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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설계용역관리편람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 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관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
법을 비롯한 건설관련법규와 규정 등을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어 설계용역관리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편람은 법적인 구속
력은 없습니다.

설계용역 관리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법령규정 등의 원문 일부를 수정・
발췌하여 작성되어 있으므로 사업 계획부서(발주부서)에서는 설계용역 계획, 발주
및 감독 업무 시 법률 지침․조례 등의 조문 및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
시기 바랍니다.

본 편람은 업무 절차의 표준(안)이므로 사업 계획부서(발주기관)에서는 사업의 여건,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관리업무를 위해 일반적인 기준, 절차 등 서울특별시가 갖는 사회적, 지형
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여건이 다른 타 기관
이나 부서에서 참고할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보완할 예정입니다.

TEL : 02-2133-8579
FAX : 02-2133-0745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 : http://infra.seoul.go.kr

주요 개정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신설(2014.6.5. 시행)
∙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
∙ 설계공모 의무화 : 추정가격 2.3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 사업발주 전 사업계획서 수립 :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방안 등

□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 방안
∙ 입찰방식 전환 : 가격입찰 → 설계공모
∙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심사 활성화
∙ 설계심사 투명성 확보
∙ 신진건축가 참여 기반 마련

□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 연면적 500㎡ 이상 공공 건축물
∙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 충족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 기준 마련
해체(철거)공사시 각종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지상4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높이 10m 이상 시설물 포함)
• 지하2층 이하 시설물의 해체공사(굴착깊이 5m 이상 시설물 포함)
• 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물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적정여부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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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 연면적 3,000㎡이상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1등급)
∙ 연면적 3,000㎡이상 전면 개․보수 : 녹색건축 인증 우수(그린2등급)
∙ 방재·방범 기준 적용
- 건물 전체 시스템과 독립된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기설비 및 방범․방재
시스템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도록 고려(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기준
-『 건축법』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예비인
증 및 본 인증 취득(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
∙ LEED 인증 기준 적용
-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수행하는 LEED BD+C기준의 LEED Silver 등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고, Gold 등급 이상을 권장(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 건축물 디자인 기준 적용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 전에 서울시민 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반영
∙ 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축물 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계
심의 시 철거계획을 심의도서에 포함

□ 설계시 지하시설물 확인 철저 이행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 사업 구간내 일정구간 줄파기 시행
∙ 사전조사 소홀 설계용역업체에 대한 제재 철저 이행

□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마련
∙ 방범/방재 시설강화 ⇒ 국내법 및 미국방화협회(NFPA)규정준수 등
∙ IB(Intelligent Building)인증기준 설정 ⇒ 1등급 취득 의무
∙ LEED 인증기준 설정 ⇒ Silver등급 이상 기준 만족
∙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디자인 등 ⇒ 현행『공공건축물 관련 지침』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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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1. 개 요
1.1 목 적
과업내용서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설계과업의 표
준적 지침으로서 설계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과업내용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과업내용서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분야 설계과업 중에서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한 설계과업에 적용한다.

1.3 작성시기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과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해당 과업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된 과업내용서를 용역발주 심의 전에 작성한다.

1.4 구 성
과업내용서는 개요, 일반지침, 기술지침, 성과품작성 및 납품, 부속서류 순으로 구성되
어 있다. 특히, 공사의 규모 및 성격, 공사시행시기, 용역수행방법, 기타사항을 감안
하여 해당 용역업무의 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삽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도록 한다.

1.5 적용방법
과업내용서의 작성기준은 각 설계단계별 일반사항과 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
성과품 작성 및 납품 등 표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사의 규모 및 성격,
공사시행시기, 용역수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업무의 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삽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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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기준
2.1 총 칙
1) 과업명
과업명을 기재한다.

2) 과업의 목적
과업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설계대상 시설물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2) 과업의 규모 및 내용
① 설계종류(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를 기재한다.
② 과업의 규모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발주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다.

(3) 과업기간
설계과업기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간 및 자문검토기간
② 각종 조사기간
③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Calendar Day)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산정은 본 편람 참조
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하여야 한다.
⑥ 과업기간의 변경 조건을 명시한다.

(4) 주요업무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③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④ 용역 수행자의 교체
⑤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⑥ 하도급 사항
⑦ 공공측량 계획
⑧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5) 공사사항
① 공사발주 예정시기, 기간을 기재한다.
② 공사발주 형태(입찰방법)에 대해 기재한다.
③ 공사의 예정공사비를 기재한다.(부대공사비 포함여부 표기)

(6) 위치도
과업구간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한다

4) 일반사항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 제25호 서식)
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을 발주기
관에 제출한다.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⑥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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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① 발주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협의 시기 및 회수를 기재한다.
(1차회의 : 계약 후 7일 이내)
② 발주기관의 공정보고방법 및 내용 등을 기재한다.
③ 작업일지 작성내용을 기재한다.
④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제출내용을 기재한다.

(4)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① 발주기관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의 종류와 관련기관, 부서를 명시한다.
② 관련기관과 협의(문화재, 철도 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기재한다.

(5) 설계검토 및 기술심의
① 설계수행과정 및 성과품 검토에 대한 발주기관의 검토시기, 검토방법 등을 기재한다.
② 기술심의가 필요한 설계과업에 대하여는 기술심의 명칭, 기술심의 기관, 기술심
의 기간 등을 기재한다.
③ 설계자문이 필요한 설계과업에 대하여 설계자문횟수, 시기 등을 기재한다

(6)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7) 과업내용 변경
①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
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
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
약담당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③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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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a.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b.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c.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d.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e.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f.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① 설계업무에 사용하는 재료와 제품 등의 시방규정에 대해 명시한다.
② 관급 자재와 사급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9) 신기술의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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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
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10)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
성, 수행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①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
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
체하여야 한다.
③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
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
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
약상대자에게 있다.

(12)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의 종류, 수량에 대해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 제공할 자료
의 보관방법, 사용방법, 반납일정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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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품질관리 방안
①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 품질관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실시하도록 한다.
③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기재한다.
a. 품질관리조직표
b. 설계점검 흐름도
c. 점검시기 및 횟수
d.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
e. 기

타

(14) 용어의 해석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a.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b.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c.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d.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e.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②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a. 한글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b. 외래어 맞춤법 (교육인적자원부)
c. 기본외래어 용어집
③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a.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
b.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c.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d.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④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a. 애매한 표현 배제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b. 주어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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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명확하게 기술
b)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명시
c. 약어사용
a)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b)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한다.
(a)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b)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c)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d)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e)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⑤ 성과품 작성시 서술 원칙
a.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b.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c.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d.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e.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f.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g.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h.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i.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j.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k.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l.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5)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
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②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③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6)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① 특기사항
a.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b.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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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c.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
행하여야 한다.
d.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
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②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a.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b.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c.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d.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시하여야 한다.
e.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f.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g.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i. 태풍․우기·동절기 등 이상기후 시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
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j.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k.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기본설계 설계심의결과 미반영된 사항, 자
치구 및 주민요구사항, 기타) 등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
히 수행해야 한다.
l.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
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
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m.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
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
록하여야 한다.

(17) 기

타

① 건설사업관리 대상여부를 명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기재한다.
② 발주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토록 명시한다.
③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에 대한 면접과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과
업내용서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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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기준 및 공사시방서
(1)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편람, 지침, 공사시방서 등을 명기한다.
(2) 적용기준 법규, 규정, 규칙 등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명기한다.
예) 발행처, 적용되는 문서의 발행연도 혹은 제․개정년도, 관리번호 등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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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
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
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
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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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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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심의 (설계자문)
(1) 기술심의 (설계자문)
① 건설기술진흥법 관련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
계수행단계(초기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및 과업의 특성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업에 대하여 심의․자문 횟수 및 시기를 기재한다.
② 발주기관은 기술심의(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기술심의(설계자문) 계획을 기술심
의(설계자문)시행 ○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기술심의(설계자문)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기술심의(설계자문)시
행 ○일 전까지 기술심의(설계자문)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설계자문)용 성과품의 표지에는 당해 성과품의 용도구분과 과업책임기
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그리고 발주기관 용역감독자의 확인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술심의(설계자문)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기술심의 및 설계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
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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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
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
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2.2 일반지침
1) 공통사항
설계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의 사항에 대한 용어, 적
용 요령, 책임 및 업무 구분, 용역 수행 단계별 업무 등에 관하여 서술함으로써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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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수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법규의 규정 및 계약서 등의 특기 사
항과 미비 사항을 검토․보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 용어의 정의
과업내용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관련법규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 법규의 규정이 없거나 미약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한도 내에서 용어를 선택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적용 요령
계약서와의 관계 및 설계에 적용할 기준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기재한다.

(3) 발주기관의 책임 및 업무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제
반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서술하며 특히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
여 용역의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제반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①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② 용역의 착수
③ 공정계획
④ 업무 점검표
⑤ 공정보고
⑥ 인․허가 및 승인
⑦ 하도급의 제한
⑧ 업무 연락
⑨ 회 의
⑩ 보 안
⑪ 계약서와의 관계
⑫ 추가 용역
⑬ 발주관의 승인
⑭ 대지 현황 자료
⑮ 기존 시설의 처리
⑯ 공사비와 예산
⑰ 설계 자문
⑱ 건설사업관리
⑲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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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자료수집
(1) 조사항목
다음의 조사항목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여 기재한다.
① 현지답사
② 측 량(현장위치, 지형 및 고도)
③ 지장물조사(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
④ 지반조사
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⑥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⑦ 배수시설조사
⑧ 소음, 진동조사
⑨ 구조물조사
⑩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⑪ 용지조사
⑫ 관련계획 자료조사
⑬ 기타조사

(2) 조사내용
① 현지답사
현지답사를 하여 교차로, 건물, 지형 및 각종시설물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
고 사진 등을 찍어 제출하도록 기재한다.
② 측량조사
a.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에 따라 시행한다.
b.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기재한다.
c. 하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
도록 한다.
d. 현황측량, 중심선측량, 종․횡단측량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측량의 종류와 특기
사항을 기재한다.
e. 측량도작성․축척 및 각종 측점의 간격 등을 기재한다.
f. 성과품(원도, 야장) 보관 및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g. 부지현황측량 결과와 지적도상 부지의 경계 및 구적에 차이가 없는지 검토 기록한다.
③ 지장물조사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
도록 한다.
④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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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사계획서의 제출시기,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기재한다.
b. 조사 진척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할 사항 또는 발주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
항 등을 기재한다.
c. 조사의 종류, 수량, 방법 등에 대해 기재한다.
d.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 조사현장에서 발생이 예상되
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에 대한 현장관리지침을 기재한다.
e. 조사결과에 따라 분석 검토된 사항 중 설계수행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
하여 기재한다.
f. 성과품의 보관, 작성,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g. 건축물의 주요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개
이상의 NX보링을 하도록 명시한다.
h. 건축물 예정위치의 보링깊이는 기초 하단부에서 최소한 기초구조물 최소폭 이
상의 깊이로 하도록 기재한다. (최소 지지층 하부 3m 이상)
i.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
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하도록 한다.
j.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⑤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a.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b.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
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므로 지장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교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a. 주차시설, 병목구간 및 지체원인 등을 조사하도록 기재한다.
b. 계획노선의 인근도로망을 조사하도록 한다.
⑦ 배수시설 조사
a.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구조물 확장계획, 폐구조물 처리시설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한다.
b. 용․배수로 및 하천의 상태,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기재한다.
⑧ 소음․진동조사
시설물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
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후의
소음․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기재한다.
⑨ 구조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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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설물 부근의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조사도 포함하도
록 한다.
⑩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a.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
량, 암굴착량, 성토량, 여유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b.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하도록 기재한다.
⑪ 용지조사
a. 과업에 따른 각종 법규 및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b.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하여 검토하도록 기재
한다.
c. 폐부지를 조사 기재한다.
⑫ 관련계획 자료조사
과업에 관련되는 서울특별시계획, 국토교통부계획 등 각종계획을 명시하여 발주
기관이 이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⑬ 기타조사
a. 기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b. 기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

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
c. 각 조사항목별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d. 계획지점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
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명시한다.
e. 건축부지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하여 민원 발
생유형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기본계획
(1) 각종 조사자료 검토 및 분석
사전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최적
의 설계조건을 추출하도록 한다.

