 표

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개요 ∙설계범위와 규모가 결정되었는지 검토

∙교량명/지하 및 고가차도명, 터널명은 결정되었는지 검토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인가 검토)

∙설계기간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공사시기 및 기간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공사입찰방법 및 관련서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2. 일반사항 ∙설계감리 대상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

∙인․허가 서류 종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기술심의일정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용역계약 완료일 60일전인지 점검)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한계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설계자문 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성과품작성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적절한지 점검

∙제출도서는 분야별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

3. 기준 및 시방서 ∙적용시방서, 기준, 편람, 지침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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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4. 조사항목 ∙필요한 조사항목, 범위, 방법, 수량 등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관련 계획자료 조사

∙기타 필요한 조사

5. 설계조건 ∙도로의 기능 및 구분(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간선도로

등)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설계속도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폭원구성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특수하중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기타 고려하여야 할 각종 설계조건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6. 기존 자료 및 ∙과업과 관련있는 기존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제공자료 ∙기존 자료 중에서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기존 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은 파악되었는지 점검

7. 환경 및 경관 검토 ∙필요성 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필요한 환경 및 경관검토자료의 종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문화재에 대한 협의사항이 결정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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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8. 설계예산 ∙설계용역대가는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점검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용지보상비, 법률수속비는 추정

공사비에서 제외되었는지 점검

∙제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 289 -

2) 기 본 설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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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기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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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일반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지 확인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2. 조 사 ∙기존 조사자료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형, 지질, 기상 등 주변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교통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하천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장물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용․배수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환경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경제성 분석은 적정하게 행하였는지 점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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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간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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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조건 ∙도로의 구분은 적정한지 검토

∙설계속도는 적정한지 검토

∙특수하중은 확인하였는지 검토

∙각종 설계하중은 적정한지 점검

∙사용할 설계기준은 파악하였는지 확인

2. 기하구조 ∙폭원구성은 적정한지 검토

∙선형(평면 및 종단)의 조건은 적정한지 검토

∙좌표 및 기준점은 적정한지 점검

∙횡단경사의 최대치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

여 계획되었는지 점검

∙내공단면은 도로 및 철도, 수로규격에 따른 소요의 폭

원과 시설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 등 시설대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점검

3. 사용재료 ∙재료의 규격, 허용응력은 타당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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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특수재료의 공급조건은 확인하였는지 점검

4. 구조형식 및 ∙구조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공법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 등)

∙비교안은 검토되었는지

∙교장 및 지간분할은 적정한지 검토

∙환경문제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 제약사항은 확인하였

는지 점검

∙구조물을 설정한 이유는 명확한지 검토

5. 지반조건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한지 점검

∙암반인 경우 암의 종류, 층거와 절리상태, 단층파쇄대와

풍화변질대의 위치, 상태 등은 검토되었는지 점검

∙구조물과 주상도의 위치관계는 타당한지 확인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

∙조사간격 및 수량은 적정한지 확인

∙조사는 터널굴착 심도이하까지 굴진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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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지반조사 평가방법은 적정한지 확인

6. 수리․수문계획 ∙교량의 형하여유고는 검토되었는지 확인(선박통행, 홍수위)

∙교량의 지간은 선박의 통행시 충분한 여유폭을 갖고 있는지 검토

∙수리영향검토에 따른 유수단면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지 검토

∙수로관리자와 협의되어 있는지 점검

∙수로이설시 계획홍수위와 제방의 여유고는 적정한지 검토

7. 토공 및 ∙성토경사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법면계획 ∙절토경사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소단폭 및 높이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8. 도로 및 철도 ∙도로 또는 철도의 시설한계 점검

교차계획 ∙도로 또는 철도의 확장계획 여부 확인

∙관련기관과 협의는 완료하였는지 점검

∙관련기관의 요청사항은 반영하였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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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9. 터널계획 ∙터널건설 지역의 여건, 규모, 개념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점검

∙터널위치는 터널의 연장, 시공의 난이도, 부대시설, 환

경보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점검

∙토피고가 적은 경우 절토처리, 혹은 Open-Cut과 시공

성,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였는지 점검

∙터널과 I.C 또는 B.S, T.G 등과의 이격거리는 기준에 맞는가 점검

∙소요환기량, 환경조건 및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는지 점검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10. 평면교차로 계획 ∙관련계획과의 관계협의는 완료되어 있는지 점검

∙설계차량은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좌․우회전 차선의 유무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신호제어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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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1. 연계도로의 확인 ∙연계도로의 설계기준은 명확한지 검토 (접속도로, 연결로, 측도 등)

12. 입체교차 계획 ∙입체교차로 한 이유는 명확한지 점검

∙가․감속차선은 충분한지 점검

∙용지확보는 가능한지 점검

∙위치는 적당한지 점검

13. 환경 및 ∙환경 및 경관검토의 필요성, 기본개념, 범위 등을 이해

경관영향검토 하였는지 확인

∙필요한 환경 및 경관영향검토는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확인 (소음․진동, 대기오염, 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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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 료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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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토 공 ∙대절토에 대한 토질조사와 시험은 적절하며, 사면안정

해석은 실시하였는지 확인

∙한계 성토고는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점검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가능량 및 재료의 적합성 여부

는 검토되었는지 점검

2. 배수공 ∙유출량 산출을 위한 유역면적 적용은 적절한지 검토

∙계획 강우강도 및 홍수량 산정은 적합한지 검토

∙배수구조물의 설치기준은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 점검

3. 구조물공 ∙구조물의 특성과 도로의 선형을 고려한 설계인지 점검

∙설계하중은 제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점검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을 고려한

설계인지 점검

∙주요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하였는지 점검

∙최소 안전율은 제 기준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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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계획홍수량에 따른 형하 여유고는 충분히 고려하여 설

계하였는지 점검

4. 포장공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 지질) 및 환경 조건(기

상, 기후, 동결, 융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는지 확인

∙포장형식은 비교검토에 의하여 선정하였는지 확인

∙설계법 적용시 적용계수들은 시방서규정에 맞도록 설계

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설계교통량은 공용년도까지의 예상교통량으로 산정하여

설계하였는지 확인

∙기층의 재료 선택은 적절한지 점검

∙보조기층의 재료선택은 적절한지 점검

∙가요성 포장으로 설계시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지 점검

5. 교량상부구조 ∙상부공형식은 타당한지 검토

∙주형배치는 타당한지 검토

∙주형의 높이는 타당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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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적용기준은 타당한지 검토

∙설계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사용재료의 물성치 및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정

되었는지 검토

∙처짐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단면응력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6. 하부구조 ∙하부공형식 및 배치형태는 타당한지 검토

6.1 공통사항 ∙적용기준은 타당한지 검토

∙설계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정

되었는지 검토

∙단면응력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 302 -

항 목 및 내 용 비 고

6.2 기초지반 ∙설계지반면의 선정은 타당한지 검토 (세굴, 침하, 동결융해 등)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한지 검토

6.3 기초구조 ∙기초의 근입깊이 및 지지층이 검토되었는지 검토

∙안정성(전도, 활동, 수평변위량 등)이 검토되었는지 검토

∙기초구조 및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충분한지 검토

7. 터널본선 ∙평면곡선 반경은 지형조건 및 경제성과 비교하여 제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본선 구간은 가능한 평면을 직선으로 하고 종곡선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종단경사 선정시 지형조건, 배수 및 환기,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제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내공단면은 (터널내 부대시설) 도로, 철도, 수로의 기능,

용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확인

8. 지보방법 및 안정성 ∙지보재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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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록볼트 ∙록볼트의 배치간격 및 길이는 적정한지 확인

8.2 뿜어붙임 ∙설계 두께는 적정한지 확인

콘크리트 ∙설계강도는 적정한지 확인

8.3 강지보재 ∙지보재의 종류 및 재질은 적정한지 확인

8.4 콘크리트 ∙터널형식(배수형, 방수형)에 따라 콘크리트라이닝은 구

라이닝 분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두께설정은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설계 규정은 적정한지 확인

∙사용재료는 적정한지 확인

9. 성과품작성

9.1 보고서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

∙보고서는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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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

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

절한지 점검

∙상세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점검

∙보고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의 목적은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

어 있는지 점검

9.2 구조 계산서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은 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어있는지 점검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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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수리 계산서 ∙유역도는 작성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수리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배수의 유출량과 통수량은 조사되었는지 점검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수리계산서에서 시산법에 의한 것들의 과정이 정확히

수록되었는지 점검

9.4 설계도면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

∙축척은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지 검토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있는지 검토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된 B.M.D, S.F.D 등은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은 되어

있는지 점검

∙종평면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

었는지 점검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항 목 및 내 용 비 고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

∙설계도면의 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주석(Note), Key Plan 등이 효과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작

성되어 있는지 점검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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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 시 설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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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기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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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일반 ∙설계 목적은 이해하였는지 점검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지 확인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2. 조 사 ∙기존 조사자료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형, 지질, 주변현황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교통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하천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장물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용․배수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주변의 교통시설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환경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경제성 분석은 적정하게 행하였는지 점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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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간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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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조건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이 적절한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는가

∙자문회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도로노선 계획은 적정한지 검토

∙평면 및 입체교차계획은 적정한지 검토

∙특수하중은 확인하였는지 검토

2. 기하구조 ∙선형(평면 및 종단)의 조건은 적정한지 검토

∙폭원구성 및 단면은 적정한지 검토

∙횡단경사의 최대치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좌표 및 기준점은 적정한지 점검

∙환기구 및 작업구의 위치, 규모는 적정한지 점검

∙갱구위치는 적정한지 점검

∙터널내 종단경사는 최소 0.3% 이상, 최대 2% 이하로

계획하였는지 점검

∙종단선형은 주행의 안전성, 환기, 방재설비, 방수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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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종점부의 좌표 및 종단계획고는 일치하는지 확인

∙연계도로와 접속부의 좌표는 일치하는지 확인

∙연결로, 접속도로와의 종단계획고는 일치하는지 확인

∙종단경사 선정시 지형조건 및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제

기준에 맞도록 계획되었는지 확인

∙평면곡선 및 완화곡선의 연장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횡단의 구성(차도, 길어깨, 중앙분리대, 측대, 보도폭 등)은 해

당도로의 기능, 교통상황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검토

∙곡선부의 편경사는 설계속도, 곡선반경, 지형상황을 고

려하여 계획되었는지 검토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분리도로 계획시

도로의 연속성, 주행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설계하였는지 검토

∙가․감속차선장은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

∙교차로의 형식은 지형조건 및 교통량에 따른 영향을 검

토하였는지 점검

∙설계속도에 적정한 교차로 설치를 검토하였는지 점검

∙연결로의 선형은 본선의 선형과 잘 접속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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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발생예정 지점에 대한 처리계획은 적절한지 검토

∙Nose부의 선형(접속각 및 곡선반경)은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유입차로수와 유출차로수는 균형을 이루는지 점검

∙도류로는 속도와 각종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

였는지 검토

∙평면교차로의 시거는 확보되어 있는지 점검

∙교차로의 접속부는 지형조건,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평

면교차 및 입체교차처리 계획을 하였는지 점검

∙내공단면은 도로 및 철도, 수로규격에 따른 소요의 폭원과

시설한계를 만족하고, 환기, 방재, 내장 등 시설대 공간을 확

보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점검

3. 사용재료 ∙재료의 규격, 허용응력은 타당한지 확인

∙특수재료의 공급조건은 확인하였는지 점검

4. 구조형식 및 ∙구조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공법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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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안은 검토되었는지?

∙교장 및 지간분할은 적정한지 검토

∙공사방법 및 순서는 명확한지 검토

∙공사작업장의 Space는 확인하였는지 검토

∙기자재 운반로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환경문제 및 민원으로 인한 공사 제약사항은 확인하였는지 점검

∙가시설 계획은 적정한지 검토

∙굴착공법은 지반조건 및 장비, 민원발생을 고려하여 선

정되었는지 점검

∙구조물설계시 표준설계도는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5. 지반조건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한지 점검

∙암반인 경우 암의 종류, 층거와 절리상태, 단층파쇄대와

풍화변질대의 위치, 상태 등은 검토되었는지 점검

∙허용지지력 또는 지반반력의 값은 타당하게 설정되었는지 검토

∙지반의 액상화 가능성은 검토되었는지?

∙구조물과 주상도의 위치관계는 타당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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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에서 압밀침하, 부마찰, 측방이동 등에 대한 검

토는 되었는지 확인

∙지하수위의 적용값은 타당한지 확인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

∙시공시에 조사 및 확인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

∙조사간격 및 수량은 적정한지 확인

∙조사는 터널굴착 심도이하까지 굴진하였는지 확인

∙측압계수 및 지반강도정수, 변형계수 등의 물성치는 적

정하게 평가하여 설정되었는지 확인

∙R.Q.D 및 R.M.R 산정은 적정한지 확인

∙암반투수계수의 산정은 적정한지 확인

6. 수리․수문계획 ∙하천의 유수방향과 교각위치 및 형태가 적정한지 검토

∙하부구조로 인한 최대홍수위 상승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교량의 형하여유고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선박통행, 홍수위)

∙교량의 지간은 선박의 통행시 충분한 여유폭을 갖고 있는지 검토

∙유수에 의한 세굴범위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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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배수계통(용수인가, 배수인가)및 단면의 조사는 명확한지 검토

∙수리영향검토에 따른 유수단면 확보에는 지장이 없는지 검토

∙수로관리자와 협의되어 있는지 점검

∙수로이설시 계획홍수위와 제방의 여유고는 적정한지 검토

7. 토공 및 법면계획 ∙성토경사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절토경사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소단폭 및 높이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법면보호공은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8. 도로 및 철도 ∙도로 또는 철도의 시설한계 점검

교차계획 ∙도로 또는 철도의 확장계획 여부 확인

∙관련기관과 협의는 완료하였는지 점검

∙관련기관의 요청사항은 반영하였는지 점검

9. 터널계획 ∙터널건설 지역의 여건, 규모, 개념 시공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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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위치는 터널의 연장, 시공의 난이도, 부대시설, 환

경보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 점검

∙터널과 I.C 또는 B.S, T.G 등과의 이격거리는 기준에 맞는가 점검

∙병설터널의 상호 중신간격에 대해서는 현지여건, 토질

조건을 감안하여 검토하였는지 점검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터널 설계는 최근에 활성화된 신기술 및 신공법을 검토

하여 반영하였는가

∙터널계획은 시설물 계획을 반영하였는가

∙버럭처리 방식은 적절한지 점검

∙지보공의 방법은 적절한가 점검(지형, 지질, 역학적 특성, 토

피의 대소, 용수의 유무, 굴착단면의 크기, 지표침하의 제약,

시공법)

∙보조공법은 적절한가 확인

(터널천정부, 막장의 안정, Grouting 방법 등)

∙기자재 운반로는 확보 할 수 있는지 점검

∙경제성, 안정성, 시공성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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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굴착공법은 적정한지 점검(단면크기, 막장의 자립성, 지

반지지력, 지표면 침하허용치, 여굴 등)

∙소요환기량, 환경조건 및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검토되었는지 점검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10. 시공구분 ∙단계시공시의 시공구분은 하였는지 확인

∙공사규모에 따른 공구분할은 실시하였는지 확인

11. 용지구분 ∙용지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

∙상위 계획인 토지이용계획과 일치하는지 점검

12. 방수 및 배수계획 ∙방수 및 배수형식은 적절한지 점검

∙배수 및 방수재료의 선정은 적정한지 점검

∙배수재 및 방수재의 기능, 역할은 적정한지 점검

∙유입수량(심도, 연장, 지반투수계수, 파쇄대 여부를 고

려)의 산정은 적정한지 점검

∙유지관리 계획은 적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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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확 인 비 고

∙지보공과의 연속적인 시공이 실시되도록 계획되었는지 확인

13. 교통처리계획 ∙계획목표년도의 교통량 추정은 적정한지 점검

∙교통량 추정 및 교통용량 분석을 정확하게 실시하였는

지 검토 (방향별 설계시간 교통량 : DDHV기준)

∙교통용량 분석결과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지 검토

∙단계별 시공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점검

14. 환경 및 경관 ∙필요한 환경 및 경관영향검토는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영향검토 확인 (소음․진동, 대기오염, 경관 등)

∙터널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이나 관련법규를

충분히 조사하였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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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 료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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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확 인 비 고

1. 중간단계 및 각종 ∙초기 및 중간단계의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는 적절한가

의견 반영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는가

2. 토 공 ∙대절토에 대한 토질조사와 시험은 적절하며, 사면안정

해석은 실시하였는지 확인

∙길어깨는 지형여건에 맞도록 규격을 결정하였는지 확인

∙유토곡선(Mass Curve)은 운반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계

획하였는지 확인

∙사토 및 순성토는 토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확인

∙법면처리 공법은 적절하게 채택하였는지 확인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가능량 및 재료의 적합성 여부

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연약지반의 조사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 및 적절한 처리

공법을 선정하였는지 검토

3. 배수공 ∙유출량 산출을 위한 유역면적 적용은 적절한지 검토

∙계획 강우강도 및 홍수량 산정은 적합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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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확 인 비 고

∙기존수로가 형성된 곳까지의 가배수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확인

∙유속에 따른 수로단부의 처리는 설계기준에 맞도록 설

계하였는지 점검

∙경제성 및 시공성, 유지관리에 대한 제사항을 설계에 반

영하였는지 점검

∙통․수로 암거는 충분한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을 고려

하여 설계되었는지 점검

∙배수 구조물의 설치방향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점검

∙산마루 측구의 규격결정을 위한 유역면적 산출은 적정한지 점검

∙성․절토부의 비탈면 배수시설과 노면배수시설은 연속

성이 있는지 점검

∙집수정의 위치, 간격, 규격은 적절한지 점검

∙L형측구의 형식은 절토법면의 지질조건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였는지 점검

∙중분대 집수정 및 횡단배수관의 간격 및 경사는 적절하며 성

토부 도수로 등 연결배수 시설과 접속은 원활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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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4. 구조물공 ∙구조물의 특성과 도로의 선형을 고려한 설계인지 점검

∙설계하중은 제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점검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을 고려한

설계인지 점검

∙소구조물은 표준설계도에서 선정하여 응력계산을 한 다

음 설계에 반영하였는지 점검

∙주요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하였는지 점검

∙계획홍수량에 따른 형하 여유고는 충분히 고려하여 설

계하였는지 점검

∙최소 안전율은 제 기준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점검

5. 포장공 ∙포장형식은 교통조건, 토질조건(지형, 지질) 및 환경 조건(기

상, 기후, 동결, 융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는지 확인

∙설계법 적용시 적용계수들은 시방서 규정에 맞도록 설

계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포장단면 산정시 노상토조사는 실시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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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설계교통량은 공용년도까지의 예상교통량으로 산정하여

설계하였는지 확인

∙동결심도 결정시 계획도로의 계획고와 동결지수 산정은

적절한지 확인

∙해석기간동안의 양방향 누가 등가단축하중 산정시 방향

분배계수와 차선분배계수는 적절한지 확인

∙설계노상 변수(설계노상 CBR, 노상지지력계수) 산정은

적절한지 확인

∙기층의 재료 선택은 적절한지 점검

∙보조기층의 재료선택은 적절한지 점검

∙가요성 포장으로 설계시 단계건설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는지 점검

∙교차로의 연결로 내측 노견포장 보강은 적절한지 점검

∙줄눈의 위치 및 규격은 적절한지 점검(수축줄눈, 팽창줄

눈, 시공줄눈)

∙측대는 차도부 포장과 동일한 구조와 두께로서 일체구조인지 점검

∙포장구조와 노상토에 존재하는 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적절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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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6. 부대공 ∙부대시설물의 설치계획, 위치는 지형조건 및 교통조건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표지판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적절한지 확인

∙노면표시는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시선유도표지는 목적물별 위치 및 간격이 적정한지 확인

∙가드레일의 설치위치는 적절한지 확인

∙중앙분리대 형식, 연장 및 간격은 적절한지 확인

∙야간 주행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시설은 되어있는지 확인

∙과속주행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경계 및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지 확인

∙방호책의 설치는 위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충격흡수시설의 설치는 되어있는지 확인

∙공해방지 시설 설치계획은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도로는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녹지계획은 적절한지 확인

∙낙석방지책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적절한지 점검

∙가변차선에 대한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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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방음벽설치 위치에 대한 검토는 수행되었는지 점검

∙방음벽설치시 환경 및 미관을 고려한 형식은 적합한지 점검

∙버스정류장 배치계획, 위치, 규격은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

7. 교량상부구조 ∙상부공형식은 타당한지 검토

7-1 공통사항 ∙주형배치는 타당한지 검토

∙주형의 높이는 타당한지 검토

∙적용기준은 타당한지 검토

∙설계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 모델은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 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하중조합은 타당한지 검토

∙하중재하 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사용재료의 물성치 및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공법 및 시공순서는 구조해석에 고려되었는지 검토

∙처짐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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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정

되었는지 검토

∙단면응력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비틀림 모멘트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7.2 콘크리트 ∙지간의 산정은 타당한지 검토

바닥판 ∙윤하중분포폭은 타당한지 검토

∙바닥판의 두께는 타당한지 검토

∙가외철근은 적정한지 검토

(슬래브단부, 캔틸레버부, 지점부, 둔각부, 우각부 등)

∙철근세목은 적정한지 검토 (최소철근, 간격, 피복두께,

철근직경, 배력철근, 정착길이, 절곡위치, 이음길이 등)

7.3 강바닥판 ∙바닥판 두께는 타당한지 검토

∙유효폭 산정은 타당한지 검토

∙피로응력은 검토하였는지 검토

∙종리브, 횡리브의 크기, 간격은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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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현장이음 방법은 적정한지 검토

∙용접부 설계는 타당한가 (용접종류, 두께, 용접방법 등)

∙연결부 설계는 타당한지 검토

∙주형의 일부와 바닥판으로서 합성응력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7.4 RC 구조 ∙유효폭 산정은 타당한지 검토

∙부재의 최소두께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크리프 및 건조수축은 고려하였는지 확인

∙개구부 보강 및 단부보강은 적정한지 검토

∙라멘교에서 강역 및 휨강성변화가 고려되었는지 확인

∙라멘 절점부의 보강은 적정한지 검토

∙엇갈림부의 보강은 적정한지 검토

∙높이가 큰 보(Deep Beam)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검토

∙철근 세목은 적정한지 검토 (최소철근, 배력철근, 간격, 피복

두께, 철근직경, 정착길이, 절곡위치, 스터럽, 이음길이 등)

∙사용성은 검토되었는지(균열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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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PC 구조 ∙RC구조 점검내용을 포함

∙PC 강재의 배치 및 간격은 타당한지 검토

∙PC 강재의 긴장력 및 긴장순서는 타당한지 검토

∙PC 강재의 프리스트레스 손실량은 타당한지 검토

∙2차 모멘트는 검토되었는지 검토

∙정착장치부, 돌출부, 굴곡부, 단부 등의 보강은 적정한지 검토

∙PC강재 연결부의 위치, 방법 등은 타당한지 검토

∙PC강재의 제한규정(최소 및 최대)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완공후 추가하중, 균열 및 처짐조정을 위해 PC강재를

추가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

∙공사방법에 따른 설계특성 및 고려사항은 반영되었는지 검토

∙PC강재, 쉬스관, 정착장치, 연결장치 등의 세부사항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인장응력 발생부의 보강은 적정한지 검토

∙블록아웃 및 잭킹작업 공간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정착부까지의 최소직선거리 및 최소곡률 반경은 적정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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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강구조 ∙강재의 선정, 구성은 타당한지 검토

∙허용응력의 산정은 타당한지 검토

∙피로응력은 검토하였는지 확인

∙강재의 최소두께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보강재(수직, 수평, 종방향, 하중집중점)의 위치, 크기,

응력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전단연결재의 종류, 수량, 위치 등은 적정한지 검토

∙부재의 유효좌굴길이 산정은 적정한지 검토

∙면내․외 좌굴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부재의 이음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현장이음부는 운반 및 가설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는지 검토

∙이음부의 시공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용접이음부의 용접방법은 타당한지 확인

∙용접이음부에 대한 응력검토는 되었는지 검토

∙용접표시는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검토

∙2차응력의 검토 필요성은 있는지 검토

∙용접부의 설계는 제규정에 만족하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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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이음에 있어 볼트간격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볼트이음에 있어 연결판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수직 및 수평브레이싱 위치, 크기, 응력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Cross Beam의 위치, 크기는 타당한지 검토

∙항복안전도 검사(강합성교) 는 되었는지 검토

∙전단력 집중부분 (강합성교)의 보강은 적절한지 검토

8. 하부구조 ∙하부공형식 및 배치형태는 타당한지 검토

8.1 공통사항 ∙적용기준은 타당한지 검토

∙설계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 모델 및 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하중조합은 타당한지 검토

∙하중재하 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공법 및 시공순서는 구조해석에 고려되었는지 확인

∙내진해석 방법 및 모델링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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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통사항 ∙내진 또는 면진교량 받침 사용여부 검토

∙낙교방지공 등 설치여부 검토

∙토압계산 방법의 적정성 검토

∙말뚝기초의 내진설계 적정성 검토

∙기초와 교대의 내진설계 적정성 검토

∙소성힌지 영역에서 띠철근 및 횡방향 구속철근량, 간격

의 적정성 검토

∙설계단면력(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정

되었는지 검토

∙단면응력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높이가 큰 보(Deep Beam)에 대한 해석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8.2 기초지반 ∙설계지반면의 선정은 타당한지 검토 (세굴, 침하, 동결융해 등)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한지 검토

∙시공시의 편토압, 지하수위의 변동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연약지반내 기초구조물의 측방이동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연약 모래지반의 액상화 현상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 333 -

항 목 및 내 용 비 고

∙기존구조물과 근접한 경우, 히빙과 보일링현상, 진동에 의한

지반의 침하, 지하수위 저하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8.3 교대․교각 ∙캔틸레버와 코벨구조 구분은 명확한지 검토

구 조 ∙코벨적용시 수평전단 철근은 타당한지 검토

∙교좌부에 있어 받침연단거리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압축부재에 있어 장주효과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유효길이, 편심모멘트 등)

∙라멘부재에 있어 절점부 휨모멘트 산정은 타당한지 검토

∙확대기초의 유효폭 산정은 타당한지 검토

∙휨모멘트 및 전단응력 검토단면의 위치는 타당한지 검토

∙기초 구조물과의 연결부는 적정하게 보강되어 있는지 검토

∙내진검토에 따른 보강은 적정한지 검토

∙철근세목 (최소철근, 간격, 피복두께, 배력철근, 정착길

이, 이음길이 등)은 적정한지 검토

8.4 기초구조 ∙기초의 근입깊이 및 지지층이 검토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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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전도, 활동, 수평변위량 등)이 검토되었는지 검토

∙기초구조 및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충분한지 검토

∙압밀층의 기초구조에 작용하는 부마찰력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확대기초의 경우 강체 또는 탄성체로 두께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유효폭 산정이 타당한지 검토

∙말뚝기초의 중심간거리, 연단거리, 군말뚝 영향 등은 검

토되었는지 확인

∙말뚝의 종류, 시공방법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검토

(지반반력계수, 설계단면력, 허용지지력, 변위량 등)

∙기초구조의 변위량은 허용변위량 이내인지 검토

∙말뚝머리부의 연결보강 방법은 적정한지 검토

∙기초구조물의 부식에 대한 대책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철근세목 (최소철근, 간격, 피복두께, 배력철근, 정착길

이, 이음길이 등) 은 적정한지 검토

9. 교량부대시설

9.1 받침(Bearing) ∙받침의 종류 및 배치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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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부에 대한 내진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가동받침의 이동량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부반력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가동받침의 마찰에 의한 수평력은 타당한지 검토

∙받침부의 보강판, 앵커볼트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받침의 유지관리는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

9.2 기타 ∙방호책 및 난간의 구조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연석구조는 적정한지 검토

∙배수구를 비롯한 배수시설은 적정한지 검토

∙신축이음장치는 적정한지 검토

(내구성, 평탄성, 배수, 시공, 유지관리 등)

∙방음벽을 비롯한 방음․방진구조물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조명시설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표지판은 적정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반영되었는지 확인

(점검통로, 조명시설, 환기시설, 계측기기, 부식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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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의 종류, 시공방법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10. 가시설 및 ∙가시설 구조 및 공법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시공상태 ∙적용기준은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하중조합은 타당한지 검토

∙하중재하 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지 점검

∙시공순서는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설계단면력 (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

정되었는지 검토

∙단면응력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시공법, 시공순서는 타당한지 검토

∙공사용도로, 운반로 계획은 타당한지 검토

∙하천의 물처리 계획은 타당한지 검토

∙공사 Yard/Space 는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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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

∙인접구조물의 보호대책은 적절한지 검토

∙공사후 도로복구계획은 적절한지 검토

∙지장물 처리방법(이설 혹은 매달기)은 적절한지 검토

11. 교 통 ∙교통량 추정 및 교통용량 분석은 정확히 실시하였는지

확인(방향별 설계시간 교통량 : DDHV기준)

∙교통용량 분석결과 용량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에 대한

대책은 적정한지 점검

∙단계별 건설에 대한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였는지 점검

∙시공시의 교통처리계획은 수립하였는가 확인.

12. 터널본선 ∙시․종점부의 좌표 및 종단계획고는 일치하는지 확인

∙연계도로와 접속부의 좌표는 일치하는지 확인

∙연결로, 접속도로와의 종단계획고는 일치하는지 확인

∙평면곡선 반경은 지형조건 및 경제성과 비교하여 제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 338 -

항 목 및 내 용 비 고

∙본선 구간은 가능한 평면을 직선으로 하고 종곡선이

배제되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종단경사 선정시 지형조건, 배수 및 환기,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제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평면곡선 및 완화곡선의 연장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내공단면(터널내 부대시설)은 도로, 철도, 수로의 기능,

용량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확인

∙병설터널은 지형, 암질, 주행성,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

하여 결정되었는지 확인

∙자동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처리를 위한 분리도로계

획시 도로의 연속성, 주행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설계하

였는지 확인

∙곡선부의 편경사는 설계속도, 곡선반경, 지형상황을 고

려하여 계획되었는지 확인

∙측도 설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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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보방법 및 ∙지보패턴은 지반 및 지형조건, 단면 등을 고려한 후 암

안정성 반을 평가하여 결정되었는지 확인

∙원지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였는지 확인

∙지보재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13.1 록볼트 ∙록볼트의 배치간격 및 길이는 적정한지 확인

∙록볼트의 규격 및 길이는 적정한지 확인

∙정착방식은 지반조건과 부합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천공방식은 적정한지 확인

∙시공순서는 적정한지 확인

∙설치시기는 적정한지 확인

∙주입재의 배합설계는 적정한지 확인

∙충진 방식은 적정한지 확인

13.2 뿜어붙임 ∙시공시기는 적절한지 확인

콘크리트 ∙조기강도를 실현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방법은 적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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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방식은 적정한지 확인

∙설계 두께는 적정한지 확인

∙설계 강도는 적정한지 확인

∙타설순서는 적정한지 확인

∙시공방법(건식 또는 습식)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13.3 와이어메쉬 ∙철망의 규격은 적정한지 확인

∙이음은 적정한지 확인

∙뿜어붙임 콘크리트와 결합 정착은 적정한지 확인

13.4 강지보재 ∙지보재의 종류 및 재질은 적정한지 확인

∙지보효과를 발휘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

∙이음 위치 및 구조는 단면형상, 시공법, 단면적의 크기

와 분포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는지 확인

∙강지보재 설치단면의 뿜어붙임 콘크리트 타설은 완벽한가 확인

∙형상은 지반의 허용변위량과 시공 허용 편차를 고려하

여 결정되었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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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의 이음은 적정한가 확인.

13.5 콘크리트 ∙터널형식(배수형, 방수형)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라이닝 ∙두께설정은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

∙설계 규정은 적정한지 확인

∙사용재료는 적정한지 확인

∙하중조건 및 하중 분담율은 적정한지 확인

∙해석 모델은 적정한지 확인

∙안전율의 적용은 적정한지 확인

∙콘크리트의 온도수축 및 균열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양생방법 및 콘크리트 타설강도는 적정한지 확인

∙콘크리트의 최종두께는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

∙균열 보수 방법은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

∙유입수에 대하여 유지보수 대책이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

∙비상주차대지점의 라이닝두께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13.6 보조 공법 ∙천단부 보강시 Fore Foling의 경사각도는 적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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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간격 및 길이는 적정한지 확인

∙Fore Foling의 길이는 적정한지 확인

∙파이프의 직경은 적정한지 확인

∙설치위치는 강지보재의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

∙고압분사 그라우팅의 각도 및 간격, 중첩길이는 적정한지 확인

14. 방․배수공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수형식을 결정되었는지 확인

∙방수시설은 적정한지 확인

∙방수재료의 선정은 적정한지 확인

∙방수막 이음의 확인 방법이 명시되었는지 확인

∙터널길이에 따라 구분하여 배수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

∙배수방식은 적정한지 확인

∙배수재료의 선정은 적정한지 확인

∙배수용량 및 용량산정은 적정한지 확인

∙경사는 적정한지 확인

15. 환기방식 ∙기본사항 항목 기준에 따르며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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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소요풍압은 환기계 소요 환기량을 만족하는지 확인

∙환기기계의 형식 결정은 적정한지 확인

∙환기기는 사용조건에 일치하고 경제성과 합리성이 확보

되었는지 확인

∙환기 덕트는 공기역학적으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지 확인

∙환기소의 위치선정은 유지관리 및 환경적인 측면을 고

려해서 설계되었는지 확인

∙환기제어방식 및 제어 장치는 교통조건 및 기상조건을

고려해서 결정되었는지 확인

∙예비기는 설치되었는가 확인.

16. 굴착공법 및 ∙기본사항 점검항목 기준에 따르며 다음을 추가한다.

방법(발파) ∙여굴 및 리바운드량의 기준은 적정한지 확인

∙굴착에 앞서 단면형, 굴착공법, 예상하는 발파결과 등을

고려하여 천공깊이, 천공배치, 화약종류, 양, 뇌관의 형

식, 화약의 발파순서 등의 발파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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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이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공경,

깊이를 정확히 행하고, 깊이는 얕고, 깊음이 없는지 확인

∙폭약 등의 반입시 제조일자, 포장상태 등이 규격품인지

확인하며 폭약 종류별 수량을 확인

∙화약의 보관, 발파작업등은 총포화약류 단속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각종 인․허가를 득하고 자격증 소지자

에 의하여 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

∙화약류의 운반은 소정의 용기 및 방법으로 수행하며 장약은

미리 정해진 발파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행했는지 확인

∙발파후 충분한 환기를 시키고 화약책임자가 불발공, 잔

류폭약 유무를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에

다음 작업에 착수했는지 확인

∙굴착기계는 지질, 단면, 곡선반경, 연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TBM이나 Shield공법을 이용할 경우 후방부대설비를 적정규

모로 설치하여 장비조합의 부적정 또는 지원시설용량의 부족

으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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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후 암반에 남아 있는 부석을 제거한 후 지보공 설치 확인

17. 터널 구조해석 ∙적용모델은 적절한지 검토

∙지반조건(절리상태,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과 지보패턴,

굴착공법을 고려하여 실시하였는지 검토

∙현지반 조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석되었는지 검토

(Ko, E, υ, σ1, σ3)

∙해석영역 및 경계조건의 설정은 적절한지 검토

∙실제시공방법 및 시공순서가 고려되어 있는지 검토

∙하중분담율은 적정한지 검토

∙암석의 공학적 특성치는 적정하게 적용하였는지 검토

∙프로그램의 선정은 적정한지 검토(해석방법)

∙피난연락갱 및 단면이 변하는 구간에 대해 해석을 실시

하였는지 검토

∙지반조건이 변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하였는지 검토

∙요소망 배열의 요소수는 적정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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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갱문설계 ∙원지반조건, 차량주행영향,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갱문의

위치 및 구조, 형식을 결정하였는지 확인

∙편토압 작용시 이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는지 확인

∙위치는 유수의 흐름에 교차되지 않도록 결정하였는지 확인

∙위치는 유수의 흐름에 교차되지 않도록 결정하였는지 확인

∙갱문의 형식은 주변 미관을 고려해서 적정한지 확인

∙갱구부 배수처리 계획은 적절히 되었는지 확인

∙소음 및 공기압 감소효과를 고려해서 결정하였는지 확인

19. 계측계획 ∙계측기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은 적정한지 확인

∙계측의 목적. 항목을 정확히 설정하였는지 확인

∙설치간격은 적정한지 확인

∙예측방법 및 시공에 반영정도가 고려됐는지 확인

∙측정방법 및 평가방법은 적정한지 확인

∙관리기준치는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계측시험 항목이 일상계측과 대표단면계측으로 구분하

여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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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설정은 계측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여 계

획되어 있는지 확인

∙초기값의 설정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

20. 방재설비 ∙방재설비 설치기준은 적절한지 확인

∙터널연장, 교통량, 평면, 종단선형, 폭원구성, 환기방식 및 교

통상태 등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였는지 확인

∙통신설비는 화재발생시 정상작동이 가능한지 확인

∙비상전화 설치위치 및 수량은 적정한지 확인

∙소화설비는 비상경보 설비가 화재발생시 작동하도록 하

였는지 확인

∙비상주차대와 피난연결통로는 확보하였는지 확인

∙대피설비는 부속설비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방재설비는 비상시 제기능이 발휘하도록 계획되었는지 확인

21. 조명설비 ∙설계속도교통량 및 선형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확인

∙적용기준에 적정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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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계산은 램프 와트수, 기경사치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하였는지 확인

∙등배열 간격은 적정한지 확인

∙조명기구 및 광원은 적정한지 확인

∙기본조명밝기는 설계속도 및 교통량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

22. 전기설비 ∙사용된 자재규격과 치수는 도면과 시방에 적합한지 확인

∙배관은 직선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배관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전선관 배선 후 여유공간이 있는지 확인

∙콘크리트타설전에 미설치된 배관이 없는지 확인

∙전선을 각 상별로 색상 분류하여 배선하였는지 확인

∙전선피복과 도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였는지 확인

∙고압케이블, 저압케이블 입선장비를 사용하였는지 확인

∙배선기구의 수평, 수직 및 기구간 이격상태는 양호한지 확인

23. 통신설비 ∙외장케이블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 349 -

항 목 및 내 용

∙통신케이블 및 선조류, 단자 및 단자함류, PVC관로, 가입

자 보호기, 전화기콘센트 등 자재는 체신부장관의 형식승

인용품 또는 KS표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접지선은 규격 이상의 피복절연 전선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예비관로는 설치되었는지 확인

∙닥트에 선조 고정 지지물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기계적 충격, 중량물의 압력이 없는 장소인지 확인

∙주위 온도가 60℃ 이하인 장소인지 확인

∙전력유도가 없는 장소인지 확인

∙침수염려 및 누수, 습기 발생여건이 없는지 확인

24. 터널내장 ∙내장재는 설치기준, 구조, 재료규격에 적정한지 확인

∙터널내의 조명과 부합된 미관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갱구부근의 도로 소음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

∙터널내 설치구비 조건에 적정한지 확인

(반사율, 오염물, 내식성, 내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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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유지관리계획 ∙부대시설물의 설치계획, 위치는 지형조건 및 교통조건을

및 부대시설 감안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표지판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적절한지 확인

∙안내표지판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

∙노면표시는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시선유도표지는 목적물별 위치 및 간격이 적정한지 확인

∙가드레일의 설치위치는 적절한지 확인

∙중앙분리대 형식, 연장 및 간격은 적절한지 확인

∙야간 주행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시설은 되어있는지 확인

∙과속주행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한 경계 및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지 확인

∙방호책의 설치는 위치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충격흡수시설의 설치는 되어있는지 확인

∙표시병의 형식은 설치지점의 조건에 따라 적합한지 확인

∙공해방지 시설 설치계획은 검토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도로는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녹지계획은 적절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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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를 위한 적정시설이 계획되었는지 점검

(점검통로, 조명시설, 환기시설, 계측기기, 부식방지, 기타)

∙공사용 암석반출 이동방법은 적정한지 확인

∙교통안전시설의 위치 및 형식은 적정한지 확인

∙보도구조는 적정한지 점검

∙방호책, 난간, 연석 등은 적정한지 점검

∙방음벽은 적정한지 점검

∙배수공은 적정한지 점검

∙호안공 또는 보호공은 적당한지 점검

26. 성과품작성

26.1 보고서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

∙보고서는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

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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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

절한지 점검

∙상세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점검

∙보고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의 목적은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

어 있는지 점검

26.2 구조 계산서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은 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가시설에 대한 구조계산은 되어있는지 점검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어있는지 점검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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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수리 계산서 ∙유역도는 작성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수리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배수의 유출량과 통수량은 조사되었는지 점검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수리계산서에서 시산법에 의한 것들의 과정이 정확히

수록되었는지 점검

26.4 설계도면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

∙축척은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지 검토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있는지 검토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된 B.M.D, S.F.D등은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은 되어

있는지 점검

∙종평면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

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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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

∙설계도면의 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Note), Key Plan 등이 효과적으