(2) 기본구상
자료와 설계조건 등을 참작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발주기관 자신의 창의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도록 한다.

(3) 계획설계
여러 가지의 기본구상에 대한 최적의 대안들을 선정하여 기초적인 건축계획도면을
작성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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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설계 (기본설계만 발주시)
발주기관이 계획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자료를 참작하고, 발
주기관과 협의한 후 발주기관 자신의 창의로서 건축물에 대한 기본구상을 입안하고 기
본구상에 바탕을 둔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일반단면도
(2) 건축, 구조,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

5) 기본설계(중간설계) (기본설계 기완료의 경우)
(1) 기본설계 변경사항
기본설계가 완료된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과업내용서에
수록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시 자세히 검토하도록 기재한다.
① 기본설계시에 규정한 각종 조건의 변경사항
② 공사시방서, 설계기준의 변경사항
③ 관련계획의 변경사항
④ 기타 중요한 변경사항

(2) 기본설계 검토
기본설계의 성과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설계 등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
하도록 한다.
① 건축규모
② 평면 및 입면, 단면계획
③ 동선계획
④ 교통처리계획
⑤ 방음대책
⑥ 배수계획
⑦ 구조물형식 및 공법
⑧ 설계하중
⑨ 구조물설계
⑩ 연약지반설계
⑪ 시공계획
⑫ 유지관리계획
⑬ 지장물현황
⑭ 민원유발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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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시설계
발주기관이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중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
를 작성토록 한다.
(1) 부지안내도,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2) 구조도면(구조안전확인대상 건축물인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및 구조계산서
(3) 주차장평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
(4) 소방설비도(소방기본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5) 건축계획서(건축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건축물)
(6) 기타 필요한 설비설계도 및 계산서
(7) 공사시방서
(8) 공사비명세서
(9) 건축허가 신청서
(10) 공사공정표
(11) 유지관리지침서

7) 별도 추가업무 (필요시)
(1) 설계업무에 관련되는 추가업무
①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이외의 대관청신청, 수속대리업무
② 모형, 투시도, 사진영상물의 제작

(2) 조사, 기획업무
① 기획 및 경제성검토, 전일정의 검토
②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③ 부지측량, 지반조사의 협력
④ 조사, 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3) 특별업무
①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설계
② 단지계획설계
③ 전체 계획설계(마스터 플랜)
④ 사후설계관리업무
⑤ 리모델링, 인테리어, 차음·방음,방진, 3D 모델링, VE(Value Engineering), Fast track 설계,
흙막이 상세도 작성(굴토깊이 10m이상), 상세시공도서 작성,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
⑥ 음향, 공기조화, 기계장치, 건축자재, 구조, 설비, 에너지, 기타 특별한 기술적 연
구, 실험적 조사 또는 이화학적 실험

18

⑦ 특수분야의 설계, 평가, 자문조정업무
⑧ 건축물대장의 기재에 따른 현황도면 작성
⑨ 설계공모(현상설계)

2.3 기술지침
1) 공통지침
(1) 기본 개념
시설의 사회․경제․역사․문화적 역할 및 의의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각 시설별 특성
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구 조건 등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세밀하게 검
토하여 서술함으로써 설계자가 설계 개념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2)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 예측
사업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공간 요구조건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필요한 시설 및 용도에 의한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여 기술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한 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자
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용의 청사
(1) 공용의 청사 설계
청사는 국민의 공공시설로서 친숙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러 가
지 용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및 조형적 조화를 이
루어야 한다.
설계업무 등의 이행에 있어 지침에 따라 구조기준 등에 적합한 소정의 강도, 내구
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환경 등의 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치 계획 지침
배치 계획은 관련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및 사
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3) 토지이용 계획 지침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의 지역성, 공공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공간 요구조건(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토
지의 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4) 교통 동선 계획 지침
19

사업 부지 내부 및 주변 도로는 물론이고 시설의 규모에 따른 이용자의 범위에 대
하여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 이용자 및 대중 교통 이용자와 보행
자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5) 보행자 공간 계획 지침
공공 청사는 시설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
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공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한다. 특히, 보행자의 편익 시설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6) 소화 및 방재 설계 지침
내진 안전성 및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서술하고 재
해시의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한다.

(7) 기타 지침
① 에너지 절약, 사용 연한의 확보, 안전관리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하여 고려할 사
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② 연면적 10,000㎡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 건
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③ 건물지하에 발생되는 유출지하수(지하수 사용목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상태의 지
하수)를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화장실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하
여야 한다.

(8) 설계 세부 지침
각 개별실을 계획할 때는 정부청사시설규정에서 정한 사무실 면적을 기본으로 한다.
설계시 고려할 세부 사항 중 특히,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서술한다.
① 업무 환경의 향상
② 칸막이벽의 이동
③ 업무의 고도 정보화
④ 서비스의 집약화
⑤ 방재실
⑥ 차음, 소음 및 진동
⑦ 방풍, 단열 및 결로
⑧ 동 해
⑨ 채광 및 조명
⑩ 이동식 서가의 설치
⑪ 방 범
⑫ 출입문 및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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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시설
(1) 복지시설의 설계
증가일로에 있는 노인, 지체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교육, 재활훈련 및 전용 서비스공간 마련을 위한 복지공간이 되도록 한다.

(2) 배치계획 지침
① 도로와 부지현황을 고려하여 건물의 위치와 방향, 입․출구를 설정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진․출입은 노인 및 장애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 이러한 전체배치나 동선은 복지시설 이용자는 물론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
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세부설계 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각
시설물을 설치 계획한다.
① 재활상담실
② 집단활동실
③ 자원봉사자실
④ 수치료실
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에 적법하게 설계
⑥ 노인․장애인의 복지환경과 정신적 안정을 위한 조경계획
⑦ 방 재
⑧ 차음, 소음, 진동
⑨ 방풍, 단열, 결로
⑩ 채광 및 조명

4) 체육시설
(1) 체육시설의 설계
체육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지역의 특성, 대지의 선정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 성별 및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체
육시설을 선정한 후 대지의 선정, 지역의 특성 및 주민과의 연계성 등이 검토됨으로
서 보다 더 주민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배치 계획 지침
① 경 관
배치 계획은 관련분야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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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들이 참여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공시설로서 지녀야 할 특성인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및 사용자의 편익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② 토지이용 계획 지침
토지의 이용 측면에서의 지역성, 공공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스페이스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한다.
③ 교통 동선 계획 지침
사업 부지 내부 및 주변 도로는 물론이고 시설의 규모에 따른 이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승용차 이용자 및 대중 교통 이용자와 보
행자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서술한다.
④ 보행자 공간 계획 지침
생활 체육시설은 시설물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기능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체육공원 및 지역 주민의 공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고려
한다. 특히, 보행자의 편익 시설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⑤ 규모 계획 지침
생활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공식 경기 등
의 유치를 위한 시설로 계획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여, 그 규모를 정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⑥ 설계 세부 지침
설계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설계 요건에 관해 기
재하고, 사업 계획에 의하여 밝혀진 기본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 등
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자로 하여금 좀 더 효율적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체육시설업의설치기준 및 체육시설 규격에 대한 관련
법(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내용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 관련자
료, 국내 경기 단체의 세부 공인 규정 등을 참조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
격 등을 제시하도록 하되 주된 시설 계획이 생활 체육시설임을 유념하여 공간의
낭비 및 유지 관리비의 과다 등 경제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지침을 마
련하도록 한다.
⑦ 기타 지침
내진 안전성 및 화재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 에너지 절약, 내구성의 확보,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 비용 및 생활 체육시설로서 특별히 고려해야 할 제반 사항에
대해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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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 지침
체육시설의 운영 종목, 주민의 무료 이용 여부, 다목적 이용, 의자의 이동성, 이용 시
간대 등 시설의 설계에 영향을 미칠 제 요소들을 파악하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5) 주차장
(1) 주차장의 설계
주차장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개괄적인 항목에 대하여 제시
함으로써 설계자가 원활하게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건물 연면적의 증가를 추정한 검토와 아울러 장래 사회적 변화(지역 형태
변경, 인구의 이동 등)에 따른 건물의 용도 및 상주자 변경 등에 대한 검토도 함
께 이루어져야 한다.

(2) 배치 계획 지침
가능한 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배치 계획은 관련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분야의 전문
기술자들이 참여하여 고려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역성, 공공성, 쾌적성, 안전
성 및 사용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며 특히, 다음 사
항에 대한 요구 조건 등을 제시한다.
① 토지이용 계획 지침
② 동선 계획 지침
③ 주차실 및 주차비 정상 시스템 선정
④ 차 로
⑤ 보행자용 통로
⑥ 출입구
⑦ 이용자의 출입구
⑧ 서비스 시설
⑨ 관리용 시설
⑩ 차로의 경사
⑪ 차로의 굴곡부
⑫ 차로의 노면
⑬ 기둥, 충돌 방지턱 등
⑭ 환기, 배수, 경보
⑮ 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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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 지침
건물 완공 후의 운영 및 유지 관리 계획․방향 등을 제시한다.
① 야간 운영 여부
② 이용 시간대 등

(4) 기타 지침
신체 장애자, 노약자 및 부녀자 등에 대한 배려, 방재 계획, 방범 설비, 안내 표
시, 안전 설비, 조경, 안전 관리, 보전 및 보수 등에 관한 고려, 내구성의 확보 및
비용에 대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한다.

6) 분야별 설계 지침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및 용도 등에 따라 본 편람 등을 참조하여 설계 분야별로 고려
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1) 구조 설계 지침
(2) 지반 조사 지침
(3) 측량 지침
(4) 토목 설계 지침
(5) 기계 설비 설계 지침
(6) 전기․통신 설비 설계 지침
(7) IBS 설계 지침
(8) 조경 설계 지침

2.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본 편람을 참고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용 납품수량과 최종 성과품 수량을 구분하
여 명시하도록 한다.
2) 설계VE 등 경제성 검토관련 자료를 건설기술심의 시 제출한다.
3) 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4)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제출기준에 따라 CD-ROM 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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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
1. 건 축 분 야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1.1 개 요
본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은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설계업무의 질
적 향상 및 품질향상, 관련부서 기술자의 기술향상과 설계용역의 원활한 관리를 목적
으로 작성한다.

1.2 사업계획
1) 업무의 정의
(1) 사업계획
발주기관이 사업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
하여 개략적인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2) 사전조사
발주기관이 건설공사에 대한 합리적인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수립하기 이전에
현지답사, 측량,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의 조사업무를 말한다.

(3) 기본계획
발주기관이 사업의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전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수행에 적합
한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사업내용, 사업예산(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사업일정
(설계, 시공 등 각 단계별 일정)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개념설계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사항을 기초로 설계자가 발주기관의 의도, 계획, 재정, 요구시간,
업무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사와 법규검토를 통하여 소요실 및
면적계획, 기능 및 공간분석, 기본동선 및 유도동선에 대한 분석 및 계획작업 등을 하
고, 최종적으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감도 등을 작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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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조사의 업무
(1) 현지 답사
① 설계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
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현지 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

량

①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
원)에 따라 용역을 받은 설계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조사물량
b.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c. 인원편성
d. 측량실시시기
e. 주요기기
f. 특기사항
g.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④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
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⑥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⑦ 설계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⑧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⑨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명시측량도, 현황측량도(인접지 15%~20%)를 작성하고
공부상 지적도와 상이 여부를 검토한다.
⑩ 설계자는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
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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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장물조사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설계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대지의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하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보고)한다.
③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④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상의
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⑤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 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
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
①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a.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b.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② 설계자는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설계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조사개요
b. 조사위치도
c.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d. 조사조직표
e. 주요 장비 및 기기
f. 특기사항
g. 기타
⑤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⑥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
으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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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 경비는 실비 정
산한다.
⑧ 설계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시행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
한 후 조사와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⑨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여 앨범에 정리한다.

⑩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5) 교통량 및 교통시설 조사
① 계획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관련 시설(입체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신호등, 기타)을 조사한다.
② 계획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③ 계획지역 주변의 교통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
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④ 기 조사된 교통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6) 대지내의 공급시설 조사
① 전기․가스․수도․배수․우수․소방․통신시설 등을 조사한다.
② 대지 밖 공급시설과의 관계 등을 조사, 확인한다.

(7) 소음, 진동조사
①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
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의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하고 시설물 설치
후의 소음․진동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소음․진동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
를 조사한다.

(8) 구조물 조사
① 계획대지 부근의 기존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②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조사
및 설계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9) 용지 조사
①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보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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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획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 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 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
한 지장물현황 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기관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⑤ 민원발생 예상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주와 협의내용 및 조사내용을 기록하고 민
원 처리대책을 제시한다.
⑥ 폐부지를 조사하여 관련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10) 관련계획 자료조사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11) 경제성 조사
① 전체 사업비용, 운영비, 고정비용을 파악한다.
② 설계, 시공, 운영을 위한 현금 흐름을 검토한다.

(12) 시장성 조사
① 시장조사를 위한 범위, 요소, 일정 및 예산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② 기존 관련자료를 확인하고 수집하여 검토 및 분류한다.

(13) 환경영향평가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지역현황을 조사한다.
②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자연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경제환경분야에 대
한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다.
③ 평가서 초안을 주민에게 공람하여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④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과 협의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최적안을
마련한다.

3) 기본계획의 업무
(1) 용역내용
① 설계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능한 합
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②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자는 요구되는 수량
의 도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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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각종 법령상의 제약 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e) 사회적 환경 조건
f) 건축물의 배치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h) 시설별, 용도별, 실별 면적표 작성
b. 대지개발 계획업무
a) 토지이용 계획
b) 구조물 현황 파악
c) 시설물 개발 계획
d) 교통시스템, 동선 및 주차 계획
e) 전력, 상․하수도 등 공급시설 계획
f) 지표면 및 지층의 조건 고려
g) 생태학적 조건 고려
c. 사전조사 결과로 사업발주방식을 결정
a) 일반방식
b) Turn-Key 방식
c) 대안입찰 방식
d) 현상설계 방식
d. 사업소요 예산계획 수립
a) 사업비용의 개략적 산정
b) 설계, 시공 등 각 단계별 사업내용의 개략적 산정의 검토 및 조정
e. 사업일정 계획 수립
발주방식별 사업 세부일정 수립

(2) 착수회의
① 사업관련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현황, 설
계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② 설계자는 과업 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계획, 각 단계별 승인 요청 일정 등을 제
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업무 수행절차
① 설계자는 과업 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형식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②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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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계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 요청서
와 함께 제출한다.

4) 개념설계의 업무
(1)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현장조건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한다.

(2) 조사업무
사전조사단계에서 조사된 현지답사, 지장물조사, 지반조사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
하며 추가조사 사항과 변화된 사항을 다음 범위내에서 정확히 파악한다.
① 건립부지 및 주변 지형조사
② 관련공부 열람조사
③ 시설규모 및 내용조사

(3) 설계업무
① 규모검토서
② 토지이용 계획도
③ 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서
④ 배치도
⑤ 평면도
⑥ 입면도
⑦ 단면도
⑧ 조감도

1.3 기본설계(중간설계)
1) 업무의 정의
발주기관이 사업계획단계에서 수립된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를 토대로 계획설계와 기
본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1) 계획설계
발주기관의 의도, 기본계획 및 개념설계를 토대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건축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의 틀을
정하며, 사업의 일반적인 조건, 구성요소의 규모 및 관계를 선정한다.

(2) 기본설계(중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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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및 계획설계의 제반조건 및 요구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며,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등)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
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업무의 구분
(1) 계획설계의 업무
① 사업계획 검토
계획설계는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② 조사업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조사․검토한다.
③ 설계업무
설계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파악된 자료를 통하여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
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a.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조경도면
b. 법규 체크리스트
c. 구조, 설비, 전기, 통신 등의 계획서 및 계통도

(2) 기본설계(중간설계)의 업무
① 계획설계 검토
기본설계는 사업계획 및 계획설계단계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② 조사업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조사․검토한다.
③ 설계업무
a. 설계자는 사업계획 및 계획설계에 따라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a)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도면
b) 개략공사시방서
c) 건축, 설비 등의 설계설명서
d) 기본설계도서 작성시 고려사항
b. 기본설계도면과 개략공사시방서의 내용은 완전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명
확하여야 한다.
c. 설계설명서, 계산서, 개략공사시방서 등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고 취합하여 제
출한다.
32

1.4 실시설계
1) 업무의 정의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기준 등 제반사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
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설계도서 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2) 실시설계의 업무
(1) 기본설계 검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단계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2) 조사업무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
을 조사․검토한다.

(3) 설계업무
① 설계자는 기본설계에 따라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도
서를 작성한다.
a. 부지안내도, 배치도, 각 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의 설계도
b. 각 부재단면도, 상세도 등의 구조도
c. 구조계산서
d. 기계, 전기, 통신 등의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e. 공사시방서
f. 공사비 명세서
g.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고려사항
f. 에정공정표
I. 유리관리 지침서
②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기계, 전기, 통신 및 구조설계도면과 상호일치하도록 설계자는
구조 및 기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비명세서 등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고 취합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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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 축 설 계 공 모

운영방법

2.1 건축설계 공모운영 절차
1) 관련 조항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3) 한국건축설계경기규준
(4) UIA(국제 건축가 연맹)설계경기규준

2.2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
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
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
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
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설계공모 평
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발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
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
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
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
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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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공모 참가자”라 함은 설계공모 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
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설
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서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안 또는 설계자를 설계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② 다른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내용이 다를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
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다
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 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가. 총 예정사업비 및 설계비
나.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다. 응모자격(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근거와 내용을 포함한다)
라.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마.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바.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사. 제출도서 등의 종류 및 규격, 작성기준
아.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자. 배점기준
차.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카. 응모작 등 공모작 전시대상 범위, 전시기준 및 반환 요령
타.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 실격 및 감점기준
하. 설계공모 결과 공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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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
계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① 설계자 등은 발주기관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설계지침서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 발주기관등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
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31조에 따른다.
가. 사업의 목적 및 일정
나. 사업 및 설계의 기본 방향
다.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라. 관련 법규 적용기준
마.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 계획,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계획, 설비계
획, 조경계획, 토목계획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바. 시설별 면적
사. 주요 시설 및 기능별 세부설계지침
아. 에너지 절감, 장애인 고려 등 시설기능과 관련한 주요 사항
②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질의응답) 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일정
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등에서 공고시 별도의 통
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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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기관등은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사업이 복잡한 경우 등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기관등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
며, 이때 답변한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제출도서
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도서는 발주기관등이 익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
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
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나.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다.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라.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④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하거나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등이 인정
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시설
물, 건축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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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고 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공고 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
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다.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라.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마.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바.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
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④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발주기관등은 해당 심사위원이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
전에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
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
만,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
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
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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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기관등(발주기관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
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 발주기관등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
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
주기관등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
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
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
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
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사후 활용 등) ①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
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하며, 기간 안에 반출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세부기준 등) 발주기관등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당해 용역의 특성 상
본 지침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설계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공고
또는 설계지침서 등에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9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명시된 국가사업으로서 긴급한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등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
해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
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조감도
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
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등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제출도서 기준
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
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
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평가에 참고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1】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
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
여야 한다.

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③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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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타 입상자가 4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을 지급
나. 기타 입상자가 3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다. 기타 입상자가 2인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을 지급
라. 기타 입상자가 1인인 경우 : 예산의 3분의 1을 지급
④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2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는 경우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대규모이거나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경우
2. 일반 설계공모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소규모 업체 또는 신진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② 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3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1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
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차 공모기간은 15일 이상 30일 미만, 2차
공모기간은 30일 이상 60일 미만으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4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 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등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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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1차 공모의 평가) ① 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
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등은 1차 공모의 평가를 통해 2차 공모에 참여할 5개 이내의 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1차 공모 참여자가 5인 이하일 경우 1차 공모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
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
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
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3】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
하여야 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
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
여야 한다.

제27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의 평가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2차 공모의 보상) 2차 공모의 보상은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제안 공모 운영방법
제29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 발주기관등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이 소규모인 경우
2. 공모안의 디자인 우수성 보다는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
3. 일반 설계공모(또는 2단계 설계공모)를 위한 충분한 예산과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마련되
는 않은 경우
②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등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제공 정보) 발주기관등은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설계공모 공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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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담당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등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
본방향,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
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출도서 등) ①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
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설계도면이나 조감
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설계공모 참가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 발주기관등은 공모안에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
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4】의 기준을 참고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① 발주기관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
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
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한다.
②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등은 심사 시 설계공모 참가자와 심사위원간
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④ 발주기관등은 해당사업의 특성과【별표5】의 기준을 참고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
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한 배점(30점)과 세부평가기준을 과도하게 상
향 조정하여 소규모 업체나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⑤ 평가방식은 채점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투표제를 채용할 수 있으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평가항목, 감점사항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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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모비용의 보상) ①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
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등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6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① 발주기관은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
을 조정할 수 있다.
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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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0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배치 계획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20)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공간 이용의 효율성

(30)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30)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기술 계획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15)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기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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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4조제2항 관련)

순서

항 목

1

표지

2

3

사 항

계획개념

기타

○ 주변환경 분석
○ 동선 및 배치개념

1

1

○ 콘셉트 디자인 / 스케치 등

2

○ 추가 제안사항 (특화사항)

1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은 포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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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1

○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4

5

세 부

[별표 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차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6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계획 방향

세 부

사 항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배점

(20)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주요 계획

○ 콘셉트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60)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특화계획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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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33조제4항 관련)

순서

항 목

1

표지

2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세 부

사 항

매수
1

○ 담당건축사의 경력

3

○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별도제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의 포트폴리오 (최근 10
년간)

작품당 1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4

1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
점과 개선방안 등
수행계획

5

및 방법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과제당 1

○ 수행계획
6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

1

표, 과업 수행체계 등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담당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포트폴리오 및 제안에 한한다.)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
형사진,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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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안 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34조제4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경력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30)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10)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7

6

∙유사 프로젝트 실적

(10)

실적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12년 이상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0

9

8

7

6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10)

포트폴리오

A

B

C

D

E

10

9

8

7

6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과제에 대한
제안

(10)

A

B

C

D

E

10

8

6

4

2

∙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를 합
산하여 계산)

(45)

수행계획
및 방법
(70)

A

B

C

D

E

15

12

9

6

3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수행계획

(10)

A

B

C

D

E

10

8

6

4

2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제안서 발표
및 면접

(5)

A

B

C

D

E

5

4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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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주택정책실)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
제정 2013. 6.