로 작성되었는지 검토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점

검(구조물치수, 철근세목, 보강부 등)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작

성되어 있는지 점검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

26.5 공사시방서 ∙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에 설계 및 공사사항이

적정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종에 대한 규정

사항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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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은 명시되었는지 점검

26.6 설계예산서 ∙설계설명서의 구성은 적정한지 검토

∙노임기준은 타당한지 점검

∙각종재료, 중기단가는 타당한지 점검

∙단가산출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

∙품셈기준은 적정한지 점검

∙관급자재 및 기타 관급사항은 적정히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운반비 산출은 적정한지 점검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종별 항목들이

일치하는지 점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1047호,

2010.12.28.)에 따라 초기안전점검비 반영 여부 점검

26.7 수량 산출서 ∙총괄 자재집계표는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공종별 수량 집계표는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단위는 적정한지 검토

∙오기는 없는지 점검



5.3 빗물펌프장 점검항목표

1) 발주전 점검항목표

2) 기본설계 점검항목표

3) 실시설계 점검항목표



1) 발 주 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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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개요 ∙설계범위와 규모가 결정되었는지 검토

∙명칭은 결정되었는지 검토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인가 검토)

∙설계기간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공사시기 및 기간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공사입찰방법 및 관련서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2. 일반사항 ∙설계감리 대상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

∙인․허가 서류 종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기술심의일정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용역계약 완료일 60일전인지 점검)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한계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설계자문 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성과품작성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적절한지 점검

∙제출도서는 분야별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

3. 기준 및 시방서 ∙적용시방서, 기준, 편람, 지침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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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4. 조사항목 ∙필요한 조사항목, 범위, 방법, 수량 등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관련 계획자료 조사

∙기타 필요한 조사

5. 설계조건 ∙배수용량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기타 고려하여야 할 각종 설계조건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6. 기존자료 및 ∙과업과 관련있는 기존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제공자료 ∙기존 자료 중에서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기존 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은 파악되었는지 점검

7. 설계예산 ∙설계용역대가는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점검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용지보상비, 법률수속비는 추정공사비에서 제

외되었는지 점검

∙제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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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본 설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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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기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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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일반 ∙과업의 목적은 이해하였는지 확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지 확인

∙과업의 목적 및 설계지침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과업의 범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은 파악하였는지 확인

2. 조 사 ∙기존 조사자료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지형, 지질, 주변현황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유역 및 하수도시설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기상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항은 포함되었는지 확인

∙기존 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각종 조사항목, 범위, 내용 등은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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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간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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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조건 ∙과업구역의 구분은 적정한지 검토

∙유수지 계획은 적정한지 검토

∙배수량은 적정한지 검토

∙사용할 설계기준은 파악하였는지 확인

2. 수문분석 및 ∙강우분석에 따른 강우 강도는 적절한지 검토

배수계획 ∙유출계수의 적용은 적절한지 검토

∙설계빈도의 적용은 적절한지 검토

∙유수지 크기 및 유수지 계획 수위는 적절한지 검토

∙유출량 산정은 적절한지 검토

∙수문분석에 의해 배수계획을 결정하였는지 검토

3. 펌프장 위치선정 및 ∙펌프장 위치는 침수우려 저지대 우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될 수 있

시설물배치계획 는 곳으로 선정되었는지 확인

∙장래 계획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근무자 거주용 사택은 구비하였는지 확인

∙방류수문과 유입수문의 위치 및 규모는 적정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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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4. 기계설비 계획 ∙유수지 용적을 고려하여 펌프의 용량결정을 하였는지 검토

∙펌프형식 선정은 계획유량 양정에 적합한지 검토

∙제진기의 형식 및 재질은 적합한지 검토

∙주배관의 지지방법, 재질 등은 적절한지 검토

∙밸브 및 수문의 형식 및 재질은 적절한지 검토

∙최초 적정펌프 가동수위는 제시되었는지 검토

∙펌프가동기준이 되는 수위계의 형식 및 재질, 설치위치는 적정한지 검토

5. 전기설비 계획 ∙수전방식은 적정한지 검토

∙수전전압은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검토

∙전력 및 전화선 등 현지조사를 하였는지 검토

∙예비전력의 수전 및 절환은 적정한지 검토

∙배전방식은 적정한지 검토

∙조도기준은 적정한지 검토

∙기타 통신설비의 설계범위는 적정한지 검토

∙접지설비는 적절하게 되었는지 검토

∙중앙감시제어방식 및 현장계측기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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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 료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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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토목설계

1.1 구조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부재의 최소 두께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구조해석 모델 및 방법은 타당한지 확인

∙하중재하 방법은 타당한지 확인

1.2 기초 ∙기초의 근입깊이 및 지지층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안전성(전도, 활동, 수평변위량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기초구조 및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충분한지 검토

1.3 시설물 ∙관리인 숙소의 크기는 적절한지 검토

∙유수지의 크기 결정은 적절한지 검토

∙펌프장의 크기결정은 적절한지 검토

∙중앙감시실의 위치는 전체 펌프시설을 투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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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설계

2.1 펌프 ∙펌프의 대수 및 용량결정은 계획우수량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검토

∙펌프의 설치대수는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

여 정하였는지 확인

∙펌프양정 계산은 적절한지 검토

∙펌프의 형식 결정시 유지관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최초 적정펌프 가동수위는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2.2 배관 ∙배관의 재질은 내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하며 진동과 부등침하에 잘 견

디는 것으로 선정하였는지 검토

∙관의 이음방법은 적절한지 검토

2.3 스크린설비 ∙배수펌프 흡입측에 제진용 스크린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및 크레인 ∙부상스크린의 설치여부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크레인의 형식 및 설치공간 등은 검토하였는지 확인

2.4 건축설비 ∙펌프장내 환기방식의 선정은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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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탕의 필요개소 및 설치의 설치여부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3. 전기·계장설계

3.1 수배전 설비 ∙수전전압 한국전력(주) 전기공급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수전방식은 신뢰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 현장조사를 통하

여 채택하였는지 검토

∙특고압 수배전 설비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변압기의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변압기 뱅크용량 및 뱅크수는 적정한지 검토

∙배전방식 및 배전전압은 적정한지 검토

∙역율개선 방식은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검토

∙기기배치는 보수점검, 안전도, 반출입,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지 검토

∙변전실의 위치는 침수선(홍수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지 검토

3.2 부하설비 ∙고압기동반의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조도기준은 적정한지 검토

∙전선관의 선정은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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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접지설비 ∙접지설비는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하였는지 검토

3.4 감시제어설비 ∙중앙감시반의 제어방식은 주펌프, 지배수펌프, 수문, 계도계, 수위계, 소동력,

변전계통 등을 수․자동 겸용 제어방식으로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구청 및 본청상황실과 TM/TC 설비가 Interface 되도록 하였는지 확인

∙감시제어항목(펌프, 수문의 가동상태, 수위, 수전설비 등)은 누락되어 있

지 않는지 확인

4. 건축설계 ∙주위의 경관과 조화롭게 계획하였는지 검토

4.1 일반사항 ∙출입구의 위치와 수는 적당한지 검토

∙풍향, 적설 등 기상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확인

∙각실의 면적, 위치 상호관계는 좋은지 검토

∙작업동선은 되도록 짧게 되어 있는지 검토

4.2 구조 ∙구조계산용 프로그램은 검증(공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

∙설계하중의 조합은 법규에 맞게되어 있는지 확인

∙내진설계 여부는 확인하였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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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하중에 대한 가정근거는 있는지 검토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4.3 마감 ∙외벽마감재료는 적절한지 검토

∙법정조경면적 및 그에 따른 면적산출은 적법한지 검토

∙옥외조경 배치도는 기능과 미적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

∙벽체마감이 노출블록인 경우 문 및 창문의 크기, 간격 등의 고려 및 구

조체 크기 및 간격 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방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수처리는 되었는지 검토

∙방수마무리에서 방수재의 수축 팽창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검토

∙설치위치에 따른 단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적절한지 검토

5. 성과품작성

5.1 보고서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

∙보고서는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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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

∙보고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의 목적은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

5.2 구조 계산서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은 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어있는지 점검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5.4 설계도면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

∙축척은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지 검토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있는지 검토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된 B.M.D, S.F.D 등은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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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은 되어있는지 점검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

∙설계도면의 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Note), Key Plan등이 효과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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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기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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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일반 ∙과업의 목적은 이해하였는지 확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지 확인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과업의 목적 및 설계지침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과업의 범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은 파악하였는지 확인

∙보안관리는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

2. 조 사 ∙침수지역의 기존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동수경사선, 배수위

영향곡선 등 공사 전·후가 대비될 수 있도록 하였는지 확인

∙기존 조사자료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지형, 지질, 주변현황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유역 및 하수도시설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지장물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기상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항은 포함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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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이해당사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과 대책은 세워져 있

는지 검토

∙기존 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각종 조사항목, 범위, 내용 등은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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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조건 ∙주민설명회 결과의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이 적절한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는가

∙자문회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빗물펌프장 위치는 적정한지 검토

∙유수지계획은 적정한지 검토

2. 수문분석 및 ∙강우분석에 따른 강우 강도는 적절한지 검토

배수계획 ∙유출계수의 적용은 적절한지 검토

∙설계빈도의 적용은 적절한지 검토

∙유수지 크기 및 유수지 계획 수위는 적절한지 검토

∙유출량 산정은 적절한지 검토

∙오수, 우수관이 분리되지 않은 합류식 관거의 경우 오수는 하수처리장

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였는지 확인

∙수계하천 수위가 상승되지 않을 초기 강우나 약강우시에는 자연 방류가

가능한지 검토

∙수문분석에 의해 배수계획을 결정하였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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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펌프장 위치선정 및 ∙펌프장 위치는 침수우려 저지대 우수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수될 수 있

시설물 배치계획 는 곳으로 선정되었는지 검토

∙장래 계획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경제적인 측면(지가, 사유지의 과다 등)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자연방류 관거와 펌프토출 관거는 분리하였는지 확인

∙전기실은 침수선 이상으로 상향 설치하였는지 확인

∙근무자 거주용 사택은 구비하였는지 확인

∙방류수문과 유입수문의 위치 및 규모는 적정한지 검토

∙도수로 및 원류턱의 위치, 규모는 적정한지 검토

4. 기계설비 계획 ∙유수지 용적을 고려하여 펌프의 용량결정을 하였는지 검토

∙펌프는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였는지 검토

∙펌프형식 선정은 계획유량 양정에 적합한지 검토

∙제진기의 형식 및 재질은 적합한지 검토

∙스크린의 간격 및 재질은 적합한지 검토

∙주배관의 지지방법, 재질 등은 적절한지 검토

∙밸브의 형식 및 재질은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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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의 형식 및 재질은 적절한지 검토

∙최초 적정펌프 가동수위는 제시되었는지 검토

∙펌프가동기준이 되는 수위계의 형식 및 재질, 설치위치는 적정한지 검토

5. 전기설비 계획 ∙수전방식은 적정한지 검토 (2회선, 부하전력의 이원화)

∙수전전압은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검토

∙전력 및 전화선 등 현지조사를 하였는지 확인

∙설비용량 (변압기, 충전기, 축전기, 발전기, UPS 등)은 적정하게 계산되

어 선정하였는지 확인

∙주회로 (인입, 변전, 배전, 예비전원 등)로 구성 및 결선은 적정한지 검토

∙예비전력의 수전 및 절환은 적정한지 검토

∙배전방식은 적정한지 검토

∙조도기준은 적정한지 검토

∙기타 통신설비의 설계범위는 적정한지 검토

∙중앙감시제어방식 및 현장계측기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건물내 기기배치, 전로의 루트, 반입, 작업 및 장래분 설치면적은 적정

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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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는 적절하게 되었는지 검토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피난유도설비는 적정한지 검토



(3) 완 료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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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단계 및 각종 ∙초기 및 중간단계의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는 적절한지 검토

의견 반영여부

2. 토목설계

2.1 구조 ∙철근세목(최소철근, 배력철근, 간격, 피복두께, 철근직경, 정착길이, 절곡

위치, 스터럽, 이음길이 등)은 적정한지 검토

∙하중조합은 타당한지 검토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지 검토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지 확인

∙부재의 최소 두께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크리프 및 건조 수축은 고려하였는지 검토

∙개구부 보강 및 단부보강은 적정한지 검토

∙구조해석 모델 및 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하중재하 방법은 타당한지 검토

∙설계단면적(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정되었는지 검토

∙단면응력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2.2 기초 ∙기초의 근입깊이 및 지지층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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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전도, 활동, 수평변위량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기초구조 및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충분한지 검토

∙말뚝의 종류, 시공방법에 따라 설계되었는지 검토

(지반반력계수, 설계단면적, 허용지지력, 변위량 등)

∙말뚝 머리부의 연결보강 방법은 적정한지 검토

∙설계지반면의 선정은 타당한지 검토 (세굴, 침하, 동결융해 등)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한지 검토

∙시공시의 편토압, 지하수위의 변동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기존구조물과 근접한 경우, 히빙과 보일링현상, 진동에 의한 지반의 침

하, 지하수위 저하 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연약지반내 기초 구조물의 측방 이동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연약·모래지반의 액상화현상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2.3 지반조사및시험

1) 일반사항 ∙토질조사의 조사빈도, 위치, 계획심도는 적정한지 검토

∙구조물설치 위치에 대한 조사는 적절한지 검토

∙토질조사 위치는 계획평면도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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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일지를 작성하였는지 확인

∙감독의 사전승인을 득한 조사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였는지 확인

∙조사 개소당 원근 3장 이상의 사진 (3"x5")을 촬영하였는지 확인

∙조사지점에 대한 말뚝설치 및 사진을 촬영하였는지 확인

∙조사후 현장마무리 정리는 하였는지 확인

∙시추주상도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재료원에 대한 토질조사는 실시하였는지 확인

2) 보링조사 ∙장비의 사용은 적절한지 확인

∙적절한 굴진속도를 유지하는지 확인

∙계획심도까지 유지하는지 확인

∙절토부, 석산재료원의 보링은 NX구경(코어 D=5.2cm)으로 가능한 모든

심도의 시료를 채취하는지 확인

∙연약지반의 비교란 시료 채취시 Piston Sampler를 이용한 Thin Wall Tube 등

으로 조심스럽게 삽입, 2회 정도 회전시켜 조용히 빼 올렸는지 검토

∙Casing은 공내 특별히 무너지지 않는 곳까지 삽입시켰는지 확인

∙지하수위 측정은 보링완료 후 24시간 이상 지난 후 실시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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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 시추공 확인이 가능하도록 PVC Pipe 등으로 케이싱하고 이물질

출입방지를 위해 캡을 씌운 후 테이핑하였는지 확인

∙시추완료후 시추공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조치하였는지 확인

3) 표준관입시험 ∙시험용 장구는 규격제품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보링구멍 바닥의 Slime을 제거한 후 시험을 시행하였는지 확인

∙해머타격시 15cm의 예비타격은 시행하였는지 확인

∙30cm를 관입시키는 본 타격을 위한 해머의 낙하높이는 75cm를 유지하

는지 확인

∙50회의 본 타격 또는 본 타격 30cm에 대한 타격수에 가까운 정수치를

N값으로 기록하는지 확인

∙샘플러에 채취된 시료는 정확히 관찰, 기록 보관하는지 확인

4) 시료채취 보관 ∙채취된 시료는 심도별로 연속성있게 보관하는지 확인

및 운반 ∙시료보관용 Box 등 보링장구는 준비하였는지 확인

∙채취된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며, 용

기표면에 심도, 타격수, 관입량시료 관찰기록 등을 붙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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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되지 않은 시료운반시 스펀지 또는 스치로폴 등을 사용하여 충격완

화에 유의하는지 확인

5) 오거보링 조사 ∙시험용 장구는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지 확인

(Hand Auger Boring) ∙불안전한 흙이나 지하수위 이하로 보링할 때 케이싱 삽입에 유의하는지 확인

∙시료채취는 연속성 있게 실시하며, 보관에 유의하는지 확인

∙지하수위는 모래지반 30분 후, 실트 및 점토지반 24시간 이후에 측정하

는지 확인

6) 시굴조사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08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지 확인

(Test Pit) ∙시험기구는 적정규격의 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

∙다짐 및 CBR 등의 실내시험을 위한 적정량(50kg정도)의 시료를 채취하

였는지 확인

2.4 시설물 ∙기기반입구의 크기결정은 적절한지 검토

∙관리인 숙소의 크기는 적절한지 검토

∙유수지의 크기 결정은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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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은 수밀성 구조로 하였는지 검토

∙펌프장의 크기결정은 적절한지 검토

∙중앙감시실의 위치는 전체 펌프시설을 투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

3. 기계설계

3.1 펌프 ∙펌프의 대수 및 용량결정은 계획우수량을 기준으로 하였는지 확인

∙펌프의 캐비테이션, 서어징, 수격현상, 발생여부에 대한 검토는 하였는지 확인

∙펌프의 설치대수는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

여 정하였는지 확인

∙펌프양정 계산은 적절한지 확인

∙펌프의 형식 결정시 유지관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펌프배치는 기계반입구, 분해조립장소, 공기,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관, 배관지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기중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최초 적정펌프 가동수위는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

3.2 배관 ∙펌프와 토출밸브사이에 신축관은 설치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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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재질은 내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하며 진동과 부등침하에 잘 견

디는 것으로 선정하였는지 확인

∙관이 유체에 받는 힘이나 자중을 지탱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지지대를

두었는지 확인

∙관의 이음방법은 적절한지 검토

∙펌프토출 관로에 역류방지 밸브는 설치하였는지 확인

3.3 스크린설비 및∙배수펌프 흡입측에 제진용 스크린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크레인 ∙부상스크린의 설치여부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스크린의 바간격 및 설치각도는 적절한지 검토

∙제진기의 형식은 적합한지 검토

∙크레인의 형식 및 설치공간 등은 검토하였는지 확인

3.4 건축설비 ∙난방설비는 갖추었는지 확인

∙펌프장내 환기방식의 선정은 적절한지 검토

∙급탕의 필요개소 및 설비의 설치여부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소화설비는 법규상 적절한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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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설비는 갖추었는지 확인

4. 전기·계장설계

4.1 수배전 설비 ∙수전전압 한국전력(주) 전기공급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였는지 확인

∙수전방식은 신뢰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 현장조사를 통하

여 채택하였는지 확인

∙주회로 구성은 설비의 중요성, 수전방식, 설비용량, 분기회로수 및 설치

기기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였는지 확인

∙특고압 수배전 설비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특고압 수배전반은 보호방식은 적절한지 검토

∙변압기의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변압기 뱅크용량 및 뱅크수는 적정한지 검토

∙변압기의 결선은 적정한지 검토

∙고압배전설비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배전방식 및 배전전압은 적정한지 검토

∙예비전원 및 정전대책은 보완전력 아닌 긴급시 부하설비 100%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설비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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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의 선정은 적정한지 검토

∙역율개선 방식은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검토

∙Cable 굵기, 종류는 적정하게 선정하였는지 검토

∙기기배치는 보수점검, 안전도, 반출입,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지 검토

∙변전실의 기초는 지지내력, 기기중량, 기초중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 검토

∙변전실의 위치는 침수선(홍수위)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지 검토

4.2 부하설비 ∙고압기동반의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고압기동반의 보호방식은 적정한지 검토

∙MCC의 기동방식은 적정한지 검토

∙조도기준은 적정한지 검토

∙전선관의 선정은 적절한지 검토

∙콘센트 수량은 적정한지 검토

4.3 접지설비 ∙접지설비는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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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자동화재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피난유도설비는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및 시행

탐지설비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

4.5 피뢰설비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 설비는 적정하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4.6 감시제어설비 ∙중앙감시반은 전력계통흐름도, 차단기 및 단뢰기 등의 개폐상태 및 기

기의 운전상태, 기기운전조건 이상운전상태 및 고장발생 신호등의 기능

을 갖도록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수위계 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구청 및 본청상황실과 TM/TC 설비가 Interface 되도록 하였는지 확인

∙감시제어항목(펌프, 수문의 가동상태, 수위, 수전설비 등)은 누락되어 있

지 않는지 확인

5. 건축설계

5.1 일반사항 ∙건축에 관계된 내용에 있어서 타 부문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확인

∙주변지역의 장래계획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채광, 통풍, 일조는 양호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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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기, 소음, 진동에 대한 고려는 충분한지 검토

∙주위의 경관과 조화롭게 계획하였는지 검토

∙출입구의 위치와 수는 적당한지 검토

∙풍향, 적설 등 기상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는지 확인

∙각실의 면적, 위치 상호관계는 좋은지 검토

∙작업동선은 되도록 짧게 되어 있는지 검토

∙기기의 반출입구의 위치, 크기 밑 통로폭, 높이는 적당한지 확인

5.2 구조 ∙구조계산용 프로그램은 검증(공증)된 프로그램인지 확인

∙설계하중의 조합은 법규에 맞게되어 있는지 확인

∙철근배근은 적절한지 검토

∙스터럽 간격 및 철근량은 적절한지 검토

∙내진설계 여부는 확인하였는지 검토

∙특수하중에 대한 가정근거는 있는지 확인

∙슬래브 절곡부분의 배근방법은 적정한지 검토

∙보계산시 벽체하중 등 집중하중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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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프 및 건조수축은 고려하였는지 확인

∙이층의 기초가 섞여 있을 경우 부등침하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지 확인

5.3 마감 ∙층, 실번호, 실명, 마감재료, 상세번호 및 천정고 등이 적절하게 표기되

었는지 확인

∙외벽마감재료는 적절한지 검토

∙창호 평면도가 없는 경우 창호 부호표기는 빠짐없이 하였는지 확인

∙법정조경면적 및 그에 따른 면적산출은 적법한지 검토

∙옥외조경 배치도는 기능과 미적 환경에 적절한지 검토

∙화장실, 탈의실 및 샤워실의 각종 악세사리의 종류 및 위치는 적절한지 검토

∙실의 성격에 따른 천정의 구성재료 및 마감재료 등은 적절한지 검토

∙벽체마감이 노출블록인 경우 문 및 창문의 크기, 간격 등의 고려 및 구

조체 크기 및 간격 등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문, 창문의 고정방법은 적절한지 검토

∙방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수처리는 되었는지 확인

∙방수부위에서 재료 및 위치에 따른 시공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

∙방수마무리에서 방수재의 수축 팽창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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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치에 따른 단열재로 사용하는 재료는 적절한지 검토

∙익스펜션 조인트는 건물의 규모, 형태, 지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당

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거더 및 홈통의 규격은 적절한지 검토

7. 성과품 작성

7.1 일반사항 ∙「성과품 작성기준」 및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되었는지 확인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7.2 보고서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

∙보고서는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

∙상세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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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의 목적은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

7.3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대상자가 검토하기 쉽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구조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

∙사용전산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은 되었는지 확인

∙보고서의 조사 및 기본계획 사항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단면응력 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하중조합별 BMD, SFD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

7.4 설계도면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설계도면의 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Note)란은 효과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관련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있는지 확인

∙설계축척은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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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구조물치수,

철근세목, 보강부 등)

∙도면의 각종 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 있는지 확인

∙주요구조물의 파괴유발부재(FCM)에 대한 표기는 되어있는지 확인

∙분야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장) 간섭사항은 Check 되었는지 확인

∙타 분야 공사부분의 구분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도면은 일치하는지 확인

7.5 공사시방서 ∙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이 설계 및 공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

어 있는지 확인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종에 대한 규정 사항이 있는지 확인

∙공사시방서는 현장요건에 적합한지 검토

∙설계도서의 우선순위는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예, 우선순위 ①구조계

산서, ②도면, ③특별시방서 ④일반시방서)

∙공사시방서는 상세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기술적 전문시방은 충분한 검토 및 승인된 사항인지 검토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은 명시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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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의 구성은 적정한지 검토

∙노임기준은 타당한지 검토

∙각종재료, 중기단가는 타당한지 검토

∙일위대가, 단가산출은 타당한지 검토

∙분야별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위대가는 일치하는지 검토

∙품셈기준은 적정한지 검토

∙관급자재 및 기타 관급사항은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

∙운반비 산출은 적정한지 검토

7.7 유지관리지침 ∙구조물의 역학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

∙필요한 유지관리 시설은 설계되어 있는지 검토

∙점검 및 보수방법은 적정한지 검토

7.8 수량산출서 ∙수량산출서의 오기는 없는지 확인

∙사용단위는 적정한지 확인

∙수량집계표는 일목요연한지 검토

∙수량집계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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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할인은 적용되었는지 확인

∙Pit, 맨홀, 핸드홀 등의 기초 베이스의 적산근거는 작성되었는지 검토 (전기)

∙배관지지대 Walk Way 및 기초 베이스의 적산근거는 작성되었는지 검

토 (기계)

7.9 용량계산서 ∙기기의 용량계산은 적절한지 검토

(기계·전기) ∙안전율 적용은 적절한지 검토

∙과다용량 계산이 된 Item은 없는지 검토

∙계산식의 적용근거는 적절한지 검토

∙계산에 이용되는 적용수치는 적절한지 검토



5.4 배수지공사 점검항목표

1) 발주전 점검항목표

2) 기본설계 점검항목표

3) 실시설계 점검항목표



1) 발 주 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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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개요 ∙설계범위와 규모가 결정되었는지 검토

∙배수지명은 결정되었는지 검토 (지명위원회 심의대상인가 검토)

∙설계기간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공사시기 및 기간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공사입찰방법 및 관련서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2. 일반사항 ∙설계감리 대상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1종 시설물)

∙인․허가 서류 종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기술심의일정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용역계약 완료일 60일전인지 점검)

∙타계약상대자와 업무한계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설계자문 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성과품작성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적절한지 점검

∙제출도서는 분야별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

3. 기준 및 시방서 ∙적용시방서, 기준, 편람, 지침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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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항목 ∙필요한 조사항목, 범위, 방법, 수량 등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관련 계획자료 조사

∙기타 필요한 조사

5. 설계조건 ∙급수구역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배수지 용량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배수지의 배수방식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특수하중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기타 고려하여야 할 각종 설계조건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6. 기존자료 및 ∙과업과 관련있는 기존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제공자료 ∙기존 자료 중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기존 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은 파악되었는지 점검

7. 환경 및 ∙필요성 여부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경관 검토 ∙필요한 환경 및 경관검토자료의 종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문화재에 대한 협의사항이 결정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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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예산 ∙설계용역대가는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점검

∙부가가치세, 조달수수료, 용지보상비, 법률수속비는 추정공사비에서 제

외되었는지 점검

∙제비용은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2) 기 본 설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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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기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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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일반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지 확인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2. 조 사 ∙기존 조사자료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형, 지질, 기상 등 주변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급수구역은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하천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장물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용․배수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기존 관로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항은 포함되었는지 확인

∙기존 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점검

∙각종 조사항목, 범위, 내용등은 적절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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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조건 ∙배수지의 용량은 적정한지 검토

∙급수구역은 적정한지 검토

∙기존 관로현황은 확인하였는지 검토

∙각종 설계하중은 적정한지 점검

∙사용할 설계기준은 파악하였는지 확인

2. 사용재료 ∙재료의 규격, 허용응력은 타당한지 확인

∙특수재료의 공급조건은 확인하였는지 점검

3. 구조형식 및 ∙배수지의 구조형식은 적정한지 검토

공법 ∙배수지의 위치는 적정한지 검토

∙배수지의 기초의 형식은 적정한지 점검

∙터파기 계획은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송배수관로의 관로계획은 적정한지 점검

∙사면의 경사는 적정한지 점검

∙염소주입시설이 적정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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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조건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한지 점검

∙암반인 경우 암의 종류, 층거와 절리상태, 단층파쇄대와 풍화변질대의

위치, 상태 등은 검토되었는지 점검

∙구조물과 주상도의 위치관계는 타당한지 확인

∙추가조사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

∙조사간격 및 수량은 적정한지 확인

∙지반조사 평가방법은 적정한지 확인

5. 송배수관로계획 ∙수리적으로 가장 좋은 노선인지 점검

∙노선의 선정시 비교안을 검토하여 채택되었는지 점검

∙관종선정시에 위생성, 관부설조건, 수리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

였는지 확인

6. 토공 및 ∙성토경사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법면계획 ∙절토경사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소단폭 및 높이는 결정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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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수관망해석 ∙최소동수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관망인가 점검

∙과업지역에 가장 타당한 배수관망인가 점검

∙고압 및 저압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점검

8. 환경 및 경관 ∙환경 및 경관검토의 필요성, 기본개념, 범위 등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영향검토 ∙필요한 환경 및 경관영향검토는 적정하게 검토되었는지 확인 (소음․진

동, 대기오염, 경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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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수관망계획 ∙배수지의 위치는 급수구역과 연계하여 가장 타당한 위치인가 검토

∙배수지 및 가압장의 운용은 유인 또는 무인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종합

적으로 검토하였는가 점검

∙배수관망은 목표년도의 급수량에 대한 적정수압, 수압의 균등분포, 적정

수량배분, 에너지절감 및 누수방지 등 조건에 만족하는지 점검

2. 토 공 ∙토질조사와 시험은 적절하며, 사면안정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계획 성토고는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점검

∙골재원 및 토취장의 사용가능량 및 재료의 적합성 여부는 검토되었는지 점검

3. 구조물공 ∙배수지의 진입도로 선형을 고려한 설계인지 점검

∙설계하중은 제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점검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을 고려한 설계인지 점검

∙배수지는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

여 설계하였는지 점검

∙최소 안전율은 제 기준에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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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대공 ∙진입도로의 폭은 유지관리시에 문제가 없게 계획하였는가

∙배수지부지내의 우수배제는 원활하게 되었는지 점검

5. 성과품작성

5.1 보고서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

∙보고서는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이 당초계획과 다름이 없는지 점검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

∙보고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의 목적은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

5.2 구조 계산서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은 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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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어있는지 점검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5.3 수리 계산서 ∙급수인구 분배는 명확하게 되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수리계산상의 Input Data는 적정한지 검토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잔류수압은 적당한지 점검

5.4 설계도면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

∙축척은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지 검토

∙도면의 각종 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있는지 검토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된 B.M.D, S.F.D 등은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은 되어 있는지 점검

∙배수지의 일반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점검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점검



항 목 및 내 용 비 고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

∙설계도면의 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주석(Note), Key Plan 등이 효과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검토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



3) 실 시 설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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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기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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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일반 ∙설계 목적은 이해하였는지 점검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지 확인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

2. 조 사 ∙기존 조사자료의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형, 지질, 주변현황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추가 보링지점은 없는지 확인 점검

∙하천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지장물은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용․배수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주변의 교통시설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환경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주변의 주요구조물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점검

∙기존 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점검

∙각종 조사항목, 범위, 내용 등은 적절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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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간 단 계 점 검 항 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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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설계조건 ∙주민설명회 결과의 주민요구사항 및 조치계획이 적절한가 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는가 점검

∙자문회의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였는가 점검

2. 토목설계

2.1 구조 ∙철근세목(최소철근, 배력철근, 간격, 피복두께, 철근직경, 정착길이, 절곡

위치, 스터럽, 이음길이 등)기준은 적정한가 점검

∙하중조합은 타당한가 점검

∙사용재료의 물성치와 강도는 타당한가 점검

∙구조해석(계산) 프로그램은 검증(공증)을 받았는가 점검

∙부재의 최소 두께는 검토하였는가 점검

∙크리프 및 건조 수축은 고려하였는가 점검

∙개구부 보강 및 단부보강 기준은 적정한가 점검

∙구조해석 모델 및 방법은 타당한가 점검

∙하중재하 조건은 타당한가 점검

∙설계단면적(휨모멘트, 전단력, 축력 등)은 적정값이 선정되었는가

∙단면응력은 검토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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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2.2 기초 ∙기초의 근입깊이 및 지지층은 검토되었는가 점검(필요시)

∙안전성(전도, 활동, 수평변위량 등)은 검토되었는가 점검(필요시)

∙기초구조 및 지반의 허용지지력은 충분한가

∙말뚝의 종류, 시공방법에 따라 설계되었는가 (필요시 - 지반반력계수,

설계단면적, 허용지지력, 변위량 등)

∙말뚝 머리부의 연결보강 방법은 적정한가? (필요시)

∙설계지반면의 선정은 타당한가? (세굴, 침하, 동결융해 등)

∙토질정수를 비롯한 지반의 물성치는 타당한가 점검

∙시공시의 편토압, 지하수위의 변동 등은 검토되었는가 점검

∙기존구조물과 근접한 경우, 히빙과 보일링현상, 진동에 의한 지반의 침

하, 지하수위 저하 등은 검토되었는가 점검

∙연약지반내 기초 구조물의 측방 이동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가 점검

∙연약·모래지반의 액상화현상은 검토되었는가 점검

2.3 시설물 ∙배수지의 용량은 적정한가?

∙구조물은 수밀성 구조로 하였는가?

∙환기장치, 맨홀 및 검수구는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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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배수지 위치는 배수관망과의 관계에서 적정한가 점검

∙방수계획은 적정한가

∙유지관리계획은 적당한가 점검

3. 기계설계

3.1 배관 ∙배관의 재질은 내마모성, 내식성이 우수하며 진동과 부등침하에 잘 견

디는 것으로 선정하였는가 점검

∙관이 유체에 받는 힘이나 자중을 지탱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지지대를

두었는가 점검

∙관의 종류에 따라 관의 이음방법은 적절한가 점검

4. 전기·계장설계

4.1 수배전 설비 ∙수전전압 한국전력(주) 전기공급 규정에 준하여 결정하였는가 점검

∙수전방식은 신뢰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설 현장조사를 통하

여 채택하였는가 점검

∙주회로 구성은 설비의 중요성, 수전방식, 설비용량, 분기회로수 및 설치

기기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였는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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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예비전원 및 정전대책은 보완전력 아닌 긴급시 부하설비 100%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설비인가 점검

∙차단기의 선정은 적정한가 점검

∙역율개선 방식은 적정하게 선정하였는가 점검

∙Cable 굵기, 종류는 적정하게 선정하였는가 점검

∙기기배치는 보수점검, 안전도, 반출입, 증설계획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는가 점검

4.2 부하설비 ∙고압기동반의 형식은 적정한가?

∙고압기동반의 보호방식은 적정한가?

∙MCC의 기동방식은 적정한가?

∙조도기준은 적정한가?

∙전선관의 선정은 적절한가?

∙콘센트 수량은 적정한가?

4.3 접지설비 ∙접지설비는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하였는가?

4.5 피뢰설비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 설비는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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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4.6 감시제어설비 ∙중앙감시반은 전력계통흐름도, 차단기 및 단뢰기 등의 개폐상태 및 기

기의 운전상태, 기기운전조건 이상운전상태 및 고장발생 신호등의 기능

을 갖도록 적정하게 설계되었는가 점검

∙중앙감시반의 제어방식은 지배수펌프, 계도계, 수위계, 소동력, 변전계통

등을 수․자동 겸용 제어방식으로 적정하게 설계되었는가 점검

∙수위계 형식은 적정한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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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 료 단 계 점 검 항 목 표

항 목 및 내 용 비 고

1. 중간단계 및 각종 ∙초기 및 중간단계의 자문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는 적절한가

의견 반영여부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는가

2. 배 수 지 ∙배수지 수심은 적정한가

∙배수지내에는 월류관과 드레인관을 적정하게 설치하였는가

∙배수지 구조형식이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계획이 되었는가 점검

∙배수지구조물은 구조계산 및 콘크리트 타설시 균열 등 문제점 발생이

없는가 점검

∙배수지에는 환기시설, 맨홀(검수구 및 출입구) 및 유량계 등을 유지관리

와 감시가 용이하게 계획되었는가 점검

∙장래 중앙배수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관련계장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하였는가 점검

∙노출되는 배수지 부대시설 구조물은 조경 구조물 형태로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공원용지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는가 점검

∙염소 주입설비가 필요한 경우 염소저장실은 보안규정에 적합한 보안구

조로 지하구조 또는 복개구조로 설계하였는가 점검

∙배수지 보호시설(초소, 보안등, 울타리, CCTV 등)을 설치하였는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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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배수지와 연결되는 송, 배수관로에는 By-Pass관의 설치유무를 검토하고 또한

각종 관로연결시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안전배관이 되도록 하였는가 점검

∙배수지드레인관의 최종 연결지점은 경사 등을 검토하여 연결구조물의

기능이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가 점검

∙배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은 가급적 배수지 상부시설

이용에 지장없도록 부지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하였는가 점검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시설물 설계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야 하며, 각종 변실 및 지내 출입사다리는 출입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

하여야 하며 사용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설계하였는가 점검

∙지형 변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배출수 및 우수처리계획은

기존 관망까지 검토하였는가 점검

∙배수지의 유입 및 유출관의 합리적인 구경을 결정하고 퇴수관, 배수관의 위치

와 배수지 바닥 경사의 합리적 경사 및 방향을 결정하여야 하고, 또한 배관실

과 배수지 구체사이는 격벽없이 일체 구조로 설계하였는가 점검

∙배수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배치는 배수지의 물이 정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

출관구의 중심이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설치하였는가 점검

∙기존 배수관망의 기능 및 통수능력에 대한 조사분석이 되었는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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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배수지는 해당 정수장(송수) 및 가압장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

계측 장치 및 전송시설의 설치를 하였는가 점검

3. 가압장 ∙가압장 건물은 모든 기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수용관리 할 수 있게 하였는지와 장

래 증설을 고려한 향후 유지관리의 편익성을 고려한 구조물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가압장 건축물은 건축구조, 내․외부 마감선정 등에 있어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

이 아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건축 조형물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모터펌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근무자에

대한 공해방지(방음, 방진)시설과 환기 및 공조설비(방진을 위한 청정공

기 설비포함)를 충분한 시설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배전반 등 전기 설비는 지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구조로 되었는지와 홍수

등 외수 침수방지 시설로 되었는지 점검

∙장비 반출입용문과 출입문은 방음 구조로 되었는지 점검

∙근무실에서 모터펌프 가동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복층(5mm×2매) 대

형 유리창으로 설계되었는지 점검

∙근무실에는 창고겸용 붙박이장과 가압장 내부 적정위치에 자재 보관용

창고를 시설하였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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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및 내 용 비 고

∙가압장의 모터펌프 및 구내 배관 주위에는 내식성 자재의 스틸그레이팅을 시

설하여 기전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는지 점검

∙모터에서 발생되는 열을 환기 할 수 있도록 적정의 강제 또는 자연 흡

출기 등을 설치하였는지 점검

∙유사시 복구작업이 용이하도록 주요개소에 내식성 비상등이나 비상등을

연결 설치할 수 있는지 점검

∙출입문과 근무실, 근무실과 배전반실 또는 현장 조작반 사이에는 전화선 또는

인터폰의 통신설비를 설치토록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는지 점검

4. 기계 및 전기설비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하였는지 점검

∙장래 수용량을 감안하여 변압기, 모터펌프 등의 기전설비 규격과 용량

을 결정하였는지 점검

∙전력 에너지 절감 및 안정급수 공급을 위하여 집중 감시제어 운전방식

과 유량과 압력을 동시에 제어하는 V.V.V.F 방식 또는 대형, 소형펌프

로 제어방식을 선정하였는지 점검

∙내수압 및 수격작용에 적정한 규격의 관종, 신축관, 역지변, 전동제수변

및 제수변을 선정하고 고정 및 받침시설을 하였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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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펌프의 하부에는 방진 및 방음 시설이 우수한 구조로 계획하였는지 점검

∙건물벽체에 삽입되는 유입 및 유출관 부위에는 외수침입의 방수 시설과

모터가동으로 인한 진동전달 방지시설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전동기의 전압은 고압과 저압의 경제성, 효율성 및 유지관리 등에 장․

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전압이 선정되었는지 점검

∙전동기의 기동방법이 적정한 방법인지 점검

∙변압기,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전동제수변, 제수변, 역지변 등 주요자재

는 자동운전과 내수압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점검

∙한전 인입선로는 상시 펌프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

∙한국전력과의 수전협의에서 2회선 수전방식이 가능한지 점검

∙변압기 및 모터펌프 등의 중요한 기전설비에는 변압기 기름온도와 권선

온도 등으로 이상시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계획하였는지 점검

∙기존 모터펌프 등의 기전설비를 개량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점검

∙배수지의 수위 변화와 가압장의 모터펌프 등이 자동 운전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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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의 양정 Water Hammer 및 Cavitation의 발생에 안전한 모터펌프

를 선정하였는지 점검

∙모터펌프의 효율은 관계규정(상수도시설기준, KS산업규격)에 적합하도

록 제작되었는지 점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용량 및 전압 강하 등의 계산서가 적정하게 작

성되었는지 점검

∙전기, 계장 설비에는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완비하여 사고를 방지하

도록 계획되었는지 점검

5. 계장설비 ∙계장설비는 상수도 시설현대화 기본계획(1985년)과 연관하여 계획되었

는지 점검

∙배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위계, 유입 및 유출변의 자동 개페 조작

및 상태, 가압장과 배수지간 통신설비 등이 시설투자비, 유지관리, 현장여건 등

을 비교 검토하고 적정한 원격제어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 점검

∙가압장에는 배수지 수위감시와 고, 저수위 경보가 되도록 하고, 수위변

화에 따라 모터 펌프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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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장에는 배수지 수위, 유입 및 유출유량, 전력 등을 감시제어, 기록,

경보가 가능하도록 압력계, 유량계 등 각종 계장설비와 피뢰설비, 접지

설비가 계획되었는지 점검

∙모터펌프 가동상황 및 제수변 개폐상태와 수위, 압력, 유량 등의 이상

유무를 그래픽 보드에 표시하여 오조작을 방지하고 원격집중 감시제어

가 가능하도록 중앙 감시반을 시설토록 계획되었는지 점검

∙유량계, 압력계, 수위계 등 각종 계장설비는 향후 이설, 증설 또는 상위 설비와의

Interface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호환성 있는 기종을 검토 선정하였는지 점검

∙유량계의 적정 설치 위치에 따른 각 기종별 특성 및 측정 정확도가 현

장여건에 유리한 기종을 선정하였는지 점검

∙원격감시 제어설비(TM/TC)는 관련수계 정수장 지역배수지, 소배수지의 제어항목

이 통합제어 감시가 가능하도록 단일회사 단일기종으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일․주․월․년보 등을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잇는 컴퓨터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6. 기 타 ∙관리사무실에는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냉․난방 및 위생설비를 완비되도

록 계획하였는지 점검

∙송, 배수관로가 시공이 가능토록 설계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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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관로 공사가 대로를 통과하는 경우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을 수리하

였는지 점검

∙공사중 기존 급수계통과 간섭이 발생되는 경우 급수공급계획이 계획되

었는지 점검

∙관로 매설구간은 서울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지침에 적합하도록

시방서상 명시하였는지 점검

∙관로부설시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인지와 세부 교통처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점검

∙관련지장물은 철저히 조사되어 처리대책을 결정하고 이설비를 산출하였

는지 점검

∙전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식방지시설 여부를 검토하였는지 점검

∙송배수관두께는 위치수두에 의한 내․외압 등을 고려, 기술적으로 합리

적이며 경제적인 두께를 선정하였는지 점검

∙관로상 설치하는 제수변, 배기변, 이토변 등은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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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품작성

7.1 보고서 ∙위치도가 올바르게 표기되었는지 점검

∙보고서는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 및 성과가 상세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

∙상세설계에서 빠진 항목은 없는지 점검

∙보고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의 목적은 명확히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지 점검

7.2 구조 계산서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은 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가시설에 대한 구조계산은 되어있는지 점검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어있는지 점검



- 436 -

항 목 및 내 용 비 고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7.2 구조 계산서 ∙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7.3 수리 계산서 ∙급수유역도는 작성되어있는지 점검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수리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급수량은 정확히 조사되었는지 점검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수리계산서에서 시산법에 의한 것들의 과정이 정확히 수록되었는지 점검

7.4 설계도면 ∙위치도는 적절한지 점검

∙축척은 도면의 이해에 효과적인지 검토

∙도면의 각종표기사항은 표준화, 동일화되어있는지 검토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된 B.M.D, S.F.D 등은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은 되어 있는지 점검

∙배수지의 일반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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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기본계획사항 및 조사의 주요사항은 적절히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

∙설계도면의 시공시 유의사항, 설계주요사항 등 시공자의 이해를 돕기

∙구조계산 결과치가 정확히 설계도면에 반영되었는지 점검(구조물치수,

철근세목, 보강부 등)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제일 앞에 설계도면의 List가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점검

7.5 공사시방서 ∙보고서, 구조계산서, 설계도면 등에 설계 및 공사사항이 적정히 반영되

어 있는지 검토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종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는지 점검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은 명시되었는지 점검

7.6 설계예산서 ∙설계설명서의 구성은 적정한지 검토

∙노임기준은 타당한지 점검

∙각종재료, 중기단가는 타당한지 점검

∙단가산출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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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셈기준은 적정한지 점검

∙관급자재 및 기타 관급사항은 적정히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

∙운반비 산출은 적정한지 점검

∙설계내역서의 작성은 적절한지 점검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의 공종별 항목들이 일치하는지 점검

7.7 수량 산출서 ∙총괄 자재집계표는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공종별 수량 집계표는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단위는 적정한지 검토

∙오기는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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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대교 및 연결도로 기본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서울특별시 ◇◇◇◇본부 ○○담당관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인을 계약

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 ○○ 등으로 단절되어 있는 ◇◇지역과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를 건설하여 ◇◇구 및 ◇◇구 일대의 접근경로 다양화와 동․서방향 교통 소요시

간 단축 및 인근 간선도로의 교통 용량 증대 및 분산을 유도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경제성 분석, 교통분석, 기술적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노선을 확정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과 대안노선 검토결과에 따라 기본설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1) 과업위치 : ◇◇시 ○○ ～ 한강 ～ ◇◇구 ○○

2) 과업의 규모 :

(1) ○○대교 : ◇차로, 연장 ○○m

(2) 연결도로 : ◇차로, 연장 ○○m

(3) 연결교차로(I.C.) : ○개소

3) 과업의 내용               

(1) ○○대교 및 연결도로의 최적 설계방안 수립

(2) ○○대교 및 연결도로와 연계한 접속램프 최적대안 도출

(3) ◇◇기존 도로망 유․출입시설 현황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 제시

(4) 교통자료수집, 교통현황조사 및 수요예측․분석

(5) 교통처리 실태조사, 교통여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개선안 검토

(6) 기존도로와 연계한 시설구조 개선에 따른 효과분석

① 효과측정은 사업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구간별 통행시간 단축효과를 파악

② 주요 정체지점 및 교차로상의 지체 감소효과 분석

③ 과업대상지와 접속되는 연계 도로시설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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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개발 등 도시계획사항 및 향후 발전추세

(8)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9) 주변 현황조사 (토지, 건설조사)

(10)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수립

(11)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위치도 : “별   첨”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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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대교 건설 주변 지역이 ○○산 및 미개발 구릉지로서 자연경관이 뛰

어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친화적이고 상징성과 조형미를 살린 교량을 설계하기 위해 

“서울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하고,

(2) 필요시에는 관계전문가뿐만 아니라 인터넷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제시된 

의견도 설계업무에 검토, 반영토록 한다.