제1절

.

총칙

1. 목적
이 기준은 2013. 4. 9. 시장 방침(제92호)으로 마련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
주제도 개선 방안｣(건축기획과-6875호. 2013.4.11 참조)에 따라 설계용역 계약 전(前)단계
업무에 활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다른 기준과의 관계 등
가.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
다),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나. 이 기준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운영요령｣, 국토교통부의 ｢설계공모 운
영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3. 적용 대상
이 기준은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SH공
사, 서울메트로 등 산하 기관과 사업소를 포함한다)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아
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적용한다.
가. 신축 및 증축 행위
나. 리모델링(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다. 기타 형태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4. 용어의 정의
가. “기획업무” 란 건축물의 건립을 위하여 사업의 구상으로부터 설계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구성 및 운영, 예산확보 등의 업무를 말한다.
나. “설계공모 준비”란 기획을 거쳐 발주공고 전까지 설계공모를 위하여 공모지침서 작성부터 심
사결과 발표까지 이루어지는 지침서작성, 공모시 제출도서의 범위, 심사위원 선정, 심사방법
및 심사과정 공개방법 등 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업무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를 말한다.
다. “사후 설계관리”란 건축물의 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시공과정에서 설계자의 설계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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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 및 자재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라. “주관부서”란 사업방침 수립 등 기획업무와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
하는 부서를 말한다.
마. “발주부서”란 사업의 전체 업무 중 용역발주, 계약 ,용역감독 등 특정한 일부 업무만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바 “자문단”이란 정책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등에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2절

자문단 구성․운영

1. 자문단 구성 등
가. 자문단 구성
1) 주관부서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문단을 구성한다.
2)자문단은 3~10명으로 구성한다.
3)자문단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함)은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는 사업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중 공무원은 50% 미만으로 한다.
4)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가) 지역주민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로 당해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자
나 ) 전문가는 건축계획 또는 당해 운영예정 프로그램 경험자. 다만 건축분야 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운영부서(서울시
건축정책추진단)과 미리 협의한다.
다) 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한다.
나. 운영 기간
자문단 운영기간은 사업 구상단계부터 설계계약 또는 건축물 완공후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까지 중에서 주관부서가 정한다.
다. 업무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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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문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자문위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참여할 자문위원에게 아래의 개인 정보가 공개됨을 미리 알리고 위원으로 선정시
별첨1의 동의서를 받는다.
- 이름, 나이, 현재직업(소속, 직위), 활동사항
2. 자문단 운영
가. 자문단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하되, 사업진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활발한 자문단 활동을 위하여 자문단을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둔다. 위원장은 자문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다.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회의록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
을 작성한다.
3. 자문단의 기능(역할)
자문단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문위원은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조사, 회의 또는
의견제시를 위한 자료준비, 검토 및 자문을 한다.
가. 과업의 범위와 사업 추진 방향
나. 건축물 건립을 위한 사전조사
- 수요조사, 조사방법, 조사내용, 조사대상 선정 등
다. 부지선정, 운영 프로그램
라. 적정 건축규모와 사업비 추정
마. 그 밖에 사업진행 및 설계공모 추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4. 예산 반영 등
주관부서는 사업방침이 결정되고 사업규모와 소요비용 등에 대하여 자문단 자문을 거쳐 사
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비에는 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외에 입상작에게 지급
할 비용을 포함하여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반영한다.
가. 서울시 재원사업 또는 지원사업(특별교부금 요청사업 포함)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가 또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시 행정과에 요청한다.(별첨2 참조)
나. 자치구 재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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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시역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별첨2의 자문절차에 준하여 추진한다.

제3절

설계공모 준비

1. 설계공모 참여설계자 범위
가.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설계자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를 개설한
건축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의 자와 협업할 수 있다.
나. 건축설계산업 발전과 능력있는 건축가 육성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년간 발주 건수의
20%는 신진건축가에게 우선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신진건축가의
범위는 나이(출생년도), 개업년차 또는 졸업년차, 건축사 취득기간 또는 설계실무기간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정한다.

◎ 사 례
○ 국내
- 2011 서울시공공건축가 선발시 신진건축가를 만 45세 이하로 구분
- 설계공모시 SH공사, LH공사, 포항시가 만 45세 이하를 대상으로 운용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신진건축가 대상 시범사업 만45세로 운용
○ 일본 35세 미만, 유럽 40세 이하, 네덜란드 졸업후 4년 이내 등

다. 사업에 3인 이상 다수의 설계자를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협업의 대상, 방법, 조건
등은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2. 약식 공모 및 심사의 활성화
설계자의 경제적 부담과 발주기관의 심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한다.
가. 제출도서로 표현하지 못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과 설계자간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나. 약식공모 활성화를 위하여 제출도서를 간소화할 수 있다.
다. 약식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5인 이내로 할 수 있다.
3. 수의 계약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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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특성과 설계기간 등을 감안하여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하되,
건축물 수준이 향상되는 방안으로 시행한다.
가. 발주기관은 아래의 예와 같이 능력이 검증된 자 중에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한다.
1)현상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가
2)서울시건축상 수상자
3)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4)사후 이용자 평가에서 우수한 건축물로 인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5)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능력이 검증된 자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나. 발주기관은 위 “가”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건축가 육성
등을 위하여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에게 자문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가”에서 정하지 않은 자와 계약할 수 있다.
4. 설계공모 종류
설계공모는 참여 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설계공모안 제출도서의 범위
가. 제출도서는 사회적 비용의 경감, 지속가능한 정책 부응 등을 감안하여 설계작품 심사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다.
1)기본도면 : 건축개요, 개념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2)설계설명서 : 기본도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용, 특별히 설계 컨셉을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면과 중복 되지 아니할 것. 기본도면에 설계설명서를 포함할
수 있다.
3)3차원 이미지 : 3차원 형상으로 건축물을 이해시키기 위해 건축사사무소가 보유하고
있는 설계용 프로그램으로 표현한 이미지
4)매스모형 : 건축물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하여 스치로폼 무칼라 매스로 제작한 모형
나. 사업의 특성과 규모, 제출기한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또는 자문단과 협의하여 아래
예시안을 참고하여 정한다. 다만, 설계비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발주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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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구분
(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제출 도서의 범위
-기본도면(설계설명서 포함)A3 10매 이내
-A1도판 2매
-기본도면(설계설명서 포함)A3 20매 이내
-3차원이미지는 제한된 매수내에서 설계자가 선택적
으로 제시할 수 있다
-기본도면(설계설명서 포함)A3 20매 이내
-설비·구조 개념도, 3차원이미지 및 매스모형은 사업
성질과 규모에 따라 발주기관이 선택한다

기 타
도판과 도면중 발주
기관이 선택한다

다. 매스모형이나 3차원이미지 외 상세모형이나 조감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선작과
입상작에 대하여 요청하도록 하되, 실비 지급 여부 등은 설계공모시 명기한다.
6. 설계 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정
가. 심사위원의 자격은 건축도면에 대한 해독이 가능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아래 각 호와 같다.
1)건축사 자격 소지자로서 건축설계 경험 5년 이상인 자
2)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분야 근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3)대학 이상에서 건축계획분야 교육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4)건축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5)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건축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6)발주하는 건축물이 있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자
나. 발주기관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를 추가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문가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인재 Pool명단이나 별도 공모를 통하여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선정
2) 지역주민은 시민단체나 해당지역 자생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
3) 현직 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다. 심사위원은 설계공모 공고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 전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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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설계공모 공고

1. 입찰공고
가.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서울시
사이트에도 게재되도록 한다.
나. 당해 사업의 특성, 시급성, 설계공모 제출도서 간소화 및 약식설계 심사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설계공모안
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작성에 필요
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3. 질의 접수 및 회신
가. 참가 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공고 내용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
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는 그 답변내용을 모든 참가등록 자에게 서면으로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시 별도로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 질의 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의 경우, 그 밖에 참가등록자 과반수가 요구
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발주청이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나온 새로운 사항은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 등록자는 공고 일정상 제출 기한내 공모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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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설계공모안 심사

1. 심사위원회 구성 등
가.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5~9명으로 구성한다.
다. 심사위원은 발주기관의 장이 “3절 6. 설계심사위원의 자격”중에서 선정하며, 지역주민, 전
문가, 공무원 등 분야별 구성 비율은 발주기관이 정하되,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한다.
2.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 심사과정은 발주기관이 운용하는 인터넷방송 또는 지역방송사업자 (인터넷 중계를 포
함한다) 등으로 중계하거나 제3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심사위원회는 적극
협조한다.
2) 발주기관은 제3자의 참관, 방송중개 등 심사과정 공개, 충분한 심사시간 제공 등의 심
사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가 운영하는 방송국이나 지역방송사업자의 협조를 받
아 심사과정을 중계할 수 있다.
4) 작품 선정을 위한 논의과정은 심사위원회 의결로써 비공개(이 경우에도 심사내용을 녹
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또는 중계방송을 무음(無音)으로 진행할 수 있다.
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심사기준 또는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
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한 설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할 수 있다.
1) 설명시간이나 질의 응답시간은 응모작품 수와 심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또는
심사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
2) 응모안에 대한 설명기회를 줄 경우에는 설계공모 공고시에 미리 알려야 한다.
마. 위원장은 설계공모안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심사결과를 공표한다.
1) 응모한 작품 현황, 심사과정 등 전반에 대한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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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방법, 심사결과,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에 대한 심사평
3. 설계공모안 평가
가. 설계 공모안 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평가 방법은 심사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4. 설계자의 심사 참여
가. 설계자는 설계공모시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응모안에 대하
여 설명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나. 설명할 자료는 설계응모시 제출한 도서로 한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는 발주기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제출한다.
다. PPT로 설명할 경우에는 미리 PPT의 사양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한한다.
5. 설계 심사결과의 기록 등
가. 발주기관은 설계심사자 선정, 설계 공모, 작품 응모, 응모작품 심사 전 과정을 문서로 기
록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과정 중 방송으로 중계한 경우에는 방송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순수건축비 100억원 이상), 자치구 신
청사 건립 등 특히 기록으로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백
서를 발간할 수 있다.
다. 서울시가 지정하는 사이트에도 게재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설계심사 자료 등
을 서울시(건축기획과)로 통보하여야 한다.(별첨3 예시 참조)
1) 설계개요, 전체 응모 작품수와 입상작(당선작 및 입선작 등) 현황
2) 입상작품과 당해 작품 설계자, 회사이름
3) 참여 심사위원, 심사평
6.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발주기관은 건축가의 설계공모 참여환경 조성과 저변 확대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
인의 다양성 확보, 창작동기 부여와 설계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안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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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일부를 보상한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다. 발주기관은 “나”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을 일부 보상하기 위하여 총예정사
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 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4/10, 3/10, 2/10, 1/10을 지급
2) 낙찰 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4/10, 3/10, 2/10를 지급
3) 낙찰 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4/10, 3/10을 지급
4) 낙찰 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을 지급
라. 사업계획의 변동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
을 낙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

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고, 서울
시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심사결과 등을 게재한다.
다. 발주기관은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하여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
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내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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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사후 설계관리 업무

1. 설계자의 업무 등
가. 발주기관은 설계자가 건설기술자로 참여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의 일관성 유지,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사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
1) 설계도서의 해석
2) 현장여건 변화 및 자재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3) 건축외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나. 설계자는 자문 또는 의견(이하 이 절에서 “자문등”이라 한다)을 제시 할 경우에는 서
면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한 경우에는 회의 주관 기관의 회의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대가 지급 등
가. 발주기관은 설계자가 설계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방문 또는 자문등을 한 때에는 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가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5
조제1호다목 규정에 의한 사후 설계관리업무에 대한 대가는 같은 기준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행 업무가 설계 당사자의 현장 방문 또는 자문위원회 참석 등 업
무가 단순하거나 단기성 등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현장 방문의 경우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1일 인건비에 준한다.
2)자문회의 참석 등의 경우 : 발주기관의 위원회 또는 전문가 수당 지급의 예에 준한다.
다. 설계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지방계약법령이나
당초 설계계약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외 ｢건축법｣ 및 ｢건축사법｣ 등에 적법하여야 한다.