(3)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 교량의 형식, 규모, 시공사례 등의 비교,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경관이 우수한 교량설계가 되도록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

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

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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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타당성조사(기본계획) 검토 보고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⑤ 월간공정보고시

⑥ 준공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 제출한 기술용역 예정공정표상의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

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에

는 과업수행내용, 관련 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

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

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

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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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

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

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

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

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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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

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

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

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조를 받아야하며, 

그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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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시설계획과,

◇◇구,

○○도(○○시)

필요시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구

○○도(○○시)
“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서류
1식 시행부서

공사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1식
교통운영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 1식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장물 이설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 부서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준공 2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

(2)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디자이너 참여



- 450 -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1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1.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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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3.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

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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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고듭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

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

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

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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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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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

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에 필요한 유관기관(협의) 자료 등

(2)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3)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1/1,000, 1/5,000)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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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터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국토교통부)

(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도로포장 구조 설계(국토교통부)

(9)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9)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9)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3)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1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8)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9)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년)

(22)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3)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4)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5)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6)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서울특별시)

(27)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8)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9)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30)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및동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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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진재해대책법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5)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7) 도로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도시계획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기타 관련법규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

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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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

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

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

야 한다.

(5)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6)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①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②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7)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기본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0) 곡선교의 경우, 전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측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계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
하여 작성

(12)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3)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4)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5)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6)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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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

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본 도로는 ○○ ～ ○○간 도로개설(○km)구간의 일부 구간으로서 민자사업으로 추진 

계획인 ○○터널과 현재 시행중인 ○○ ～ ○○ 도로개설 공사 및 ○○동 저밀도 아파

트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7) 특히, 주변지역이 ○○산 및 미개발 구릉지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남에 따라 주변환경에 친

화적이고 상징성과 조형미를 살린 교량구조물로 설계토록 하고 ○○대교는 관련 부서의 

시설물 설치 연계계획을 고려하여 구조형식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범위는 관련계획 변경 및 교통분석 결과 등 설계 수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24.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

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 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국내․국외의 유수 교량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현지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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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    량

3) 수리·수문조사

4)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6)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8) 용지조사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0) 배수시설조사

11) 환경영향조사

12) 소음․진동 조사

13) 구조물조사

14) 관련계획 자료조사

15) 기타조사

2. 조사내용

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

부하여야 한다.

2) 측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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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

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

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

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⑤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⑥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⑦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

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

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폭 100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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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

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
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 5cm ×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

시한다.

③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

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

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

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3) 수리·수문조사

(1)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

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배수로,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4) 타당성조사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5)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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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수행절차

a.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b.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

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c.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반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조사결

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

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

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③ 인·허가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교량기초부분에 대한 지반조사를 포함하는 지반조사는 기본설계단

계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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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조사내용(목적·개요)

-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 조사공정표

- 조사조직표

- 조사내용, 조사벙법, 조사장비

- 가설비 계획

-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a.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

치 및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c.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향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

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 완료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기관에

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

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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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a. 사전조치사항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

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b. 시추방법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

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

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

하차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지지층 하부 5.0m이

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스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

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

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베럴이나 D-3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

다.

-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

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c. 자연시료 채취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

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량을 방지한다.

d.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 단위로 각각 측정하여 조

사지점의 수위 변동 상황을 관찰하고, 만약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

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원인 및 상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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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e. 시추공 보존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

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 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

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 c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

크리트면에서 지표면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④ 현장시험

a.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고 관입깊이가 10cm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

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ｇ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

시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

패를 부착한다.

b. 기타 현장시험

- 현장여건 및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

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정산한다.

∙암석실내시험,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지오토

모그라피탐사 등

⑤ 실내시험

a.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함수비 시험(KS F 2306)

∙밀도시험(KS F 2308)

∙액․소성한계시험(KS F 2303)

∙투수시험(KS F 2322)

∙흙의 씻기시험(KS F 2309)

∙입도시험(KS F 2302)

∙다짐시험(KS F 2312)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KS F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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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CBR시험(KS F 2320)

b. 암석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KS F 2518)

∙탄성파속도시험

∙탄성계수시험

∙포아송비시험

∙일축압축강도시험(KS F 2314)

∙삼축압축강도시험(KS F 2346)

∙인장강도시험

∙점하중강도시험

∙절리전단강도시험

다. 시험시기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①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

분포, 토취장 및 골재원조사 및 기타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②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③ 도    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

④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표준주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면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 기타 참고사항

⑤ 시료상자의 정리

시료상자의 규격은 NX 시추시료 보관이 가능한 규격(예 : 100×50×8cm)이상으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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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어를 채취 심도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

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어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

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어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⑥ 사진촬영 앨범

조사전·후 및 현장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발주기관이 지시

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⑦ 자료의 제출

보고서와 함께 시료상자, 사진촬영 앨범 등 관련 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조사사항

① 교통량조사는 가로 ○개 구간, 교차로 ○개소를 시행하되 필요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관리

실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

의 미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분석한다.

③ 교통시설, 주차장, 교통신호 등 기타 관련 시설 등을 조사한다. 

(2) 용량분석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분석은 도로시설 및 기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된 기

초 자료 및 기존자료와 현장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교통

량 및 교통신호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8)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

목 등)도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

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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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 배수시설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

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

립한다.

11) 환경영향 조사

(1)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

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최적노선대에 대한 문화재 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

한다.

12) 소음·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측정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 기준(국토교통부)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 전 심야와 기상 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여, 공사후의 소음, 진동을 예측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

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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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조물 조사

(1) 과업 범위에 설치되어 있는 현존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

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2)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

다.

14)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

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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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획업무 

1. 계획항목 및 내용  

1) 본 과업 수행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

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

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다.

2) 주변의 관련사업을 조사(용역의 범위, 공사의 시·종점, 구조, 공사기간 등),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

다,

3) 가능한 주변 관련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

여야 한다.

2. 의견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설

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교통수요예측 및 교통처리계획

1) 전단계 성과 검토

앞서 실시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한

다.

2) 교통현황분석

(1) 교통계획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교통조사 대상지역을 구분하

고 교통지구를 설정한다.

(2) 조사분석에 포함된 일반사항으로 인구,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자동차 보유대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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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교통지구 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3)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실태, 소요 교통시설의 이용실태를 조사․
분석한 후 차량 O/D를 이용하여 추정된 교통량과 조사된 교통량을 비교 분석한다.

3) 장래 교통여건 전망

(1)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을 교통지

구 단위별로 전망, 분석한다.

(3)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사람 및 화물 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교통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4) 교통수요 예측은 원칙적으로 4단계 방법을 사용하되 다른 절차를 사용할 경우 선택된 

사유를 제시한다.

(5)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여부에 따른 교통체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

되어야 한다.

4) 기타사항

(1) 본 공사에 의한 교통체계상의 영향권 파악, 교통문제의 변화 예측(편익 및 새로운 문제

점)

(2) 새로운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  : 장·단기 개선방안

(3) 대처 방안은 일방적인 제시에 그치지 말고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한다.

4. 환경영향 검토

1) 소음대책 검토

인근 주거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검토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 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계획

과 공사중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수리·수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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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문 및 배수계획 검토

(1) 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 및 배수시설 조

사내용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문 및 배수계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하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

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4)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고 하천관리부서와 협의

하여 추진한다.

(5) 하천내 공작물설치로 인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등 수리관련 심의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공사시 가축도 등 하천점용으로 인한 수위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수위저감대

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노선 및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1) 노선계획

(1) 평면선형

①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행의 쾌적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② 선형은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설계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구조물계획, 지형지물

조사,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③ 도로구조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연장,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형

식을 제시한다.

(2)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하상세굴방지 대책 및 유수에 의한 구조물 침식, 손상방지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 검토는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3) 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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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 

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7. 경제성 분석

1) 경제성분석은 본 계획에 따른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와 최근 자료조사와 이용자편익을 분석하여 

편익/비용, 초년도 수익률, 내부수익율, 순현재가치, 시행방안 등 최적투자시기(필요시 단계별 사업계

획포함)를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효과는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간접효과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작성하

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편 익 : 운행시간의 절약, 운행비용의 감소, 에너지 절약 등

(2) 비 용 : 건설비, 유지관리비

3) 보상비 및 공사비 등 산출

(1) 도로,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2) 용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를 산출한다.

(3) 사업 시행과정에 참여할 감리 용역에 대한 집행·운영계획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과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8. 설계기준 및 기타

1) 설계 기준, 조건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법규, 지침, 각종 시방서 등을 적용

하여 작성하되, 실시설계시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교량 등 중요구조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하며, 특히 교량에는 낙교방지시설을 설계하도록 한

다.

3)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시 자문회의,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다.

4)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한다.

제 4 장 설계업무 

제 4 장  설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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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사항

1)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성과품에 제시된 구조물 계획 등을 검토후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하여 수행한다.

3)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현황 및 수문분석을 하여 하천내 공작물 설치로 인한 수위 상

승요인을 최대한 방지하고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공사방법을 선정하며,제반 기준

은 관계기관의 적용치를 근거로 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하천연안구간 및 하천통과 구간은 최대홍수위를 계산하여 적용

4)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1) 표면수 및 지하수 처리방안

 (2) 관련 도로 노선과의 관계

 (3) 주변건물의 보호 및 소음·진동방지 대책, 횡단되는 주변의 기존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

설물과의 상관관계

5) 종평면도의 선형을 기본설계시 작성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변

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 수압 및 부력의 영향을 분석·검토하고 자

재하중 홍수위의 추가여부를 정립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설계 전구간에 대하여 지진의 영향을 고려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세우며, 사질 지반에

는 액상화 가능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8) 기존도로를 개착으로 시행하는 구간은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이 반영된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존도로 하부통과 구간은 계획노선 영향권내 지하·지상에 산재한 공공 시

설물 등은 지하매설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공법별 접속부에 대한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응력 뿐만 아니라, 방수 배수 등 기능에 대한 

기술도 검토한 후 연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터널공법 적용구간에는 방수, 배수 형태를 우선 결정하고 지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굴착단면, 굴착공법, 보조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가시설도는 대표구간 및 특수구간의 표준단면도를 작성한다.

12) 노선구간별 시공을 위한 작업구 및 진입로 등은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에 필요한 강재 수량산출시는 교통처리계획 등이 반영된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

성하여 강재 과다·과소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한다.

14) 주요 구조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표 단면은 우선 선정하고 단면 구조해석, 수량산출 

및 철근 배치 상세도를 완성, 표준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다. 추후 시공시 사용할 시공표준상세도(Typical Shop Drawing)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토공설계

1) 흙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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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

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

하여야 한다.

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5) 토공계획

(1)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선형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

록 하여야 한다.

(2) 굴착구간에 암반 등이 있을 경우 암반굴착공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연약지반의 처리

(1)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

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

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과정 및 완료 후 개량확인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절취면의 절리방향, 절리간격, 

충진물을 파악하여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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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0)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재료,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

을 명시한다.

3.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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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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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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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

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

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

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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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

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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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전체 Lot 반품 및 품질개선 확증시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5. 가시설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7)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

여야 한다.

8)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9)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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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물설계

1) 도    로

(1) 도로 노선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주요 구조물은 설계조건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3)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DL, 보도의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

다.

(7)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8) 기존 도로와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    량

(1) 교량의 설계조건

① 교량의 등급은 1등급(DB-24, DL-24)으로 하며, 형하공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중

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재하하여 설계한다.

② 곡선교의 경우, 전도가능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시공단계별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

여야 한다.  

(2) 교량형식 선정

① 교량계획 기본사항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 고가이며 반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

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합리적이 교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 도입

-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 최소화

-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교량 공법 적용

- 시공성이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건설기술 도입

- 가치공학 기법을 통한 최적설계 시행

- 교량은 200년 이상의 홍수빈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본 과업구간에서 교량구조형식 및 공법 선정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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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 본 교량은 주변 자연경관 조화 및 미관을 고려한 구조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본 노선 중 기존 도로를 통과하는 ○○북로, ○○대로 등을 통과하는 구간 및 접속

하는 구간이 있으므로 기존 도로의 차량통행에 지장이 적으며 시공속도가 빠른 형

식으로 한다.

- 상부구조는 주행성 향상을 위한 구조로 설계되도록 한다.

- 강교를 선정하는 경우 유지보수를 위한 도장시 하천수 오염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 교량의 점검로 설치 시 교량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교량미관을 고려하여 

점검통로를 설계한다.

(3)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방법과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4) 내진설계

도로교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교량전체의 구조계가 내진구조가 되

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시설 등 구조세목에 대해서도 내진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한다.

(5)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가시설에 대해서는 시

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신축이음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방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교좌장치

교좌장치의 받침부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교좌장치의 마찰계수는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하며, 감소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한 근거를 제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구조설계기준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9)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는 강교 또는 특수구조 교량형

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재에 대한 붕괴관리계획서(Fracture Plan)를 개

략적으로 작성한다.

(10) 형하공간은 시설한계, 유지관리공간, 도로, 하천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

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11) 직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재직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사용에 지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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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12) 기타

① 하천부지내 설치되는 교량은 하상 유수단면 확보에 지장없도록 한다.

②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유수 단면적 부족 여부를 수리 검토하여야 하며, 하

상 세굴평가결과, 세굴 보호공이 필요할 경우 시공성, 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고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토록 하고 이에 대책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③ 홍수로 인한 최고수위에 충분한 안전도를 가질 수 있는 교량이 되도록 하고 수위 

상승량에 대하여 검토한다.

3) 기초설계

(1) 기초형식

① 기초형식은 상부와 하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견고한 지지지반에 전달하는 구조

물로서 입지적 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하부

구조 형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 작업공간, 현장여건, 지장물 유무

- 시공장비 및 공사기간 등 시공조건

- 연약지반 유무 및 측방 유동성

- 상, 하부 구조형식 및 작용하중 특성

- 시공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조건

- 수평방향 지진력에 대한 저항성

- 지진시 액상화 발생 대응성

- 유사지층에서의 시공실적 및 적용성

- 교량기초 시공중 수질오염 방지대책

- 시공중 홍수 발생시 처리대책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견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 한다.

(3)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제시한다.

4) 옹벽설계

(1)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

영한다.

(2)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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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수시설 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하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3) 도로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φ 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4)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

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6) 유역면적은 시에서 작성한 1/500 하수관망도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7)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8)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

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9)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변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

성하여야한다.

10)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11)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2)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암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유․출입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5)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 달린관(접속흄관)으로 설계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할 경우에는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수

밀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6)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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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되도록 한다.

17)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

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

한 수행한다. 

18)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19)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

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20) 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

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20)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21)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2) 유출량 산정시 유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23)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24)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

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

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유·출입 시설 설계

1) 유·출입 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주 진행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 최소가 되도록 기하구조기준에 의한 가·감속 차로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유·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 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

계하여야 한다.

9.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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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10. 기전설비 설계

1) 운전자 고려사항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고,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선원격 점․소등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전지점

특고압 수전시설은 기존 수변전시설 위치에서 부하 용량 증감에 따른 수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전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4)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과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기전분야)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아

래사항에 대하여서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가로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 검토할 것.

(2) 분전반내 설치되는 차단기는 누전차단기를 회로별로 설치토록 하고, 가로등용 원격 무

선 점, 소등 수신기를 사용토록 검토할 것.

(3) 공사구간에 신설되는 가로등주 Type 및 광원의 종류를 인접되어 있는 도로와 동일하게 

설치되도록 검토․시행하여야 하며, Pole 선정시 무도장 제품(SUS, 아연도 강판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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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토록 검토․시행할 것.

(4) 표지판과 신호등이 가로등주와 동일장소에 설치되는 경우 통합폴을 설치토록 관련부서

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할 것.

(5) 공사구간에 철거되는 발생품(가로등주, 등기구, 램프, 안정기 등)을 정확히 현장 조사하

여 처리계획을 제시한다.

(6) 신규 가로등 Pole 선정시에는 디자이너가 참여토록하여 기능성과 주변환경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6) 조명시설

본 ○○대교는 주변 한강 및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조명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기존 한강상의 조명경관 시설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7) 급․배기시설

비상발전기, 펌프 가동시에 대비하여 급․배기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특히 우기시 침수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기타 부대시설 설계

1)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교통안

전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표지판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빛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

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하차도 이용 후 교차로 접근시 통행속도 관련 시야확보 유무 및 이에 따른 안전대책

  ∙ 결빙시 경사구간내 차량 대기시 미끄럼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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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난간, 교명주 등

난간,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충격완화시설

도로 시설물, 지하차도 시․종점부의 돌출 구조물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시

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8)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세심한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9)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2.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시공장비, 작업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

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

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

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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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

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

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②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③ 우회도로 조사

④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⑤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4.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

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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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해야 한다.  

16. 공사실명제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CD)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

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

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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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수리․수문조사, 환경영향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용지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

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

(9) 계획(전 단계성과검토, 교통분석 및 평가, 환경영향검토, 노선계획, 수리․수문검토, 구조

물계획, 설계기준작성, 관계기관협의, 기타)

(10) 기본설계 내용(설계기준 및 조건, 선형, 토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

설, 기타)

(11) 기본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 계 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

월

(12) 기본 사업비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건설기술심의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

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

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4)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

포 및 토취장, 골재원조사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 시료 및 지질특성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등

- 도 면 :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 등

- 기타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토질

정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 등

(2)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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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표준구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3) 성과물

시료상자, 사진촬영앨범 등 관련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주요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주요 구조계산서

① 개    요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주요단면도)

③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④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2) 주요 수리 계산서

a) 유역도(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

시설을 포함)

b) 설계조건(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

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자, 강우

-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

과 적용 조건, 기타)

c) 수리계산(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3)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

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

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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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

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 계산

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

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의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

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⑦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 작성방법

①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

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교통부 하천시설기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④ 수리계산 프로그램 명시

1)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등을 정

리 수록한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⑤ 수리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리계산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다.

⑥ 단위의 사용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 490 -

4) 기본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위치도

- 일반도(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 노선 종․평면도(H=1/1000, V=1/500)

- 토공 주요 횡단면도(1/100 - 1/200)

-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 - 1/200)

- 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 - 1/100 : 표준도 및 기본설계단면도)

-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

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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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재 현황도와 점검 및 관리지침을 개략적으로 작성한다.

⑪ 설계 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

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

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

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발주기관)가 설계검토 도

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⑫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

준에 따라 작성한다. 

5) 공사 개략 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공법, 신공법, 특수공법 등에 대하여 개략적인 시방기

준을 제시한다.

6) 기본설계 예산서 작성

(1) 기본설계 내역서

(2) 기본단가 산출서

(3) 기본수량산출서(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7) 용지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

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

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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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

유지분을 기입한다.

b.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

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관련 서류 작성

계약상대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

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필요한 서

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조감도 작성

(1) 교량 형식선정 자문과 설계심의 등을 위한 조감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① 조감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한다.

② 조감도는 A0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조감도 작성을 위한 항공촬영시에는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9)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

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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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10)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개략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종합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고로 한 문헌을 수록하고 관련학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1) 설계심의용 자료 납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개략 공사시방서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0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0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설계도면 10부

2) 최종 성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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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2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5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5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5부

․기본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2.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설계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

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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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도시고속도로 실시설계”로 칭하며 서울특별시 ○○○○본부를 발주

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 지역의 동서간 연결 도로인 남부순환로 및 올림픽대로의 교통량을 분산처

리하고 기 개통한 강북의 내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계하여 서울특별시 통합도시고

속 도로망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시 점 :  ◇◇구 ○○동 STA.○.○km + ○.○○○

종 점 :  ◇◇구 ○○동 STA.○.○km + ○.○○○

2) 과업의 규모 :

- ◇◇도로 : ○차로 연장 ○○○m

3) 과업의 내용 

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5) 위치도 :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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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

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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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따라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

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성과품 작성시

④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⑤ 주간, 월간공정보고시

⑥ 준공시

(2) 월간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시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서

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 협의 추진사항,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향후 추

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작업일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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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

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

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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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

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

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

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

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

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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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 량 관 련 기 관 비 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서류

1식
시설계획과, 도로계획담
당관, 해당 자치구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공사 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 교통안전시설 심의

1식
교통운영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실시설계 준공 2개

월 전에 받아야 한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심의를 받

도록 한 경우만 작성)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다자이너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1조에 의한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과정 및 자문

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

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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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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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3.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

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고듭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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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

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

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

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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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

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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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기관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용역 성과품 일체

① 기본설계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② 기본설계도

③ 개략 설계예산서

④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보고서

⑤ 주요 구조물의 개략 구조계산서 및 개략 수리검토서

⑥ 용지도 및 조서, 지장물도 및 조서 등

②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③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도로교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도로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터널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도로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터널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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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국토교통부)

(4)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6)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7)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8) 도로포장 구조 설계(국토교통부)

(9)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9)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9)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3)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1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토목, 기전분야> (서울특별시)

(15) 서울특별시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16)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서울특별시)

(17)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18)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9)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년)

(22)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3)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4)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5)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6)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서울특별시)

(27)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8)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9)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30)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용한다.

3) 관련법령 및 기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건설기술진흥법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및동시행규칙

(3) 지진재해대책법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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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교통정비촉진법령

(6)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7) 도로법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8) 도시계획법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11) 전력기술관리법령

(12) 기타 관련법규

4)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

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

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6)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7)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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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9) 곡선교의 경우, 전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측으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계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
하여 작성

(11)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2)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4)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5) 경관을 고려한 구조물계획 수립과 유출입시설에 대해 교통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Animation을 작성·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기본설계 설계심의결과 미반영된 사항, 자치구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9) 공구경계부 과업수행시 인접공구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시 실시설계 과업구간(○○공구)의 합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1)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

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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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조사 항 목

(1) 현지답사

 (2) 수리·수문조사

(3) 측  량

(4)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6)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8) 용지조사

(9) 관련계획 자료조사

(10)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11) 환경영향조사

(12) 소음·진동조사

(13) 구조물조사

(14)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5) 관련계획 자료조사

(16) 기타조사

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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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수리·수문조사

(1)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2)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의 배수로,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4) 타당성조사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5)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6)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3) 측    량

(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

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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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

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관계기관의 제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⑦ 관련기관 협의

보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⑧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

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

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 폭 10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정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

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
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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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5㎝×4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구

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③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

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며, 노

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

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수행절차

a.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b.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

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c.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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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

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③ 인허가 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세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

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

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

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

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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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 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특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

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

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

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

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하부 5.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스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

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베럴이나 D-3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

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④ 자연시료 채취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

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 515 -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⑤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

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

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⑥ 시추공 보존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수

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면까

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4) 현장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

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

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

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

를 부착한다.

② 기타 현장시험

- 특정구간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

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5) 실내시험

①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가. 함수비 시험(KS F 2306)

나. 흙의 씻기시험(KS F 2309)

다. 액·소성한계시험(KS F 2303)

라. 밀도시험(KS F 2308)

마. 실내 CBR시험 : KS F 2320 (성토용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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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짐시험 : KS F 2312 (성토용 재료)

사. 일축압축강도시험 (KS F 2314)

아. 삼축압축강도시험 (KS F 2346)

자.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② 시험시기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

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6)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1) 조사사항

① 시설, 주차장, 교통신호등, 기타 관련시설 등을 조사한다.

② 교통시설 조사는 기능별로 과업노선 주변 주요 간선도로망을 대상으로 교통관리실 

등 관련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자료의 미

흡 또는 보완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현지 답사 후 조사·분석한다.

(2) 용량분석

가로망 및 교차로의 용량분석은 도로시설조사를 토대로 분석하여야 하며, 교차로

의 교통량 및 교통신호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8)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

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

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관련계획 자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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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

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0) 환경영향 조사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소음·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조사한다.

(2) 소음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

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여, 시설물 공사 중과 공용 후 소음, 진동을 예측·분석

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설계하도록 기재한다.

(3) 시공시 소음·진동이 예측되는 위치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4) 주요 건축물에 대한 사전상태조사를 통하여 공사중 건설진동(특히 고가구조 기초공)에 

따른 피해최소화 및 저진동공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2) 구조물 조사

(1) 과업노선에 관련되는 현존구조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

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상기조사는 교량, 입체교차시설,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건설예정인 

도로건설 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13)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는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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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계획항목 및 내용

1) 기본계획(기본설계)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기본설계)의 다음사항이 여건변경이 있는지, 부적합 사항이 있는

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시 규정한 각종조건의 사항

② 설계기준의 사항

③ 관련계획의 사항

④ 기본설계 설계자문 및 설계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⑤ 기타 주요한 사항

⑥ 관련기관 협의내용 사항

(2) 제2장 “조사 및 자료수집”을 토대로 기본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설계 등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설계기준, 사용 프로그램의 검증

② 교통처리계획(공사중 교통처리 포함)

③ 환경성 검토 : 방음 대책

④ 수리·수문 및 배수계획

⑤ 노선계획

⑥ 평면 및 종단선형

⑦ 폭원구성

⑧ 구조물 형식 및 공법

⑨ 설계하중 및 방법

⑩ 교차로 계획

⑪ 지하차도 계획

⑫ 연결로 계획

⑬ 유지관리 계획

⑭ 설계자문 지적 및 조치계획

⑮ 민원유발 사항 검토

 지장물 현황

 타관련 사업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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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검토

(1) 소음 및 하천에 대한 대책 검토

인근 주거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 소음의 영

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중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 검토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 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계획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수리·수문검토

(1) 수문 및 배수계획 검토

① 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 및 배수시

설 조사내용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문 및 배수계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4) 노선 및 구조물 형식·공법계획

(1) 선형설계

① 평면선형

도로의 선형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주행의 쾌적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② 경제성, 안전성 및 효율성

- 선형은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설계기준과 적합해야 하며 구조물계획, 지형지물조사, 

지상 및 지하시설물 조사 등과 함께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 도로구조의 합리적인 계획으로 기하학적 선형은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설계

① 구조물 및 부속시설물은 주변과의 조화,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연장, 공법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편리

한 구조형식을 제시한다.

② 주요 구조물의 공법 비교·검토는 공사중과 운영시 주변시설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으로 검토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3) 민원 최소화 공법 검토

본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

피해 최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지역여건, 주변개발사업,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공사시행시 애로사항 등을 예측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한

다.

5) 경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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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성분석은 본 계획에 따른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와 최근 자료조사로 이용자 편익을 

분석하여 편익/비용비, 초년도 수익률, 내부수익율, 순현재가치, 시행방안 등 최적투자시

기(필요시 단계별 사업계획포함)를 검토하여야 하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편익 : 운행시간의 절약, 운행비용의 감소, 에너지 절약 등

② 비용 : 건설비, 유지관리비

(3) 보상비 및 공사비 산출

① 도로, 교량 등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물량 및 공사비를 

산출한다. 

② 용지보상과 지장물 이설 및 보상비를 산출한다.

2. 의견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설

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계업무 

1. 일반 사항

1) 기본설계 성과품에 제시된 구조물 계획 등을 검토후 과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하여 수행한다.

3) 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하천현황 및 수문분석을 하여 하천내 공작물 설치로 인한 수위 상

승요인을 최대한 방지하고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가 없는 공사방법을 선정하며,제반 기준

은 관계기관의 적용치를 근거로 하여 발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하천연안구간 및 하천통과 구간은 최대홍수위를 계산하여 적용

4)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1) 표면수 및 지하수 처리방안

 (2) 관련 도로 노선과의 관계

 (3) 주변건물의 보호 및 소음·진동방지 대책, 횡단되는 주변의 기존시설물 및 계획 중인 시

설물과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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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평면도의 선형을 기본설계시 작성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변

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는 토압, 수압 및 부력의 영향을 분석·검토하고 자

재하중 홍수위의 추가여부를 정립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설계 전구간에 대하여 지진의 영향을 고려 검토하고 필요시 대책을 세우며, 사질 지반에

는 액상화 가능여부를 분석하여야 한다.

8) 기존도로를 개착으로 시행하는 구간은 공사중 교통처리 대책이 반영된 공정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기존도로 하부통과 구간은 계획노선 영향권내 지하·지상에 산재한 공공 시

설물 등은 지하매설물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공법별 접속부에 대한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응력 뿐만 아니라, 방수 배수 등 기능에 대한 

기술도 검토한 후 연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터널공법 적용구간에는 방수, 배수 형태를 우선 결정하고 지반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굴착단면, 굴착공법, 보조공법 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11) 가시설도는 대표구간 및 특수구간의 표준단면도를 작성한다.

12) 노선구간별 시공을 위한 작업구 및 진입로 등은 계획공정을 감안하여 배치계획을 수립

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3) 건설공사에 필요한 강재 수량산출시는 교통처리계획 등이 반영된 시공계획에 맞추어 작

성하여 강재 과다·과소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한다.

14) 콘크리트 사용은 인근 기성 플랜트 공장에서 구매 사용 할 것인지 또는 자체 생산하여 

시공자 책임 하에 시공토록 할 것인지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5) 주요 구조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표 단면은 우선 선정하고 단면 구조해석, 수량산

출 및 철근 배치 상세도를 완성, 표준도면으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의 승인을 득한다. 추후 시공시 사용할 시공표준상세도(Typical Shop Drawing)를 현장에

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16) 특수공법, 단면변화 구간,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곳 등에는 설계상세도 및 시공상

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공사중 단계별 교통처리대책 및 노면복구계획 수립과 준공 후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적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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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

하여야 한다.

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5)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

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

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

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

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0) 발파 설계도면 작성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

다.

11)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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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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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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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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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

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

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



- 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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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

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5.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건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

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

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2) 띠장의 폐합시공이 되도록 띠장 불연속 구간은 띠장 밀림방지앵글 설치를 의무화한다.

6. 구조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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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1) 도로 노선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한다.

(2) 주요 구조물은 설계기준에 따라 개략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 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

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 반영하도록 한다.

(4) 교량의 형하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7)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DL, 보도의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8)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2) 고가차도 및 교량

(1) 고가차도 및 교량의 설계조건

① 교량의 등급은 1등급(DB-24, DL-24)으로 하며, 형하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하중

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재하하여 설계한다.

② 주변여건과 교통분석 결과에 따라 형식, 연장, 공법 등을 비교․검토하고 구조적인 

안전 및 미관,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검토하여 최적안으로 설계한다.

③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유수단면적 부족여부 등 수리검토 후 설계

에 반영한다.

④ 특히 ○○천 주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 영향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

한다. 

⑤ 곡선교의 경우, 전도가능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시공단계별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

여야 한다. 

(2)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3) 내진설계 

도로교설계기준의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교량전체의 구조계가 내진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시설 등 구조세목에 대해서도 내진성을 향상시

키도록 설계한다.

(4)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 가시설에 대해서는 시

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5) 신축이음 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배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 526 -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교좌장치

교좌장치의 받침부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교좌장치의 마찰계수는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하며, 감소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한다.

(7)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설계기준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8)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제작 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사용에 지장

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

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9) 붕괴유발부재

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s)를 포함하는 강교 또는 특수구

조 교량형식으로 계획하는 경우에는 붕괴관리계획서(Fracture Plan)를 작성하고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를 도면에 표시한다. 

 ② 설계 및 용접, 재료 등의 성질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강교제작은 자격을 갖춘 공정에서 제작하고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는 관련 시방서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수행하도록 명기한다.

 ⑤ 피로해석 및 피로설계를 수행한다.

(10) 기    타

① 하천부지내 설치되는 교량은 하상 유수단면 확보에 지장없도록 한다.

② 하천상에 설치되는 구조물은 하상 세굴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한다.

③ 홍수로 인한 최고수위에 충분한 안전도를 가질 있는 교량이 되도록 하고 수위 상

승량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주요구조물은 설계조건과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서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

지력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경제성 및 편리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 공구 경계지점의 교각은 시점공구에서 과업을 시행한다.

⑥ ○공구 시점부에 위치하는 ○○대로 유출입시설에 대한 검토를 한다.

3) 터    널

(1) 평면 및 단면결정

① 터널 환기방식에 따른 가능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고려한 기하학적 형상을 선정토

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설한계 등 제 규정에 부합하는 내공단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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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유지관리를 고려한 단면형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 굴착방법

① 굴착공법은 지형이나 지질조건에 좌우되어 공기 및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성, 터널의 안전성, 터널기능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

다.

② 도심지 발파에 따른 소음, 진동에 의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지질조건

에 적합한 진동제어 굴착공법을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③ 터널 중 암질이 불량한 곳의 보강대책을 강구한다.

(3) 갱    문

① 터널 갱문의 작업이 용이하고 터널굴진이 가능한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지보공

① 숏크리트와 지반과의 부착성 및 작용응력, 소요강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숏크리트 반발율, 작업환경,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타 지보재(록볼트, 강지보공)와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 갱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습식 숏크리트 사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5) 계    측

①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 정밀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안전시공을 도

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

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

시키고 향후 상호․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

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6) 터널 환기설비

① 환기방식의 계획에 있어서는 터널을 포함한 도로의 선형, 터널 본체공의 검토, 교

통량, 교통방식, 방재계획과의 연관,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단,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터널 내에서 발생한 매연은 터널 내・외의 매연처리 시스

템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② 터널 내 소요환기량 계산은 PIARC 방식을 적용하며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 기준 매연 배출량(q0T) : NO LAW 최소값

◦ 매연 투과율 (KLIM-1)

- 차량속도 10～30km/h :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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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km/h : 0.007

60～80km/h : 0.006

(단, 30km/h 이하는 소요환기량 적용에서 제외한다.)

◦ CO 가스 허용농도 : 100 ppm

◦ NOX 가스 허용농도 : 250 ppm

◦ 일방향 교통터널에 대한 일반적인 값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최대평균풍속 : 10m/sec

- 벽면마찰계수 : λ= 0.025

- 공 기 밀 도 : ρ = 0.1224kg․s2 / m4

- 입 구 손 실 : 0.6

- 만       차 : 공차비율은 8:2기준

◦ 소요 환기량계산은 지체시와 원활시를 구분하여 지체시는 30km/hr 이하의 CO가

스에 대해 40km/hr 이상은 매연에 대해 환기규모를 결정한다.

③ 환기계획시는 터널 내에서 교통정체시 환기 및 화재시의 배기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송풍기, 전기집진기, 환기닥트, 환기제어기기 등 환기설비의 시스템은 환기방식, 

환기량, 터널 내공계획 등과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⑤ 터널내에 Jet Fan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설한계에서 상단여유 20cm를 두어야 하며 

Jet Fan 외경과 천정벽면까지의 이격거리는 0.5D (D : Jet Fan의 내경)를 표준으로 

하되 기술적 검토와 환기용량의 부족이 없는 범위 내 가감이 가능하다.

⑥ 전기 집진기를 설치할 경우 터널 내 승압력 향상을 위하여 상부덕트를 설치하여

야 하고 시설한계선에서 상단여유 20cm를 두어야 하며 환기 신뢰도를 위하여 시

험결과로 발표되어 적용하고 있는 디젤 흑연을 대상으로 한 집진기의 성능시험

에서 중량법으로 시험한 집진효율과 VI개선율의 관계를 적용한다.