제7절

발주정보 공유

1. 설계 발주정보의 제공
가. 주관부서는 매년 2월까지 당해 연도 설계 발주 정보를 서울시건축전용사이트에 게재하
거나 서울시 지정 사이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건축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60

기관명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설계비)

발주시기
(예정)

담당부서
(담당자)

기타

예)00구,00공사 등 예)00주민센타신축공사 ..... 등
나. 주관부서는 아래 사업의 단계에서는 즉시 서울시건축전용사이트에 정보를 게재하거나
시울시 지정 사이트에 제재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발주 공고시 : 공고문 및 설계공모 지침 등 공모자료
2)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공개시 : 심사위원 명단(이름, 소속, 직위)
3) 제5절5호다목에 의한 설계심사 자료
2. 설계 발주정보 제공의 경과규정
가. 주관부서는 건축전용사이트 구축 전까지는 위 “가”와 “나”의 정보를 서울시 건축기획과
로 통보한다.
나. 건축기획과장은 발주기관에서 제출받은 정보를 서울시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별첨 1. 자문위원 동의서(양식)
2. 특별교부금 신청관련 전문가그룹 자문절차
3. 설계공모 심사결과 제출 자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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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자문위원 동의서(양식)

자문위원 위촉 및 개인정보 공개동의서
본인은 『』의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동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아래의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
합니다.

1. 본인은『

』

사업의 자문위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본인은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이름, 나이, 현재 직
업(소속회사, 직위 포함), 활동사항이 공개되는데 동의
합니다.
년
소

속 :

직

위 :

성

명 :

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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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별첨2】특별교부금 신청관련 전문가그룹 자문절차
 시 전문가그룹의 자문 실시
❍ 근 거 : 시장요청사항 298호 (2012.07.10)
❍ 목 적
- 특별교부금 교부시 자치구 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시 역점시책과 연계될 수 있도
록 시차원의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통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 ․
효과성 제고
❍ 2013년도 분야별 특별교부금 신청 현황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계

건축분야

도로분야

공원분야

기

타

신 청 액

116,466

62,313

28,063

7,600

18,490

(신청건수)

(96건)

(45건)

(26건)

( 8건)

(17건)

❍ 자문대상 및 시 협의부서
- 건축분야 : 건축정책추진단 (서울형공공건축가)
- 도로분야 : 도로계획과

(도로전문인)

- 공원분야 : 조경과

(서울형공공조경가)

❍ 자문절차

기본계획
수립
자 치 구
(1차 자문의뢰)

⇨

착

공

자 치 구

⇨
⇨

기본설계
시행

⇨
⇨

자 치 구
(2차 자문의뢰)

⇨
⇨ 공사진행
자 치 구
(4차 자문의뢰)

실시설계
시행

⇨

자 치 구
(3차 자문의뢰)

⇨
⇨

준

공

특별교부금
신청

⇨
⇨

자 치 구

⇨

자 치 구

공사결과
보고
자 치 구

특별교부금
교부
행 정 과
(현장조사 등)

⇨
⇨

최종 결과물
확인
시 사업부서

※ 출처 : 2012. 서울시 행정과 자치구 예산담당 교육자료

63

【별첨3】설계공모 심사결과 제출 자료(예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공모 심사 개요

1. 사업 개요
가. 위 치 : 00구 ☆#동 204-4외 1필지(204-8)
나. 대지면적 : 589㎡, 연면적 약 1,200㎡
다. 건물규모 : 지상3층, 지하1층
라.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마. 층별 시설계획 : 지하1층 - 대강당 및 체육시설
지상1층 - 북카페 등
지상2층 - 동아리방 및 프로그램실 등
지상3층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 설계공모 개요
가. 공 모 명 :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경기(아이디어)공모
나. 공모방식 : 공개경쟁
다. 설계용역비 : 121,495천원
라. 응모 현황 : 참여등록 24명, 작품접수 17명

3. 작품심사 개요
가. 심사일시 : 2013. 4.18.(목) 14:00~16:00
나. 심사위원 : 5명
- 123건축 김##
- ABC건축 이◎◇
- 가나다엔지니어링 박♤◉
- 1234스튜디오 가◈▣
- 가나다건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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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품심사 결과

당 선 작

(주)가나다아키텍트 건축사사무소 대표 가나다

우 수 작

나가다건축사사무소 대표

가

1234건축사사무소 대표

작

다나가라
123

<당선작>

<우수작>

<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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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선작에 대한 심사 의견
- 외벽(전면)의 단조로움을 추후 설계용역 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 알맞은 밝고 역동적인
계획 필요
- 청소년 및 구로구의 이미지를 검토하여 적절한 외벽재료 및 색상계획

제공부서 : 00구 건축과, 문의 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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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 과 품 작 성 기 준
4.1 개 요
1) 목

적

본 성과품의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설계용역 성
과품 작성의 표준적 지침으로 설계과업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한 설계용역 성과품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성과품의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건축분야 설계과업 중에서 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분야 등에 대한 설계과업의 성과품 작성에 적용한다.

4.2 작성기준
1)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①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 계산서 및 시방
서, 기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a. 건축 설비 계산 관계 서류
b.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c.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②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
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기본설계(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연
관분야의 시스템을 확정하고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
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중간설계의 업무를 말한다.
④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 도서를 기초로 하여 공사의 실시와 공사 시공자가 공
사비의 내역 명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설계 도서를 작
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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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의 범위
① 이 기준은 건축사가 서울특별시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 도서를 작성
하는데 적용한다.
② 공사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 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설계는 건축법, 건축사법, 소방기본법, 기타 관계 법령 및 그에 관한 규정 외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거한다.
④ 이 기준에 정하는 사항이외의 사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업무대가기준(도서의 양) 및
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3) 설계 업무의 종별
설계 업무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설계
② 기본설계(중간설계)
③ 실시설계

(4) 설계 조건의 명확화
담당자는 설계 진행시 먼저 사업 주관자와 충분한 연락 조정을 하고, 설계 조건을
정리하여 명확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5) 설계의 표준화
① 설계 원도는 CAD작업 후 CD-ROM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② 설명서, 공사시방서는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사용 프로그램 종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예산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 조서는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 작성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는 *.CSV로 변환하여 납품한다. (CSV파일형식이란 ASCⅡ형식으로 각 항목을
‘,’로 구분한 형식으로서 일반 Text용 편집기로 편집이 가능하며 엑셀프로그램에
서 각 열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6) 설계의 계획적 시행
① 설계기간 등은 사업 계획상의 제약조건, 설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한다.
② 설계는 전체 및 개별의 작업 계획을 짜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시행한다.

(7) 건물 바닥 면적 등의 산정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녹지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관계 법
령 및 이와 관련된 규정 등에 따른다.

(8) 공기의 설정
공사기간은 건설 계획 공정상의 제약 조건, 공사 내용, 노무재료의 수급 관계, 기
상 조건, 관련 공사 등을 근거로 산출하되 공사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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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계도서의 작성
① 설계도서는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건축사와 발주기관간의 설계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한다.
② 설계도서의 작성 범위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건축사가 기본적으
로 수행하여야 하는 도서 외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의 계약 서류에 명기하여 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

(10) 설계도서의 제출
① 건축법 제23조 제2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의 규정에 의
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는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② 설계자는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서 정하는 설계 도서를 제출함에
있어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의거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흙막이 구조 도면의 작성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흙막이 구조도면 및
계산서을 작성하여 착공 신고시에 제출한다.

(12) 재료의 표기
①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 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 도면에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설계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공사시방서
에 표기한다.

(13) 공사시방서의 작성
① 공사시방서에는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공법․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을 기술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당해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층수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
별․공종별로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에 의거 작성하며, 추가양식은 건설공사 표준
시방서를 참조하여 작성한다.

(14)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설계도서․법령해석․건설기술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서
상에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전문시방서
④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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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산출내역서
⑥ 승인된 시공도면
⑦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 건설기술자의 지시사항

(15)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
①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
축물, 처마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
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m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
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한다.
②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것
③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내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 및 일부 개축인 경우 내진
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
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만 해당한다)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
전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조 내력의 기준 및 구조 계산의 방법 등은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이 정
하는 바에 의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또는 승인
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또는
다중 이용 건축물에 대한 구조 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구조 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술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에 대한 협
력도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이 1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급수․배수․냉
방․난방 및 환기의 건축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기계 설비 기술사 또는 공조 냉동 기계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10m 이상의 토지 굴착 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흙막이 벽 설치와
그 지질조사 및 토공사의 설계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
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7)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의 작성
설계 도면을 작성․완료한 후에는 공종별로 재료의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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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설계도서 작성자의 서명 날인
①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자 및 협력한 관계 전문 기술자는 관계 법령 및
그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당해 도
서에 서명․날인한다.
② 또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의 상이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면과 계산서에 구조
계산을 한 구조기술사나 전문가가 서명․날인토록 한다.
③ 공공시설(공용의 청사, 복지시설,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경우 가급적 규모에 관
계없이 구조기술사가 구조 계산을 하도록 한다.

(19) 적용의 예외
건축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한 표
준 설계도서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 준수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3) 극한강도설계법에의한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
(4)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5)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산업표준화관련 규정 및 기준
(7) 전기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8)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9)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11)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및기준
(12)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3)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4)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15)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시행령
(16) 전파법, 동법시행령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8)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19)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2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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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당지구도시설계지침
(22)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3)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24)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
(25)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26) 서울특별시제정 전문시방서
(27) KS규준
(28) 국토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창호 등)
(29)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30)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 단체 조례, 방침
(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3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등
(33) 설계도서작성기준
(34)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35)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36)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37)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38)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39) 내선규정, 배전규정

3) 납품 및 인쇄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시설물
의 설계자 및 시공자가 준공 도서를 마이크로필름, CD-ROM 등의 사본으로 제작
하여 관리주체 및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4) 수급인은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일 이내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사항
(1)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에 관한 사항은 “3.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사항”의
기준에 따른다.
(2) 도서작성기준은 “3.4 도서작성기준”의 기준에 따른다.
(3) 성과품의 제출은 “3.6 용역 성과품의 제출”의 기준에 따른다.