⑦ 시스템 형식으로 채택할 경우 최신 기술로 시운전후 5년 이상의 성능 보증이 확

인된 시스템으로서 추가투자비, 토목공사비, 내구연한 동안의 유지관리비를 면밀

히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7) 터널 전기설비

① 수변전 설비는 최대한 무정전 상태로 운전되어야 함은 물론 전압변동 및 양질의 

전력을 양호하게 공급하여야 하며 한전의 계통사고에 대한 대비와 효과적인 전

력공급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② 전기실은 가급적 각 부하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각 기기의 특성을 감안, 유

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기반입이 용이하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는 구조

로 적정한 기기 배치 및 효율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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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배전 및 보조기기 시설은 관계법규 및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보호계

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수배 전반의 전면에 필요한 보호계전기를 시설하여 유

지관리 및 중앙감시실에서 감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등 설비

터널 입․출구에는 도로설계요령의 터널내장 및 조명설계기준에 준하여 가로등 시

설을 하여야 하며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준하고 가로등주는 원형테이퍼강

관주, 램프는 고압나트륨램프를 원칙으로 한다.

⑤ 한전전기인입에 대한 공사는 설계시 관할 한전과 협의하여 외선인입공사비도 포

함하여야 하고 한전위탁공사인 일반공급설비로 시행한다.

단, 한전으로부터 일반공급설비 불가 통보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8) 자재시방서 작성

①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공구 내 기계설비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 기기 및 자재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책무

계약상대자는 설계한 모든 제품의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최신기

술로 5년 이상의 성능보증이 확인된 양질의 자재를 적용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

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성능을 보장

하도록 한다.

다. 계약내용 및 이의에 대한 해석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에 있어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 전에 

당부 및 발주기관의 의견 또는 해석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규격 및 표준

사용규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

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등이상의 국제규격을 따를 수 있다.

마. 단    위

모든 단위는 SI 단위를 적용한다.

바. 공업소유권 보호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기자재의 적용과 관련하여 타인 또는 외국의 권리나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사. 시험 및 검사

장비 및 기자재의 시험 및 검사는 제품별 시방에 따른 공인기관시험, 제작공장의 

입회검사와 현장 설치후의 가동시험으로 구분하여 모든 시험 및 검사는 공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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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도록 한다.

아. 장비 명칭 등의 표시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장비번호 및 명칭, 사양, 중량 등 정부가 지정하는 사항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자. 포장 및 운송

장비의 운반은 외부의 충격이나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포장하여 

운송하도록 한다.

차.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장비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기

술지도 계획서를 제출하며 공급자 부담으로 기술지도를 시행하도록 한다.

카. 품질보증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품질보증을 하도록 한다.

◦ 공급하는 모든 장비 및 기자재에 대한 품질 및 성능(부품 포함)

◦ 규정 조건하에서의 정상 운전

◦ 관련 기술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

◦ 개별기기의 성능은 물론 개별기기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 보장

(시스템으로 구성된 기자재의 경우 5년 이상의 운전실적 증명원 제출요구)

타. 기    타

계약상대자는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기, 예

비품, 공구 등은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공급하도록 한다.

② 특기시항

가. 축류송풍기

- 가변익 형식으로 효율은 사용범위 내에서 최고 풍량시 85%이상으로 한다.

- 풍량제어범위의 실운전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써어징 및 실속이 없어야 

하며 종합 특성관계에 불연속 부분이 없도록 설계한다.

- 습기, 분진 및  자동차용 배기가스 등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 재질을 선

정한다.

- 전동기 출력은 최대사용 축동력에 10%이상의 여유를 갖도록 선정한다.

- 설치장소는 반입, 반출 및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분품은 반․출입용 체인블록과 연관하여 적정한 중량으로 분할하며 인양고리를 

취부하여 반출입시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동기는 TEAO, C-FACE, 전폐, F급, 스페이스히타, 권선 및 베어링 온감지기 부착

형으로 설계한다.

- 전동기 베어링의 설계 수명은 50,000시간 이상으로 선정한다.

- 자주검사, 감독관 입회검사, 공인검사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관련규격을 명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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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 필요시 전동 담파 및 Walk Way를 설치한다.

- 유지보수에 필요한 MANUAL 및 예비품, 공구 등을 명시한다.

나. 젯트펜

- 천정 부착 횡형, 가・역회전형으로 한다.

- 전압효율 70%이상으로 한다.

- 주변온도 -18℃～40℃에서 24시간 연속운전 및 250℃에서 60분 이상 운전 가능

한 구조로 확인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정・역회전 양방향 회전 구조로서 규정사양 이상으로 한다.

- 수리시 내부 타공판 및 외부케이싱이 손상되지 않고 흡음재 등을 교환할 수 있

는 구조로 한다.

- 모든 자재는 터널내의 매연 및 수분에 내구성이 양호한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 추락 방지용 체인을 2개소 이상 설치한다.

- 용량 증대가 요구될 경우를 대비하여 임펠하는 브레이드와 허브 분리형으로서 

각도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임페라에 매연 부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알루미늄합금 다이케스팅과 주물제품을 

비교하여 채택하고 필히 X-RAY를 실시하도록 한다.

- 전동기는 전폐, 외부 통풍형, 이중농형 회전자 구조로 한다.

- 무급유로 연속운전이 가능한 베어링을 사용하며 설계수명은 최소 50,000 시간 

이상으로 한다.

- 각부 구조는 진동 및 전체 실하중의 15배 이상 견딜 수 있는 강도와 내구력을 

갖도록 설계한다.

- 기초볼트는 현장시공 후 인발시험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소음기준은 ø1030→85db(A), ø1250→90db(A), ø1530→95db(A) 이하로 하며, 시

험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 모든 시험 대상 부분은 상세히 기술한다.

다. 원격감시제어

필요한 성능을 갖추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A. 주 컴퓨터

- 안정된 운전을 위한 이중 구조

- 워크스테이션 이상의 용량과 기능

- 개방형 database 지원

- Ethernet을 이용한 Server-Client 환경지원

- 개방형 통신(ISDN 과 X.25지원 등)

- 타 시스템과 Server-Client 인터페이스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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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격 제어유니트

- 지능형 네트워크 지원

- 다중 프로그램 영역

- Battery Back-up 기능

C. 주변장치

- 터널전반을 감시하는 모자이크 패널

- 맨/머신 인터페이스

- 프린터, 하드카피어 등 필요한 장비

D. 소프트 웨어

- 환기(교통량, 공기오염도에 따른 통합환기제어 및 Mode설정)

- 방재(비상시 환기 Mode설정)

E. 계측기기

- 광학 측정방식의 VI, CO 측정계

- 초음파 측정방식의 풍향 풍속계

- 광학 측정방식의 교통량 측정계(차량속도, 대수, 차종)

라. 전기집진기

- 디젤 매연에 의한 중량법으로 80%이상의 효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할 수 있는 

공인기관 검사 성적서 제출 및 검사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처리풍속은 정격효율 유지상태에서 성능이 확인된 최대 풍속으로 설계한다.

- 고장 또는 세정시에도 집진기 전체가 중지할 수 없음으로 최소한 50%나 2이상 

분할 운전이 가능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매연 및 수분, 염기성 기류에 내구성이 탁월한 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전기 집진기 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압축공기원으로 축류송풍기의 가변익 장치 

등 기타설비에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 집진필터 세척 후 오염수는 가압 여과장치에 의해 케이크 형태로 처리하며 방류

수질은 관련법규 또는 국제 규격에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상세

히 기술하여야 한다.

- 집진전체 시스템은 자체 PLC 및 중앙감시실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각 보조기기는 현장에서 단독운전 및 수리시 전원투입, 차단 또는 고장표시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집진기 시스템은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인수자에게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MANUAL 및 예비품, 공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마. 제진 필터 시스템

- 눈막힘 현상이 나타날 경우 분진을 탈진시켜 회수하는 자동재생장치를 구비하고 

운전 중에도 재생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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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시 순간적으로 자동해제가 가능하여 배연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디젤매연에 의한 중량법으로 7% 이상의 효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할 수 있는 공

인기관 검사 성적서 제출 및 검사방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모든 자재는 기계적으로 견고하고 내식성이 뛰어난 구조로 보수점검이 용이하도

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제진필터 시스템은 설치 및 시운전 후 인수자에게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Manual 및 예비품, 공구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9) 지하철에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지하수 사용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상태의 지하수)를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옹벽설계

(1)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

영하고, 균열발생을 수축 Joint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옹벽설계시 Joint Filler 설치재료, 규격 등의 상세도와 부등침하대책에 대한 상세도를 작

성한다.

(3)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5) 기초설계

(1) 기초형식

①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② 토질조사자료를 토대로 부마찰력, 액상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시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

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

방법, 시공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6)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구축을 위한 구조검토를 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배수시설 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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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3)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4)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

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6)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

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5)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7)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

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

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본선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ø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9) 배수암거의 유송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

에 반영하도록 한다.

10)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11) 유역면적은 축척 1/3,000 또는 1/1,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12)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13)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종합

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14)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

성하여야 한다.

15)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

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6)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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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상세도면 및 암거의 사각부 보강철근 상세도를 작성하고, 물

량은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9)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20)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

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

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다.

8. 유·출입시설 설계

1) 유·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기하구조물에 따른 가·감속 차

선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유·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 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지하위험 시설물 인접공사시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0.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

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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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11. 기전설비 설계

1) 운전자 고려사항

조명설계는 운전자의 피로감과 눈부심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선, 점멸방식, 수신기

가로등의 배선은 지중케이블로 하고, 점멸방식은 무선 원격 조정방식으로 하며, 격등 점

멸이 가능하도록 하며 수신기는 1대만 설치한다. 단, 가로등에 대한 배선도, 배치도, 수전반 

결선도 및 상세도, 조도계산서, 부하용량계산서 및 전압강하계산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전지점

수전시설은 한국전력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설계하되 정

전시에 대비하여 2계통 수전 또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토록 한다.

4) 가로등 설치기준

가로등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도로조명기준 KS A 

3701과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및 규정(기전분야)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을 위한 비상전화 등 통신수단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6) 조명시설

지하차도 입·출구부 및 내부조명은 지하차도의 설계속도, 연장, 접속도로 및 지하차도의 

선형, 야외 휘도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7) 재방송시설

재방송시설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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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급배기시설

비상발전기, 펌프 가동시에 대비하여 급·배기시설을 설치토록 한다.

12. 기타 부대시설 설계

1) 기본설계 교통자료 검토

기본설계의 교통현황조사 및 교통처리계획 등 관련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교통안전

시설, 교통처리계획 등의 계획수립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구

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교통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경찰청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빛 관리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 충

분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하차도 이용 후 교차로 접근시 통행속도 관련 시야확보 유무 및 이에 따른 안전대책

(2) 결빙시 경사구간내 차량 대기시 미끄럼 방지대책

4)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시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6) 난간, 교명주 등

난간, 교명주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한다.

7) 충격완화시설

지하차도 시・종점부의 돌출구간에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검토

하여 실시설계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8)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세심한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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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3.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14.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서울시 「사이버 흙은

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

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

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

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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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

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

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7.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해야 한다.  

18. 공사 실명제

1)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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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

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

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현지답사, 수리·수문조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

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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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시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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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월

종 합 사 후
평가시 활
용토록 상
세하게 작
성

(13)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

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4)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

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

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지반조사 보고서 및 성과물

(1)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

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①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등

② 도    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 등

③ 기타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토질정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 등

(2) 시추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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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표준구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③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3) 성과물

시료상자, 사진촬영앨범 등 관련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

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

면적, 단면응력 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

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

①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②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

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③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

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7)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

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

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1)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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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한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

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

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하도록 한다.

⑥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8) 수리계산서 작성

①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1)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한

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② 기존관의 관경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

른다.

4)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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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도로, 지하차도, 옹벽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

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

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

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 유

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⑪ 설계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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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

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

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가(발주기관) 설계검토 도면

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가.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가.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

한다.

-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가.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나.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마.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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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

을 기입한다.

사.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가.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다.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라.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마.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를 작성한다.

바.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지하차도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좌표 및 표고(EL)를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

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옹벽 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파.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하. 교명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거.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너. 지하차도 난간기둥 하부철판의 기초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하여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더.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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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도면

가. 배관도, 등주의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나.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 등을 상세하

게 작성한다.

다.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

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 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⑦ 기계시설 도면

지하차도의 장비 알람표, 소화기함 설치 평면 및 상세도,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

도,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⑧ 가시설도 및 상세도

가. 지하차도 및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나.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다.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라.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마.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⑨ 교통처리계획도

가.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나. 시공 완료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

판 등)

다.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라.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⑩ 지장물도 작성

가.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5) 유지관리지침 작성

(1) 유지관리지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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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⑧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로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

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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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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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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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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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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

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

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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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

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2) 수량산출서의 작성(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15)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용지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

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

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

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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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

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

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9)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3)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

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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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

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

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제 6 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설계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

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시 과업완료 전이라도 20○○. ○○월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발주기

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1) 설계심의용 자료납품 - 필요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실시설계 예산서 10부
실시설계설명서, 실시설계내역서

실시설계단가산출서, 실시설계수량산출서

․실시설계도면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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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15부

실시설계설명서, 실시설계내역서

실시설계단가산출서, 실시설계수량

산출서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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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빗물저류조 과업내용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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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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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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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기술의 도입

12. 보안 및 비밀유지

13.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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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4. 기타사항

제 2 장  조사 업무 

1. 현지 답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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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수문조사 및 분석

3. 수변전소 및 송배전 현황조사

4. 토지이용현황조사

5. 측량

6. 지장물 조사

7.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8. 실내시험

9.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0. 용지조사

11. 관련계획 자료 조사

12. 환경영향 조사

13. 소음·진동 조사

14. 기타조사

제 3 장 계획업무

제 4 장 기본설계

1. 일반사항

2. 저류조 기계시설 기본설계(필요시)

3. 전기시설 기본설계(필요시)

4. 기타사항

5. 사업비 추정

6. 효과 분석

제 5 장 실시설계

1. 토공설계

2. 구조물 설계

3. 저류조 설계

4. 가시설 설계

5. 계측계획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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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류조 기계시설 설계(필요시)

7. 전기시설 (필요시)

8. 포장설계

9. 보도설계

10. 조경시설

11.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12. 시공 및 유지관리

13. 지장물 이설 설계

14. 유지관리시설

15.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16.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7. 공사 실명제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2. 보   고  서

3. 설 계 도 면

4. 성과품 인쇄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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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 수해피해 방지를 위한 빗물저류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으로 하고, 수급인(용역사)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유역의 보수 및 저수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수유출 저감시설인 저

류조를 ○○ 에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의 홍수부담을 줄여주고, □□지구의 침수피해

를 예방함으로서 시민고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년 ○월 침수피해가 발생된 지역인 ○○동, △△동, □□동 등

2) 과업의 규모 및 내용

(1) 목표 저류량 : 용량 ○○○,○○○㎥

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위치도 : 별첨 위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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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

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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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

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타당성조사(기본계획)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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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

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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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

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

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

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

정, 보완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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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

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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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에 받아야 한다.

(2)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다자이너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1. 신기술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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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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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3.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고듭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 565 -

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

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

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

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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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

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

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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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발주기관 제공자료

(1)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2)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

(3)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4) 우수유출저감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서울특별시)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

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

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하천시설기준(국토교통부)

(4) 한국산업표준(KS)

(5) 하수도시설기준

(6)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교통부 제작 각종 표준도

(8) 서울특별시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9) 서울특별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0)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13)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4)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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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서울특별시)

(16)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18)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19) 서울특별시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2)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환경부) 

(23)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 지침(환경부)

(24)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6)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7)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 569 -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
하여 작성

(11)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2)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4)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각 단계에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7)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

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

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건물지하에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지하수 사용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상태의 지하수)

를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수급인은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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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조사

  (1) 지형, 하수관거 등을 조사하여 배수구역의 분포를 조사한다.

  (2) 도시개발상태, 농경지, 생태계보호지구, 문화재지정지구, 하천정비상태, 주요 지장물 등을 조사

하여 시설계획에 반영한다.

  (3) 하수도시설이 합류식 관거, 분류식 관거인가 또는 고지배수로, 저지배수로 유역인가를 조사한

다.

  (4) 당해유역 및 관련유역현황을 파악하며,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요간선관거 및 배수로의 제원 및 

집수시설 등 하수도시설상태와 대상지역의 개발상태 등을 점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5)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의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서 이용 가능토록 침수심, 침수면적 등 침수

현황을 조사한다.

  (6) 도시계획, 기존 수해방지 시설계획, 인접지역의 도로계획 및 기타관련계획 등을 파악하여 일관

성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7)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8)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

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수리·수문조사 및 분석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까지의 강우자료를 입수하여 강우특성을 분석한다.

   (2)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몇 년 빈도에 해당되지를 분석한다.

   (3) 빈도별 강우시 방류하천의 홍수위를 조사한다.

   (4) 집중호우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5)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

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

을 최대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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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7)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

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

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

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8)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

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

시한다). 

   (8)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mm/hr

   (9)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

여 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출곡선지

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한 유출계

수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현황 조사

수전지점에서 가까운 위치의 변전소 및 수전지역 송․배전 현황을 조사한다.

4. 토지이용 현황

   (1) 배수구역내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2) 주거, 상업, 공업 및 학교 등으로 세분하여 주변 개발상황 및 도시계획 등을 조사한다.

5. 측    량

(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

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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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

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

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관계기관의 제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⑦ 관련기관 협의

보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⑧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

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

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①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②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 폭 100m) 이상으로 한다.

③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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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작성한다.

④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정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

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작성한다. 

⑤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①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
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5㎝×45㎝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구

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③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

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며, 노

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

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6.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지리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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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수행절차

a.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b.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

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c.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

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③ 인허가 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세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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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

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

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

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

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

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 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특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

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

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

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

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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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하부 5.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스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

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베럴이나 D-3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

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④ 자연시료 채취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

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⑤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

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

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⑥ 시추공 보존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수

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

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

면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4) 현장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

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

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

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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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착한다.

② 기타 현장시험

- 특정구간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

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8. 실내시험

①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가. 함수비 시험(KS F 2306)

나. 흙의 씻기시험(KS F 2309)

다. 액․소성한계시험(KS F 2303)

라. 밀도시험(KS F 2308)

마. 실내 CBR시험 : KS F 2320 (성토용 재료)

바. 다짐시험 : KS F 2312 (성토용 재료)

사. 일축압축강도시험 (KS F 2314)

아. 삼축압축강도시험 (KS F 2346)

자.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② 시험시기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

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9.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한다.

10.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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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

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

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2. 환경영향 조사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

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13. 소음·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조사한다.

(2) 소음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

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여, 시설물 공사중과 공용 후 소음, 진동을 예측․분석하

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설계하도록 기재한다.

(3) 시공시 소음․진동이 예측되는 위치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4) 주요 건축물에 대한 사전상태조사를 통하여 공사중 건설진동(특히 고가구조 기초공)에 

따른 피해최소화 및 저진동공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3)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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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는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유역 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조사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본 과업에 관련되는 서울특별시 계획, 환경부 계획, 국토교통부 계획 등 각종계획을 조사하

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침수방지효과, 경제성분석,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상세히 작성한다.

4. 의견 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설

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본설계

1. 일반사항

(1) 계획처리구역내의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저류조설치 위치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적정성 검토,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하여 적합한 위

치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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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저류조 위치에 대한 타당성 및 세부운영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에 대한 구조검토 및 공법을 결정한다.

  ③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저류조 설치 검토시 장·단기운영방안과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

립한다.

(2) 저류시설, 펌프장, 유수지, 집수정 위치 및 면적, 유역내 저지대의 하수관거 통수능력 및 

배수위 등을 고려하여 저류조 수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저류조의 방류구의 위치 및 방류방식은 경제성, 시공성, 수리학적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

급적 자연배수가 가능토록 설계하고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4) 침수방지를 위한 상류지역의 유로변경 하수암거 설치 및 노선변경 등의 일련의 조치는 

효과적인 배수기능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항목별로 세

밀하게 내용을 검토하여 기본설계를 수행 하여야 한다.

(6) 저류조로 유입된 우수처리 계획은 연속되는 호우사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 펌프용량 

및 우수의 계획배제 시간을 고려 제시 하여야 한다.

(7) 저류조로 유입되는 토사에 대해 실토사 유출량을 산정하고 필요시에는 유지관리 및 준설

이 용이한 침사지를 설치토록 계획한다.

(8) 저류조 상부시설의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9) 저류조에 저류된 물의 활용방안을 수립한다.

(10) 저류조 구조물 형식은 현장타설 또는, 조립식 제품 등을 비교 검토하여 타당한 공법을 제시

해야 한다.

(11) 저류조 내부가 밀폐상태가 될 경우는 환기에 유의하여,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12) 외부로부터의 이물질등의 침입을 방지하고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각 조별로 유지관리

용 맨홀을 설치한다

(13) 빗물저류조의 내부는 사수역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2. 저류조 기계시설 기본설계 (필요시)

(1) 저류조내 빗물의 유출입은 가급적 자연유하에 의하되 잔류수 배제 등 불가피한 경우 펌

프시설을 계획한다.

(2) 펌프는 될 수 있는 대로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을 결정하고 펌

프의 특성곡선을 고려하여 토출관의 종단선형을 계획하도록 한다.

(3) 펌프의 설치대수는 유지관리상 편리하도록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동일용량의 것으로 

한다.

(4) 소규모 유출의 경우 또는 수량의 변화가 현저한 경우에는 유지관리상 용량이 다른 펌프

를 설치하거나 동일 용량의 회전수를 제어하도록 한다.

(5) 펌프형식 선정에 있어서는 계획유량 양정에 적합하며 유지관리 및 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형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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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든 설비는 적절한 용량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3. 전기시설 기본설계 (필요시)

(1) 특고 수·변·배전설비, 동력설비, 중앙감시반설비 등의 시스템, 방식, 형식 및 용량 등을 결

정하여야 한다.

(2) 수전계획은 수전변전소, 수전지역 송배전 현황 등을 사전조사하여 수전 ROUTE 및 수전

방식을 한전과 충분히 협의하여 2중 전원이 공급되도록 (용량, 수전시기) 결정하여야 한

다.

4. 기타사항

1) 대형기기 출입에 필요한 반입구를 고려한다.

2)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서울특별시 설계기준과 

관련 시방서 및 제규정에 의거 설계한다.

3) 각종 구조물은 개략적인 구조계산에 의거 치수를 결정하고 특히 안정여부를 정밀히 검토

하여 과부족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모든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각종 하수에 의한 부식이 방지될 수 있는 시설을 반

영하여 운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5) 방류관 선형은 수두손실 및 와류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6) 저류시설은 주변환경 및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진입도로, 조경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내수성을 고려한 위치 및 시설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

7) 평상시 저류시설 활용방안(주차장, 임시저장탱크 등)을 검토․제시한다.

8) 침사지 설치시 침사지에 쌓인 침전물에 대한 처리방법과 배출방안 및 시설 등을 계획한

다.

9) 수배전반 설치를 계획할 경우에는 화재감시시스템 설치를 계획하고 경보 발령시 구청상

황실로 자동 통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사업비 산정(수량산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및 사업비 산출)

1) 사업비 산출은 공사비, 지장물 이설비, 사업관리비, 실시설계비, 예비비 및 건설기간 이자

를 포함한 시설비와 사업의 유지운영비 등으로 주요 공정별로 구분하여 공신력이 있는 

자료를 기준 하여야 한다.

2) 적용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고,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하

여 승인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투자계획 및 관리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6.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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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업이 완료되면 향후 기대되는 침수방지효과, 경제성분석,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포함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작성하되,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시설로인한 편익(직접, 

간접), 내구연수등을 고려한다.

제 5 장 실시설계

1. 토공설계

1) 절토 및 성토부의 기울기는 지반조사 결과 사면안정 검토가 요구되는 구간은 사면안정검

토 결과를 반영한다.

2) 연약지반이 예상되는 구간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대책 및 보강방법을 강구한다.

2. 구조물설계

1) 현장조건 및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2)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4)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보도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5)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① 저류조 구조물에 인접한 시설이 있는 경우 인접시설의 구조적 안정 및 미치는 영향을 

적극 검토하여 저류조로 인한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합리적인 설

계를 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 완료시까지 운영하는 임시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위치 및 시설물 운영, 유지

관리 및 방안을 상세히 제시한다.

6) 구조물은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7)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공법

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복개구조물의 TOP SLAB는 차량하중의 충격,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균열 등의 사

용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9) 치수구조물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유지 보상과 공사중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설계한다.

10) 저류조 설치지역이 암반지대일 경우 공사 시 대규모 암굴착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소음 

및 진동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용역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11)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현장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문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12) 지하 토공작업 설계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등 지하매설물의 위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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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

과 협의한 후 처리방안을 설계서, 시방서 등에 기재하여 한다. 

13) 구조는 경제적이며 시공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 토목구조기술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구조는 장, 단기 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

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5) 설계에 따른 시공방법과 순서를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6)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 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 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17)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racture Critical Member, F.C.M)를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지침서에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18)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9) 시공중 양압력 및 부력에 대해 검토한다. 

3. 저류조설계 

1) 현지지형, 배수관로 및 유입관로 현황, 분수계 등에 따른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유출량 산정시 유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3) 유입수로는 주변지역의 우수가 가장 합리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결정한다. 

4) 빗물저류조의 신설은 펌프장, 관망 등 기존 시설물의 수리수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

로, 빗물저류조의 계획 및 효과 분석시 하수 관망과의 연계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위치와 

시설규모로 결정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배수로 기능을 가지지 않도록 배수시설물의 통합 관리방안을 강구하며, 상호 연관

성이 있는 침수방지 및 홍수방어 시설물중 주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연계운영 방안을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물계획은 수리분석 결과와 기왕의 홍수에 의한 월류이력 등을 검토하여 하천시설기

준에 준하여 계획한다.

7) 구조물공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형식, 규모 등을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

인 안을 택하여야 한다.

9) 각종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검토에 의거

하여 치수 및 단면을 결정하는데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단면으로 계획한다.

10) 구조물 계획시에는 실시한 보링 성과를 바탕으로 연약지반 유무를 판별한 후 연약지반

일 경우에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12)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가 저류조내로 유입시 저류조 바닥이 세굴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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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또한 저류조 벽면의 보호형식도 유속에 의해 파손․붕괴되지 않도록 치수적

으로 안정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저류조내로 상시 유량이 유입되므로, 토사침전에 의한 상시유량 방류구 기능저하가 되지 

않도록 침사지등을 계획하여 유지관리 및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홍수시 방류관이 이물질로 인하여 토사침전 또는 통수기능이 저하되지 않토록 계획한다,

15)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6) 빗물저류조에 저류되는 저류수의 제활용 방안 제시 및 제활용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설계(계곡 유지용수, 하천․ 실개천 유지용수, 조경식수, 청소용수 등)하고, 빗물이용시설

을 설계시에는 수질조사등을 실시하여, 활용 용도별 목표수질에 적합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처리방식을 수립해야한다.

17) 에너지절약 설계기법 및 절감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가시설 설계

1) 지하차도 설계 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

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지하차도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의 제시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

다.

7)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

여야 한다.

8)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9)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측계획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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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

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6. 저류조 기계시설 설계 (필요시)

1) 방류펌프

(1) 펌프의 형식결정은 토출량과 양정, 흡입성능, 펌프설치 상면 높이, 보수의 용이성, 운전조

건, 펌프의 효율등을 검토, 적정용량을 제시하여 결정한다.

(2) 펌프의 대수는 설정된 우수의 계획배제 시간내 저류조의 유량을 방류할 수 있도록 펌프 

용량별 설치대수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3) 방류펌프는 유입유속, 펌프 상호간의 유입간섭 현상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펌프의 토출관은 단관, 신축관, 제수변, 역지변 순으로 배열하고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

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5) 펌프의 토출관로에는 상황에 따라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6) 흡입효과를 좋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7) 펌프대수, 용량과 펌프형식(육상, 수중)은 시설공사비, 유지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성등 종

합적으로 비교 검토 후 결정한다.

(8) 펌프장 기계설비 및 배관류 설계 시 유지관리의 편리성,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구체적

으로 검토 후 결정한다.

2) 기  타

기기는 내식성 내마모성의 재질로 보편적인 기종을 선택하여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한다.

(1) 수위계의 설치위치는 수위의 변동이 심하지 않은 곳을 선택 선정하고, 형식 및 재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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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2) 스크린, 밸브류, 공조설비 등 기기는 경제성, 안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정

한다.

(3) 저류조 유입부에는 지형여건 및 협잡물의 유입상태에 따라 우수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고

려하여 스크린 설치방법을 결정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협잡물 제거 및 처리를 위한 시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설계한다.

(4) 펌프장내 각종 설비시스템은 통합관리가 가능한 제어감시시스템으로 검토하고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5) 펌프장 내·외의 관로 부식 방지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6) 스크린은 홍수시 적정유량이 저류조로 유입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펌프 해체시 크레인에 의하여 운반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7. 전기시설 설계 (필요시)

1) 일반사항

(1)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지식경제부 제정 전기설비기준 등 관계법규에 준하여 설

계 한다.

(2) 조작과 보수가 용이하며 사고방지를 고려 2계통수전 등을 검토하여 침수 등으로부터 안

전하도록 설계한다.

(3) 전기로 인하여 기타 구조물이 전식 되거나 기타 영향으로 기기의 동작에 영향이 없도록 

설계한다.

(4) 전등설비를 사용하는 기구는 고효율 안정기 및 램프를 사용할 것.

(5) 제반 전기설비는 침수시에도 누전 및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전기실 직상부는 오ㆍ배수 및 급수 등 배관설비가 설치 또는 통과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설계 한다.

(7) 간선설비는 충분히 조사 분류, 부하설비에 대한 수요율을 고려, 보수에 편리하고 장래증

설, 변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전기 인입스위치는 저류조 홍수위선 이상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9)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10) 합리적인 조명설계를 하여야 하며 등기구 취부는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하고 디자인 및 

효율이 좋은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조도가 기준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밝기조정이 되도록 전기회로를 분리시켜야 한다

(11) 소화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12) 피뢰침 등 보안장치를 철저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변전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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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전전압 및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

지관리면을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특고압 수전시 예비변압기를 확보토록 하여 고장 등 사고 즉시 대처가 가능 하도록 한

다.

(3) 수전방식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별도 수전 한다.

(4) 펌프전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3Φ로 공급한다.

(5) 전등, 전열은 단상(2W, 220V)으로 한다.

(5) 2계통 수전설비에서 운전중 선로 정전시 정전시간 단축방법을 검토하여 모터펌프 재가동

까지의 소요 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3) 동력설비

(1) 모타기동반과 저압용 MCC반 등은 기기특성에 알맞는 보호장치를 택하며 설치위치는 조

작, 유지관리, 보수, 건축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모타의 기동방식은 경제성, 신뢰성, 안전성, 신속성,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고, 모타용량

별, 전압별, 기동방식별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3) 기기의 운전은 자동, 수동 전환이 가능하고, 중앙집중제어가 가능한 기종을 선택한다.

(4) 계전기는 과전류/결상/역상/불평형/구속/지락 등의 기능을 가진 디지털 계전방식을 선정

하여 사고시 전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5) 역률이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조상설비가 계획되어야 한다.

4) 계장 및 통신설비

(1) 기기의 가동현황, 내외수위 등을 자동기록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여 기록보존 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2) 구청 상황실에서 방류펌프 등을 원격감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존시스템과 호환성

을 고려하여 구축하며, 저류조 수위 등 주요 지점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CCTV 장치를 계

획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정보통신설비는 관계법규에 따르고 운영관리가 원활하도록 계획한다.

8.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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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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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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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

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

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

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

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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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하도록 하여 불합격 자재에 

대하여는 전체 Lot 반품 및 품질개선 확증시까지 해당 공종의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10. 조경시설

1) 조경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조경시설물의 형태, 재료, 규격, 수량, 배치 등

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명시한다.

2) 기존 수목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활용하며, 식재기법, 수종 등은 ＂발주기관＂과 사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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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후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3) 복개 구조물 위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지반조성을 계

획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

토,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지하위험 시설물 인접공사시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2. 시공 및 유지관리

1)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종별로 구분하여 공사항목, FLOW CHART, 사전계획에 기초하여 

PERT/CPM으로 나타내는것으로 한다.

(2) 제작품중 주문제작인 경우 납기 점검후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산의 경우 납기를 

확실히 알아본 후 공정표 작성을 하여야 한다.

(3) 준공일자는 최소 소요일수에 여유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이는 ＂발주기관＂과 협의하

여 결정해야 한다.

2) 시공시 민원해소 대책 수립

(1) 교통, 소음, 먼지 등 주민의 불편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 및 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1) 저류조 공정의 개요,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2)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등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효율적인 저

류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

블, 송유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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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계획은 지하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14.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

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5.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서울시 「사이버 흙은

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

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6.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해야 한다.  

17. 공사 실명제

1)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CD)

(3)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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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

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

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측량, 측량,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교통량조사, 유사사례 도로

의 교통사고 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 조사, 동일 또

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기본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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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 계 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

월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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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월

종 합 사 후
평가시 활
용토록 상
세하게 작
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

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16)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

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7)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

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

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8)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

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9)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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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조사 보고서 및 성과물

(1)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

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①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등

② 도    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 등

③ 기타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토질정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 등

(2)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표준구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③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3) 성과물

시료상자, 사진촬영앨범 등 관련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

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

면적, 단면응력 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

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

①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②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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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③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

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7)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

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

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1)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

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한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

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

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하도록 한다.

⑥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8) 수리계산서 작성

①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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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한

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② 기존관의 관경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도로, 지하차도, 옹벽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

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

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

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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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 유

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⑪ 설계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

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

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

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가(발주기관) 설계검토 도면

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가.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가.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도로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점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경사 등을 명기

한다.

-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597 -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교차로 및 접속도로의 차선배분, 도류화에 대한 것을 명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가.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나.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다.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라.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마.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바.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

을 기입한다.

사.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가.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다.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라.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마.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를 작성한다.

바.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지하차도 등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좌표 및 표고(EL)를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아.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

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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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카. 옹벽 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타.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

다.

파.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하. 교명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거.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 앙카부 등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너. 지하차도 난간기둥 하부철판의 기초콘크리트 사이 틈새에 대하여 처리재료, 채움시

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더.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

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도면

가. 배관도, 등주의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나.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 등을 상세하

게 작성한다.

다.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

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 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⑦ 기계시설 도면

지하차도의 장비 알람표, 소화기함 설치 평면 및 상세도,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

도,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⑧ 가시설도 및 상세도

가. 지하차도 및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나.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다.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라.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마.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⑨ 교통처리계획도

가.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나. 시공 완료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

판 등)

다.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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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⑩ 지장물도 작성

가.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5) 유지관리지침 작성

(1) 유지관리지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⑧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

료  등과 시공절차,방법,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

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

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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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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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기성지급,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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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

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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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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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

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

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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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신설·개량되는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절대측량에 의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GIS DB 서버에 탑재될 수 있도록 측

량비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비용을 반영한다.     

 (17)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용지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

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

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

을 기입한다.

나.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

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

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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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

성한다. 

(3)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

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

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

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제 6 장 성과품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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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설계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

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구시 과업완료 전이라도 20○○. ○○월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발주기

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우선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완료일까지 제출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1) 설계심의용 자료납품 - 필요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0부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실시설계도면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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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

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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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빗물펌프장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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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본 과업의 명칭은 “○○ 빗물펌프장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

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년 ○월의 집중호우로 침수된 ○○동, ○○동 일대의 빗물펌프장 신(증)설공

사에 대한 실시설계로서 「○○천 중·하류지역 수해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

에 의거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빗물펌프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

는데 있음.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 빗물펌프장

2) 과업의 규모 및 내용

(1) 펌프장

○○동 : 300㎥/분×450HP×D = 1500mm×3대

○○동 : 420㎥/분×630HP×D = 1800mm×3대

(2) 하수관거

○○동 : BOX 4.5×2.5×325m BOX 4.0×2.5×360m BOX 4.0×2.5×35m

BOX 2.5×2.5×325m BOX 2.5×2.0×800m

○○동 : BOX 3.5×3.0×40m BOX 1.5×1.5×160m BOX 2.0×2.0×500m

3)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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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위 치 도 : 별첨 위치도 참조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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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

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설계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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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

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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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

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

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

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항 목 수 량 관 련 기 관 비 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서류
1식

시설계획과, 도로계획담

당관, 해당 자치구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공사 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 교통안전시설 심의

1식
교통운영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9.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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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실시설계 준공 2개

월 전에 받아야 한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심의를 받

도록 한 경우만 작성)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다자이너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0.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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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보안 및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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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

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3.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고듭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

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4. 과업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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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

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

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6.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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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7.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9.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

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예정지 주변지역 항측도 1부

(2) 사업예정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3) 본 과업관련 기본설계서 1부

(4) 기타 필요자료 1식

2) 자료의 활용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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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1.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

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3) 하천시설기준(국토교통부)

(4) 한국산업표준(KS)

(5)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6)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7)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교통부 제작 각종 표준도

(8) 서울특별시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9) 서울특별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0)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13)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4)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5)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서울특별시)

(17)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08년)

(18)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년)

(19)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서울특별시)

(21)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2)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2)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620 -

22.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

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Ⅸ-3-나항목에 따른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

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
하여 작성

(11)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2)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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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4)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5) 건물지하에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지하수 사용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상태의 지하수)

를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

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사업무

본 과업에 포함된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지답사

2) 수리·수문조사 및 분석

3) 측    량 (필요시)

4)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5) 지반조사

6) 하수도 현황조사

7) 수리, 수문조사

8) 용지조사

9)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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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 현황조사

11) 간이 빗물펌프장 송배전 현황조사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

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수리·수문조사 및 분석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까지의 강우자료를 입수하여 강우특성을 분석한다.

   (2)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한 강우기록을 조사하여 몇 년 빈도에 해당되지를 분석한다.

   (3) 빈도별 강우시 방류하천의 홍수위를 조사한다.

   (4) 집중호우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5)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

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

을 최대한 수행한다. 

   (6)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7)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

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

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

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8)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

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

시한다). 

   (8)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m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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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mm/hr

   (9)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

여 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출곡선지

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한 유출계

수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측    량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5)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6) 기본설계에서 시행한 측량성과를 재확인하여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보완측량을 시행하도록 한다.

2) 삼각 및 다각측량

(1)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2)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뿐만 아니라 공사중

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

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3)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으로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

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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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

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3) 현황측량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

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4)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1)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6) 표석매설

금회 측량성과를 사업시행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표석을 매설하되 별도 

규격의 표석으로 견고히 매설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1) 일반사항

① 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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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b.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

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c.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

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③ 인허가 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세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펜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

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

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

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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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

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

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 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특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

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

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

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

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하부 5.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스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

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베럴이나 D-3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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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

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④ 자연시료 채취

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

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⑤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

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

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⑥ 시추공 보존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수

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면까

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4) 현장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

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

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

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

를 부착한다.

② 기타 현장시험

- 특정구간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

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5) 시료정리

(1)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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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

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6)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 (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정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6. 하수도 현황조사

1) 관할구역내 동, 구청에 걸쳐 배수구역이 분포되어 있는가를 조사한다.

2) 필요시에는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한다.

3) 하수도 시설이 합류식 관거인가 또는 고지배수로 저지배수로 유역인가를 조사한다.

4) 하천정비가 20년, 50년, …… 100년 등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는 설계인가를 검토하여 계획홍수량에 

의한 홍수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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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맑음, 비, 안개 등), 연

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6) 집중호우시 강우량에 따른 침수지역 및 침수수위 등을 조사한다.

7. 수리, 수문조사

1) 홍수, 강우에 의해 시간당 및 장시간 연속강우를 기준으로 몇 년 빈도에 해당되는 가를 조사한다.

2) 홍수, 강우시 방류하천의 수위를 조사한다.

3) 계획시설설치로 인한 수리, 수문영향을 분석하여 수문 및 배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다. 

8.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9. 용지조사 (필요시)

1)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2)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10. 수전변전소 및 송배전 현황조사

수전지점에서 가까운 위치의 변전소 및 수전지역 송배전 현황을 조사한다.

11. 간이 빗물펌프장 존치여부 검토

△△, □□ 빗물펌프장 수리조사를 실시하여 존치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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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획업무   

1. 유역개발계획, 방류수역 정비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조사한다.

2. 본 과업에 관련되는 구청계획, 서울특별시계획, 환경부계획, 국토교통부계획 등 각종 계획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의견 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설

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계업무

1. 토공설계

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

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

하여야 한다.

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5) 토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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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

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

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

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

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0) 발파 설계도면 작성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

다.

11)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2. 펌프장 설계

1) 기본설계 검토 및 보완

(1) 계획강우량, 펌프규모, 흡수정 및 저류조, 토출관거 등에 대해 검토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제점을 상세히 도출하되 방류외 수위와 연계하여 수리영향을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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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수면적, 계획홍수량 등에 의거하여 유입관거의 단면이 결정되어야 하며 펌프장의 수

위도 감안하여야 한다.

(3) 유입관로의 노선변경이 필요시 지역내 신설되는 시설과의 연관관계를 검토하여 유입관

로의 노선결정을 하여야 한다.

(4) 펌프용량, 배관관경, 기기배치 및 기계설비 사양 결정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펌프의 케비테이션현상, 서어징현상, 수충격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내용검

토를 하여야 한다. 

(6) 수전, 변전, 배전, 동력, 중앙감시반설비 등의 시스템, 방식, 형식 및 용량 등을 검토하여

야 한다.

(7) 유출량 산정시 유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2) 구조물 설계

(1)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구조물은 설계조건,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4)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보도의 군집하중을 잘 고려하여 설계한다. 

(5)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한다. 

(6) 구조물이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7) 집수정을 수질시공(방수 등)하여 지하수 등이 유입되어 관로에 문제되지 않도록 설계하

여야 한다. 

(8) 초기 강우에 의한 오염된 유입우량을 저류시킬 저류조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9) 빗물펌프장에 최대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호우에 의한 유입량을 분석하고 대상유

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빗물펌프장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적정계획 시설에 대한 기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10) 침수흔적도를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모의 결과와 비교하여 침수원인과 유출 계수 등을 

확인하고 모형의 매개변수를 검증한 후 관거 신설 등에 따른 개선효과를 제시한다. 

(11) 신설 관거로 인해 우수 유입이 증가되므로 하수도시설기준(1.5.3)에 따라 방류 수역에 

대한 확보 여부를 검토한다. 

3) 토출관거 및 토구설계

(1) 토출관거의 단면은 설계유량을 완전히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크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토출관거는 자연방류관거와 Pump에 의해 유출되는 관거로 나누어 설치하여야 하며, 자

연방류 관거에는 수문고장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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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토출관거는 물이 원활히 방류토록 하천의 유수방향, 손실수두 등 수충격작용이 없도록 

하며 펌프토출관에는 역류방지용밸브(Flab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자연방류관거에 수문 설치 대수는 가능한 적게 하고, 통합을 검토하나 대형일 경우는 

조작여건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관거 바닥고는 접속되는 배수하천의 하상고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거 하상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토사침전, 완전배수불가 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6) 신설 펌프장으로부터 압력관으로 강제 배출시 상류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압력관

의 내부를 정밀 조사하여 역수 가능조사 및 대책을 제사한다.

(7) 토출관거의 길이가 30m 이상이 되는 경우 부등침하 등에 의한 파손이 우려되므로 반드

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펌프 토출관 신설시 기존관로에 합류시킬 때 배수위 영향을 반드시 검토하고, 공사전후

와 대비될 수 있도록 도면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펌프장, 집수정(또는 흡수정) 및 토출관로등이 기존제방에 접해 있거나, 혹은 관통하는 

경우 펌프가동시 진동등에 의해 기존제방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야한다.

(10) 갑잡스로운 방류로 인해 방류하천 고수부지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토록 시

설물 보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1) 빗물펌프를 증설하여도 유입관거 용량이 부족하면, 저지대 빗물이 원활히 유출되지 못

해 침수가 되거나, 유수지 내에 빗물이 유입되지 못하여 펌프를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간선유입관거 및 상습침수지역 주변의 하수관거를 조사하여 정

비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하수관거내에 상수관, 통신관등 각종지장물 존재여

부를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보완한다.

(12) 빗물펌프를 증설할 경우 유입부는 유수지 L.W.L상태에서도 펌프토출능력 만큼의 빗물

이 원활히 흡수정으로 유입될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보완한다.

(13) 빗물펌프장의 제방통과공법은 공사비 절감과 현장 여건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한다.

(14)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홍수(강우) 등에 대비한 시공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5) 펌프장 유입부는 유수지 L.W.L상태에서도 펌프토출능력 만큼의 빗물이 원활히 흡수정

으로 유입될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4) 기계설비 및 배관설계

(1) 기계설비 배치는 기계 반입구, 분해조립장소,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관, 배

관지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기중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2)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보수 등을 종

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간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3) 배수펌프의 주배관은 관로손실이 적고 공기 누설 및 고임이 없어야 하고 내마모성, 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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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한 재질로서 진동과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4) 배관에는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지지

대를 두어야 한다.

(5)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 하며 

펌프와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배수펌프 흡입측에 제진기가 부착된 스크린을 설치하고 협잡물의 양이 많이 예상될 때

는 조목 및 세목 스크린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펌프보호용 스크린에 걸리는 협잡물의 양이 많이 예상될 경우 자동제진기 및 협잡물 반

출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8) 잠수되는 기계나 철재류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9) 크레인 용량은 모든 기계장비의 인양에 지장이 없는 용량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결정

하여야 한다.

(10) 크레인 용량을 축소하기 위하여 모터와 펌프가 분리되도록 검토하고 펌프 구매 시방

서에는 이 사항을 명기한다.

(11) 펌프는 펌프의 성능곡선, 효율, 특성,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선정한다.

(12) 펌프 흡입유속과 흡입효과를 좋게 하여 펌프 상호간 흐름의 간접현상을 배제하고 펌프장 

깊이를 가능한 한 작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구조의 정류벽을 설치한다.

(13) 펌프 토출측 관로의 상황에 의하여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

는 장치를 한다.

(14) 지배수 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15) 밸브는 제수변, 역지변의 별도 설치를 검토한다.

(16) 펌프 구동장치는 모터로 구동토록 설계한다.

(17)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테스트를 실

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18) 주요기계(펌프, 모터, 크레인, 스크린)는 별도사양 및 시방서를 작성한다.

5) 전기·계장설비 설계

(1) 수전방식은 신뢰성과 경제성 양면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가공

방식 및 지중 인입방식 등을 결정하고 또한 2개 변전소를 통한 2회선 2회선 선로(2중 

선로)를 채택하여 그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2) 변압기 Bank는 2 Bank 이상으로 구성하며 1 Bank 고장시 상호 인터록 되어진 예비 변

압기 Bank와 연결 펌프장 전력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간선설비는 펌프장 용도별 설비내용을 충분히 조사 분류, 부하설비에 대한 수요율을 고

려, 보수에 편리하고 장래 증설, 변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수․배전설비 기기배치는 변전형식, 전압, 용량, 주회로 방식 등 다양한 기기배치는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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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과를 좌우하므로 보수점검, 안전도, 증설계획, 기기반출․입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

여야 한다.

(5) 중앙감시반은 전력제어와 수위측정, 운전상태 기록 등 모든 정보연락, 즉 감시반 및 제

어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수변전실에서 배선되는 간선 및 동력설비 등의 경제화를 위해 각 펌프실 및 기계실, 부

하중심, 전력인입 및 고전압 간선의 인출장소, 기기의 반출․입관계, 침수우려 여부 중앙

감시실 시설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펌프, 수문 및 전기설비의 가동상태와 내외 수위 등의 DATA와 화상자료를 재해대책 본

부에서 감시 제어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8) 전기 인입스위치는 홍수위선 이상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9) 구내 배선은 케이블로 포설하며, 케이블 기종은 부식되지 않는 기종을 선택한다.

(10) 합리적인 조명설계를 하여야 하며 등기구 취부는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하고 디자인 

및 효율이 좋은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또한 조도가 기준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밝기조정이 되도록 전기회로를 분리시켜야 한다.

(11) 소화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12) 피뢰침 등 보안장치를 철저히 설치하여야 한다.

6) 건축설계

(1) 건축물은 빗물펌프장 부지의 지형적, 기후적 특성과 빗물펌프장으로서의 원활한 기능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은 미관 제고 차원에서 외부 색상을 조화있게 배치하고 칼라타일, 칼라벽돌, 창

틀, 지붕 등을 변화있게 하여 평면적 건물들 지양하고 입체적 동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

야 한다.

(3) 사택은 2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 18평 내외로 설계되어야 한다.

(4) 난방설비는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에 의한 냉․온수 겸용이 되도록 하고 주방설비, 화장

실, 위생설비, 전등, 전열, 전화, TV 등 편익시설을 완비하도록 해야 한다.

(5) 펌프 진동 및 지진에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외부 재료는 주위의 여건과 비교, 이질감이 없도록 하며 외벽은 미관을 고려 타일이나 

적벽돌 등으로 디자인한다.

7) 조경설계 (필요시)

(1) 조경시설물의 형태, 재료, 규격, 수량, 배치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명시한다.

(2)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기법, 수종의 선택, 기존수목의 활용 등의 결정에 대하여 명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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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수목의 존치 및 활용 등의 결정에 대하여 명시한다.

(4)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의 지반조성에 대하여 명시한다.

8) 펌프 운전계획

(1) 펌프 설치대수는 계획 우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펌프의 설치대수는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효율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펌프 구동기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수전조건 및 경제성, 주위 소음 환경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2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용지보

상비,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

록 해야 한다.

9) 시공 및 유지관리

(1) 공사예정공정표

① 공사예정공정표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계장으로 구분하여 공사항목, Flow 

Chart 전 계획에 기초하여 Bar Chart로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② 제작품 중 Order Made의 경우 납기 점검 후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외산의 

경우 납기를 확실히 알아본 후 공정표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③ 준공일자는 최소 소요일수에 여유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하여 이는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 작성

①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다.

② 기계설비는 각 기기별 운전관계 및 기기사양을 기재하여 기기점검 및 보수 등 유

지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기설비는 수․변전설비, 동력제어설비, 조명 및 전열설비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④ 계장설비는 중앙감시설비, 현장제어설비, 계장계기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⑤ 운영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효율

적인 펌프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보상비 및 이설비(필요시)

(1) 빗물펌프장 신축 부지의 토지 및 보상건물이 발생할 경우 현지 거래 예정가격 등을 참

조하여 보상비를 추정하고 해당관서에 비치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복사

하여 용지도를 작성 그 산출근거로 이용한다.  또한 이설비 등이 발생할 경우 적정한 

이설비를 추정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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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장 예정부지의 토지보상비가 과소하게 책정되면 보상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

상되므로 토지이용계획도를 첨부하여 펌프장 설치에 따른 저촉 토지현황을 상세히 수

록하여 추후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하수관거 설계

1) 기본설계검토 및 보완

(1) 본 과업구간의 배수구역을 설정하고 유출분석을 통한 적정한 하수량을 산정하되 기수립

된 상위계획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와 하수관거 조사 및 하수도 정비 기본 

설계” 등을 검토하여 비교, 분석한다.(단, 하수관거 조사 및 하수도 정비 기본설계 후 실

시설계를 수행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로 검토한다.) 

(2) 선행된 기본 조사사항과 산정된 하수량을 토대로 하여 기존 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및 배제기능

성의 문제점을 상세히 도출하되 빗물펌프장의 토출능력 등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3) 본 과업에서 조사된 제반문제점 및 지역민원, 상․하류 연결가능성, 하수도 시설기준 등

을 고려하여 항구적 시설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배수시설 계획을 

수립하되 현 배수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부구간의 노선변경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

고 대안을 제시한다.

(4)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

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

한 수행한다. 

(5)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6)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

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8)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

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7)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출곡선지수

(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한 유출계수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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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9) 유출량 산정시 유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10)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

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

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1) 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2) 관거의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및 지구지정 예정지

와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에 대한 발생 하수량 수용여부를 선 결정한 후 

합리적인 관거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거의 종단계획은 관거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물 

설치상태를 고려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

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거설계

(1)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해야 한다.

(2)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을 

선택해야 한다.

4) 구조물 및 부대시설계획

(1) 구조물 및 관거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 설계

한다.

(2) 맨홀 및 물받이 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

다.

(3) 기존 관거의 우수배제를 위한 용량을 재검토하여 필요시 우수저류조 설치, 관거용량 증

대, 고(저)지 배수로, 유역분리 등의 다각도의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4) 현장조건, 설계조건에 따라 위치, 형식, 단면 등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구조물은 설계조거, 시방서 등에 따라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

에 반영하도록 한다.

(6)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한다.

(7) 구조물이 부력에 대해 안정하도록 설계한다.

(8) 가시설공법 적용시 시공성, 경제성, 구조적 안정성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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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

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

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0)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다.

4. 가시설 설계

1) 지하차도 설계 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

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지하차도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의 제시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

다.

7)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

여야 한다.

8)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9)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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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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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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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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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

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

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

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

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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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7.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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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

블, 송유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8.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

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9.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서울시 「사이버 흙은

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

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0. 교통처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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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

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

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

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건설공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지하위험 시설물 인접공사시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2.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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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해야 한다.  

13. 공사실명제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CD)

14.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

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

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

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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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측량, 측량,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교통량조사, 유사사례 도로

의 교통사고 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 조사, 동일 또

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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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월

종 합 사 후
평가시 활
용토록 상
세하게 작
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

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

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

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6)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

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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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지반조사 보고서 및 성과물

(1)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

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①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등 

② 도    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 등

③ 기타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토질정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 등

(2)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표준구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③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3) 성과물

시료상자, 사진촬영앨범 등 관련 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

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

면적, 단면응력 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

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

①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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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시설을 포함)

②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

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③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

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④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7)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

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

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1)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

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

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

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하도록 한다.

⑥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단위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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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8) 수리계산서 작성

①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1)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한

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② 기존관의 관경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국토교통부 하천시설기준(도시배수편) 및 서울특

별시 하수도 설계지침에 따른다.

4)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도로, 지하차도, 옹벽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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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

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

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

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 유

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⑪ 설계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

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

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

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가(발주기관) 설계검토 도면

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가.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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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

③ 종단면도 작성

가.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나.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다.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라.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등을 기입한다.

마.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가.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다.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라.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마.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를 작성한다.

바.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

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타.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

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도면

가. 배관도, 등주의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나.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 등을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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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성한다.

다.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

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 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⑦ 기계시설 도면

구조물의 장비 알람표, 소화기함 설치 평면 및 상세도,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도,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⑧ 가시설도 및 상세도

가. 구조물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나.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다.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라.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마.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⑨ 교통처리계획도

가.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나. 시공 완료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

판 등)

다.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라.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⑩ 지장물도 작성

가.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5) 유지관리지침 작성

(1) 유지관리지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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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⑧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로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

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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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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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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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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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

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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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

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16) 신설·개량되는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절대측량에 의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GIS DB 서버에 탑재될 수 있도록 측량

비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비용을 반영한다.   

 (17)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3)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

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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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9)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

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

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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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납품(필요시), 최종성과품 납품, 공사발주시

로 구분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설계심의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3일 이내 납품

한다.

(4) 펌프장 및 하수관거 실시설계는 '○○.○○월 공사발주를 위하여 '○○.○○.○○일까지 

설계도서(예산서, 도면, 수량․단가산출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 제출자료(필요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0부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실시설계도면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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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성과품 납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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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수지 과업내용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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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편의상 

서울특별시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구 지역의 안정급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배수지를 운용함과 동시 합리적이

고, 경제적인 급수체계를 수립하여 장래 급수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구 ○○동

2) 과업의 규모 및 내용

- 배수지용량 ○○만㎥

- 송배수관로 D = ○○○～○○○○mm

L = ○.○○km

3)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위 치 도 : 별첨 위치도 참조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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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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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

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타당성조사(기본계획)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기본계획)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설계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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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

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

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

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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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

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

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

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

정, 보완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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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

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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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요청 서류 1 식 구 청

나) 지적고시 요청서류 " "

다) 기타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 "

2)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중 송․배수관로 노선에 대하여는 각종 지장물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

하여 수행한다.

4) 배수지 선정 위치가 공원지역일 경우 본청 ○○과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실시설계 준공 2개

월 전에 받아야 한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심의를 받

도록 한 경우만 작성)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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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다자이너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1.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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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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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

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고듭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

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

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

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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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 670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

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배수지 급수지역 일원도 (1/1,200)

(2) 도시계획도

(3) 배관망도(1/3,000)

(4) 수치지형도

(5) 인접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6)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관련자료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

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한다.

2)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의한 수도법시행령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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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위생안전기준),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3)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및 대한토목학회 “도로교표준시방서, “콘크리트표준시

방서” 및 설계지침서

(2) 상수도공사와 관련한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상수도업무지침”, “하수

도시설기준”,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3)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산업자

원부 “한국산업규격(KS), 산업표준화법”

(4)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공통부분”, “설계용역관리편람 제7장 시설물별 설계용역 

업무 수행지침” 및 시공편람, 옹벽 및 흙막이공, 일반구조물('95)”과 각종 설계 및 시공

편람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환경부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존법”

(7)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09. 11)

(8)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009. 11)

(9) 보도공사 시공매뉴얼(서울특별시, 2008년)

(10) 보도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침(도로관리담당관-1825호, 2008.2.1)

(11)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08년)

(12)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08년)

(13)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9년)

(14)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007년) 

(15)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2011년 8월, 서울시)

(16)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17)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18) 지진재해대책법

(19)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3) 통계자료는 공신력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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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

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6)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7)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
하여 작성

(11)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2)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4)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5) 경관을 고려한 구조물계획 수립과 유출입시설에 대해 교통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Animation을 작성·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기본설계 설계심의결과 미반영된 사항, 자치구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9) 공구경계부 과업수행시 인접공구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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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시 실시설계 과업구간(○○공구)의 합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1)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
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
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

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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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사업무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내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지질, 각종 지장물 및 동결심도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조사 항 목

(1) 현지답사

(2) 측  량

(3)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

(4)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5)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7) 용지조사

(8) 관련계획 자료조사

(9)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10) 환경영향조사

(11) 소음․진동조사

(12) 구조물조사

(13) 관련계획 자료조사

(14) 기타조사

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

1) 현지답사 및 조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질, 하

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의 보고

   현지답사 결과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때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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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    량

1) 일반사항

①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

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④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

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

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⑥ 관계기관의 제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⑦ 관련기관 협의

보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⑧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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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

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삼각 및 다각측량

(1)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서울특별시 지적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

여 시행한다.

(2)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노선측량 또는 공사중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계획노선 부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을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

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가수준점(T.B.M)은 배수지 및 계획노선을 따라 1.0km이내 간격으로 또는 최소 2개 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획노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

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1,000 로 하여야 한다.

(2) 지형 및 현황 측량의 범위는 배수지 부지와 밖으로 50m 이상, 계획 관로노선 도로 중심선

에서 양측으로 15m 이상씩으로 하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여유있게 한다.

(3) 송․배수관로의 노선현황측량은 수치 지형도를 활용한다.

(4)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

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5) 현황측량은 지정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

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

야 한다.

(6)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

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관로 노선측량

(1)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수평 및 종단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5cm×45cm의 PE제품을 사용토록 하고, 기존 구조

물 또는 도로 포장상의 측점을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거리 측정은 광파기를 사용, 정밀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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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단측량

기 설치된 가수준점(T.B.M)의 성과를 이용하여 매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매측점마다 노선의 직각, 좌, 우측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절토 및 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과 선형분리, 또는 확폭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

한 폭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및 실험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① 수행절차

a.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b.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

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c.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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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② 과업내용서 이외의 조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

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③ 인허가 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세부조사계획서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세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지반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조사내용(목적․개요)

  나. 조사의 순서 및 방법(위치도, 계획표, 시험방법 등 포함)

  다. 조사공정표

  라. 조사조직표

  마.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장비

  바. 가설비계획

  사. 기타 교통처리 등 필요한 사항

⑤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

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

이 되는 행위 및 조사방법을 택하여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조사지점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

장을 미치지 않게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전 및 사후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안전에 대한 발주기관, 도로

관리자 및 관할경찰서와 협의해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사완료 후 

노면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시험

① 기존자료 조사 및 조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

서 기시행한 조사기록과 기본설계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고 대상지역의 지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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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시추공의 위치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

의 성과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② 지표지질조사

축척 1: 25,000 지형도와 기존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암석의 종류 및 분포상태

- 풍화심도 및 상태

-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상태

- 계획지역 지역사면의 안정성

-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 지반의 특수성, 자연 지하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징

-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지반 특성 및 분포상태

-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지형 및 지질적 주변상태

③ 시추조사

- 지하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피하여 인근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일정 

심도까지 인력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

에 예방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

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의 규정을 원칙으로 하나 지질상태

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교량, 지하차

도) 설치지역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반암층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반암이 깊을 경우 하부 5.0m이상 또는 기초폭 

단변의 2배 이상을 시행한다.

-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스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변화 상

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어베럴을 사용하여 

코어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지반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어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 코어베럴이나 D-3 코어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

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사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효과를 얻도록 한다.

④ 자연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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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를 채취하여

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⑤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

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

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⑥ 시추공 보존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 관과 뚜껑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수

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오물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표면 하부 

1m까지는 벤토나이트 또는 시멘트 슬러리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한 후, 되메

움 조치한 굴착공 위에 30～40m 두께의 콘크리트를 밀봉하고, 콘크리트면에서 지표

면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4) 현장시험

①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동일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

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

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 채취된 시료를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

킨 후 시추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분류 등 제반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패

를 부착한다.

② 기타 현장시험

- 특정구간의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

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의견서를 첨부한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후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소요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 양수시험, Sounding, 물리탐사, 공내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5) 실내시험

① 토질시험

- 시추조사 등에서 채취된 시료의 시험은 다음과 같은 KS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가. 함수비 시험(KS F 2306)

나. 흙의 씻기시험(KS F 2309)

다. 액․소성한계시험(KS F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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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밀도시험(KS F 2308)

마. 실내 CBR시험 : KS F 2320 (성토용 재료)

바. 다짐시험 : KS F 2312 (성토용 재료)

사. 일축압축강도시험 (KS F 2314)

아. 삼축압축강도시험 (KS F 2346)

자.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② 시험시기

토질의 물성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

한 지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6. 구조물 조사

1) 계획시설물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 중 계획시설물에 인접한 시설물은 설계자료를 입수, 상세한 현장조사, 파악

하여야 한다.

7.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

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

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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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고시

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9.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1) 기 수립된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도로 건설에 따른 치수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과업노선의 주변 ○○천의 하천현황과 ○○간선도로와 고수부지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5) 하천 내 공작물 설치로 인한 유로 변경 및 홍수위, 예상 강우량, 빈도별 강우량 등 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여 하천심의 위원회 등 수리 관련 심의자료를 

작성한다.

(6)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

립한다.

10. 환경영향 조사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

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11. 소음, 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조사한다.

(2) 소음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과 특히 취침전 심야와 기상전 새벽에 각각 3회 이상 실시

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하여, 시설물 공사중과 공용 후 소음, 진동을 예측․분석하

여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설계하도록 기재한다.

(3) 시공시 소음․진동이 예측되는 위치에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4) 주요 건축물에 대한 사전상태조사를 통하여 공사중 건설진동(특히 고가구조 기초공)에 

따른 피해최소화 및 저진동공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2. 구조물 조사

(1) 과업노선에 관련되는 현존구조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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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상기조사는 교량, 입체교차시설, 하천구조물, 용․배수시설 및 지하철과 장래 건설예정인 

도로건설 계획 등의 관련성을 종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의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하여야 한

다.

13.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4.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는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 조사

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3 장  계 획 업 무

1. 관련계획 검토

1) 제반 기본계획은 ○○년에 수립한 서울특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년 수정중인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구 및 서울특별시의 최근 도시기본계획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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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지 급수구역내의 기존 배수관망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배수관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압조사는 전자식 자기기록수압계로 48시간 이상, 각 수계별 3회 이상 측정 실시하여 수압변

동사항을 조사하고 조사시기, 빈도, 방법 등을 발주기관과 사전협의․시행하여야 한다.

3) 배수관망은 유지관리 및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유하식으로 계획

하여야 한다.

4) 배수지 및 가압장의 운용은 유인 또는 무인 가동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방

안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배수관망은 목표년도의 급수량에 대한 적정수압, 수압의 균등분포, 적정수량배분, 에너지 절감 및 

누수방지 등 조건에 만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 가압장의 급수구역에 대한 공급은 ○○배수지에서 직접 가압급수하는 방안과 종전처럼 ○○ 

가압장에서 급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7) 배수지 급수구역내의 배수관망 구성은 다음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급수구역 및 배수관망 계획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2) 단계별(5년 단위) 급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배관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3) 배수관망 해석은 KY-Pipe3 이상의 최신 Program을 사용하여 80mm 이상에 대해서 실

시하여야 한다.

(4) 가능한 한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블록당 2~3개 이상의 유입점이 되도록 관망

을 구성하여야 한다.

(5) 관망해석 결과에는 관망해석도 이외에 칼라로 표시된 각 유출점들의 수압분포도 및 잔

류염소 분포도를 포함시켜야 하며, 각 유출점 부근의 지형정보(도로명, 교차로, 학교, 관

공서 등)도 표시하여야 한다.

(6) 배수관망 설계시 각 유출점에서의 최적허용 동수압은 2.5kg/㎠로 하여야 한다.

(7) 관망해석시 입력자료(Input Date)는 해석결과와 함께 보고서에 부록하여야 한다.

(8) 상기의 배수관망 해석결과에 따른 연차별 배수관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배수

관망 정비계획도(1/1,000 수치지형도 사용)를 작성하여야 한다.

8) 배수지에 염소 투입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검토․계획하여야 한다.

9) 계획한 배수지용량은 배수구역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또한 기확보된 부지내에 설치 가능한 용량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배수지 수위 또는 배수구역의 지반고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안정된 급

수가 이루어지도록 배수지 수위(L.W.L 및 H.W.L)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급단계별 배수지간 상호관

계를 분석하여 수두손실이 최소가 되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10) 배수지 시설용량 및 송배수관 계획은 최종 목표년도의 분담 급수량을 기준하여 결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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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야 한다.

11) 배수지를 계획함에 있어 지형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등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배수지 주위 절개지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하고 배수

지 상부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체육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상구조물 

돌출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3) 배수지 설치부지는 발생토량의 처리와 기자재의 현장 적치, 지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

입도로는 민원발생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주거밀집지역은 피하고,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

한 도로가 확보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4) 배수지 부지내 녹지는 주변 수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구릉지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전후의 경관을 비교․검토할 수 있게 경

관 조망점 3개소 이상에서 사업시행 전 부지사진과 사업시행 후 시뮬레이션 사진을 작

성하여야 한다.

15) 가압장 및 소배수지의 통폐합에 따른 기존방식과의 수지분석(경제성 비교 등)과 기존 시

설물의 유지관리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6) ○○배수지에서 △△배수지로 송수할 모터펌프 및 관로 등은 □□배수지 및 △△ 배수

지의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송수관로에서의 수충격압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모터펌프 및 관로의 보호대책을 제시하여

야 한다.

18) 각 시설의 기본설계는 서울특별시 기존 배수지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조사, 수립, 합

리적인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주요 검토사항

1) 배수지의 용량 및 송․배수관로의 경제적인 관경, 배수방식에 따른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유지

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공사중인 □□배수지가 완공되면, □□ 가압장을 폐쇄할 계획이므로 이에 따라 ○○배수지 

공사기간동안 기존 급수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급수 공급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3. 의견 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기본설계(안)을 작

성하고, 실시설계(안) 완료 이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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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1) 기본설계 결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측의 서울특

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지 상부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 및 체육시설을 조성토록 계획하되 사

전 유관부서(관할구청 등)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후 계획․설계하여야 한다.

제 4 장  설 계 업 무 

1. 일반사항

1)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상수도용 밸브실은 서울특별시의 밸브실 설계기준에 준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선정된 밸

브실이나 배관시설은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통폐합하여야 한다.

3) 배수지시설 위치 및 관로부설 구간에 대한 세밀한 지하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기

존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 강도 설계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

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

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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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

하여야 한다.

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5)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

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

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

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

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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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파 설계도면 작성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

다.

11)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3. 가시설 설계

1) 지하차도 설계 구간내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

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지하차도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의 제시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

다.

7)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

여야 한다.

8)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9)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배수지

1) 배수지 수심은 가능하면 기 확보된 부지내에서 계획용량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수심이 너

무 커지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2) 배수지내에는 월류관과 드레인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수위에서 상부슬래브까지 저수위에서 바닥 

슬래브까지는 일정한 여유고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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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수지는 2지 이상으로 설치하여 유지관리(점검, 청소 등)시 단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배수지 구조검토시 Flat슬래브 또는 Beam슬래브 등의 구조형식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계획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배수지구조물은 가능한 무신축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계산 및 콘크리트 타설시 균

열 등 문제점 발생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배수지 내부는 영구성이 양호하고 인체

에 무해한 방식, 방수처리공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배수지는 수밀성, 내구성을 요구하는 구조물로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을 방지하여야 하며, 

구조검토시 사용성 검토를 시행하여 균열에 대한 방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배수지에는 환기시설, 맨홀(검수구 및 출입구) 및 유량계 등을 유지관리와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

치하여야 하며, 배수지 구체에 접하는 배관시설물(유입관, 유출관, 드레인관, 월류관, 신축관, 밸브류 

등)은 배수지 상부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지관리 및 조작에 편리하도록 통합밸브실을 설치

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8) 배수지는 원활한 배수지 운전을 위하여 수위계, 유량계를 상시 관측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만수위 및 저수위 때에의 자동경보장치, 수위에 따른 유입 및 유출밸브의 자동개폐 조작장치를 설치

하여야 하며, 장래 중앙배수지 제어가 가능하도록 관련계장설비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

히 유입밸브 및 유출밸브는 개도조정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전동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노출되는 배수지 부대시설 구조물은 조경 구조물 형태로 주위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공원용지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10) 염소 주입설비가 필요한 경우 염소저장실은 보안규정에 적합한 보안구조로 지하구조 또

는 복개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중화시설을 겸비하여야 한다.

11) 배수지와 연결되는 송, 배수관로에는 By-Pass관의 설치유무를 검토하고 또한 각종 관로

연결시 신축관 등을 사용하여 안전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배수지드레인관의 최종 연결지점은 경사 등을 검토하여 연결구조물의 기능이나 유지관

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배수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사무실 등 편의시설은 가급적 배수지 상부시설 이용에 

지장없도록 부지내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14) 배수지 보호시설(초소, 보안등, 울타리, CCTV 등)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토록 하

여야 한다.

15)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시설물 설계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각종 밸

브실 및 지내 출입사다리는 출입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용자재는 내식성 

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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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형 변동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가 없도록 배출수 및 우수처리계획은 기존 관망까지 

검토․설계하여야 하며, 일시 다량의 배출수(청소, 월류 등)가 인근 주택가로 역류하여 침

수되지 않도록 일정구간은 분리․시설하는 것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7) 배수지의 유입 및 유출관의 합리적인 구경을 결정하고 퇴수관, 배수관의 위치와 배수지 

바닥 경사의 합리적 경사 및 방향을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배관실과 배수지 구체사이는 

가능한 격벽없이 일체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8) 배수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배치는 배수지의 물이 정체를 일으키지 않도록 유출관구의 

중심이 저수위에서 관경의 2배 이상 낮게 설치해야 한다.

19) 기존 배수지의 과거 Operation 실적 및 문제점을 조사․분석하여 금번 배수지 설계에 반

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0) 기존 배수관망의 기능 및 통수능력에 대한 조사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21) 배수지 분담 급수구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배수지의 수위조작, 

Valve의 조작, Pump장의 안전조작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Operation 할 수 있는 배수지 

관리 운영지침을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22) 배수지는 해당 정수장(송수) 및 가압장과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자동 계측 장치 및 전

송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3) 배수지 내부에 설치하는 유입관, 유출관, 드레인관, 월류관, 밸브류 등의 배관시설물 및 

난간, 환기장치, 출입문, 잡철물 등은 내식성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배수지 출입문 구조를 2중으로 하여 외부의 오염물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25) 전기방식설비가 필요한 강관 등은 관로가 벽체 등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할 경우 수
도관과 구조물 내의 철근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거나, 절연판을 삽입하여 절연하여야 하며 
절연시험을 할 수 있도록 리드선을 인출해야 한다. 또한 이종관 또는 전위차를 일으키는 
연결 배관에서도 전위차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26) 배수지 내의 수돗물이 단락류 및 정체부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흐름 특성을 갖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원활한 흐름이 유지되도록 도류벽을 설치한다.

5. 가압장

1) 가압장 건물은 모든 기전설비를 효율적으로 수용․관리할 수 있게 설계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을 

고려한 향후 유지관리의 편익성을 고려한 구조물로 하여야 한다.

2) 가압장 건축물은 건축구조, 내외부 마감선정 등에 있어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주

변과 조화를 이루며 미래지향적인 건축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터펌프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근무자에 대한 공해방지(방음, 방진)

시설과 환기 및 공조설비(방진을 위한 청정공기 설비포함)를 충분히 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 691 -

4) 모터펌프는 지하에 설치토록 검토하고 배전반 등 전기 설비는 지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구조로 하

며, 홍수 등 외수 침수방지 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며, 각 모터의 냉각수 유도구를 우수집수정까지 시

설토록 하여야 한다.

5) 장비 반출입용문과 출입문은 방음 구조로 하며, 장비 반출입용문은 차량 및 기전설비가 출입하기

에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하며 창문은 방음이 될 수 있는 유리 및 보안 시설(방충망 등)을 하여야 

한다.

6) 근무실에서 모터펌프 가동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복층(5mm×2매) 대형 유리창으로 설계하며 외

부 창문도 복층유리창 등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7) 근무실에는 창고겸용 붙박이장과 가압장 내부 적정위치에 자재 보관용 창고를 시설하여야 한다.

8) 가압장의 모터펌프 및 구내 배관 주위에는 내식성 자재의 스틸그레이팅을 시설하여 기전설비 유

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모터에서 발생되는 열을 환기 할 수 있도록 적정의 강제 또는 자연 흡출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10) 유사시 복구작업이 용이하도록 주요개소에 내식성 비상등이나 비상등을 연결․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출입문과 근무실, 근무실과 배전반실 또는 현장 조작반 사이에는 전화선 또는 인터폰의 

통신설비를 설치토록 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상수도시설은 지진 시에도 급수기능을 최대로 확보하고, 시설의 지진피해가 중대한 2차 재
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3) 가압장 내부의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8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
준 중 생활소음기준 최소값 이하로 검토한다.

6. 기계 및 전기설비

1) 전기분야 설계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래 수용량을 감안하여 변압기, 모터펌프 등의 기전설비 규격과 용량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

적(연차적) 시설 규모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전력 에너지 절감 및 안정급수 공급을 위하여 집중 감시제어 운전방식과 유량과 압력을 동시에 

제어하는 V.V.V.F 방식 또는 대형, 소형펌프로 제어방식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예비시설을 확보하여

야 한다.

4) 내수압 및 수격작용에 적정한 규격의 관종, 신축관, 역지변, 전동제수변 및 제수변을 선정하고 고

정 및 받침시설을 하여야 한다. (전동제수변 조작반은 전동제수변에 붙일 것인지, 별도 제작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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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명기해야 한다.)

5) 모터펌프의 하부에는 방진 및 방음 시설이 우수한 구조로 대안 비교후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

6) 건물벽체에 삽입되는 유입 및 유출관 부위에는 외수침입의 방수 시설과 모터가동으로 인한 진동

전달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7) 전동기의 전압은 고압과 저압의 경제성, 효율성 및 유지관리 등에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적정 

전압이 채택되도록 선정하되 한전 승압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전동기의 기동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적정한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9) 변압기, 수배전반, 중앙감시반, 전동제수변, 제수변, 역지변 등 주요자재는 자동운전과 내수압을 고

려한 각각의 제작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0) 한전 인입선로는 상시 펌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2회선으로 수전하며 수전용량 300kw 

이상시는 3종 계기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개소 변전소 수전을 원칙으로 하나 경제성

이 없을 시는 1개소 변전소, 2개소 수전도 가능함)

11) 한국전력과의 수전협의에서 2회선 수전방식 System이 불가할 경우 정전시를 대비한 적

정규모의 비상용 발전기를 보유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12) 변압기 및 모터펌프 등의 중요한 기전설비에는 변압기 기름온도와 권선온도 등을 측정

하여 이상시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3) 기존 모터펌프 등의 기전설비를 개량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야 한다.

14) 수충압 방지 시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5) 배수지의 수위 변화와 가압장의 모터펌프 등이 자동 운전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16) 펌프의 양정 Water Hammer 및 Cavitation의 발생에 안전한 모터펌프의 제작사양을 작

성하여야 한다.

17) 모터펌프의 효율은 관계규정(상수도시설기준, KS산업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사양을 작

성하여야 한다.

18) 각종 밸브 및 모터펌프 등은 각 기종별로 장, 단점을 비교하여 선정하고 운영관리 지침

을 작성하여야 한다.

19) 모터펌프 및 변압기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비교․
검토, 선정하여야 한다.

20)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용량 및 전압 강하 등의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1) 전기, 계장 설비에는 피뢰설비 및 접지설비를 완비하여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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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장설비

1) 계장설비는 상수도 시설현대화 기본계획과 연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배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위계, 유입 및 유출밸브의 자동 개페 조작 및 상태, 가압장

과 배수지간 통신설비 등을 전용회선, 또는 특정 통신회선을 이용한 방법으로 원격감시 제어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격제어방식 종류별(PLC, TM/TC, 기타), 특성을 제시하고 시설투자비, 유지

관리, 현장여건 등을 비교․검토하고 적정한 원격제어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압장에는 배수지 수위감시와 고․저수위 경보가 되도록 하고, 수위변화에 따라 모터 펌프 자동운

전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4) 가압장에는 배수지 수위, 인이수위, 유입 및 유출유량, 전력 등을 감시제어, 기록, 경보가 가능하도

록 압력계, 유량계 등 각종 계장설비를 하여야 하고 피뢰설비, 접지설비가 완비되도록 검토하여야 한

다.

5) 수전상화, 모터펌프 가동상황 및 제수변 개폐상태와 수위, 압력, 유량 등의 이상 유무를 그래픽 보

드에 표시하여 오조작을 방지하고 원격집중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 감시반을 시설토록 검토하

여야 한다.

6) 유량계, 압력계, 수위계 등 각종 계장설비는 각 기종별로 장, 단점을 비교․검토하고, 향후 이설, 증

설 또는 상위 설비와의 Interface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호환성 있는 기종을 검토․선정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7) 유량계의 적정 설치 위치에 따른 각 기종별 특성 및 측정 정확도를 제시하고, 현장여건에 유리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8) 원격감시 제어설비(TM/TC)는 관련수계 정수장 지역배수지, 소배수지의 제어항목이 통합제어 감시

가 가능하도록 단일회사 단일기종으로 시설토록 하여야 한다.

9) 일․주․월․년보 등을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는 컴퓨터 사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8. 계측계획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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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

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9.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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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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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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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

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

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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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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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

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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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11.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

블, 송유관 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 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추가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12.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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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

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②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③ 우회도로 조사

④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⑤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3.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4.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

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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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해야 한다.  

16. 공사 실명제

1)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CD)

(3)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17. 기   타

1) 관리사무실에는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냉․난방 및 위생설비를 완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의 대상지가 산으로서 대규모로 자연녹지를 훼손하게 되므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

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한다.

3) 신설관로 공사가 대로를 통과하는 경우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한다.

4) 공사중 기존 급수계통과 Interfere가 발생되는 경우 급수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송, 배수관로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소도로 매설을 지양하고 불가피할 경우 송, 배수관의 노선을 

분리하여 시공이 가능토록 검토․설계하여야 한다.

6) 관로 매설구간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지침에 적합하도록 시방서상에 제시하여

야 한다. (재료에 관한 품질 규정 등)

7) 관로를 소도로구간에 매설할 경우에는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세부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설계보고서상에는 참여기술자의 수행업무(명단), 구조계산의 입출력 근거 자료, 구조형식 결정시 

타당성에 대한 비교검토, 내진설계검토, Expansion Joint, 배수지 강구조물 등에 대한 부식검토 등

이 반영되어야 한다.

9) 현황조사시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식생상태를 충실하게 조사하여 배수지 시설 후 부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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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복원방안에 대한 아래사항 등을 감안,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식물 소재는 향토수종 중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사용하며 기존수림과 생태적, 경관

적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수목중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이식방안을 수립하

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상부는 적정토심을 확보하여 잔디식재를 지양하고 야생초화류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10) 관련지장물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후 협의 근거를 첨부하

여 처리대책을 결정하고 이설비를 산출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도와 이설시공도면을 작

성하여야 한다.

11) 전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전식방지시설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구

조물의 주요부위를 구성하는 철강 및 철근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 설계를 하여야 한다.

12) 송․배수관두께는 위치수두에 의한 내․외압 등을 고려, 기술적으로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두께를 선정하고 계산 근거에 의거 보호공 실시여부와 보호공 규격을 산출하고, 도면화

하여야 한다.

13) 관로상 설치하는 제수변, 배기변, 이토변 등은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선정

에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4) 발파설계를 할 경우는 발파로 인한 진동 및 소음 등이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화약의 종류 및 발파 Pattern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

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

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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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노선측량, 측량, 지장물조사, 지질 및 토질조사, 수리・수문 및 배수시설조

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 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기타)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13) 기본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사업명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증감율 및 변동사유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실시여부
(○, ×)

미실시時
사유

기본
설 계 비 
증감율

기본
설계기간 
증감율

공사비
증감율

공사기간 
증감율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

월

(14)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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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월

종 합 사 후
평가시 활
용토록 상
세하게 작
성

(15)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

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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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6)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

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

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5)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

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6)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지반조사 보고서 및 성과물

(1)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

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①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등

② 도    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 등

③ 기타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토질정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 등

(2)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표준구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③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3) 성과물

시료상자, 사진촬영앨범 등 관련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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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

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

면적, 단면응력 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

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

①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②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나 인

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③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

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7)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

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

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

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1)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

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한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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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

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하도록 한다.

⑥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8) 수리계산서 작성

①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1)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한

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② 기존관의 관경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

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

른다.

4)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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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

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

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

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주요구조물의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붕괴 유

발부재 현황도를 작성한다.