4.3 설계도서 목록 및 표시 사항
1) 일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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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는 설계도서작성기준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
는 설계도서 작성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과 수급인간의 설계계약서 및 과
업내용서 등의 계약 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1) 설계도서 작성 범위
① 각 분야 공통 사항
a. 설계보고서 (또는 설계설명서)
b. 구조계획서 (또는 구조계산서)
c. 도면
d. 공사시방서 (유지관리계획서 포함)
e. 설계예산서
f. 수량산출서
g. 예정공정표
② 건축 분야
a. 건축 일반
b. 건축 구조
c. 실내 마감 및 기타
③ 토목 분야
a. 토목 일반
b. 종․횡단 측량
c. 기타 각종 구조물
④ 기계 분야
a. 기계 일반
b. 공기 조화, 냉․난방설비(주차장 제외), 소화 설비, 위생 설비, 자동 제어
c. 기타 기계설비
⑤ 전기 및 통신 분야(분리 작성)
a. 전기 통신 일반
b. 기타 설비
⑥ 조경 분야
a. 조경 일반
b. 녹지 구적도
c. 수목 배식도
d. 시설물 배치도
(2) 도면의 내용에 있어 다음 사항을 상세히 명기하여 시공 및 적산에 용이하도록 작
성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의 명확한 표기 (치수는 미터법 사용)
② 각종 사용 자재의 명칭 기입,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 등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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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종 부착 시설물의 표기
④ 건축, 기계 설비, 전기 설비, 가스(주차장 제외), 토목, 조경 등 기타 부대설비의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기
⑤ 철근 배근도에 있어서 절곡근의 위치, 정착 및 이음길이 등을 명확히 기입
⑥ 각종 설비 및 구조 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 방법, 이음길이 등을 명기
⑦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⑧ 특수 공법인 경우 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 보고서 첨부 및 시공 방식
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서(상세 도면 등)의 충분한 작성
⑨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명기, 부호, 방향, Key Plan 등
⑩ 잔토 처리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성 대지의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⑪ 도로의 중심선, 거리, 마감선, 구배 등의 표기
⑫ 배수관의 고저, 구배, 길이 표시
⑬ 수량 집계표 작성 (규격, 단위, 수량 등)
⑭ 계통 설명도
⑮ 사업 승인 등 인허가 필요 사항 표기
(3) 도면의 작성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시행에 따
른 귀책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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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지침
(1) 계획설계의 도서내용
종

류

공사비 개산서
법규검토

건축계획서
건축

모형

건축 도면

심의 도서

구조

구조계획서

내

용

제반법규검토, 인허가절차 파악

○

○

○

설계구상안

○

○

○

설계개요

○

○

○

배치계획

○

○

평면계획

○

○

입면계획

○

○

단면계획

○

○

외장재료 비교 분석
Sketch 또는 Study Model
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심의대상인 경우
구조계획개요

기계설비 계획개요
기계설비
계획서

심의 도서

조경

방재

○
○
○
○
○

○
○
○
○
○
○

○
○
○
○
○
○
○

○

○
○
○

○
○

각종 개통도 및 zoning 계획

○
○
○

적용 시스템 비교 검토

○

개략 공사비 추정

○

심의 대상인 경우

○

해당 법규 검토

○

○

전기설비

설계방향 설정, 전기설비계획개요

○

○

계획서

추정 부하 산정

○

개략 예산 검토

○

심의 도서

토목

○

구조심의 대상인 경우
건축주 요구사항의 수용여부와 설계방침의 확정

전기

○

재료․장비선정에 따른 개략 공사비

기본 구조적용 시스템 및 대안,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심의 도서

기계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토목계획서

조경계획서

심의 대상인 경우

○

개략 흙막이 계획서

○

흙막이 계획도

○

우․오수처리계획서와 상수계획서

○

예상공사비 계산서

○

녹지 및 공개공지 계획도

○

식재 계획도

○

시설물 계획 및 포장계획도
심의 도서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 도서

법규체크리스트 및 소방개략계획서

○
○

○

○
○

75

(1) 중간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종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개략 시방서

공사용 시방서(초안)

○

공사비 개산서

기본설계 적용기준에 따라 개략공사비를 산정, 작성

○

일반
사항

공사개요(위치, 대지면적등)

○

○

○

건축물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등)

○

○

○

건축물 용도별 면적, 주차장규모

○

○

○

건축 계획서

도면

배치계획

○

주차 및 동선계획

○

평‧입‧단면 계획

○

법규 검토서

관련사항에 따른 법규검토

도면 목록표

○

○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

안내도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

구적도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

실내재료마감표

바닥, 벽, 천정 등 실내마감

○

○

배치도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건물과 기존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
의 관계

○

○

○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
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위치 및 구조

○

○

○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

○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

○

○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의 위치

○

○

○

주요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칫수, 외부마감재료

○

○

○

건축물 최고높이, 각층의 높이, 반자높이

○

○

○

천정내 배관 공간, 계단등의 관계를 표현

○

○

○

○

○

주차 계획도

○

각층 및 지붕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단면도(종․횡단면도)

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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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도 또는 조감도

종

류

코아 상세도

수직
동선
상세도

상세
도

부분
상세도

천정도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코아 내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

계단평면 ․ 단면
상세도

○

○

주차경사로
평 ․ 단면상세도

○

주차리프트
평․단면상세도

○

지상층 외벽 평
․ 입 ․ 단면도

○

○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

천정 평면도

○

창호 평면도

○

창호도
창호 잡철물

정화조

각 창호에 적용되는 철물

○

정화조 평면
․ 단면도

○

○

○

용량 계산서

○

○

○

차음 ․ 방음, 방진

○

무대 ․ 조명

○

전시․ 미술장식품

○

분수

○

주방

○

음향

○

기타
특수
분야
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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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조

종

류

개략 시방서
일반
사항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구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구조 계산서

○

○

설계 설명서

○

○

○

○

○

○

○

○

기초 일람표
구조 평면도
가구도

기초에서 옥탑까지 작성
골조의 단면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

○

관계를 표현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도면

○

기둥 일람표

○

○

○

보 일람표

○

○

○

슬래브 일람표

○

○

○

옹벽 일람표

○

○

계단배근 일람표

○

○

잡배근 일람표
주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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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 기 계

종

류

개략 시방서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기계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각 공종별 단위면적당 공사비개념으로 개략 산정

○

개략 공사비
계산서
설계 설명서
일반사
항
개략부하 계산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정

○

○

설계기준에 따라 단위면적당 부하를 기준

○

각종 장비 선정서

부하 분석에 따른 적정 장비 선정

○

에너지 심의서류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 계획서

건물종별, 규모별, 층별 소방시설 계획에 관한 종합적 서
류

○

도면 목록표
○

○

○

○

○

○

○

소방 설비도

해당 소방관련 설비

장비 일람표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장비 배치도

기계실, 공조실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

공조배관설비 계통도

○

○

DUCT설비 계통도

○

○

위생설비 계통도

○

○

○

○

○

계통도

소화 설비 계통도
도
면

○

공조배관설비 평면도

○

기준층 및 주요층

DUCT설비 평면도

○

기구 평면도

위생,설비 평면도

○

소화 설비 평면도
저수조 및 고가수조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설비용 핏트 평면
상세도

설비용 핏트 상세 및 배치계획도면

도시가스 인입 확인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확인

기구 상세도

기구의 선정

○

○

○

○

○
○

○

○

○

○

○

79

라. 전 기

종

일
반
사
항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개략 시방서

전기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공사비 계산서

공종별 단위 면적당 개략 공사비

○

설계 설명서

계획설계시의 내용을 발전 확장

각종 부하계산서

용도별 조도, 부하계산서 작성

소방시설 계획표

각종 설치시설에 대한 계획표

○

○
○

도면 목록표
배치도

○

○

○

○

○
○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전력 계통도

○

조명 계통도

○

통신 계통도

○

계통도
도면

소방 계통도

○

○

○
○

조명 평면도
평면도
소방 평면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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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의 선정

○

○

○

○

○

마. 토 목

종

일반사
항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개략 시방서

토목 일반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

○

○

○

○

○

각종 평면도

주요시설물 계획

대지 종․횡 단면도

○

토공사 계획도

도면

○

포장계획 평․단면도

○

○

보도블럭 평면도

○

담장 계획도

○

우․오수배수처리

평․종

단면도
상하수 계통도

우․오수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
○
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

○

○

바. 조경공사

종

일반
사항

류

내

용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개략 시방서

일반 시방 및 특기시방서(초안) 작성

○

개략 공사비 계산서

기본설계 도서에 따라 개략공사비 산정

○

설계 설명서

○

○

도면 목록표

○

○

○

○

식재 평면도

○

○

단면도

○

○

조경 배치도
도면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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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가. 건 축
도서작성의 구분
종

일
반
사
항

일
반
도
면

상세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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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축 적

기
본

중
급

상
급

공사 시방서

○

○

○

설개 개요

○

○

○

○

○

각 공종별 공사비 내역서
각종 계산서

○

○

○

심의에서 각종 인허가 관련자료

○

○

○

표지

○

○

○

도면 목록표

○

○

○

안내도

○

○

○

구적도

○

○

○

지적도

○

○

○

면적 산출표

○

○

○

대지 종․횡단면도

○

○

○

○

○

○

○

○

배치도

1/100이상

주차 계획도

1/100이상

평면도

1/100이상

○

○

○

입면도(2면 이상)

1/100이상

○

○

○

단면도(종․횡단면도 등)

1/100이상

○

○

○

실내벽 및 반자의 마감도

1/100이상

○

○

○

○

○

○

○

수직 동선 관련
상세도

코아 평면상세도

1/5～1/50

계단 평․단면상세도

1/5～1/50

승강기.샤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경사로 평․단면상세도

1/5～1/50

○

○

주차 리프트 평․단면상세도

1/5～1/50

○

○

○

도서작성의 구분
종

류

축 적

기
본

중
급

상
급

주요부분 상세도

1/5～1/50

○

○

○

주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부출입구부분 평,입,단면상세도

1/5～1/50

○

샷다 상세도

1/5～1/50

○

핏트 상세도

1/5～1/50

○

발코니 상세도

1/5～1/50

○

○

출입구 상세도

1/5～1/50

○

○

지상층 외벽 입면․단면 상세도

1/5～1/100

○

○

지하층 단면 상세도

1/5～1/100

○

주요부분 내벽 상세도

1/5～1/100

○

창호 일람표

1/5～1/50

○

○

창호 평면도

1/5～1/50

○

○

창호 상세도

1/5～1/50

○

창호 입면도

1/5～1/50

○

창호 잡철물 목록

1/5～1/50

○

각층 천정 평면도

1/5～1/50

○

천정 상세도

1/5～1/50

○

부분 상세도

1/5～1/50

○

천장 관련 설치 상세도

1/5～1/50

○

로비바닥 패턴도

1/5～1/50

○

로비 전개도

1/5～1/50

○

주요실 전개도

1/5～1/50

○

승강기 HALL 전개 상세도

1/5～1/50

○

화장실 전개 상세도

1/5～1/50

○

칸막이 전개도 및 상세도

1/5～1/100

○

실내부위

실내마감 상세도

1/5～1/50

○

부품도

각 부품도

1/2～1/50

○

부분 상세도

상
세

창호도

도
면

천정도

내부 상세도

건축용 평․단면도
정화조
기타
특수분야
도면

1/5～1/100

○

○

각종 설비도

○

계산서

○

소음․방진, 무대․조명, 주방, 음향, 전시,
미술장식품 등

별도대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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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조