⑪ 설계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

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

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

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가(발주기관) 설계검토 도면

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 범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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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 토 내 용 비 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가.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나.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가. 축  척

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

③ 종단면도 작성

가.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나. 구조물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다.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라.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마.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

을 기입한다.

바.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가.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가.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나.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다.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라.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마.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가도 등 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가시설 도면 및 구조계산서

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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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사.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 철근 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피복 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

료 및 설치 위치도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차. 옹벽 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카.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

다.

타.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파.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

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도면

가. 배관도, 등주의위치, 수전반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나.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 등을 상세하

게 작성한다.

다.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

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 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⑦ 기계시설 도면

지하차도의 장비 알람표, 소화기함 설치 평면 및 상세도,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

도,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⑧ 가시설도 및 상세도

가. 지하차도 및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나.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다.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라. 지장물 매달기 상세도

마.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⑨ 교통처리계획도

가.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나. 시공 완료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

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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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라.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⑩ 지장물도 작성

가.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5) 유지관리지침 작성

(1) 유지관리지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⑦ 붕괴유발부재를 별도 명기하고 점검방법을 설명한다.

⑧ 계측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계측관리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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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

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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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기성지급,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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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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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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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

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

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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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용지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

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

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

을 기입한다.

나.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

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

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9)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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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

성한다. 

(3)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

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

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기술심의(자문회의) 자료

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4. 납    품

1)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은 설계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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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설계심의의시 납품은 심의일 3주전에 제출하고, 최종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으로 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부수

(1) 설계심의용 납품 - 기본설계 내용으로 구성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설계보고서 10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기본설계 예산서

기본설계내역서 10부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0부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0부

․기본설계도면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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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
주기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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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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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시설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용역]

20○○.  ○○.

서울특별시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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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시설물 ○○○용역"으로 칭하고, 서울특별시를 "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

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 명 :

2) 위     치 :

3) 제  원 :

4) 대상시설물의 범위 :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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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수중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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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

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내역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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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

기술자의 투입계획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

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

다.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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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

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5)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60일 전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1) 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

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에 의거 용역준공

60일 전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및 결격사항은 용

역준공 30일 전까지 수정․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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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

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한국시설

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는 6.7 과업내용 변경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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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

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

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

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7) 강재 구조물 점검시는 점검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아래 표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와 합동으로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용접 참여기술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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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용접산업기사 또는 비파괴검사기사 이상 보유자로 중급기술자 이상

② 장소가 협소하거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 후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들뜬 녹이 발생된 부위는 부분적으로 녹을 제거한 후 조사하여 강재

의 소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부식부는 근본원인을 규명하고 보수 ·보강 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해

야 한다.

⑤ 강재 구조물 현장이음부 볼트의 연결상태 평가는 타격시험을 이용한 육안

조사를 실시하고 볼트풀림이 확인되는 볼트군은 정밀 조사하여야 한다.

⑥ 강재구조물 도장의 품질 평가는 일차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에 따라 부착력 테스트 및 도막두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

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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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

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

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강재 비파괴시험시는 시험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시행한다.

① 정밀안전진단시는 강재 비파괴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실시한다.

② 비파괴시험 기준을 제시하고, 용접상태 및 비파괴 시험 결과를 유지관

리할 수 있도록 용접부 시험 및 주요부재에 대한 비파괴시험 결과를 

“비파괴지도”에 표시 작성 제출한다.

③ 정밀안전진단시 강재 비파괴시험 위치를 접근이 용이한 동일한 곳만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신규 위치를 추가하여 중요 용접부가 진단에서 

계속적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붕괴유발부재 및 중요부재의 부식부는 강재시험(비파괴시험)을 실시하

여 단면손실량 및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1.5 수중조사(정밀안전진단시 포함)

1) 수중구조물 조사자료 분석 평가 

계약상대자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해당 교량의 수중구조물 조사자료를 검

토․분석하여 교량의 안전성 및 상태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서울시 제공자료

- 외관조사도(수중구조물 손상전개도)

- 수중기초 하상종단도

- 수중촬영 동영상

② 자료 분석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수중 

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추가 수중조사는 서울시 수중조사장비 및 조사

팀을 이용 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추가조사를 시행한다.

- 추가조사 경우 물량은 대상 구조물의 10%~30%범위에서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추가 수중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발주기관과 협의된 경우 

다음 사항에 따라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수중조사 착수 전에 세부 조사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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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수중에 위치한 교각의 기초에 대한 외관상태 조사 및 균열, 세굴, 침하

및 기타 결함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중촬영시 브러쉬 및 고압세척 등을 사용하여 우물통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이끼, 수초 등을 제거한 후 촬영하여 동영상(사진)만으로도 현재의

실상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교각번호와 손상부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촬영(동영상, 사진)하여 편집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중조사결과, 구조물의 손상 또는 하상세굴의 상태가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사, 진단결과 보고서는 하상세굴 상태조사와 구조물의 손상 조사

부위를 포함하고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3.1.6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재하시험 등

1) 재하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하시험의 실시 여부

② 추가 시험항목의 필요성

③ 재하시험 조사수량

④ 측정지점 선정과 측정방법

⑤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대책

2) 재하시험 대상경간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와 재료시험 결과, 기존 점검 및 진단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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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가장 취약한 부위를 선정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결정

하여야 하며, 대상 시설물의 정적 및 동적거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재하차량 위치선정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구조해석에 의해 검토된 최대구조응답 발생지점을 

선정하여 현장시험에 적용한다

4) 내하력 평가 후 통과차량 통제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3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도로교 

설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

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

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

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

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진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3.2.4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

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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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

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

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1)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

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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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

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

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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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

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강재 비파괴 지도(용접 상태조사 및 강재비파괴 시험결과)

10) 기타 참고 자료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동선(로드맵) 작성(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구

분하여 작성)

2) 점검통로 현황

3) 내부 점검등 및 점멸 스위치(분전함 포함)현황

4)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배수시설, 기전시설물, 도로부속 및 안전시설물(교

통안전표지 등), 첨가시설물 등의 현황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

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2008 균열 0.2 4  1

2 2008 철근노출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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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3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

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5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5부
보수․보강개요도 (A3) 5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3부
유지관리지침서 3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3부
안전점검 편람 수정분 3부
일상점검매뉴얼 3부

모든 성과품 File

- 상기 명시된 내용

- 구조해석 입출력 파일

- 외관조사망도 CAD파일

- 상태평가 파일

- 보수보강 물랭 산출 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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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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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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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

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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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

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

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

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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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09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6.11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2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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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

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붙임1(시설물의 정

밀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계약상대자가 정상

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

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3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

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4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

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5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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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

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4 2012 백태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736 -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

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

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

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
조사
망도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09 2010 2012 2012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4 2012 백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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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

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

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

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

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

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

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

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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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터널 정밀안전진단]

20○○.  ○○.

서울특별시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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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시설물 ○○○용역"으로 칭하고, 서울특별시를 "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

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 명 :

2) 위     치 :

3) 제  원 :

4) 대상시설물의 범위 :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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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수중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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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

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내역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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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다

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

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

기술자의 투입계획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

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

다.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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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

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5)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60일 전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1) 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

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등)에 의거 용역준공

60일 전에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및 결격사항은 용

역준공 30일 전까지 수정․보완 조치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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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

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한국시설

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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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

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

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

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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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

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

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

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

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3.2 시설물 안전성 조사 및 평가

3.2.1 시설물 안전성 평가

1) 구조해석을 통한 구조 안전성 평가시 평가기준은 가장 최근의 "터널 설

계기준" 및 "콘크리트 구조기준"을 적용한다.

2) 안전성 평가는 시공된 구조물의 부재치수, 시공상태 등을 정밀 조사․분석

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재하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재하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구조해석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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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을 검증한 후 내하력 평가를 위한 단면력을 산정하여야 하며 재하시

험에 의한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4) 외관조사, 재하시험, 구조해석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하력

을 평가하고 공용하중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

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진력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평가하여야 한

다.

3.2.2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

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

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

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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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

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1)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

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

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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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

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

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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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강재 비파괴 지도(용접 상태조사 및 강재비파괴 시험결과)

10) 기타 참고 자료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동선(로드맵) 작성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하여 작성)

- 터널에 발생된 손상 중 관리가 필요한 주요 손상(균열, 누수)

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

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2008 균열 0.2 4  1

2 2008 철근노출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5.5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

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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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5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5부

보수․보강개요도 (A3) 5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3부

유지관리지침서 3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3부

안전점검 편람 수정분 3부
일상점검매뉴얼 3부
모든 성과품 File

- 상기 명시된 내용

- 구조해석 입출력 파일

- 외관조사망도 CAD파일

- 상태평가 파일

- 보수보강 물랭 산출 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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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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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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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

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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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

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

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

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750 -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9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6.11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2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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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

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붙임1(시설물의 정

밀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계약상대자가 정상

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

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3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

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4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

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5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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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

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4 2012 백태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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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

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

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

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
조사
망도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09 2010 2012 2012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4 2012 백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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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

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

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

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

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

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

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

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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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용 서
[용역명 : ○○터널 정밀점검]

20○○.  ○○.

서울특별시 ○○○○본부



- 758 -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시설물 ○○○용역"으로 칭하고, 서울특별시를 "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

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 명 :

2) 위     치 :

3) 제  원 :

4) 대상시설물의 범위 :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안전성평가(필요시)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및 주요결함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할 것)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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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수중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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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

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3)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4)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5) 내역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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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2.4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다

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

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

기술자의 투입계획

4)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5)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주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월간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매월 5일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0% 미

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

다.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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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

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5) 단계별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60일 전

2.3 자문회의 및 기술심의

1) 자문회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용역수행 진도에 따라 2~3단계(조사 및 시험 결과

분석 후, 종합평가 및 등급 선정 후, 보수․보강방안 선정 후 등)로 구분하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은 검토 후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

(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

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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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한국시설

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붙임 2 주요 

점검진단결과 입력 예시에 의거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

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

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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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특법" 시행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④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⑤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결함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

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손상 내용에 대해 표기에 대해서는 발주처(용역 감

독)와 사전협의를 하고 다음 사항을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표기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

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

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 등 콘크리트 조사시 0.3mm이상 균열중 진행성이거나 구조적인 

균열일 경우 위치 및 깊이 측정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시공당시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 원인이 시공당시 하자로 인한 것은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세부내용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계약상대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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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결함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결함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

③ 재결함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1.4 현장 재료시험

1) 현장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

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

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

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

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계약상대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

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결함부위에 대한 발생원인(유발인자)을 조사․확인

하여 제시하고, 보수․보강 필요성을 분석하여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 도면을 작

성 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

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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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보강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계약상대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도로상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예정공사비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가설공사 및 부대공사 등을 포함하

여 산출한다.

4.1.4 세부사항

1) “시특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

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

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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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중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

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7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외관조사망도

계약상대자는 기 시행한 용역에서 발견한 결함, 본 용역시 발견한 결함,

주요한 결함 및 보수․보강이력을 외관조사망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

기하고 결함발생년도와 보수보강 시행년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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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손 상 보 수 미보수 비 고

기 시행 용역 검정색 점선 청색 점선 적색 점선 주요 결함의 경우

굵은 선으로 표기본 용역 검정색 실선 - -

2)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필요에 의해 실시한 경우)

3) 각종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자

료 포함)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9) 강재 비파괴 지도(용접 상태조사 및 강재비파괴 시험결과)

10) 기타 참고 자료

5.3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

계약상대자는 안전점검 편람 재정비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동선(로드맵) 작성

-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구분하여 작성

- 터널에 발생된 손상 중 관리가 필요한 주요 손상(균열, 누수)

2)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4 주요 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 작성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

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상)에 대하여 별도 목록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위치
결함규모 상태

등급
결함
내용

비고
폭 길이 깊이 단위 개소

1 2008 균열 0.2 4  1

2 2008 철근노출 0.1 0.2  1

* 결함내용 작성 : 구조안전성, 내구성 관련 사항 기재

2) 주요결함(관리대상) 부위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 동선도를 별도 

작성하며 결함내용, 결함위치 등을 표기하여 평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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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교량 상에 첨가시설물(각종 전력케이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등)이 있는 교량 등 

시설물별 특성에 부합되는 점검동선 및 점검방법 등 특별 매뉴얼을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5.5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2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

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

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 / 요약보고서 5부

외관조사망도(A3 or A4) 5부

보수․보강개요도 (A3) 5부

현황 및 과업수행 사진첩 3부

유지관리지침서 3부

현황판 및 구조물 지도 3부

안전점검 편람 수정분 3부
일상점검매뉴얼 3부
모든 성과품 File

- 상기 명시된 내용

- 구조해석 입출력 파일

- 외관조사망도 CAD파일

- 상태평가 파일

- 보수보강 물랭 산출 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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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 등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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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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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용역 감독공무원 합동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계획서 작성시 발주기관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

③ 현장 재하시험 시

④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 용역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후 통제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서울특별시 도로 공사장 교통관련

규정에 적합한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

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2) 교통소통대책(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3)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및 존치기간(종류, 수량 및 설치지점)

6.5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6.6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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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

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6.7 과업 내용 변경

1) 용역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용역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

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다.

①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②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③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④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⑤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8.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

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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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

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

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에게 알려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용역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

로 한다.

6.9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

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

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10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11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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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

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6.12 용역성과품의 품질관리

용역의 실명화를 통한 성과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6.13 해약조건 및 부실벌점 부과

1)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해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

이 불가능한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진단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합의 하였을 때

③ 발주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붙임1(시설물의 정

밀안전진단 표준계약조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계약상대자가 정상

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

이 명백할 때

2) 비전문가 진단 및 중대결함 미발견 등 진단내용이 부실할 경우는 보완 및 

재진단을 해야 하며 부실점검 위반행위 발견시 서울특별시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용역 부실벌점 관리절차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6.14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

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 775 -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

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6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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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함물량표 작성 요령

1. 외관조사망도에 기재 시  

외관조사망도에 기재되는 결함물량표는 연번, 적출년도, 결함종류, 결함 규모,

최종보수내역 그리고 비고로 구분되며, 결함규모의 경우 결함깊이 측정이 가능

결함의 경우 반드시 결함 깊이를 기재하며, 최종보수내역은 보수보강의 최종

내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비고는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할 것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깊이도 기재

· 최종보수내역 - 보수한 최종내역만 기재

· 비고 -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최종보수내역
비고

폭 길이 깊이 물량 단위 개소 년월 공법명/자재명 물량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4 2012 백태 0.1 0.2 0.02  1 신규

2. 결함물량표 엑셀파일 제출시

결함물량표 제출시, 보수내역에는 진행된 모든 보수내역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수에 대한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결함부 사진에는 정밀점검, 안전진단,

보수보강이 이행된 년도와 항목을 적고 각 결함부위별 또는 보수보강된 결함의

사진을 링크를 걸어 사진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 연    번 - 외관조사망도내에 결함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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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출년도 - 최초 결함이 발견된 년도를 기재

· 결함종류 - 결함을 구분하는 항목으로 결함종류을 기재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 깊

이도 기재

· 보수내역 - 각 회차별 보수내역을 기재하고, 보수내역이 새로 추가되는 경우 

칸을 삽입하여 새로 작성하며, 공법명/자재명은 공법명과 자재명을 

모두 기록

· 결함사진 - 결함부 사진은 크게 정밀점검(점검), 안전진단(진단), 보수보강(보수)로 구

분되며, 기재할때는 년도와 점검, 진단, 보수로 구분하여 기재하

고, 결함사진을 링크를 추가하여 클릭시 팝업창으로 사진을 바로 

볼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하고, 외관조사망도의 망도링크는 최종 

작성(당해년도 과제 포함)된 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의 망도 링크를

추가하여야 함

· 비    고 - 결함 중 중요결함을 신규, 재결함, 중요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연번
적출
년도

결함
종류

결함규모 보수내역 결함부 사진 외관
조사
망도

비 고
폭 길이 깊이

수량 단위 개소
1차보수내역 2차보수내역 보수 점검 진단

mm m mm 년월
공법명
/자재명

물량 일자
공법명
/자재명

물량 2009 2010 2012 2012

1 2008 균열 0.2 4 4  1 09.05 에폭시주입/DH-200 4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재결함

2 2008 철근노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중요

3 2008 균열 0.1 0.7 0.7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4 2012 백태 0.1 0.2 0.02  1 사진 사진 사진 망도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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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FMS 주요점검진단결과 작성 요령 및 입력 예시

1. 작성요령

① 주요점검진단결과는 5.4 주요결함(관리대상) 일상점검매뉴얼상 시설물 유지관

리 담당이 지속관찰을 요하거나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한 주요 결함(관리대

상)에 대하여 부재명, 결함종류, 결함규모, 결함위치 등을 예시를 참고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② 입력은 한글 1000자까지 가능하므로 주요결함사항중 책임기술자의 판단하에 

관리대상 우선순으로 기술하여 FMS의 입력가능 범위한에서 최대한 기술할 것

<해설>

· 부재명 - 부재별로 //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종류 - 한 부재의 결함수가 한 개 이상일 경우는 원숫자를 사용하여 구분 작성

· 결함규모 - 결함 크기를 기재하는 것으로, 깊이 측정이 가능한 결함의 경우깊이도 기재

· 결함위치 -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거리는 경간단위별 시점

기준으로 작성(ex. 상행선 S1 10m 좌측복부)

<예시>

-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확보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수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

평가 결과 종합평가 등급은 본선 구간 및 램프 구간 모두 “B등급” 으로 판정

되었다. 주요결함으로는 //교면포장, 망상균열 2×3m, 상행선 S1 10m//박스거

더내부, ①정착부 균열, 0.3mm, 3m, 상행선 S2 정착부 ② 철근노출, 1m, 하행

선 S7 20m ③누수균열, 3m, 상행선 S10 15m 상부플랜지//박스거더외부, ①철

근노출, 3m, 상행선 S10 15m 하부플랜지 ② 휨균열, 0.3mm, 1m, 하행선 S5

3m 하부플랜지//교대, ①수직균열, 0.3mm, 3m, A1 중앙부 ② 신축유간 부족,

A2 두부//교각, ①수직균열, 0.4mm, 3m, P2 상류 좌측두부 ②철근노출, P13

하류측 좌측기둥// 등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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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관거정비사업 과업내용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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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조사
2.1 기본방침

2.2 기존자료 조사

2.3 현지답사 및 현장조사

2.4 측    량

2.5 미 조사관거 추가조사

2.6 관거 현황조사 및 기존 우·오수 체계조사

2.7 관거 내부조사

2.8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2.9 유량 및 수질 조사

2.10 하수시설물별 조사

2.10 지장물 조사

2.12 하천 수위조사

2.13 용지조사

2.14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2.15 관련계획 자료조사

2.16 교통소통대책 작성을 위한 조사

3. 실시설계
3.1 기본설계의 검토

3.2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3.3 수리·수문 분석 검토

3.4 소구역 분할 정비방안 수립

3.5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3.6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3.7 관거접합

3.8 우수받이 및 연결관

3.9 토공설계

3.10 굴착공법 구간의 관거설계

3.11 비굴착공법의 설계

3.12 지장물 이설설계



- 782 -

3.13 가시설 설계

3.14 포장설계

3.15 보도설계

3.16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3.17 공사실명제

3.18 불량개소별 판단기준 및 정비등급 판단기준

3.19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3.20 계측계획 및 기타

3.21 교통처리계획 수립

4. 기타 실시설계 유의사항
4.1 배수구역별 소구역사업 우선순위 선정

4.2 사유지 통과 관거

4.3 침사지 및 빗물받이 신설·개량

4.4 분류식화 방안

4.5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

4.6 유량 및 수질자료의 분석

4.7 기타

5. 효과분석

6. 성과품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6.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6.3 납    품1.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 배수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 하며 ◇◇구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기 시행한 「○○ 배

수구역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노후 및 불량 하수관거를 개량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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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를 예방하고 불명수 유입 저감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로 수질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구 ○○ 배수분구(△△동 일대)

2) 과업의 범위 : ○○ 배수분구내 불량관로 및 기본설계시 미 조사구간을 조사 ․ 분석하

여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3) 과업의 규모

▪ 현장조사

  - 노선측량(종․횡단) : 18.60km

  - 유량 및 수질조사 : I/I조사 4개소 , CSOs조사 3개소

  - 관거 내부조사 : 9.8km (CCTV 2.89km, 육안 6.91km)

  - 토질조사 : 9공(2km당 1공)

▪ 실시설계

    - 대상관거(우 ․ 오수) : D300mm ～ □3.6×3.6m, L=9.38km

      (굴착 2.31km, 비굴착 7.07km)

    - 분류식화 : D300mm ～ 600mm, L=16.29km

       (아파트 밀집지역 - 위치도 별첨)           

      - ‘93.12 수행된 기본설계를 재 판독하여 상이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재조사를 시행한

다.

    - 본 과업은 ○○배수분구내의 전체를 기준으로 발주한 사항으로 용역기간 중 기

존 및 신규 재개발사업지구 등 사업이 불가한 지역은 본 용역에서 제외하고 제

외된 부분은‘과업내용 변경’시에 정산 처리한다.

4)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④ 기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5) 과업 대상 처리구역 : ○○ 배수분구(별첨)

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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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

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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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착수단계

② 월간 정기 공정보고 시

③ 각 분기별 보고 시

④ 자문회의 시

⑤ 성과품 작성 시(또는 준공 시)

⑥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②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② 분기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③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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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

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

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

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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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

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

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

업변경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

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련기관의 인․허가 및 협의 주체는 발주기관이 되며 필

요한 자료는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인․허가 요청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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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수 량 관 련 기 관 비 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서류
1식

시설계획과, 도로계획담

당관, 해당 자치구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부서
공사 중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 교통안전시설 심의

1식
교통운영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와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실시설계 준공 2개

월 전에 받아야 한다.(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는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심의를 받

도록 한 경우만 작성)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다자이너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1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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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

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

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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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3.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

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4.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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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고듭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

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

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

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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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



- 792 -

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예정지 주변지역 수치지형도 또는 수치지도 1부

(2) 사업예정지 주변 하수관망도 1부

(3) 본 과업관련 보고서 각 1부

․ 서울시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종합보고서(2001.9 서울특별시)

․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보고서(○○ 배수구역 : 1993.12 서울특별시)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보고서 및 부록Ⅰ, Ⅱ(2009.6 서울특별시)

․ 상습침수 해소를 위한 하수도시설기준 재검토 (2002.12 서울특별시)

․ 비굴착수신고서법에 의한 하수관정비 품질관리지침서 및 서울시 비굴착 전체 보수 

전문시방서 (1999.08, 서울시)

(4) 기타 필요자료 (하수관거정비 관련 주변공사 준공관련 서류철, 공사대장 등)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

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상기 제공자료는 성과품 제출시 반납한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본 설계용역에 적용하는 다음의 설계기준 및 시방서는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관련 기

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

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적용하여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2) 한국산업규격(KS)

(3) 서울시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 전문시방서

- 지반조사 편람

- 시설물 설계 및 시공편람

(4) 서울시 유지관리지침, 하수도표준도 및 하수도표준도 해설(국토교통부)

(5)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하수도 법령

   - 하천법령

(7) 도로법령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8) 도시계획법령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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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매누얼 및 하수분야업무처리지침(서울시)

(10) 환경관련 제 법규

(1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12) 환경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

(1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14) 기타 관련 법규

(15)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6)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17)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서울특별시)

(18)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19) 「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1)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22)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서울특별시)

(23)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2)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

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3.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으로 불가피하여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상 필요로 추가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비용 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

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6)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7)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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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

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

전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
하여 작성

   (11)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2)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4)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5)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기본설계 설계심의결과 미반영된 사항, 자치

구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

행해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

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야 한다.

   (18) 공구경계부 과업수행시 인접공구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시 실시설계 과업구간(○○공구)의 합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무실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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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

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료수집 및 조사

2.1 기본방침

1)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시 발주기관의 지역현황을 토대로 기 수립된 도시계획 및 하수

도정비 기본계획 또는 변경, 하수관거정비 기본설계 등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기 수행된 기본설계의 관거 내부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1993년에 수행된 과거 현황자료이므로 전체를 재판독하여 상이구간에 대  해서는 금회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에 제시된 각 구간별  정비공법(굴착/비굴

착, 전체보수/부분보수)을 검토하여 최적설계를 수행토록 한다.

3) 모든 계획은 기존 자료를 최대한 이용하여 검토하며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4) 본 과업은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검토 및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수행한

다.

5)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토대로 ○○ 배수분구를 소구역으로 분할하여 효

율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6) 기본설계시 연결관 돌출, 물고임, 유량의 과다, 토사퇴적 등으로 미 조사된 구간에 대

하여는 추가조사를 시행한다.

7) 유량 및 수질 조사를 시행하여 효과분석을 통한 사업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향후 초

기 월류수 대책 등 장기적 하수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8)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를 통하여 관거 하부의 지지력을 확보하여 관 침하, 관로내부 

경사 불량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

9) 조사업무 수행중 과업여건상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2 기존자료 조사

1) 기본설계서 일체 (관망도, 유량계산서, 관거조서, 관거 조사 보고서, 조사테이프 및 사

진, 개보수조서 및 평면도 등)

2) 주요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 가스, 지하철, 철도 등) 및 지상구조물 기초 형상

3) 정비수법, 설계기준, 정비공법의 검토 

4) 타 기관 및 타부서 사업계획

5) 도로대장 등 타부서 시설물관리대장

6) 기본설계 이후 변화된 관거에 대한 자료

7) 분류식 가능지역 검토 및 계획

8)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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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시설계 지역내의 하천의 유량 ․ 수위 등의 현황

10) 토지이용계획, 가로 및 도로계획

11) 재개발, 재건축 등의 추진 계획

12) 상수도 사용량(동별, 월별)

13) 공업용수 현황 및 계획, 지하수 사용현황

14) 인구, 농림, 축산에 관한자료

15) 주요공장 및 사업장의 배출량

16) 개인하수도 처리시설

17) 침수지역 현황 조사

18) 사업지구내 주변 토질조사 자료

19) 기타 본 설계와 관련된 자료

2.3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2)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과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 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설계시에 참조 

하도록 한다.

4) 현장조사는 기본설계후 오랜 기간이 지난 관계로 도로상황, 시공환경 및 지하매설물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본설계 조사 내용과 현장을 비교 확인하여 시행한다.

5) 유역 및 주변 환경 조사

(1) 기본설계에 기입되어 있는 지형, 배수분구계(분수령), 배수 흐름방향, 추가 공사시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현지 적합 여부 검토

(2) 용도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나 주야간 소음의 종류 파악

(3) 주간, 심야간, 주야간, 주야연속 시공구분 등을 결정하기 위한 대강의 교통량 자료나 

버스 및 택시 정류장, 버스노선 등을 조사

(4) 기타 공터나 주차장 등의 장래계획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조사를 통하여 확인

(5) 도로형상, 포장종별과 시공년도, 전기, 통신, 상수도, 가스 등의 맨홀위치와 형상, 기

타 도로구조물의 현황 조사

(6)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도로포장 년도 및 향후 포장계획를 참고로 하여 연차별 집행

계획 수립시 활용

(7) 기존 하수관거 단말부의 매설위치, 매설심도 등을 현지 확인하고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사 시행

8) 현장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별도 작성토록하고 실시설계 반영 여부를 정리하여 실시

설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시공조건 조사

(1) 시공조건 조사는 현재 주변상황이나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 조사

(2) 수집 자료는 도로대장, 하천계획도, 기존의 토질조사 자료, 도로구조물의 기초도 등

을 수집하여 활용

(3) 관련기관의 매설물조사는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등을 조사하고 정비 및 확충계획 



- 797 -

등도 함께 조사

(4) 수집된 자료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수집내용과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

하매설물도 작성

7) 작업환경 조사

(1) 노선별 실시설계 수행에 따른 일반적인 제약조건을 파악

(2) 노상 교통상황 조사를 통하여 도로의 우회, 작업대의 노상 설치 가능여부, 공사재료

의 운반 난이도, 작업 시간대 등의 자료 확보

(3) 하천으로 방류하는 우수토실의 구조 및 설치개소와 호안제방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

방을 통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천관리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한 복구방법 및 시공가

능시기 파악

2.4 측량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

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

- 주요기기

- 특기사항

-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4)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

여야 한다. 

 (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

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관계기관의 제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7) 관련기관 협의

보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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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8)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

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

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횡단측량

(1) 기본설계 및 하수도대장도(수치지형도)에 사용한 수준점(T.B.M)확인 및 복구를 통하

여 정비공사에 활용하도록 한다.

(2) 굴착수신고서법으로 시행하는 개 ․ 보수 관거에 대한 종 ․ 횡단측량을 시행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그 폐합차가 허용범위 이내에 들도록하

고 주요지점에 표석(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 및 표고를 평면 및 측량 성과품에 명

시하고 추후 공사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4) 기존 관거의 측량결과(관저고 및 맨홀 지반고)는 관거 정비계획의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 기존 하수관망도에 기록한다.

(5) 본 공사에 필요한 종 ․ 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

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하도록 한다.

(6)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

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5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3) 기타

(1) 기본설계시 사용한 수준기점 사용

(2) 기본설계 이후 개 ․ 보수 또는 신설 관거에 대한 수준측량 시행

(3) 굴착수신고서법으로 시행하는 개 ․ 보수 관거에 대한 종 ․ 횡단 측량 시행

(4) 맨홀이 없더라도 지표 경사가 변화하는 지점은 반드시 지반고를 확인하여 종단도에 

표시하여 최소토피 유지 여부 확인

2.5 미 조사관거 추가조사

1) 미조사 관거는 연결관 돌출, 관거 침하로 인한 토사 퇴적, 물고임, 차집관거 등 현실적

(시간 및 비용의 과다)으로 조사가 어려운 관거로서, 정비공법 분류는 기 조사된 관거 

현황 또는 입구부 및 상․하류 관거 현황 조사를 통하여 판정한 사항이므로 정확한 상

태 및 정비공법 분류를 위하여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다.

2) 미조사 관거 추가조사시 기본설계시 굴착수신고서법에 의한 정비대상관거로 판단된 

관거의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기준변경에 따른 수리계산 결과 동일

한 굴착수신고서법에 의한 정비대상 관거로 판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 조

사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비굴착 공법으로 구분된 관거와 분류식 지

역 하수관거를 중점으로 추가 조사를 시행한다.

3) 토사 퇴적으로 인한 구간은 발주기관의 준설시기에 맞추어 준설 실시후,  물고임이나 

유량의 과다로 인한 구간은 물돌리기후, 돌출된 연결관 등의 장애물로 인한 구간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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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관 절단 등 장애물 제거후 조사를 시행한다.

4) 분류식 지역 오수관거는 조사의 어려움을 감안 오수량이 최저가 되는 시간대를 확인

하여 조사한다.

5) 추가 조사 관거중 기본설계시 촬영한 CCTV 테이프를 사전 확인하고 맨홀 입구부 조

사를 시행하며, 조사 장애요인을 제거하여도 조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관거

는 판단조서를 작성하여 조사 장애요인 제거 작업을 중지하고 굴착수신고서법으로 보

수토록 조치한다.

2.6 관거 현황조사 및 기존 우·오수 체계조사

1) 부설년도, 관경, 연장, 경사, 유량, 맨홀 및 하수도시설물 위치 등은 수치지형도(NGIS) 

및 공공하수도 대장을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노선, 관경, 맨홀위치 등의 조사

결과를 공공하수도 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 자료로 이용되도록 하며 최근 조사 자료

를 충분히 활용한다.

2) 대상지역에 대한 관거정비 방안은 기존 하수관거 현황자료 및 기존 우·오수체계 조사

를 통해 시공 가능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3) 현장조사의 맨홀 개폐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며 조사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유독가스 발생에 대비한 강제 환풍기를 사용 등 계약상대

자의 책임하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4) 맨홀 입구부 조절콘크리트 미시공 여부, 측면크랙 및 파손여부, 인버트 미 시공여부, 

바닥면 불량여부, 뚜껑 파손여부 맨홀내 하수정체 등을 조사한다.

5) 공공하수도 대장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형 및 유하방향을 검토하여 기존의 배수분구 

경계와 배수체계를 비교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6) 서울시에서 기 실시한 “○○ 배수분구 하수관거조사 및 정비기본설계 보고서

(1993.12)”자료를 활용하여 주요간선(○○로, ○○길)마다 하수량 및 실 유속을 측정

하고 불명수 유입량도 조사한다.

7) 과업기간중 기존 관거현황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공공하수도대장 및 하수도 GIS DB

를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2.7 관거 내부조사 

1) 기존 관거 내부조사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2) 관거 내부조사는 현장 판독결과에 따라 관거상태, 개·보수판정, 공법선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 조사인력을 투입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3) 관거 내부조사가 필요한 관거에 대해서는 인력 또는 CCTV로 조사하여 COMPUTER 

DATA BASE화하고 수집된 자료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사 촬영된 CD는 정해진 위치를 탐색하고자 할 때 즉시 탐색이 가능하도록 수록하

며, CCTV촬영은 측시가 가능토록 한다.

5) CCTV 촬영자료는 MPEG4규격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

템”에 즉시 탑재하여 활용 가능토록 한다. 

6) 내부 실태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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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경 1,000mm 미만 : CCTV 조사

- 관경 1,000mm 이상 : 육안조사(필요시 CCTV 조사)

7) 관 내부조사 사항

  - 내부부식 및 크랙여부, 연결관 돌출여부, 본관 및 연결관 접속부위 파손여부, 관연결

부 단차여부, 토사퇴적, 타관통과, 오접 등

8) 관거내부 CCTV 조사 물량은 배수분구 전체연장에서 측량(지반고, 관저고, 관경 등) 및 

수리계산에 의한 통수능 부족, 최소유속 미달관거 물량과 기본설계시  정비대상 물량 

(중복 물량 제외) 및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개발이 진행 중에  있거나, 장래 계획

이  수립된 지역을 제외하고 기본설계시 조사 촬영한 물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

한다.

9) 관거내부 CCTV 조사는 관거 및 배수설비 연결부위는 해당부위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

기 위하여 360°회전하여 촬영하여야 한다.

    (하수BOX에 대하여 육안조사한 결과 불량한 BOX 단면 노후 개․보수․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별도로 안전진단 실시 후 보수대상 물량을 종합정비 물량에 포함, 정비하도록 

계획 수립) 

10) 기본설계 이후 관거개량 사업구간은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자료유무 및 자료의 사용

성 검토 후 필요시 재 시행

11) 관거 내부조사 결과 토사 퇴적구간에 대해서는 퇴적량과  퇴적원인(유속, 상류부 토

사유입, 관거의 접속각도, 관거침하 등)을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도록 한다.

2.8 지반 및 지하수위 조사

1)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

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surveycp.seoul.go.k

r)」을 활용하고 조사결과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

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지리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질 및 토질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지질 및 토질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개요

② 조사위치도

③ 조사계획표 (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조직표

⑤ 주요장비 및 기기

⑥ 특기사항

⑦ 기    타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계약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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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정산한다.

(7)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surveycp.seoul.go.kr) 및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존 조사 자

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8) 시추 및 현장시험 장면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9) 기존 설계 자료의 지반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지

반조사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2)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

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시추공수는 개량대상 관거(분류화지역 및 굴착 교체 대상관거) 연장 2km당 1개소를 

기준하되 기본설계에 조사한 시추성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추가하도록 한다.

(3)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한다.

(4)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하되, 필요시에 인력터파기(지하 

1.5m 이상)를 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한 후 시추한다.

(5)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한다.

(6)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7) 구조물의 시추심도는 관저면 5.0m 또는 굴착깊이의 2배를 기준으로 한다.

(8) 지하수위 측정은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9)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구역을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

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10)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

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시추 완료 후 시추공의 보존 및 폐쇄방안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에 따라 시행

하고, 주변은 원상복구한다.

(12)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여 시료 상자에 보관하며, 이동중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13)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한

다.

3) 조사항목

(1) 보링에 의해 채취한 시료는 실내시험을 하여 흙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설계에 

필요한 토질의 역학적 정수 결정에 사용한다.

(2) 토질조사항목 

   - 실내시험은 입도, 함수비, 체분석,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등 토성시험을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KS 규정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한

다.

4) 시료정리

(1)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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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2)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

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암석코어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

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5) 보고서

(1)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

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고서내에 수록한다.

(2)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 ․ 수록하여야 한다.

(3)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 수록하여야 한다.

(4)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시추작업 사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시추 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암석명, 색상, 풍화도

③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⑦ 기타 참고사항

(6)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한다.

(7) 조사 ․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

반구성상태, 연약지반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콘크리트기초, 자갈기초, 

모래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9 유량 및 수질조사
1) 관거 침입수(Infiltration) 및 유입수(Inflow) 조사는 관거 불명수량이 확인될 수 있도

록 계절별,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유량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2) 조사 시행전에 하수배제방식, 조사지점, 조사방법, 계측장치 종류(자동측정 및 Data 

Logging이 가능한 장치), 조사분석(분석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 분석후 제

시) 기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사가 시행 되도록 세부시행

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협의후 시행한다.

3) 조사지점은 사업의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소구역별 사업 우선순위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 조사지점을 고려하여 소구역 분할지역 최하류 지점을 기준으로 선정

한다.

4) 유량측정

(1) 건기와 우기시를 포함 2계절 이상 측정하되 강우시는 선행건기일수(5일이상)을 고

려하여 시행하되 분류식의 경우 오수 관거는 건기시와 강우시 모두 측정하고, 우수 

관거는 건기시 유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측정하되, 강우시는 월류수 실측조사 기

준에 따른다.

(2) 유량 측정방법은 야간 최저유량에서 강우시 최대 유량까지 측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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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야 하며 홍수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3) 유량 조사기간 및 횟수는 측정 지점당 건기시와 강우시를 포함하여 두계절 이상 1

0～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강우시 강우 초반

부는 가능한 조밀한 간격으로 측정하여 초기강우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결정하되 

강우사상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4) 유량 측정 자료는 누적하여 시간별, 일별 하수량의 변동 부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I/I량 및 누수의 발생 특성을 도출한다.

5) 수질조사

(1) I/I 및 누수조사, 초기강우 오염부하 비교평가, 오염원단위 평가에 활용한다.

(2) BOD5, CODMn, SS, T-N, T-P, PH, DO, 수온, 강우자료 조사

(3) 조사횟수 및 방법은 유량측정과 동일지점, 동일 기간내에(측정 지점당 건기시와 강

우시를 포함하여 2계절 이상)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횟수는 BOD5, CODMn, SS, 

PH, DO, 수온 항목은 계절별 4일(1일/주 간격, 계절당 건기시 3일 , 강우시 1일), 

T-N, T-P 항목은 계절별 2일(건기시 1일, 강우시 1일), 1일당 12회를 기준으로 시료

를 채취하되 관거 I/I 및 하수의 누수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측정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채취된 시료는 냉장 보관하고 지정된 시간 이내에 운반 및 분석 

시행한다.

(4) 수질 항목별 분석은 공정시험법을 기준으로 수행하고, 강우자료는 현장 측정 또는 

인근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6) 초기강우 오염도 조사

(1)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월류수(CSOs)및 분류식 지역의 우수관거 

초기 강우를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과업 기간중에 실측 조사를 통

하여 초기 발생 우수량 및 오염 부하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

한다.

(2) CSOs와 초기강우는 강우조건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우사상별로 매우 

상이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함

으로 대상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3) 발생 유량 및 오염부하의 평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축척이 선행되어야 하므

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4) 실측 지역은 앞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I/I 측정의 강우시와 동시에 측정

하여야 하며 2계절 이상(계절별 1회)으로 하되 조사 시기는 선행 건기일수(5일이상)

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조사 시행 전에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분석기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시행한다.

(5) 조사지점은 합류식 지역은 최하류 우수토실, 분류식인 경우 우수관거 토구를 기준

으로 하되 기초 I/I 지점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6) 유량 및 수질 측정시 BOD5, CODMn, SS, T-N, T-P, PH, DO, 수온 항목은 12회/일 

측정을 기본으로 하며 월류수 및 분류식 우수 유출수는 월류 또는 유출 시작부터 

종료까지 측정하고 월류 또는 유출 초반부에 9회를 실시하고 후반에 3회를 측정 

시행하되 강우사항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7) TS, VS, Cl, 중금속(Fe, Cu, As, Zn, Cr, Pb)와 일반세균, 대장균, 오일류, 내분기계 장

애물질 측정은 4회/일로 하여 월류중 또는 유출 초반에 3회를 실시하고 후반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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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행한다.

7) 측정지점 및 측정방법 등은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의 결과

를 반영한다.