종
일반
사항

류

축

적

도서작성의 구분
기본 중급 상급

구조계산서 (법령에 의거 작성을 요하는 건축물)

○

○

○

시방서

○

○

○

○

○

○

○

○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구조 평면도

1/30～1/20
0

○

○

○

구조 단면도

1/30～1/20
0

○

○

○

기초일람표

1/30～1/10
0

○

○

○

앵커배치도 및 BASE PLATE 설치도

1/30～1/10
0

○

○

기둥 일람표

1/30～1/10
0

○

○

○

보 일람표

1/30～1/10
0

○

○

○

슬래브 일람표

1/30～1/10
0

○

○

○

옹벽 일람표

1/30～1/10
0

○

○

○

계단배근 일람표

1/30～1/10
0

○

○

○

잡배근 일람표

1/30～1/10
0

○

○

○

주심도

1/30～1/20
0

○

○

○

계단 상세도

1/30～1/50

○

○

○

경사로 상세도

1/30～1/50

○

○

○

코아 상세도

1/30～1/50

○

○

○

기둥접합 상세도

1/5～1/50

○

○

○

보접합 상세도

1/5～1/50

○

○

○

BRACE접합 상세도

1/5～1/50

○

○

○

DECK PLATE 설치도

1/5～1/50

○

○

○

STUD BOLT 설치도

1/5～1/50

○

○

○

ANCHOR BOLT 상세도

1/5～1/50

○

○

○

계단 및 코아
상세도

접합 상세도
상세
도
잡 상세도

1/5～1/50

○

가구도

1/5～1/50

○

각부구조 상세도

기타 상세도

84

1/5～1/50

○

보 OPENING 위치도

1/5～1/50

○

캐노피

1/5～1/50

○

파라펫

1/5～1/50

○

TRUSS

1/5～1/50

○

다. 기 계

종

일반

내

류

용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
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공사비를 산정하여 작
성

사항 부하 계산서

도서작성의 구분
축 적

○

설계기준에 따라 세부 부하 계산

설계 설명서

설계과정에서 확정된 내용 정리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항을 알아보기쉽도록 표기

옥외배관 평면도

옥외에서의 급배수, 도시가스, 유틸리등의 인입,
인출과 관경 및 위치등을 표시

각 설비 계통도

각 설비별 계통 표시

각 설비 평면도

공조, 환기, 위생, 소화설비등에 대한 내용
등을 표시

기본 중급 상급
○

○

○

○

○

○

○

○

○

○

○

○

○

○

○

○

○

○

○

○

○

○

○

1/100이상

1/100이상

기계실 및 공조실
각 설비별 기계실 배관에 대한 확대평면도
확대평면도

1/5～1/50

○

화장실확대평면
상세도

1/5～1/50

○

저수조, 고가수조
설치기준을 표시, 평․단면도
배치 및 상세도

1/5～1/50

○

설비용핏트
상세도

설치 및 유지보수등을 위한 적절한 공간 검
토 확인

1/5～1/50

○

연도 상세도

보일러 및 발전기등의 연도상세

1/5～1/50

○

1/5～1/50

○

화장실 배관등에 대한 확대평면

도면

각종 장비
상세도

자동제어도면
(별도)

구성도

○

장비,밸브,관제점,패널 일람표

○

계통도 및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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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 기
도서작성의 구분
종

일
반
사
항

내

류

용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
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각종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부하, 조도, 발전기 용량

축 적

기
본

중
급

상
급

○

○

○

○

○

○

○

○

○

○

○

○

○

○

○

○

○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장비 일람표

주요장비의 사양을 표기

도면 목록표

도면목차, 번호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인입 배치도

○

전력 배치도

1/100이상

○

○

○

통신 배치도

1/100이상

○

○

○

소방 배치도

1/100이상

○

○

○

○

○

전력간선 계통도
계통도

통신 계통도

○

소방계통도

도면
평면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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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기계실 장비설치 평면도

1/100이상

○

○

전력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조명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통신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방범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소방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방송 설비 평면도

1/100이상

○

○

○

○

○

조명기구 상세도

1/5이상

○

설비용 핏트 상세도

1/5이상

○

피뢰침 상세도

1/5이상

○

접지 설비 상세도

1/5이상

○

TV안테나 설치 상세도

1/5이상

○

마. 토 목

도서작성의 구분
종

일
반
사
항

류

용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시방 및 도면에 따라 세부 공사비를 산정하여 작
성

축 적

기
본

중
급

상
급

○

○

○

○

○

설계 설명서

○

주요 평면도

필요축적

○

○

○

대지종․횡 단면도

필요축적

○

○

○

토공사 평․단면도

1/5～1/10
0

○

○

○

○

흙막이 상세도

도면

내

굴토깊이 10M 미만

1/5～1/50

○

포장 상세도

1/5～1/50

○

보도블럭 및
측구 상세도

1/5～1/10
0

○

옹벽 평․단면
전개도

1/5～1/10
0

○

○

○

옹벽 상세도

1/5～1/10
0

○

○

○

담장 입․단면도

1/5～1/10
0

○

담장 상세도

1/5～1/10
0

○

방음벽 상세도

1/5～1/10
0

○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우․오수 배수
상세도

○
우․오수배수 처리 노선 상세도(평면도, 종․ 1/5～1/10
횡단면도) 및 구조물 상세도
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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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 경

도서작성의 구분
종

일
반
사
항

내

류

용

공사 시방서

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및 내역서

축 적

기
본
○

중
급

상
급

○

○

○

○

○

○

○

○

○

○

○

○

설계 설명서
도면 목록표

도면 목차, 번호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

배치도

공사계획 및 시설물배치도

1/100이상

배식 평면도 및 수량 집계

1/100이상

○

○

포장계획 평면도

1/100이상

○

○

시설물 평면도

1/100이상

○

○

식재 입면도 및 플랜터 전개도

1/100이상

○

○

포장 평․입․단면 상세도

1/10이상

○

지주목 상세도

1/10이상

○

식재 및 수목보호용 덮개상세도

1/10이상

○

조명등 상세도

1/10이상

○

플랜터 상세도

1/10이상

○

시설물 상세도

1/10이상

○

평면도

입면도
도면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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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서 작성 기준
1) 일반 사항
(1) 설계 도면의 표시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① KS A 0005 제도통칙
② KS F 1501 건축제도통칙
③ KS F 1001 토목제도통칙
④ KS B 0001 기계제도통칙
⑤ KS C 0301 전기제도통칙
⑥ 소방방재청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시설도시기호)

(2) 설계보고서
① 발주기관이 설계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
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②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③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
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한다.
④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
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 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구조계산서
①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
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B.M.D, S.F.D 등)
④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⑤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
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⑥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

89

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
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④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한다,
⑥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
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⑧ 유류가는 지식경제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단, 견적
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⑩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⑪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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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②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품질보장 혹은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과 시공시 도면이해를 의한 주기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 시공시에 유
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도면 시방 및 특기사항을 해당도면에 명기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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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⑦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⑧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
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⑪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⑫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6)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다.
②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도록 작성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설계 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 방법, 품질 기준 등을 명기하여
야 한다.
④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⑤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작성한다.
a.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 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b. 각종 구조 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c. 관련 공사간의 시공 책임과 한계를 명시한다
d. 가설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가건물, 비계, 흙막이, 거푸집 등)
e.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f. 사용재료의 품질, 규격, 색상, 질감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g. 특수 공법 및 특수 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그 품질, 규격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
토하여 작성
⑥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 회사의 고유 제품
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①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
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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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에
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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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④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
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⑤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
품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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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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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계도면 작성의 세부지침
(1) 원

도

원도용지는 고급품의 트레이싱지를 사용하고 윤곽선 및 표시 등은 발주기관의 승
인을 받아 사용한다.

(2) 도면의 크기
① 제도용지의 크기는 KS A 5201(종이의 재단 치수) A열의 A0～A6 및 B열의 B
0～B6에 따른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장방형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도면은 그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으로 놓은 위치를 정위치로 한다. 다만, A6 이
하 도면은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③ 도면의 테두리를 만들 때에는 여백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고 표에 따른다.
④ 도면의 테두리를 만들지 않아도 도면의 여백은 ③에 따른다.

b
d

c

c

a
c

a

c
cb

d
c

A4 이하의 길이 방향을
위아래로 하는 경우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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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지의 치수
a×b

A0

A1

A2

A3

A4

A5

A6

841×1189 594×841 420×594 297×420 210×297 148×210 105×148

c (최소)

10

10

10

5

5

5

5

d

철 ×

10

10

10

5

5

5

5

(최소)

철 ○

25

25

25

25

25

25

25

⑤ 청사진의 마감 치수도 위의 표에 따른다
⑥ 접은 도면의 크기는 A4의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⑦ 표제난은 도면의 아래 끝에 설정하고 다음 사항을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
등의 명칭, 도면명, 도면 번호, 축척, 설계 또는 계획자명, 제도자명, 책임자의
서명, 도면 작성 기관명, 도면 작성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⑧ 보기, 기타 주의 사항은 표제란 부근에 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설계용 도면은 도면 둘레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부착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쟈켓에 내장되어야 한다.

(3) 투상법
① 투상법은 3각법으로 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투상면의 명칭은 정면도, 평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로 한다. 다만, 방향에
따라 남측 입면도, 서측 입면도, 동측 입면도, 북측 입면도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4) 도면의 방향
① 평면도, 배치도 등은 북을 위로하여 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면도, 단면도 등은 위아래 방향을 도면지의 위아래와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5) 척

도

① 도면에는 척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만일 한 도면에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하였을
때는 각 도면마다 또는 표제란의 일부에 척도를 기입하여야 한다. 그림의 형태가
치수에 비하여 비례하지 않을 때는 비례가 아님 또는 NS(No Scale)로 표시한다.
② 사진으로 축소 또는 확대하는 도면에는 그 척도에 의해서 자의 눈금의 일부를 기
입한다.
③ 척도의 종류는 실척, 축척, 배척으로 구별하여 목적에 따라 다음의 것에서 선택
하여 사용한다.
실 척 : 1/1

배 척 : 2/1, 5/1

축 척 : 1/2, 1/3, 1/4, 1/5, 1/10, 1/20, 1/30, 1/40, 1/50, 1/100, 1/200,
1/300, 1/500, 1/600, 1/1,000, 1/1,200, 1/2,000, 1/3,000, 1/5,000, 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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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

사

① 경사 지붕, 바닥, 경사로 등의 경사는 모두 경사각으로 이루어지는 밑변에 대한
높이의 비로 표시하고 경사의 다음에 분자를 1로 한 분수로 표시한다.
보 기 : 경사 1/8, 경사 1/20, 경사 1/150
② 지붕에 있어서는 10을 분모로 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보 기 : 경사1/10, 경사 2.5/10, 경사 4/10
③ 경사는 각도로 표시하여도 좋다.
보 기 : 경사 30°, 경사 45°

2.5 / 10

1/8

10
1

2.5

15°

8

④ 위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경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 2.5

1:2

2.0%

1.5%

(7) 선
① 선의 종류 : 선의 종류는 다음에 따르고 배치도, 구조도, 계통도, 외형도, 측량도
등에는 필요에 따라 이 외의 선을 사용할 수 있다.
a. 실

선



b. 점선 또는 파선            
c. 1점 쇄선

      

d. 2점 쇄선

         

② 선의 용법
a. 실선은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선이며 치수선, 치수 보조선, 인출선,
파단선, 윤곽선 등에 사용한다.
b. 점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선 등에 사용한다.
c. 1점 쇄선은 중심선, 절단선, 기준선, 경계선, 참고선 등에 사용한다.
d. 2점 쇄선은 상상선 또는 1점 쇄선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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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선은 단면선, 윤곽선, 평면상의 구획선, 보조 설명선의 차례로 가늘게 함을 원
칙으로 한다.
f. 선의 간격(중심거리)은 다음과 같이 한다.
a) 평행선의 경우는 그 선 간격을 선 굵기의 3배 이상으로 한다.
b) 밀집하는 2차선의 경우는 그 선 간격을 선 굵기의 4배 이상으로 한다.