2.10 하수시설물별 조사  

1) 침 사 지 : 침사지의 규모, 침사지 설치 필요 여부, 개․보수 필요성, 적정 기능 확보 여

부 등 조사

2) 하수관거 : 통수능 부족, 역경사, 역단차, 신설여부, 내부 불량 상태, 구조적 안전 여부, 

악취발생 여부, 준설 빈도 등 조사

3) 맨    홀 : 인버트 여부, 내부 불량 상태, 구조적 안전 여부, 악취 발생 여부, 강우시 

맨홀 뚜껑 부상, 점검사다리 여부 등 조사

4) 빗물받이 : 측구의 경사 적정 여부, 빗물받이 이토실 적정 여부, 내부 불량 상태, 구조

적 안전 여부, 도로 경사에 따른 설치 간격 적정 여부, 배수설비 연결 여부, 인도에 설

치된 경우 차도측으로 설치 위치 변경 가능여부, 악취발생 여부, 횡단보도 및 보도 턱

낮춤 구간 설치 여부 등 조사

5) 펌 프 장 : 오수 및 하수 중계 펌프장의 적정 여부, 추가 신설 여부, 설치 가능 부지와 

빗물펌프장의 월류턱 지반고, 배제 능력 등 조사

6) 저 류 조 : 기능상태, 강우시 제어능력, 하수관거에 미치는 영향, 추가설치 가능 장소

(관련부서로 통보) 

7) 토     구 :  관경 800mm미만의 토구는 통합하여 정비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비 계

획을 수립한다.

8) 우수토실 : 차집관로 전반 우수토실의 형식 및 규격, 월류량, CSOs 조사 에 따른 적정

성 검토 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11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를 이행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4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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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하천 수위조사

1) ○○천 수위가 차집관거 및 우․오수관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검토한다.

2) 하천의 수위영향에 따른 하수관거내 배수위를 산정하여 침수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배수위 저하 방안을 제시한다.

2.13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

목 등)로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 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

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 ․ 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4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15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 검토하

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 또는 신규결정이 필요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

다. 

2.16 교통소통대책 작성을 위한 조사

1) 도로공사장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하기 위한 공사구간 공사중 제 교통영향 등에 대한 

조사 및 정밀분석을 실시한다.

2)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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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

3.1 기본설계의 검토
     1) 최근 이상강우 및 국지 호우 등으로 도시침수 방재 및 하수관거 통수능 검토 등 상위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하수관거조사 및 하수도정비기본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실시설계시 반영 한다.

3) 기본설계 완료후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의 장기간 미시행으로 인한 기본설계 제원의 

변경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변경되거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한다.

4) 기본설계 당시의 관거내부조사(육안,CCTV)는 1993년에 수행된 과거 현황자료이므로 

전체를 재판독하여 상이구간에 대해서는 금회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

본설계에 제시된 각 구간별 정비공법(굴착/비굴착, 전체보수/부분보수)을 검토하여 최

적설계를 수행토록 한다.

5) 하수관거 정비 완료 합류식 지역의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에 따른 대책(악취저감 방

안, 오수관의 차집관거 직결방안 등)을 강구 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시 기본설계 내용을 본 설계제원으로 변경 

(1) 계획인구 : 서울시 인구 지표 변경에 따라 계획된 인구를 재산정하여 관거용량 계

산에 반영한다.

(2) 하수량원단위 : 상수도사업본부의 급수자료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확인

하여 보정후 사용

(3) 우수유출량, 계획 설계빈도, 강우강도공식, 유출계수 등의 적용은 최근 상위계획에 

적용된 공식 및 계수를 검토 ․ 반영한다.

7)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정비 기본설계 종합보고서(2001.9)”의 실시설계시의 유의사

항을 반영 한다.

3.2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1) 기존 우․오수관거 설계기준 특히 관거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

재의 설계최소유속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강

구한다.

2) 구역별 불명수 유입량(지하수등), 원인조사 및 허용 지하수량 등의 분석 자료를 활용하

여 우수관거용량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제시토록 한다.

3)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

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

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5)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

다). 

4)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설계빈도는 상향조정내역을 적용한다(간선10년→30년빈도, 지선5년→10년빈도)

    ※ 강우강도 공식은 하수도기본계획변경에서 적용한 공식 사용

        • 지선관거(확률년수 10년) : 925.16
t+2.458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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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선관거(확률년수 30년) : 1,259.4
t+3.0380

-22.5

6) 배제방식 검토와  관련 분구의 특성(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등)을 감안하여 합류식, 분

류식의 문제점, 관거정비 소요예산, 초기우수처리시설, 부대시설 등을 포함  심도있게 

검토 배제방식을 결정 반영한다.  

7) 하수배제 방식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월류수(CSOs)및 분류식 지역의  우수관거   

초기 강우를 관리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조사 과업 기간중에 실측 조사를 통하여 

초기 발생 우수량 및 오염 부하량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방안 제시한다.

8) CSOs와 초기강우는 강우조건을 포함한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강우 사상별로 매우   

상이한 발생 양상을 보이고 기존 하수도 시설의 구조적 특성에 의한 영향이 지대함으

로 대상지역에 적합한 관리방안(월류수 유출구를 중심으로 침사지나 초기강우 CSOs에  

 대처하기 위하여 저류 후 차집관거로 배출하거나 또는 하천 월류수를 현장에서 직접  

전처리 후 방류하도록 하는 대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9) 유출량 산정시 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10) 발생 유량 및 오염부하의 평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축척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합리적으로 제안

한다.  

3.3 수리·수문 분석 검토

1) 대상지역에 대한 최근(2014년)까지의 강우자료를 조사하여 강우특성 및 재현빈도, 지

속시간별 강우량, 강우강도(IDF 곡선)등을 분석하고, 기왕강우에 대한 빈도를 분석한다.

2) 강우의 지속시간은 배수시스템에 최대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하되 

임계지속기간의 대상지점을 보고서상에 명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

성을 검증한다

4) 설계에 최종 채택된 임계지속기간에 대한 설계강우의 시간분포는 우량주상도와 표로 

각각 제시하고 IDF 곡선에서 구한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설계 강우의 타당

성을 검증한다. 

5) 유출계수는 도시개발 및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고 유역의 배수특성 등을 감안하

여 결정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유출계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과거 주요 침수피해 당시의 침수상황을 재현하고 이에 대한 유출계수를 역산정하여 

도시유역 홍수에 대한 적정 유출계수 범위에 있는지 검토한다. 

7) 최종 채택된 홍수량 산정 모형을 이용하여 수리 시설물과 기존 하수관망(간선 및 지선

포함)을 포함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된 모형에 의한 과거 주

요 침수피해에 대한 침수흔적 재현 등을 통하여 정밀한 수리-수문학적 모형의 보정 

및 검정을 수행한다. 

8) 최종 구축된 수리-수문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설계에서 제안된 방안을 적용함에 따라 

침수피해가 달라지는 상태를 모의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침수 개선 효과)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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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9) 과업지역의 하수시설물의 강우대응능력을 평가하되, 최근(2014년) 설치 완료된 시설물

을 포함한 하수관로, 저류조, 소규모 우수유출저감시설(빗물관리시설) 등의 하수도시설

을 대상으로 한다.

10) 강우대응능력 평가시 하수관로의 경우는 자체통수능 및 하수도 시뮬레이션 검토를 

동시에 시행하며, 하수도 시뮬레이션은 SWMM, MOUSE 등 배수위를 고려할 수 있

는 모형을 적용한다.

11) 하수도 시뮬레이션시 유출분석 방법은 수문, 수리학적 홍수추적 방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지형, 지질상태, 관로손실 등을 반영하여 인자를 적용하고,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2)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Huff 4분위법을 적용하고, 현재 상태의 강우대응능력을 검

토하되, 등분포, 모노노베, YEN-CHOW, 교호블럭법과 비교하여 계획 빈도에 따른 침

수위험예상지역을 제시한다.

13) 유출곡선지수(CN)나 Green-Ampt 공식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홍수량으로부터 역산정

한 유출계수가 합리적인 범위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4 소구역 분할 정비방안 수립
1) 배수분구별 정비를 계획함에 있어 배수분구내 무분별한 정비를 지양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소블록 등을 검토하여 주요 지선을 대상으로 소구역으로 분할(20～30ha

정도)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의 효과를 극대화 한다.

2) 기본설계시 실시한 유량 및 수질 조사지점을 포함하여 소구역 분할 말단부에서 실시설

계시 유량 및 수질을 측정하고 정비공사 전 ․ 후에 유량 및 수질을 측정하여 하수관거 

정비의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3) 정비공사후 유량 및 수질을 측정 효과를 분석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관거 정비완료 후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관거정비 단계별 성과목표 및 사업효과 검

증방안을 강구한다.

3.5 관거평면 및 종단계획
1) 관거 용량부족에 따른 증․신설계획 관거와 불량정도에 따른 교체관거에 대해서는 평면 

및 종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관거 평면계획은 기 개발지 이외에 유역내 택지재개발 예정지구 및 지구지정 예정지

와 개발가능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

3) 관거의 종단계획은 관거내 퇴적이나 침전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장

물 설치상태를 고려하여 시공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관거 종단계획은 지하실의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직결할 시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설정,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관로의 노선계획은 기존 주택이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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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

1) 구조물 및 관거 부대시설은 불명수의 침입방지,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 계획을 수

립설계 하여야 한다.

2) 신설 및 개량관거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관련 예산을 공사비 산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 암거의 내부보수에 대한 기준을 제시토록 한다.(안전진단 유무검토)

3.7 관거의 접합
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 이상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관거의 접합

은 원칙적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을 기본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감안 관저접합, 

단차접합, 계단접합을 검토 후 적용한다.

2) 특히, 최대유속을 초과하는 관거를 개량하는 경우 관경변화에 대한 유무와 관계없이 

단차접합 또는 계단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의 과다 및 이상 없는 관거 전체를 

재 부설하여야 하므로 현장여건, 불량상태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

3) 단차접합은 D300mm 이상의 관거에 적용하고 지표 경사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맨홀

을 설치하고 1개소 단차는 1.5m 정도를 한도로 하고 단차가 0.6m이상인 경우에는 부

관을 설치한다.

4) 계단접합은 유속이 3.0m/sec 이상의 현장 타설암거에 적용하고 계단의 높이는 1단당 

30cm 이내로 하되 지표의 경사와 단면에 따라 계단의 길이와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

다.

5) D300mm 미만의 관거는 지표 경사와 같은 급경사로 부설하여도 되나 완경사로 변화

하는 구간에서 유입수가 집중하게 되므로 하류관경 결정에는 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여유있는 관경으로 설계한다.

6)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되도록 60°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

하는 경우의 곡률반경은 내경의 5배 이상으로 한다.

7) 관거 접속이 직각인 관로는 선형변경을 검토하거나 맨홀내 인버트를 설치하도록 한다. 

8) 하수관 시공완료 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수밀시험 방법(양수, 공기압, 팩커 등)을 선정

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8 빗물받이 및 연결관
1) 도로변의 오수 및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관로내 조사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구조적으

로 건전한지를 조사한다.

2) 정비 필요성이 있는 우수받이와 연결관은 하수도시설기준에 맞추어 설계한다.

3) 상습침수지역은 노면수의 배제가 원할히 될 수 있도록 빗물받이의 간격을 축소하고 

특수형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방안 검토한다.

4) 횡단보도, 보도를 통과하는 차량 진ㆍ출입로, 이면도로 진입에 따른 인도 단절부 등의 

통행인 동선에 설치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5) 빗물받이 설치 간격은 강우 유출량을 기준으로 도로 폭원 및 경사 등을 반영한 빗물

받이 설치 간격에 대한 수리 계산을 시행하여 결정한다. 

3.9 토공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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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의 분류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

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2) 토질정수의 적용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적의 산출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

하여야 한다.

4) 암석의 분류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5) 토공계획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

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한다.

6) 연약지반의 처리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

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

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

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성토부 처리대책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시공이 불량할 경우 치환공법 등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9)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 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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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기

되메우기의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3.10 굴착공법 구간의 관거설계
1) 본 용역 설계는“하수도시설기준”및 “하수도공사시설관리요령”에 준하여 설계한다.

2) 설계시 하수구조물의 형식, 규격 등을 조사하여 위치선정 등을 정확히 한다.

3) 하수도 시설의 규모, 배수방법, 시공의 난이도, 배수계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하수의 배제방식, 배수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존 배수 시설의 정비 상

황, 이용 불가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횡단 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는 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

는 배수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6) 맨홀은 관거의 방향, 경사, 관경이 변화하는 개소, 낙차의 발생개소와 관거의 합류, 접

합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7) 맨홀의 간격은 ‘하수도 시설기준’ 일반기준에 의한다.

8) 하수관은 하중에 대한 강도, 내구성과 부식성, 시공성,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제적인 관종으로 설계하고, 특히 주택 및 공장이 밀집된 사업지에는 내구

성 및 시공성을 중점고려 하여 관종을 선정한다.

9) 성토구간 등 연약지반은 기초공을 실시하여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0) 하수관거는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종 및 접합으로 설계한다.

11) 관거의 경사는 유속이 1.0～1.8m/s를 유지하도록 (부득이한 경우 0.6～3.0m/s)하여 하

수의 정체, 토사의 퇴적 및 오수의 침전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12)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

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

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259.4
t + 3.0380

-22.5 , 강우강도 94.3 mm/hr

14)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

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관거의 신설, 개량, 보수 계획 수립

(1) 관거내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기준 등 기존의 기준을 조사

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악취처리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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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거내 토사퇴적으로 인한 유수소통 감소를 고려하여 설계하수량에 여유를 두는 방

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

(3) 기존 관거 활용이 가능한 경우, 관거의 상태를 조사하여 불명수유입을 최소화하고 

수세변소수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하도록 노선별 적합한 보수방법을 정하고 국내에

서 보수할 수 있는지 기술보유 여부와 외국 기술도입 가능성을 제시한다

(4) 계획 노선별, 지점별로 발생하수량을 산정하며, 관거 조사자료를 토대로 개량 및 신

설 관거의 경사, 관경을 결정한다.

(5) 개량 및 신설관거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 및 종단 계획을 수립한다.

(6) 불량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하수관거의 개․보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관거에 대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7) 기존 관거의 계획유량과 유하능력, 부설년도에 따른 노후도, 악취발생, 침수범위를 

비교 분석하여 관거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16) 각종 검사 및 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설계한다.

(1) 관경 800mm 미만 : CCTV 조사

(2) 관경 800mm 이상 : 육안조사(필요시 CCTV 조사)

17) 터파기 및 포장복구

(1) 맨홀 터파기, 지하매설물 확인 줄파기 부분에 대한 토공은 관로 터파기 토공량에서 

제외한다.

(2) 관경에 따른 굴착폭은 하수도 표준도 및 표준도 해설(국토교통부 '92), 서울특별시 

토목공사원가계산작성요령에 의한다.

(3) 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층다짐을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만 이면도로(뒷골목)의 경우 전폭으로 굴착할 경우에는 양질의 굴착토사를 되메우

기 한다.

(4)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컷터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일직선 및 직각)한 후 굴착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하며, 보도상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굴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 시공지침(국토교통부) 

및 도로굴착 ․ 복구업무처리규칙(서울특별시) 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8) 관기초 설계

(1) 하수도 시설기준의 관기초공 결정방법을 적용한다.

(2) 각 공사구간마다 관의종류, 토질의 지내력, 상재하중, 토압, 매설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조계산 결과에 따라 적정 기초형식을 선정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 양생 등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가정 배수설비 및 연결

관, 상류관거에서 흐르는 하수의 물돌리기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물 돌리기 등으로 인한 시공의 어려움을 예상하여 기초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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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맨홀설계

(1) 신설 맨홀공사

① 인버트의 높이는 우수관의 경우 하류관경의 1/2로써 최고 50㎝로 해야하나 분

류식 오수관에서는 하류관경의 1/2 또는 시간최대 오수량의 수위 중 큰 것으로 

택한다.

② 인버트의 종단경사는 하류관의 경사와 동일하게 하며 상류관 저부와 인버트 저

부에는 일정한 낙차를 두는데 중간맨홀에서 3㎝정도 합류맨홀에서는 3～10㎝ 

정도로 한다.

③ 현장여건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여러 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 설계

가 되도록 하고, 맨홀 하부에 침사지는 설계하지 않는다.

(2) 비굴착 맨홀 보수공사

① 노후 ․ 파손된 부위를 정확히 조사하고 하수관 접합부 등은 보수면적에서 제외

하여 보수대상면적을 산출한다.

② 하수가 인버트에만 흐르므로 맨홀 내부 보수 공사시 물돌리기 비용은 계상하지 

않는다.

(3) 상습 침수지역은 강우시 하수관거내의 역류현상 및 하류 관거의 만관에 의한 맨홀

뚜껑의 분리 ․ 이탈여부를 조사하여 맨홀 잠금장치, 밀폐 맨홀, 역류방지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20) 연결관 접합부 설계

(1) 기존 CCTV 및 추가조사 자료 확인후 연결관 보수 접합개소를 산출한다.

(2) 연결관 접합부 보수를 위한 일반도, 상세도, 시공순서, 시공방법, 품질검사 방법등 

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3) 연결관 접합시 기성제품의 연결지관(Saddle)사용 또는 천공후 연결관 삽입 등 공법

을 확정하여 상세도 및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한다.

(4) 연결관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지관 달린관 또는 

Saddle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11 비굴착 공법의 설계
1) 비굴착 공법에 의한 하수관거 정비 품질관리지침서 및 연구보고서를 참고한다.

2) 기본설계이후 도입된 다수의 하수관거 정비 신기술의 적용성을 검토한다.

3.12 지장물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

물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

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 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후 이설 

시기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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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포함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지하매설물관리자와 협

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3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

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의 제시와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3)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계하여야 한

다.

6)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하

여야 한다.

7)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8)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4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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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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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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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

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

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

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15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

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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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3.16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지하위험 시설물 인접공사시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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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3.17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해야 한다.  

3.18 공사실명제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CD)

3.19  불량개소별 판단기준 및 정비등급 판단기준
1) 이상개소별 불량등급

구분 세 부 항 목
등 급
A B C

연

결

관

연결관 돌출
본관 내경의 2/3이

상

본관 내경의 2/3미

만
돌출 경미

연결관 접합부 - 접합부 파손 접합부 파손 적음

본

관

이 음 부 관경의 1/3 어긋남
관경 1/3미만 어긋

남
어긋남 경미

침 입 수 -
흐르거나 솟구치는

정도
스며 들어옴

유 출 수 - 누수발생 누수발생 없음

부 식 철근노출
표면골재노출 또는

박리
부식 경미

관파손 및 균

열

함몰 등 구조적위

험상태
균열발생 균열미세

곡 관 로 - 10°이상 꺾임 10°미만 꺾임

관 침 하
관경의 2/3이상 침

하

관경의 2/3미만 침

하
침하경미

타 관 통 과 타관통과 타관통과 없음 타관통과 없음
폐 유 부 착 - 소량이상 부착없음
모르타르 부착 - 소량이상 부착없음

토 사 퇴 적
관경의 1/2이상 퇴

적

관경의 1/2미만 퇴

적
퇴적적음

기타 장애물 - 소량이상 장애물 적음

자료 :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2) 굴착 및 비굴착 공법 적용기준

 (1) 굴착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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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부족 관거

∙ 최소유속 미달로서 경사조정 대상

∙ 배수체계 조정

∙ 역경사, 관침하, 관단차 관거

∙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거

∙ 굴착심도 1.7m 미만

 (2) 비굴착공법

∙ 보수공으로 회복이 가능한 관거

∙ 굴착심도 1.7m 이상

∙ 버스노선의 우회가 곤란한 지역

∙ 상가 밀집지역

∙ 지장물이 과다하게 매설된 지역

∙ 축대, 담장 등이 인접한 관거

∙ 4차로 이상 공도상에 매설된 관거

  (3) 굴착 및 비굴착공법 선정은 굴착심도 등에 대한 경제성 분석후 적용

3) 하수관거 정비등급 기준

등 급 불 량 정 도 적 용 공 법

A 불량상태가 심각하여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상태 굴 착

B

손상상태 또는 하수관 용량부족 현상이 비교적 심

하여 당해 연도 또는 수년(3~5년 정도)내에 정비

가 필요한 상태

굴 착

부분교체

전체교체

C

손상상태 또는 하수관 용량부족 현상이 비교적 경

미하여 하수관 종합정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상태

굴 착
부분교체

전체교체

비굴착
부분보수

전체보수

D
상태가 정상이거나 손상정도가 허용할 만한 상태로

정비 불필요
-

4) 정비공법 판단시 유의사항

1~6단계에 걸쳐 시행된 기본설계시는 개략 정비계획 및 사업비 산정을 위하여 불량률이 

20%이상인 관거는 일률적으로 정비대상관거로 분류하여 관거정비계획 및 사업비를 

산정하였으나 실시설계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다.

(1) 굴착 공법으로 개․보수하는 관거

∙ 전체 개․보수 관거를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중점 검토

∙ 관거의 불량상태가 일부관거에 한하여 불량 부분이 있거나 불량부분이 관거 연장상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관거로서 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보수+부분교체로 시공이 가능

한 관거는 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보수+부분교체로 분류하되 우선 시공 가능성 여

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전체교체와, 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교체+부분보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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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비교를 통하여 공법 결정(검토조서 작성-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교체+부분보

수가   불가능한 사유 포함)

∙ 도로폭이 4.0m미만이고 굴착 심도가 1.7m 이상인 경우 전체 또는 부분교체로 구분  하

되 비굴착 장비의 현장외부 설치의 가능성과 최소토피 확보 여부, 공사비 비교 등을 

검토하여 전체보수 또는 부분보수로 구분(검토조서 작성-검토사유 제시) 

∙ 굴착교체 관거로서 교통량이 많고 우회가 어려운 버스노선이 있으며 지장물이 과다한 

지역 등으로 비굴착 공법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관거는 최소토피, 통수 단면적, 파손 

상태 등 면밀히 분석하여 비굴착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변경하고 이에 대한  

판단조서 작성(변경사유 제시)

∙ 관거상태는 양호하나 통수능 부족으로 개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상․하류 관거를   

충분히 검토 후 개량여부 결정

∙ 관거상태가 양호하나 경사부족으로 개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경미한 경사(±3cm  이

내)인 경우는 개량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지관리 대상관거로 선정

 (2) 비굴착 공법으로 개․보수하는 관거

∙ 전체 개․보수 관거를 대상으로 검토

∙ 관거불량상태가 일부관거에 한하여 불량 부분이 발생하거나 불량부분이 관거 연장상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관거로서 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보수+부분교체로 시공이 가능

한 관거는 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보수+부분교체로 분류하되 우선 시공 가능성 여

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전체보수, 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교체+부분보수 사업비

의 비교를 통하여 공법 결정(검토조서 작성-부분교체, 부분보수, 부분교체+부분보수가 

불가능한 사유 포함)

∙ 추가조사시 조사장애요인을 제거후에도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굴착공법으로 전환하고

∙ 최소토피 1.0m 미만 불량관거는 비굴착공법에서 제외

∙ 통수능 부족, 역경사, 관침하, 관단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거 등 비굴착공법 적용

이 불가능한 불량관거는 제외

3.20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서울시 「사이버 흙은

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

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

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21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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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

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3.22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

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

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

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야간공사의 필요성 검토

(5) 공사일정에 따른 도로점용 변화상황과 교통소통방안 검토

4) 작업공간 확보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의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교통소통대책 수립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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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기타 실시설계 유의사항
4.1 배수분구별 소구역사업 우선순위 선정

1) 각각의 배수분구의 시가화 면적은 200ha정도이므로 20~30ha 정도를 기준으로 공구를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침입수/유입수(침입수/유입수, Infiltration/Inflow) 평가를 통한 다소 간소화된 소구역별 

사업시행 방안을 검토한다.

    ■ 합류식 배수분구

사업대상 배수분구

기본설계시 기초자료

검토 및 추가조사

기존 보수현황 자료

검토

소구역 분할(약 20～30ha)

∙관거시설 연한

∙상습침수지역 및 배수불량지역

∙재개발 및 택지개발 예정지역

∙도로굴착 예정지역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불명수조사

소구역별 사업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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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류식 및 합류식 혼재 배수분구

사업대상 배수분구
예

예

소구역 분할(약 20∼30ha)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관거시설 연한

∙상습침수지역 및 배수불량지역

∙재개발 및 택지개발 예정지역

∙도로굴착 예정지역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지역

최우선순위부여 후우선순위부여

면적≧20∼30ha 면적≧20∼30ha

아니오 예

청천시 우수관 및 우기시 오수관

침입수/유입수 조사
아니오

합류식배수분구

사업우선순위선

정

소구역별 사업우선순위 선정

사업우선순위도 작성

4.2 사유지 통과 관거

사유지 통과 관거는 1/500 하수관망도를 참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관거의 

위치를 파악한 후 유로변경, 관거폐쇄 후 간이펌프장 설치 등 방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

고, 방안 수립이 불가능할 때는 현황을 파악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4.3 침사지 및 빗물받이 신설·개량
1) 산지 우수 유입부의 기존 침사지 기능 확인 및 신설 필요지역 조사 후 침사지 개량 

및  신설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2) 빗물받이를 전수조사(규격미달, 내부파손, 배수설비 등)하여 빗물받이 개량 및 보수계

획을 수립한다.(측구 구배불량으로 빗물받이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은 경우 측구 조정)

3) 현재 시설되어 있는 침사지 현황을 파악하여 집수정 형태의 침사지는 하부에 퇴적부

를 두어 침사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침사지가 필요한 위치(계곡부 하수관

거  시점 등)에는 침사지를 신설하도록 한다.

4.4 분류식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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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계지역 및 분류식화 가능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1) 기본설계 이후에 재개발 등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류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2) 지형조건, 오염원 분포현황, 관거매설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한 

노선계획을 수립한다.(제방 횡단구간 등이 최소화 되는 노선선정 및 지형조건, 하수

암거 등 지장물로 인한 오접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노선계획 수립)

    단, 자연유하가 불가능 할 경우 양수식 또는 압송식 중계펌프장 계획을 수립한다.

(3) 공사의 난이도 및 교통장애, 지장물 등의 사회적 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한다. 

(4) 기존 차집관거에 오수관을 연결하기 위한 제방횡단구간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협의를 득한후 수행한다.

(5) 기존관거(주간선 관거 포함)의 용량을 전면 재검토하여 용량부족 및 최저유속 미달

관거 선정 및 대책을 수립한다.(기존 및 시공중인 관거현황, 제원을 파악하여 관거 

연결에 따른 통수능 부족현상, 역경사로 인한 차집관거 연결곤란한 사항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6) 분류식 우수관거의 초기강우 처리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분류화에 따른 기존 우수토실 전환 및 폐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8) 분류식관거에 우수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관과 오수관의 오접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9) 분류화에 따른 맨홀, 오수받이 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한다.

(10) 토질조사에 따른 구조계산, 도로폭원, 도로망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굴착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한다. 

2) 효율적인 배수설비 추진을 위한 법적인 방안 제시와 공동주택 단지별 배수설비 계획

을 수립하여 설계한다.(필요시 배수설비 조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5 시공 및 유지관리계획

1) 공사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는 단계별 공사 계획에 따라 공사항목, 흐름도(FLOW CHART), 사전계획

에 기초하여  CPM Network로 설계원도를 작성하고, A3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

다.

(2) 예정공정표는 『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에 적합하도록 작성하며, 산출근거를 

전자파일 문서로 첨부한다. 이때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은 발주기

관에서 사용하는 공정관리 프로그램이나 이에 호환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준공일자는 최소 소요일수에 여유일수를 감안하여 산정하며, 이는‘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2) 유지관리

(1) 하수관거는 지하에 매설되는 관계로 시공이 끝나면 주변여건 및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관거의 개 ․ 보수가 타 사업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매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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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를 항상 시공당시 관거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아래 사항

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2) 문제점

① 하수 관거내 오물 불법투기로 인한 토사퇴적

② 관거내 지장물로 인한 CCTV 카메라 촬영 및 준설작업의 어려움

③ 하수도대장의 관리부실(정확성 결여, 자료의 누락, 변동자료의 미기록)

④ 준설장비의 재래식 및 준설요원 확보 곤란

⑤ 타 지하매설물로 인한 시설 및 개량공사의 어려움

⑥ 주민에 대한 홍보 부족(오접, 폐기물 불법투기)

⑦ 공사후 레미콘 등 폐기물 불법투기

(3) 개선방안

① 관경별 준설 및 청소방법 제시

② 건설공사의 잔류물, 일상생활의 쓰레기 등을 맨홀이나 하수관거로의 불법투기를 

억제하는 홍보활동 강화

③ 관거내 설치된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등 장애물은 이설 또는 제거

토록 한다.

④ 하수도와 관련된 각종자료의 전산화 또는 정기적인 재 작성으로 자료관리 철저

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CCTV조사의 활용 및 확대

⑥ 지하매설물 종합관리체계 확립

⑦ 홍보활동 강화 및 방지대책 수립

4.6 유량 및 수질자료의 분석

 1) 유량측정자료는 누적하여 시간별, 일별 하수량의 변동부하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침입수․유입수 및 누수의 발생 특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2) 청천시와 강우시를 구분하여 시간별․일별 수질변동 특성을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청천시 조사지점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보다 낮아지거나 저농도 

수질이 관측될 때에는 이에 대한 분석내용과 개선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7 기 타
1) 암거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관거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실시설계에 포함하

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관거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거 개 ․보수 조서를 

작성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정밀안전진단 시행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한다.

2) 모든 조사 자료는 DATA BASE화 하여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향후 하수관거 유지관리 

및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토록 조치한다.

3) 침수의 우려가 없는 지역, 노면수 전용관거, 분류식지역 우수관거 등은 정비여부를 재

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 관거정비 공사 시행시 적용된 공법을 공사대장에 표기하여 GIS 구축시 DB화가 가능

토록 조치한다.

5) 설계용역에 반영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



- 824 -

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

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고 사후 관리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5. 효과분석
1)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로서 불명수량을 산정하여 불명수 저감량 및 저감효율을 분석후 

정량적인 목표를 제시한다.(건기시)

2) 불명수량 산정을 위한 상수도 사용량은 누수량 등을 제외한 실제 상수도 사용량(상수도

요금 부과량)을 의미하며, 동별, 월별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다.

3) 기본설계 측정지점을 고려한 배수분구의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유량은 건기시와 강우시를 

포함하여 2계절이상(10～15분 간격으로 계절당 30일 이상 연속측정)측정하고, 수질은 유

량측정지점과 동일지점, 동일 기간내에 측정을 하며 조사횟수는 계절별 4일(1일/주 간격)

측정을 원칙으로 하여 불명수 저감량 및 저감효율을 분석하여 정비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4) I/I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하여 비교분석 후 본 배수분구의 실정에 맞은 분석방법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5) 환경부에서 시행중인「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의 수행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비효과 분석방안을 제시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공사준공단계

대표지점선정
기본설계 측정지점을

고려한 대표지점 선정

실시설계와

동일지점 선정

유량, 수질(BOD)

계절별 1회

(유량은 1시간간격, 수질은

2시간 간격 1일연속 측정)

유량, 수질(BOD)

2계절 이상

(유량은 10～15분간격으로

30일이상 연속측정, 수질은

1일/주 간격으로 4일 측정)

실시설계와 동일방법으로

측정

불명수량 산정

관거정비율에 따른 불명수

량 증감량 비교분석

6. 성과품작성 및 납품

6.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역관리편람” 및 “건설공사의 설계도

서 작성기준”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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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데이터로 입력될 각종 자료(관거 현황 조사자료, 유량계산서, 

하수도대장도, 정비자료 등)는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 탑재되어 시스템 사용자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기본설계 이후 하수관망도 전산화 과정에서 관로번호 체계가 변경되었으므로 관거조

사 결과, 수리계산서, 설계도면 등 모든 자료는 기본설계 관망도가 아닌 하수도 GIS 

관망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모든 도면의 기본도는 수치지형도를 사용한다.

6.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 출 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 치 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 조사 및 분석(측량, 지장물조사, 현장조사, 지반 및 지하수위조사, 수리 ․ 수문 및 배

수시설조사, 구조물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기타조사 등)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내용 검토

(12) 실시설계내용 (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

타)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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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월

종 합 사 후
평가시 활
용토록 상
세하게 작
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예정공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

리, 지장물 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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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부록 (각종 조사자료,  주요 설계도면 및 협의,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 ․ 
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

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6) 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보완내용.

(17)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

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8) 기타 발주기관 요구 사항

2) 요약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 출 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생년월일,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 치 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8)~(13) 종합보고서 작성 참조하여 간략히 작성

(14) 결언

3) 지반조사 보고서 및 성과물

(1) 보고서 수록내용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

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한다.

① 시료 및 지질특성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 시료의 종류, 공학적 특성 등

② 도    면

시추위치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 등

③ 기타 각종 현장시험결과 및 성과분석자료,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

의 토질정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상태, 연약지반 등

④ 지반조사 날짜가 명기된 작업사진

(2) 시추주상도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표준주상도에 따라 다음사항을 명시한다.

① 시추공 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②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③ 암석명, 색상, 풍화정도

④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⑤ 지하수위 관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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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3) 성과물

시료상자, 사진촬영앨범 등 관련 조사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 한다.

4)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개요

(2)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

용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

계단면적,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5) 가시설 (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

면응력검토, 안정검토)

(6) 수리계산

① 유역도 (소유역 분할, 홍수량 산정지점, 주요 자연 및 인공 배수시설, 저류시설 

등 수리시설을 포함)

② 설계조건 (유역이나 배수시설의 초기 조건, 설계강우, 조도계수 등 주요 매개변

수, 유출계수나 유출곡선지수, Green-Ampt 공식 등 유효강우량 산정 관련 계수

나 인자, 강우-유출 변환법과 주요 매개변수, 홍수위 산정법과 적용 조건, 하도 

또는 저수지 추적법과 적용 조건, 기타)

③ 수리계산 (개요, 설계빈도, 강우량, 홍수량, 수위, 유속, 통수단면적, Froude 수 

등 수리 특성 자료와 대상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 자료와 해석 

또는 설계한 방법 및 결과를 제시)

④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7) 구조계산서 작성 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 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

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PROGRAM과 판 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 수록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 자료는 별책 부록으

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

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

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

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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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구조계산서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⑥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고,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고, MKS단위는 보조단위로 사용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8) 수리계산서 작성 

①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하수(우수, 지하수포함)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 한다.

② 기존 관경의 검토

하수(우수, 지하수포함)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정

비기본계획’에 따른다.

5) 설계도면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표준단면도, 종 평면도, 횡단면도

∙ 구조물도 및 상세도

∙ 부대시설도 및 상세

∙ 가시설도 및 상세도

∙ 교통처리계획도 (공사중 포함)

∙ 지장물 및 현황도

②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

기가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

야 한다.

③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에 대하여 표시한다.

④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과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심사자, 설계자, 제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⑥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란(Note)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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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

한 특기사항 등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등을 하여야 하

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

계 내역서에 반영 하도록 한다.

⑦ 관련 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

면명을 표기한다.

⑧ 도면의 전산 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CAD로 작성하고,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⑨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0005(제도통칙)과 KS F1001(토목제도통칙) 에 따라 작성한다.

⑩ 붕괴유발부재

양수펌프장과 같은 주요구조물이 생길 경우 붕괴유발부재(FCM)을 설계도면에 표

시하여야 한다.

⑪ 설계도면의 작성 및 제출

∙설계도면 우측에 관련된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등을 부착하고  종․평면도상 구

조물의 위치 및 치수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

면 우측 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 완료후 검토자와 검토 입회자가(‘발주기관’) 설계검토 도

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범         례

구 분 검토내용 비고

녹 색 적정 및 수정완료

청 색 부적정

노 란 색 재검토

(2) 도면의 작성 

① 표준단면도의 작성

표준 단면도는 하수암거, 맨홀, 작업구,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표

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한다. 

(3) 도면의 축척

① 관망도

▪ 축척 : 1/1,000, 1/3,000

▪ 기존의 기본설계 관망도를 사용하여 변경 또는 추가부분 정리

② 배수유역 계통도

▪ 색인도면 : 기본설계 도엽번호와 일치하게  작성

▪ 배수유역 계통도 도면축척 : 1/3,000(기본설계 도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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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내용 : 관거별 배수유역을 표시하고 관로번호, 관경, 경사, 유로방향, 맨홀, 

유역면적 표시

③ 지하매설물도 및 지상 구조물도

▪ 색인도면 : 배수구역 계통도와 통일

▪ 지하매설물도 및 지상구조물도 축척 : 1/3,000(기본설계도면 활용)

▪ 표시내용 : 하수관거 관로번호 및 유로방향, 맨홀 표시, 지하매설물(전기, 상수

도, 통신, 가스, 기타로 구분) 맨홀 및 노선방향,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지상 구

조물의 위치 및 기초 형상, 시행중이거나 계획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위치, 

공동구 등을 지하매설물 및 지상구조물 조사 조서와  일치토록 작성

④ 개 ․ 보수(신설)도

▪ 색인도면 : 배수구역 계통도와 통일

▪ 평면도 

- 축척 : 1/1,000(기본설계 도면 활용)

- 개․보수 대상관거 이외에는 노선, 맨홀, 유향 및 관거번호, 우․오수 받이만 표

시

- 개․보수(신설관거 표시) 대상관거는 평면도 상에는 기존의 관거 현황(관거 및 

맨홀번호, 관경, 연장, 관저고, 지반고, 유향, 경사, 우․오수받이)를 표시하되 

정비대상 하수관거의 기호를 표시하고, 개량후의 관경, 관저고, 유향, 경사는 

(  )내에 표시

▪ 종·횡단면도

- 축척 : 종 1/100, 횡 1/1,000

- 기존관거의 관경 및 관저고, 토피고, 지반고, 변경관거의 관경, 관저고, 경사

- 맨홀의 형상, 위치, 깊이 등

- 횡단하는 지하구조물(매설물)

- 기설관거은 파선으로 표시하고 정비관거는 실선으로 표시

- 유입관거 표시는 유향의 좌측에서 유입하는 경우 좌측으로 유입선을 표시하

고 우측으로 유입하는 경우 우측으로 유입선 표시 및 하수관거별 기호 표기

⑤ 구조물 상세도 : 적정 축척 사용

(4) 정비대상 하수관거별 기호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체교체 : 합류식 관거 전교-합 , 우수관거 전교-우 , 오수관거 전교-오

② 부분교체 : 합류식 관거 부교-합 , 우수관거 부교-우 , 오수관거 부교-오

③ 전체보수 : 합류식 관거 전보-합 , 우수관거 전보-우 , 오수관거 전보-오

④ 부분보수 : 합류식 관거 부보-합 , 우수관거 부보-우 , 오수관거 부보-오

⑤ 병용관거 : 합류식 관거 병용-합 , 우수관거 병용-우 , 오수관거 병용-오

⑥ 배수구역 변경관거:합류식관거 변경-합 ,우수관거 변경-우 ,오수관거 변경-오

⑦ 신설관거 : 합류식 관거 신설-합 , 우수관거 신설-우 , 오수관거 신설-오

⑧ 기존관거 : 합류식 관거 기존-합 , 우수관거 기존-우 , 오수관거 기존-오

6)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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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등과 시공절차,방법,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

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

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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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기성지급,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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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

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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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예산서

(1) 예산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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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

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

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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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16) 신설·개량되는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절대측량에 의한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공공측량 

성과 심사를 받아 서울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GIS DB 서버에 탑재될 수 있도록 측

량비 및 공공측량 성과심사비용을 반영한다.   

 (17)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용지도, 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①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

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

는 당초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될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기사항

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

을 기입한다.

나. 지적도상의 토지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

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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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

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조사대상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② 대상의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서류를 작성․제
출하여야 한다.

9)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 표준으로 공고된 건설 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3)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

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⑤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

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설계심의(자문회의) 자료

에 명시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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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6.3 납품

-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납 품 목 록 수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1식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 발주기관의 분리발주 필요시 성과품내용은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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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천정비사업 과업내용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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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본 과업에서는 발

주기관인 ○○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도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방 하천인 ○○천에 대하여 도시거주 주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 등 삶의 질 

향상과 하천생태계 및 하천문화의 보전 등을 위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함

으로서 하천의 기능인 이수·치수·환경은 물론 문화·예술·체육을 조화롭게 함은 물론 자연하천

으로의 복원 또는 개량을 통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명력 있는 하천

으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청정한 하천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건강하고 살

아있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범위

과업의 공간적 범위는 ○○천(L=3,150m)으로 하고, 횡단적 범위는 하천구역 내에 있는 하

천부속물을 포함한다.(제내지는 제외함.)

(1) 하천명 : ○○천

(2) 하천연장 : 3,150m(◇◇구 ○○동 41번지～ ○○동  ○○번지)-복개구간 제외

2) 과업의 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① 자료 및 현황조사

② 하천측량

③ 용지 및 지장물 조사

④ 하천현황 및 수리검토

⑤ 환경현황 조사

(2) 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설계조건 검토

(3) 하상퇴적토정비에 따른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구간 검토

(4) 실시설계

① 생태환경조성 설계

② 식재설계

③ 하도정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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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둔치부지 환경 계획

⑤ 하천시설물 설치방향

⑥ 유지유량 확보시설 및 수질개선 시설 설계

   저수로 구간 유지용수확보 검토(주변 지하철 역사, 대형빌딩 지하수 유입방안 등)

⑦ 자연형 하천 복원후 수방대책 및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강우에 따

른 하천수위의 변화 및 상관관계와 조치계획(하상유지관리 등) 검토.

⑧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및 분류식 초기우수 안전처리대책 강구.

(5) 하천정비에 따른 수리․수문 검토

(6) 성과품 작성 및 납품 

3) 과업의 기본 원칙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1)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안양천외 17개 하천정비 기본설계에서 수립된 하천환

경계획을 토대로 과업 대상하천의 자연환경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하천환경정비 계획

을 수립하고, 제시된 세부계획에 따라 상세 실시설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하천

정비 기본설계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결과 기본계획의 변경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한

다)

(2) 치수적 안전도가 확보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국내․외 자연형하천 환경정비사업 시범사례 등을 조사하여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계획으로 하되 경제성, 시공

성, 유지관리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수리 및 생태적으로 상․하류가 연계되도록 계획하며, 시설물설치도 기존 시설물과 연계

하여 유지관리가 원활토록 하여야 한다.

(6) 하천정비종합계획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7) 유역의 지류 및 차집관거 등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을 조사하여 환경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4) 과업기간 :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1) 과업기간이 ○○개월이나 발주기관의 조기공사 발주추진 등의 사유로 성과물의 일부를 

조기제출토록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 또는 그 위임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

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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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치도 : 별첨 위치도 참조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

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용역 수행자의 교체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하도급 사항

7) 공공측량 계획

8)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 시행한 기본설계에 대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자치구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

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① 착수보고서(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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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포함

④ 내역서

⑤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의 정보입력 결과(舊 위탁관리기관의 계약현황 필증)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①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

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

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인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포함)

(2)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작성하여 제출한 참여건설기술자의 투입계획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4)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5)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6)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7)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8)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본설계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②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③ 자문회의시

④ 성과품 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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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준공시

⑥ 공정보고시

⑦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

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관련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③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④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⑤ 참여기술자 현황

⑥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3)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②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③ 주요계획서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④ 주요 민원발생 시

(4)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3개월 

단위로 제출하되 과업 착수후 3개월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

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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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

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

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

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

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 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

정, 보완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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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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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며 계

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

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0.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등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실시설계 준공 2개월 전에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설계심의 시 실시설계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만 작성)

(2) 서울디자인위원회의 디자인심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 이전에 받아야 한다. 

(3)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

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디자인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

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하고 디자인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심의결과 반영

계약상대자는 심의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

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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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자이너 참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1조에 의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

계과정 및 자문회의 등에 '디자이너'를 참여시켜 당해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도시미관을 제고시켜야 한다. 

11. 신기술의 도입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

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

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2) 신기술을 반영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공사비가 100억원 이상)나 건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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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

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3. 타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

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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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 사항

  (1)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고듭 관리지침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

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

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

하여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5. 과업내용 변경 

1) 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

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

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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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

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7.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8.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

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9.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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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20.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

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21.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1)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계약 후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과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수치지도 및 지적도

(2) 과업대상지 및 주변 하수관망도

(3) 해당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및 지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4) 대상지역의 도시계획 관련자료

(5) 주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

(6) 기타 필요한 자료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

용할 수 없다.

2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본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

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한다. 

2) 본 설계 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관련계획 등에 의거 수행한다.

(1)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2)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국토교통부)

(3)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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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목공사 표준일반 시방서(국토교통부)

(6)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7)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국토교통부)

(8)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9) 도로조명기준 KSA3701

(1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1)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12) 한국산업규격(KS)

(13)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1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

(15) 일반도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16) 일반도로구조물 표준도 및 국토교통부  각종 표준도

(17) 서울특별시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18) 서울특별시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9)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20)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21)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2)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23)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서울특별시)

(24)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6)「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27)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서울특별시)

(28)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9)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30)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31) ○○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

(32) 안양천외 17개 하천환경정비 기본설계(서울특별시)

(33)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35) 건설기술진흥법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 시행규칙

(36)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37) 도시교통정비촉진 법

(3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9) 도로법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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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하수도법

(42) 하천법령

(43)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

(44) 전력기술관리법

(4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6) 자전거이동 활성화에 관한법률

(47)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48)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

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3. 준수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

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

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

다.

(4)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

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활용방안 검토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6)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7)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 

(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작성(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수행지침 참고)

(9)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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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한 비용) 계상 : 안전관리비를 잠정금액(PS단가)으로 설계내역서에 포함
하여 작성

(11)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

해야 함(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비 계상) 

(12) 주민, 시의회 등 의견수렴 내실화로 민원발생 최소화

(1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공사중 설계변경 요구사항 사전 방지

(14) 동일 또는 유사공사의 사고사례 조사 및 안전대책 수립 의무화

(1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7) 발주기관과 시공자간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8)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9) 계획에 따른 치수안전도 검토

(20)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 계획으로 하되 경제성, 시

공성을 검토

(21) 주변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한 계획

(22) 하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검토 및 용수 공급방법 설계와 중수도 활용방안

(23) 하천 제외지의 하수도시설 정비방안 검토

(24) 강우월류수 및 초기우수의 처리방안 검토

(25) 우리시 「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

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

(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6)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 기타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



- 853 -

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

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조 사 업 무

1. 조사항목

1) 현장조사 

2) 하천측량

3) 지장물 조사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4) 지반조사 및 실험

5) 구조물 조사(하천내 차집관로시설물 조사 포함)

6)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7) 용지 및 지장물 조사

8) 하천환경조사

9) 하수관망 및 유역 유출조건 조사

10)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2. 현장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

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장조사 시에는 반드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지점 등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구조물 계

획시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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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천측량

금회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하천환경정비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실시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

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공인기관의 보정․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2) 지형현황측량

(1) 일반사항

① 지형현황 측량은 실시설계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측량 완료 

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형현황측량은 우리 구에서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수치지도(1:1,000)를 활용하고 지형

이 변화되거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곳은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맞게 보완하

여야 한다.

③ 지형현황 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지형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

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 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⑤ 지형현황 측량은 지정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접근로 및 인접도로

와 연결되는 구간)은 여유 있게 측량(자전거 도로 연결, 접근로 등의 시설물 계획시 

필요한 구간 포함)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주요시설 등에 대한 지형 지

물 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① 삼각측량은 국립지리원의 삼각점 성과표 또는 서울특별시 지적삼각점 성과표를 이용

하여 시행한다.

②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노선측량 또는 공사 중에도 이

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계획노선 부근에 기 설치된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을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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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①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노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평판측량 및 제도

① 평판측량은 도근측량에 의해 확정된 좌표를 도근점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도근점을 

중심으로 지형과 표고를 동시에 측량하되 시준시 시준 각도가 작은 지점은 도근점을 

이동하여 시준각도가 큰 도근점에서 측량하여야 한다.

② 평판측량의 범위는 금회 계획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범위로 측량하여야 하며, 축척

은 1:1,000으로 하여야 한다.

③ 측량대상은 지형, 지물의 형상과 지장물, 식생군락 등이 여실히 나타날 수 있어야 한

다.

④ 표고측정은 stadia에 의한 간접측정을 지양하고, 정밀한 표고가 되도록 측량하여야 한

다.

⑤ 지형은 포락지, 호안, 제방, 저수로, 사주 등의 구분이 명확하여야 한다.

⑥ 구조물 설치지점은 구조물 설계에 적용될 수 있는 상세한 지형과 표고로 측량하여야 

한다.

⑦ 평판측량의 제도는 CAD로 제도하여 최종 CD로 납품하여야 한다.

3) 중심선측량

(1) 중심선측량

① 삼각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② 중심선은 시점부터 50m간격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존지반이 급변하는 지점과 구

조물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2) 종단측량

① 기설치된 가수준점(T.B.M)의 성과를 이용하여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형현황 측량성과에 의한 표고와 지형을 기준으로 평면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배치

계획에 따라 중심선 및 종단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종단측량은 중심선 측점에 대하여 왕복측량을 실시하여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

여야 한다.

④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50m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수평 및 종단변화가 심

한 곳은 반드시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도면의 축척은 횡 1/1,000, 종 1/100 또는 1/200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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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종 1/200 또는 1/400으로 작성하여 수록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횡단측량

① 횡단측량은 매 측점마다 노선의 직각, 좌․우측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절토 및 성토고가 크게 예상되는 곳과 선형분리, 또는 확폭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

분한 폭으로 측량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이 있는 곳은 반드시 확인 후 조사하여야 한다.

④ 횡단측량 범위는 금회 계획이 원활하도록 충분히 측량하여야 한다.

⑤ 횡단형의 점간거리는 20m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측하

되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고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도에 표시한다.

⑥ 도면의 축척은 횡 1/100, 종 1/100으로 작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

⑦ 횡단도의 매 측점마다 측점, 지반고, 계획고 등 공사물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기

하여야 한다.

4.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 및 실험

1) 일반사항

(1)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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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

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4)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

게 정산하며 당초 가정한 토질이 실지와 다를 경우 이에 적합하게 설계 변경한다.

(5)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계약에 없는 공

종은 실비정산하고, 계약단가가 있는 공종은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된 기

존 조사자료 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7)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5×7")으로 촬영하

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전에 보링위치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하고,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를 설치하되 지장물 유

무를 확인한 후 시추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5) 암반측 시추는 NX로 하되 Core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6) 토사구간의 조사에서 시추(NX)대신 시굴(Test Pit) 또는 오거보링(Auger  Boring)이 필요

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7)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

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8) 도로주변에서 시추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시판, 안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교통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 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연약 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

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12)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의하고, 매 1.0m마다 또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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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13) 조사 중 채취된 흙 시료는 채취위치,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14) 암석코어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여

야 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

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지반조사시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의 보존 및 폐쇄방안은 서울시 지반조사편람 표준과

업내용서에 따라 시행한다.

(16) 시추결과에 의한 시추 주상도는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실내시험

흐트러진 시료와 모든 흙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함수비 시험  : KS F 2306

(2) 흙의 씻기시험  : KS F 2309

(3) 액․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4) 비 중 시 험  : KS F 2308

(5) 현장밀도시험 : KS F 2311

(6) 다 짐 시 험  : KS F 2312

(7) 투 수 시 험  : KS F 2322

(8) 전 단 시 험  : KS F 2343

(9) 압 밀 시 험  : KS F 2316

(10) 일축압축시험 : KS F 2314

6. 구조물 조사

1) 계획시설물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각종 구조물 중 계획시설물에 인접한 시설물은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상세한 현장조사를 하여 세

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

7. 토취장 및 사토장 조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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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한다.

8. 보상조사

1) 용지도 작성

(1) 용지도 및 지적도는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 임야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하

천공사는 제방선, 하천구역(하천법 제2조 제2호)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경계표지주는 설치 후 훼손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가 불가한 지역은 지형지

물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분할 측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후 보전을 철저

히 하여야 하고, 위치를 용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용지도에는 측점표시를 50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계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4) 용지도에 편입되는 토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

하도록 하고, 전필지의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지도에 가옥, 전주, 케이블, 가스관, 철탑, 가로수 등 각종 지장물의 위치를 현지와 정

확히 일치되도록 표시하되 지장물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누락

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1)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

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등 공부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는 표준

지 공시지가 자료 확인을 지장물의 경우는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등의 활용을 통한 과

학적인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분쟁 피해배상 사항은 환경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위해방지 시

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

여 정산 처리토록 내역서 작성 및 예산을 계상토록 함과 아울러 피해 예상지역의 물건

종류, 수량, 소유자, 피해예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건물 등 지장물이 일부 편입될 시에는 사전에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 등의 의견수

렴을 거쳐, 제외시키거나 또는 전체가 편입되도록 조정하여 예산낭비 및 소유자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4) 토지조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

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5) 토지 편입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로 표시하여야 한다.

(6) 토지공부상 지목과 현 이용 상황이 다를 때에는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각 이용 상

황별 용도 및 면적을 산출하고, 사진 촬영과 측량성과도 작성, 측량자의 자격수첩(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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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측량기사 등) 첨부 등 측량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7) 토지소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기재하여야 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는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8) 물건조서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류, 수

량, 상태, 소유자등을 완벽히 조사하여 기재하고, 지장물 기본조사서에는 지장물 등의 

면적 산출내역, 지장물 배치도 및 건물평면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수량, 지번, 

소유자등 물건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토지대장, 지적도(연결로), 토지등기부등본, 건출물 대장 등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토지, 지장물조서상 일련번호대로 편철)

(10) 지장물의 종류 및 수량이 많고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20m 간격 말뚝에 유색 노끈으

로 경계를 구분하여 지장물이 누락되거나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지장물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주 정착금 

등의 보상에 필요한 건축물 대장(무허가 건물인 경우 무허가 건물관리대장 또는 건축

연도가 표시된 과세대장)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 상이할 시는 동장의 거주 확인서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개 건물에 

건물소유자와 세입자등 여러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 거주면적(방, 

거실 등 면적표시) 및 실제 거주자를 조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2)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유지, 미복구(미등기 포함) 토지는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9. 하천환경 조사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하천수질상태, 하상 구성재료, 하천서식 동・식물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해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 

있게 작성한다.

(1)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생물상은 해당 하천구간에 대하여 식물상, 어류상, 곤충

상, 양서․파충류, 조류, 기타의 동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생물상중 어류는 상류, 하류에 대한 탐문, 문헌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어류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한다.

(3) 생물조사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동참시켜 조사하되 식물의 경우는 다년생식물, 수

생식물, 정수식물과 같은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주요 군락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군락이

외의 지역은 표본조사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수변조사는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를 검토하여 환경공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생물조사 등 조사시기에 따라 종류 및 특성이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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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들어 발주기관과 조사 시기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 수질조사

(1) 대상하천에 대한 수질조사는 하천설계기준(한국수자원학회, 2005), 제12장 하천환경조사

를 참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질조사는 하천설계기준의 조사지점 선정시 고려할 사항, 환경부에서 운용중인 수질측정

망 지점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결정한 후 다음 항목에 대해 시행한다.

① 수질조사

a. 하천수의 수질조사는 pH, 수온, BOD, COD, DO, SS, T-N, T-P, 대장균 군수, Cd, Hg, 

6가크롬, Chl-a등 13개 항목

b. 조사 지점 : 3개지점

c. 측정횟수 : 지점당 4회 실시

2) 저질 조사

(1) 저질 시료채취 및 시험은 하상의 웅덩이부분, 흐름이 둔화되는 구간의 오염된 곳에서 

채취하여야 하며, 채취 후 장기간 보관하지 말고 가급적 신속하게 시험에 임하되 시료 

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의 성분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별로 하상의 저질(심층)의 오염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① 조사항목 : 감열감량, 유화물, CODMn, T-N, T-P, 입도분포 

② 조사지점 : 3개 지점

③ 측정횟수 : 지점당 1회 실시

10.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조사 

(1) 서울특별시 One-PMIS(http://pmis.eseoul.go.kr), 정보소통광장((http://opengov.seoul.go.kr),

   국토교통부 건설CALS 시스템(http://www.calspia.go.kr)을 활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1. 하수관망 및 유역 유출조건 조사

   1) 대상 하천 유역의 우수관로, 오수관로 현황 및 장래 관망 정비 계획을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2) 과업 대상구역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강수 유출인자에 대한 상세 조사계
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조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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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조사

1) 공사 수행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계획시행시 예상되는 주변시설에 미치는 환경상의 문제, 경관상의 문제, 민원발생 문제 등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의 규모, 형식, 단면 두께 등 제원을 정확히 조사하여 철거방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3장  계  획  업  무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1) 제반 기본계획은 기 수립된 서울특별시의 하천정비기본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의 최근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입수하고, 각종 관련계획을 조

사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은 관련된 모든 행정구역별로 조사, 정리되어야 하며 인구분포, 토지의 이용과 최근 및 

향후의 토지이용의 변화나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반영하여

야 한다. 특히, 도시공원 계획이나 기타 하천 관련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3) 하천내 또는 하천변 도로건설, 하천횡 교량건설 등 하천과 관련된 도로계획을 면밀히 조사한다.

4)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천개수계획, 배수계획 등 치수와 관련된 계획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바탕

으로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과업 대상 지역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 침수 방지, 풍수해 관련 상위 관련 계획을 검토
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한다.

2. 기타사항

대상지역에 특별히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나 앞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종에 대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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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자연경관이나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특정지역(자연환경보전구역, 조수보호구역 

등) 지정한 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3. 의견 청취

1)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실시설

계안이 기본설계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주민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설 계 업 무

1. 실시설계

1) 일반사항

(1) 모든 시설물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최근의 신 공법을 검토, 분석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치수사업계획은 하천환경정비계획보다 우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저수호안의 공법 선정 시에는 자연형 하천정비계획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질정

화 기능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실시설계시 측점 표기는 상류에서 하류로 오름차순으로 표기하고, 상류에서 하류를 향

하여 좌․우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주요시설물(교량, 시․종점)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측점을 도면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차집관거의 부속 시설물(맨홀, 우수토실)은 하천 수위 상승 등에 대비하여 하천수가 유

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진입도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하천내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은 홍수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홍수시에도 안

전하게 설치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하천내 각종 시설물(여울, 횡단교량, 진출입로 등)을 신설하는 경우 홍수위 변화에 따른 

제방의 안정성(제방고와 제체)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유출량 산정시 유출해석용 범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2)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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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2)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자연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

고 물리적, 생태적 잠재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의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3) 생물 이동통로 개념과 수경녹지축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인근지역 연계)

(4) 조성되는 친수공간이 홍수기에는 잦은 침수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

내 식재계획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둔치의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5)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 하상이나 호안, 둔치고를 설정하고, 하천정비(시설물 포함) 

및 생태복원계획의 수립도 동일 하천으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6)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계획 범위(제방의 보축 및 보강계획, 하천공간계획 등)

를 정하고, 단계별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7) 도시하천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용자 측면을 고려한 접근계획

을 수립한다.

(8) 수변 동․식물(어류, 양서류, 곤충, 조류, 수생식생) 서식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성범위와 

방안을 제시한다.

(9) 이용자들의 자연관찰을 위한 방법 및 시설물 계획을 제시한다.

(10) 생태계보전 및 복원으로 자연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11) 하천의 생태적인 환경조건 및 주변의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구

역과 생태를 보전해야 하는 구역을 구분하고, 각 구역별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

다.

(12) 필요시 하천유지용수의 공급방안을 제시한다.

(13) 호안공법의 선정 시에는 수생태계에 유리하고, 수질정화목적이 탁월한 공법(수질정화

식물 등 포함)에 대해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설계하여야 한다.

3) 하천개수공

(1) 축제공

① 축제지역 조사

a. 축제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지반조

건을 조사 한다

b. 기성제방이 설치 되어있을 경우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그 부위를 축제 부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토질상태, 기존제체의 안정성, 기존호

안 활용가능 여부, 법면의 식생상태, 기존구조물의 노후상태 등 검토)

c. 잡목, 잡초, 유기질토 등 직접 성토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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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하천환경의 보전상 주요군락(예: 수목, 초목, 갈대, 억새풀, 갯버들 등)이 있는 경우 

군락의 위치와 범위, 군락 종류 등을 조사한 후 자연생태계 및 환경보전 상 필요

할 경우는 이․치수상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e. 지류 합류부의 축제계획은 본류의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여 지류 축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f. 제방이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향후 안전한 제방역할을 감당할 수 있

는지의 여부와, 도로기능을 제내측으로 변환하고 제방의 본래 기능만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g. 도시지역 등 지역적 제약여건으로 흉벽(Parapet)으로 부득이 축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h.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형성되었던 하도가 차단된 지역 또는 홍수시 제내측으로의 용수 또는 지하수상승

현상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 지반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i. 제방의 시.종점부가 산지에 접할 경우 접할 산지부분의 여건조사

j. 하천 선형의 사행정도 조사

k. 하도의 하상변동 가능성 및 세굴, 퇴적실상 조사

② 축제의 선형(도상)

a. 축제의 선형은 기본적으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의 선형 또는 급류부, 완류부 등의 

특성에 알맞는 선형을 유지하되, 자연형(홍수흔적, 과거의 하천형태)에 최대한 가

깝도록 하며, 유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고, 하천 

생태계의 서식 보전이 가능한 선형이어야 한다.

b. 계획하폭 및 축제선형은 계획홍수규모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 경관, 친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c. 축제 선형의 중심선은 계획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d. 지류 하류부의 선형은 가능하면 예각을 유지하고,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도류제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축제단면

a. 제방단면은 계획 홍수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침윤, 제체의 활동, 

파이핑, 세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b. 계획제방의 사면경사는 기본계획, 상위계획, 하천설계기준 등을 비교 검토하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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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야 한다.

c. 지류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계획고는 본류의 제방계획고보다 가급적 낮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d. 하구부와 같이 파랑이 예상되는 경우의 계획제방고 및 제체단면 규모는 파랑, 파

고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 흉벽의 설치는 수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가급적 적

용을 피하되 부득이 흉벽(Parapet)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흉벽 기초계획고는 계

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옹벽높이의 지상부가 가급적 1.0m이내가 되도록 한다.

f.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단을 제방 뒷 기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g. 제내지측 축제고가 4m이상, 제외지측 축제고가 6m이상일 경우는 소단설치를 검

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h. 제방의 침하를 감안하여 연약지반에서만 더돋기를 계획하여야 하며 더돋기의 높

이 등이 표시된 단면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i. 제내측의 원활한 내수처리와 제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제내지 측의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한다. 

j. 기존 제방의 경우 사면 경사가 1:4 보다 급할 때에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잡목 또는 

수림, 군락지역은 벌개제근을, 잡초, 유기질토 등의 기존제체의 겉 표면은 표토제

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k. 생태계를 고려하여 유지관리 및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둔치는 가급적 존치하되 

부득이 둔치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둔치 정리 절취단면은 배수가 용이한 횡경사

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l. 둔치를 토취장으로 이용할 경우는 토취계획 평면도 및 종․횡단면도를 별도 작성하

되 하천환경 변화를 최소화하고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m. 벌개제근된 나무뿌리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n. 제방상단(둑마루)에 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드레일 등을 검토하여 추락에 대한 안

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방축조

a. 성토용 토사는 하상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부 토취장 확보

가 어려워 하상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는 하상변동 및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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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토취장은 현지의 관계인, 지주와 협의하여 사용범위, 진입로, 승낙여부 등의 필요

한 사항을 서면 확인(사용승락서)한 후 성토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

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c.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축제용 토사가(건조밀도 1.5kg/㎥이하)근거리에 있을 경우 양

질토와 혼합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d. 토취장 복구비용,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철거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 성토의 다짐율은 일반적으로 90%(현장 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 상태의 최대건조밀

도와의 비)이상 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9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호안공

① 호안은 제방이나 하안이 유수에 의한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되 하상내 호안재료원의 존재 유무, 호안의 중요성, 공사기간, 시공성, 미관, 경

제성, 내구성등과 하천규모, 하천경사, 수심, 하상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

정하여야 한다.

② 호안공법은 제방사면의 소류력을 계산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돌붙임, 블럭붙

임, 돌망태, 자연석(조경석)쌓기 등 여러가지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

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호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

해 자연석, 목재, 나무가지, 천연섬유 등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공법의 적용 여부에 대

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④ 호안의 법선은 유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시뿐 아니라 홍수시의 흐름방향도 감안하며 설계하여야 한다.

⑤ 호안의 높이는 설치공법, 설치장소의 수리조건,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고수호

안의 경우는 계획홍수위까지, 저수호안의 경우 홍수터에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수호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a. 특별히 중요한 제방

b.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c. 급류하천(수면경사  1/200 이상)

d.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e.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⑥ 호안의 파괴는 호안의 기초부분의 세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하상에서 1.0m 

이상 유지되도록 하되 계획하상에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호안의 근입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충부로써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보 및 낙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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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하류,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하천에서는 더 깊게 설계하여야 

한다.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                                          (단위 : m)

하 상 재 료
홍수시 하안의 유속
3m/sec 이상 3∼2m/sec 2m/sec 미만

조약돌 이상의 입경

자갈 정도의 입경

잔자갈 정도의 입경

1.0

1.5

-

0.5

1.0

1.5

-

0.5

1.0

⑦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유수의 직진

성으로 인해 저수호안비탈머리 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한다.

⑧ 호안의 기초부분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밑다짐공(섶침상, 목공침

상, 콘크리트 블록, 사석공 및 돌망태공 등) 은 소류력을 견딜 수 있고, 하상변화에 

대해 굴요성이 있어야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큰 종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호안은 제방 성토재 또는 뒷채움 토사의 토압 또는 수압, 토사의 유출 등으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⑩ 사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사석의 중량을 

산출하되 하상변동에 의해 사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⑪ 블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비탈멈춤공을 반드시 설계하여야 한다.

⑫ 밑다짐 사석을 시공할 경우 사석의 높이는 당해 공사구간 하천의 수위를 조사하여 

최소한 상시수위보다 0.5m이상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비탈경사는 1:1.5, 폭은 중소

하천에서는 3.0m이상, 대하천에서는 4.0m이상(최소두께는 1.5m이상)되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3) 배수구조물

도심지역의 배수구조물은 지형적인 여건(제내의 도로이용, 가옥밀집)등을 고려하여 적절

한 위치에 경제성, 시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수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 (유

역이 큰 경우 1/25,000지형도 이용), 집수면적, 배수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필

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도 선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계획지점

의 유입수로 규격, 유입수로 상류측의 구조물 제원 등을 조사하여 배수문의 단면을 

결정한다.

② 배수구조물은 유수작용에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근의 호안이나 구조

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하상이나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

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문설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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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수충부나 연약지반을 피하여 하상이 안정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배수구조물의 단면은 집수면적내의 강우량, 본류와 내수의 유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하되, 유입수로 및 유입수로 상류측 

구조물의 규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내유속은 최대 3.5m/sec 이하로 하고 

토사나 이물질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 최소 D=1000 m/m 이상의 규격을 사용

하도록 한다.

(4) 보

① 보의 위치는 설치목적, 취수구의 위치, 구조상의 안정, 공사비 및 유지관리의 편의 등

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즉, 용수수급지까지 도수하는 데 필요한 취수위가 확

보되어야 하며, 만곡부는 피하도록하고 유속의 변화나 유수에 의한 하상변화가 적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곳,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충분한 하폭을 가진 

곳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형식은 홍수소통능력, 취수위 및 취수방법, 구조적인 안정성, 공사비의 경제적 타당성, 

완전 차수의 필요성 여부, 세굴 상태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최적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③ 보의 평면배치는 되도록 유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일직선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보 설계시 구조물 도면의 작성 및 지반조사는 배수구조물공의 내용에 따라 설계하도

록 한다.

⑤ 보를 설치할 경우 저수로부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고려하여 가동보의 접합부(콘크리트

구조물)가 하도안측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부체도로

① 제외지 측에 설치하는 부체도로는 가능하면 유수의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며, 제외

지 측의 공간이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장애인 진입시설 등을 검토하여 안정성이 확

보된 곳에 한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② 부체도로의 최소 폭은 3m로 하고 종단경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내를 

유지하며 횡단경사는 1:2를 기준으로 한다.

4) 포장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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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

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

요하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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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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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

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

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

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

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

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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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6) 가시설 설계

(1)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2)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계하여

야 한다.

(3)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

막이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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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토록 설

계하여야 한다.

(5)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으

로 설계하여야 한다.

(6) 공사 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구조물 설계

(1) 도로

① 도로 노선설계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도록 

한다 

② 주요 구조물은 설계조건, 시방서, 지침서에 따라 개략 구조계산 및 기존의 허용지지

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보도 설계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및 도로노선 계획에 준하여 설계조건, 시방서, 지

침서에 따라 형식 및 폭원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에 반

영하도록 한다.

⑤ 구조물 설치상 부득이 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시설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설계등급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⑦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⑧ 활하중 적용시 지상구조물은 DB, DL 보도의 군집하중 등을 잘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⑨ 토압은 벽면에 작용하는 분포하중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2) 구조물 설계기준

제방고는 계획 홍수위에 다음과 같이 여유고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 (m) 비 고

200 미만 0.6 기준 변경시

200 이상 ～ 500 미만 0.8 변경내용 적용

500 이상 ～ 2,000 미만 1.0

2,000 이상 ～ 2,000 미만 1.2

5,000 이상 ～ 5,000 미만 1.5

10,000 이상 2.0

8) 옹벽설계 

(1)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



- 872 -

영하고, 균열발생을 수축Joint부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2) 옹벽설계시 Joint Filler 설치 재료, 규격 등의 상세도와 부등침하대책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한다.

(3)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8) 기초설계 

(1) 기초형식 

①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 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

초형식을 결정한다.

② 토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마찰력, 액상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2)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

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9) 암거확장계획

(1) 복개구조물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설치구간의 전력선, 통신선, 도시가스선, 차집관로,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

물에 대하여 사전에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하천환경정비공

(1) 공간환경 계획

①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둔치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

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정비가 되도

록 계획한다.

② 둔치 및 저수로 계획 수립시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④ 여유 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

양화를 창출한다.

⑤ 저수로의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

립한다.

⑥ 저수호안의 공법은 기 시행된 환경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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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둔치 계획

둔치의 정비는 다양화를 도모하되 특히,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① 하도의 사행 특성을 감안하여 좌․우 양안 둔치를 계획하되 대칭형 선형을 지양하고, 

물터의 폭과 높이를 다양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수목식재는 홍수소통 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둔치내 종단방향으로 식재기준에 따

라 계획한다.

③ 둔치내에는 가급적 운동시설 등 인위적 이용시설은 지양하고, 정서적인 이용이 가능

한 공간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④ 둔치에는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되 홍수시 침수되어도 훼손되지 

않고 소류력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한다.

⑤ 산책, 휴식 등의 활동수용을 위한 휴게공간과 시설물의 설치종류 및 수량은 하천의 

물 흐름과 이용인원을 예측하여 적정수량으로 설계한다.

(3) 하도정비 계획

①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

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

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② 둔치 및 저수로 계획 수립시 계획된 토공형상이 유수흐름에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는 기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

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④ 홍수류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역 부근에서는 어류 생태계의 

서식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

다.

⑤ 여유 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

양화를 창출한다.

⑥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의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의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4) 환경정비공

① 하도내에 생태기능 증진 또는 개선을 위한 여울, 징검다리, 자연정화시설, 수제 등과 

같은 시설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민들의 이용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를 설계하여야 한다.

③ 하천에 연결된 토구, 차집관거 우수토실등 하수관거로 인하여 하천 이용시민에게 악

취, 심미적인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기존 하수도 시설물 정비 계획을 실시설계

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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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재설계

①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

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생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② 식물식재는 계절별 특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므로 식물종별로 질감과 생태적 특성, 

식물의 형태와 색채를 고려 시각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식재 설계시 초화류와 수종별로 적합한 식재 밀도와 간격을 유지하여 조화롭게 식재

한다.

④ 저수로 식재 수목의 경우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⑤ 식물종 선정은 식재지의 수변환경조건에 잘 적응하며 홍수시 침수 이후에도 생육이 

가능하고, 물 흐름에 방해가 적어야 하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생물서식 기능이 우수

한 종을 선정한다.

⑥ 수질정화 기능이 있는 침수식물과 정수식물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6) 하천변 초지군락 조성

① 하천변 습지식생의 구조를 고려하여 분포역에 의한 식생유형 구분 후 기존의 양호한 

하천변 식생은 보존하고, 식생이 훼손된 지역은 식생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천에 자생하는 식물종 위주로 식생구조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제부에는 유수, 침수에 적응할 수 있는 하천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 하단부는 기존 저수호안의 치수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생태적 재생

이 가능하고, 수류에 따른 퇴적 특성을 고려한 식생호안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수중․둔치 생태계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수중․수변 및 둔치 생태계의 연계성 회

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⑥ 수류의 영향이 적은 퇴적구간에는 갈대, 줄 등의 습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생식물 군락 

형성을 유도하여야 한다.

⑦ 다공질의 친수호안에 식물을 식재하여, 어류서식처를 제공하는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

다.

(7) 하천환경 유지관리 계획

하천환경정비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확보

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하천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한다.

① 이용시민의 편리 및 학습효과 도모를 위하여 안내판, 수목표찰 등의 안내시설을 설치

하며, 설치수량은 이용공간에 따른 이용자수를 예상하여 결정한다.

② 본 사업시행시 계획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사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하여 하천관리자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유지용수공

(1) 수량확보계획 수립

① 유역내 토지이용, 물이용 전망 등을 예측한 후 하천의 수량, 수질 및 취․배수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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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기상 및 토질분석을 통하여 손실량을 산정하여 목표유량을 설정하여야 한

다.

② 목표유량 설정후 건천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유량확보방안을 수립함

으로서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③ 수환경은 필요시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 확보계획과 수질 개선계획으로 구분하

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수질 개선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료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⑤ 유입수의 수질개선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하천 제외지의 하수도 시설을 조사하여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을 수립하며, 특히 우천시 합류식하수도 월류수가 유입될 경우 CSOs 처리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우수관거의 경우 초기우수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가중될 경우 초

기우수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목표유량공급시 하천의 각 구간별 유속과 수심을 검토하여 목표유량의 타당성을 검

증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목표유량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유지용수 확보 시설계획

① 송수시설

a. 송수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용지확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

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직00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계획, 지

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송수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

여야 하고 기존구조물,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시에는 기술적 타당

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c. 송수관로의 토공유용계획은 가능한 한 단위구간별로 하여야 한다.

d. 송수관로의 통수능력 검토와 운영시 관로사고의 간접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지점

에 유량계 설치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e. 송수관로구간에 있어서 지반의 고저차가 심하거나 다른 배수구역의 높은 지구에서 

낮은 지구로 항상 배수하는 경우 등 수리 및 수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압시설의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관로 안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f. 압송방식의 송수관로 관경은 펌프장 공사비, 관로공사비, 전력비 등의 유지관리
비를 감안하여 LCC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g. 압송방식의 송수관로의 수충격(Waterhammer) 현상 발생 여부를 검토하여 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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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밸브류 등의 부속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수충격 방지시설을 반영하여야 한
다.

12) 기타 부대시설 설계

(1) 도로표지판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은 내

구성과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도로표지판 체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도로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등)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교통

부 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3) 교통관리시설

교통관리시설(도로표지, 교통신호기, 차선도색 등)은 도로교통법령과 경찰청의 교통안전

실무편람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차선도색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시경찰청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5) 난간 등

난간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인 후 설계한다.

(6) 충격완화시설

돌출구간의 안내 및 충격 완화시설과 장애물 표지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의 충격흡수시설편과 시선유도시설 중 장애물표지의 설치방안 등을 참고하여 실시설계

도면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7) 본선과 측도 접속부 및 유출입부의 차선도색은 교통류의 혼란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표

지병, 안내표지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관련시설의 설치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시공장비, 작업공간, 고압선 등 시공장비 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을 포함하여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

블, 송유관등)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장시설물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장물 이설공사 순서를 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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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여야 하며,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

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14).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공사비  증액 및 

공사기간 연장 방지, 민원 최소화 방안,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반영 해야 한다.  

15). 건설공사 안전사고 방지 대책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지하위험 시설물 인접공사시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6)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구조물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

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

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17) 유지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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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지

침서를 제출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8) 공사 실명제

(1)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②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CD)

③ 주요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19) 수리·수문 종합평가

(1) 각종 설계 완료후 이들 시설을 감안한 수리․수문에 대한 최종 종합진단을 시행하여 평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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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서울특별시 설계용역관리편람” 및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2005)”에 의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3) 종․평면도의 작성

평면과 종단은 동일평면상 평면을 상단에 종단면을 하단에 작성한다.

4)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5) 설계도의 규격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 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도한다.

6)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1) 표지, 목차

(2) 표준단면도(BOX, 우수토실, U형 등), 종․평면도, 횡단면도

(3)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 가시설도 및 상세도(필요시)

(4) 교통처리계획도(공사 중 포함, 필요시), 기타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종합보고서 작성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주민등록번호,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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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8) 조사 및 분석(측량, 지장물조사, 유사사례조사, 토취장 및 사토장, 동일 또는 유사 공

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조사, 기타 등)

(9) 계획(전 단계 성과검토, 노선계획, 구조물계획, 설계기준작성, 관계기관협의, 기타)

(10) 실시설계 내용(설계기준 및 조건, 토공, 구조물공, 부대시설, 기타)  

(11)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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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월

종 합 사 후
평가시 활
용토록 상
세하게 작
성

(12) 사업비

(13)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승인된 설계

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

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3)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

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

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2) 주요구조 및 수리 계산서 작성

(1) 구조계산서에 포함될 사항

① 개요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③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④ 구조계산 (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

단면적,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⑤ 가시설 (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



- 881 -

응력검토, 안정검토)

(2) 구조계산서 작성 방법

①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

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

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Program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 수록한다.

③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MIDAS Civil, ABAQUS 등)이 아닌 경우에는 Program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한다.

④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Program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 자료는 별책 부록으로 하

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

결과(최대․최소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

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

록한다.

⑤ 가정 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 임을 표시하고, 시공시 확인

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⑥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⑦ 구조계산서각 쪽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

명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서 작성

① 하수배제를 위한 수리계산

1)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를 위한 수리계산을 하고 필요한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

다

2) 수리해석 또는 수리계산용 범용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확인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② 기존관의 관경 검토

하수(우수, 지하수 포함) 배제에 따른 연결지점의 기존관에 대한 관경의 적정여부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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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야 한다.

③ 사용공식

수리계산서에 사용하는 공식은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및 서울특별시 하수분야업무처

리지침에 따른다.

3. 설계도면 작성

1)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표지, 목차

② 일반도(1/50 - 1/500 : 표준횡단면도 등)

③ 노선 종․평면도(H=1/1000, V=1/500)

④ 토공 주요 횡단면도(1/100 - 1/200)

⑤ 주요 구조물 일반도(1/50 - 1/200)

⑥ 주요단면 구조상세도(1/10 - 1/200)

⑦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2) 설명문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계산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한

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다.

(6)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 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

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

(7)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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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명을 표기한다.

(8)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고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도록 

한다.

(9) 도면의 작성 기준

설계도면은 KSA0005(제도통칙)과 KSF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10) CD 작성기준

①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 CAD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에 사용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

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 고 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

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 산 서  :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

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다.

2) 표준도의 작성

표준단면도는 차집관거, 우수토실, 맨홀, 청소용 투입구,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

성하며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한다.

3) 평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500 또는1:1,0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단 종평면도상의 평면도는 1:500

으로 한다)

(2)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① 관거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

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② 관거의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③ 제반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

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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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단면도 작성

(1) 축척

종단도의 종축척은 1:500, 횡축척은 1:1,000으로 한다.

(2) 종단면도에 표시될 사항

① 종단곡선 구간에는 곡선 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② 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규격,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

다.

③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④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⑤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등을 기입한

다.

5) 횡단면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2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

이 2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또한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등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 사

항을 기입한다.

6) 구조물도 작성

(1) 축척

축척은 1:10 ～ 1:100을 원칙으로 한다.

(2) 작성기준 및 표시사항

①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②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③ 가설시 주의를 요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의 도면설명을 명기한다.

④ 가시설이 필요한 구조물은 가시설 도면을 첨부한다.

⑤ 신축이음장치 위치의 구조물 상세도를 작성한다.

7) 가시설도 및 상세도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상세도 및 기타 

8) 교통처리계획도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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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장물도 작성

지장물도는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 도면을 작

성하고,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4. 공사시방서 작성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

료  등과 시공절차,방법,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

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

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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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기성지급,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방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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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

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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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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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설계예산서 작성

(1)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품    셈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인 경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

한다.

(8)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9) 견 적 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

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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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관리 전문가 참

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의 작성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①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②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를 계상한다. 

 (16)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

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용지도, 지장물조서 및 인·허가조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사 작성

(1)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

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 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

을 표시 한다.

(2)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한다.

(3) 특기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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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등 )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특기사항2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

에 별도 기재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1) 조사대상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대상의 범위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조사한다.

(3) 지장수목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이식, 벌채구분)하여 기재한다.

3) 인․허가 도서 작성 및 제출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등 제반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7.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A0 ~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관련 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 또는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오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설계심의(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받

아야 한다.

5) 현장설명회 자료작성

   공사 발주시 사용할 현장 설명용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제출한다.

① 설계목적 및 배경

② 설계도서 내용

③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④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⑤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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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구분

성과품의 납품은 "발주기관"의 사전검토용, 설계심의용(필요시), 최종 성과품 납품으로 구

분한다.

2) 최종성과품 

설계심의용(필요시) 자료는 설계용역 6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 수

행완료 20일전에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 준

공일 까지 납품한다.

2.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부수

1)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1) 설계심의용(필요시)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1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지반조사 보고서 1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0부

실시설계내역서 10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부

․실시설계도면 10부

․공사시방서 10부

․유지관리 지침서 1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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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 성과품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실시설계보고서 20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20부

․지반조사 보고서 20부

․실시설계 예산서

실시설계설명서 15부

실시설계내역서 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5부

․실시설계도면
축소도면 15부

도면 5부

․공사시방서 20부

․유지관리 지침서 20부

․CD 5장 CD 작성기준참조

․지적도 및 용지도 5부

․용지조서 15부

․지장물도 5부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이 있거나 발주기

관 요구시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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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현황

   ◦ 1997. 09  : 설계용역관리편람(분야편) 제정

   ◦ 2002. 12  : 1차 개정

   ◦ 2007. 12  : 2차 개정

   ◦ 2009. 12  : 3차 개정

   ◦ 2011. 12  : 4차 개정

   ◦ 2014. 07  : 5차 개정[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토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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