(8) 치

수

①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마무리 치수로 표시한다.
② 치수 기입은 치수선 중앙 위 부분에 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치수선을 중
단하고 선의 중앙에 기입할 수도 있다.
③ 치수 기입은 치수선에 평행으로 도면의 좌로부터 우로 아래로부터 위로 읽을 수
있도록 기입한다.
④ 협소한 간격이 연속할 때에는 인출선을 써서 치수를 쓴다.
⑤ 치수선의 양끝 표시는 화살 또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같은 도면에서 2종을 혼용
하지 않는다.
⑥ 치수의 단위는 ㎜로 하며, 단위 기호는 쓰지 않는다. 치수의 단위가 ㎜가 아닌
때에는 단위 기호를 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단위를 명시한다. 치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260

450

5.5

103.7 m

⑦ 기준선은 기준층 중심으로 하여 1점 쇄선을 사용한다.
⑧ 주열기호는 도면의 좌상점을 원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1

2

3

4

A

B

C

(9) 글

자

① 글자는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쓴다.
② 문장은 왼편에서부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로쓰기가 곤란할 때에
는 세로쓰기도 무방하다. 여러 줄일 때에는 가로쓰기로 한다.
③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한다.
④ 글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수직 또는 15°경사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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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글자의 크기는 높이 20, 16, 12.5, 10.8, 6.3, 5, 4, 3.2, 2.5, 및 2㎜의 11종류
를 표준으로 한다.
⑥ 4자리 이상의 수는 3자리마다 휴지부를 찍든지 간격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4자리의 수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좋다.

(10) 조립 기준선의 표시
조립 기준선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가는 실선으로 한다. 또한 조립 기준선의 끝에
는 도면을 이해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기호를 붙이며, 한도면에서 2 이상의 기호
를 동시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표시 기호
(1) 일반 기호 표시
① 도면 중에 쓰는 표시 기호는 KS F 1501의 그림 10 부표 2(평면 표시 기호) 및
부표 3(재료 구조 표시 기호)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면 표시 기호는 축척 1/50, 1/100 및 1/200 도면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면도 명칭 부근에 면적을 기입하는 것이 좋다.
③ 표시 기호표에 없는 것은 축척에 따라 실형을 그리고 필요한 설명을 기입한다.
④ 표시 기호에 없는 것으로 표시 기호표에 비슷한 것이 있을 때에는 설명을 기입하
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표시 기호가 길 경우에는 끝부분만 기입하고 중앙부는 생략할 수 있다.
⑥ 동일 도면에 있어서 상이한 축척의 표시기호를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⑦ 각종 측량 높이, Leve 등의 선 표시 기호는 주기표에 표기한다.
a. G.L(Ground Level) - 지반의 레벨
b. E.L(Elevation Level) - 해발 고도
c. F.L(Floor Level) - 각층의 바닥레벨
d. F.L(Finish Level) - 각층의 바닥마감레벨
e. S.L(Slab Level) - 각층의 슬래브레벨,
f. S.L(Structure Level) - 각층의 바닥구조체 레벨
g. C.H(Ceiling Height) - 천정고

(2) 창호 기호는 KS F 1502(창호 기호)의 규정에 따른다.
① 창호 기호는 다음 4종류를 조합하여 ⑥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a.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
b. 창문별 기호
c. 개폐 방법별 기호
d. 면 구성의 종류별 기호
② 울거미의 종류별 기호는 창호의 주된 울거미 구성재의 종류를 알파벳 문자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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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그 기호는 다음과 같다.
기

호

재료의 종류

A

알루미늄

G

유

P

플라스틱

S

강

Ss

리
철

스테인레스

W

목

재

③ 개폐 방법별 기호는 상형으로 표시한다.
④ 정리 번호 : 모양 및 크기에 따라 정리 번호를 넣어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및 창
문 구별을 표시한다. 이밖에 개폐 방법별(2종류 이상의 개폐 방법을 포함 할 때에
는, 주요 개폐방법별)을 표시할 수도 있다.
⑤ 창문 구별기호는 알파벳 또는 한글로 표시하고, 그 기호는 다음과 같다.
기

호
창문 구별

한

글

영

문

ㅁ

D

문

ㅊ

W

창

ㅅ

S

셔터

⑥ 창호 기호의 표시 방법
a. 창호 기호의 표시 방법은 원내를 수평으로 2등분하고, 그 위 끝에는 정리 번호
를, 아래 끝에는 창문 구별 기호를 표시한다. 울거미 재료의 종류별 기호는,
필요에 따라 원의 아래 끝 좌측에 창문별 기호를 표시하여도 좋다. 또는 아래
끝을 세로 2등분하여 우측에 창문 구별 기호를, 좌측에는 재료의 종류별 기호
를 표시하여도 좋다.
b. 개폐 방법을 표시할 때에는 원내를 2개의 수평선으로 구분하고, 그 중앙부에
개폐 방법별 기호를 표시한다.
c. 기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없는 경우는 실제형에 따른 창호 개폐 표시 기호
를 표시하고, 필요한 설명을 기입한다.

4.5 공사기간 산정기준
1) 총공사기간
(1) 공사기간 산정은 공사기간을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 옥내외 기계(난방)
공사,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로 나누어 산정한다.
(2) 총공사기간 = 건축공사기간 + 건축공사준공 후 토목공사기간 + 토목공사준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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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기간 + 공사불능일 (동절기, 혹서기, 강우일)
① 토목, 전기, 통신 : 건축공사 후 15일간
② 기

계 : 건축공사 준공과 동일

③ 조

경 : 토목공사준공 후 15일간

2) 건축공사기간
건축공사기간 = 일반표준공사기간 + 공사여건에 따른 조정기간

(1) 일반표준공사기간
구

분

공 사 기 간

6층 이하 건축물

172일 + 30일 + 20일 × 2층 이상 층수
(단, 2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기간은 230일)

일반건축공사
7층 이상 건축물

6층 이하 건축물

170일 + 30일 + 16일 × 2층 이상 층수
+ 16층 이상 층수 × 2
162일 + 30일 + 19일 × 2층 이상 층수
(단, 2층 이하 건축물의 전체기간은 220일)

PC조 건축공사
7층 이상 건축물
설계, 시공일괄

162일 + 30일 + 19일 × 2층 이상 층수
+ 16층 이상 층수 × 2
일반건축공사기간 + 55일

입찰방식

(2) 공사여건에 따른 조정기간
① 공사규모에 따른 조정
a. 바닥면적에 의한 조정
층별 바닥면적

추가소요기간

1,000㎡ 이하

비

고

-

1,000㎡ 초과～2,000㎡ 이하

해당층수 × 8일

2,000㎡ 초과～3,000㎡ 이하

해당층수 × 16일

3,000㎡ 초과

현장여건을 고려 시공구획별로 산정

b. 지하층이 있는 경우
층

수

비

고

지하1층

55일간(터파기 10일 + 45일)

핏트만 있는 경우 포함

지하2층

95일간(터파기 20일 + 75일)

층고4.5m 이상인 지하1층 포함

지하3층 이상

98

추가소요기간

초과하는 매층마다 층수 × 40일
(터파기10일 + 30일)

② 기초 및 지반여건에 따른 조정
a. 암반터파기 암반이 있을 경우
부수기 암반량

추가소요기간

500㎥ 이하

비

고

비

고

-

500㎥초과～1,000㎥이하

15일

1,000㎥초과～2,000㎥이하

30일

2,000㎥초과～5,000㎥이하

45일

5,000㎥ 초과

현장여건을 고려 시공구획별로 산정

b. 파일기초인 경우
a) 파일깊이(PC, PHC 파일기초)
파일 관입 길이

기

간

15m 이하

20일

16m 이상～30m 미만

40일

30m 이상

별도신청

※ 파일공사량이 과다(약 1,000본)할 경우 별도 산정
b) 기타
(a) 부력방지앙카 : 10일간
(b) 흙막이 (기준 : 높이 7m, 길이 120m)
- 자립식 : 10일간
- E/A식 : 20일간

(3) 동절기공사 불능일
① 동절기 공사 불능일은 공사중 단기간이 아니고,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으로 공사기간 시행여부는 전문시방서에서 정한 온도조건에 의한다.
② 동절기 공사 불능일수(급지별)
구 분

해 당 지 역

일 수(기 간)

1급지

경기(동두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파주시, 포 115일간
(11월 21일～3월 15일)
천군, 가평군, 양평군, 양주군, 연천군)

2급지

서울, 인천, 대전, 경기(1급지 이외지역)

90일간
(12월 1일～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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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

우

기본 28일은 전국에 동일하게 항목별 공사기간에 배분 반영되어 있음.

(5) 기

타

① 설계 및 현장여건이 특수하여 본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② 현장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시행 전
에 본 기준을 기본으로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6 용역성과품의 제출
1) 성과품의 종류 및 CD 작성기준 (공통)
종

류

규

격

설계도서

설계 원도

A1

00

축소 원도

A3

00

청사진 도면(반책)

반접

00

청사진 도면(편철)

A1

00

16절 접이도면

〃

00

백도(1/4크기) 반책

A4

00

설계 설명서

〃

00

공사 시방서

〃

00

설계예산서(실 내역)

〃

00

설계예산서(공 내역)

〃

00

일위 대가표(실)

〃

00

일위 대가표(공)

〃

00

단가 산출서

〃

00

수량 산출서

A3

00

각종 설계 계산서

A4

00

각종 설계 기준 및 자료

-

00

조감도(채색)

-

00

투시도

-

1식

공사 예정 공정표

A3

00

자재 내역 및 시방서

A4

00

외부 색상도(채색)

A1

1식

실내 색채 계획도(채색)

A1

1식

-

소요 부수

기타 관계 부서 협의용 도면

비

고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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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원도는 CAD작업 후 CD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① 제출시 주의 사항
a. 파일명 및 도면명, 플로팅 축척, 플로팅 펜 지정 번호 및 펜 규격을 기록할 것
b. 도면작성에 사용한 한글폰트를 함께 저장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
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c. CD에 저장시 압축 및 백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 것
d. 기타 특기 사항을 기록할 것
(2) 설명서, 공사시방서는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저장하여 제출한다. (사용 프로그램 종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예산 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 조서는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
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
께 수록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 작성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하여 납품한다. (CSV파일형식이란 ASCⅡ형식으로 각 항목을 ‘,’로
구분한 형식으로서 일반 Text용 편집기로 편집이 가능하며 엑셀프로그램에서 각
열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2)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 종료일부터 3일이내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시설물
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도서를 마이크로필름, CD 등의 사본으로 제작하여 관
리주체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원도 규격 및 양식
본 편람의 도면 양식 표준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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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 계 업 무 점 검 표
5.1 개 요
1) 목

적

설계업무 관리점검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설계업무의 질적향상 및 공
사의 품질향상, 관련기술자의 자질향상과 설계용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2) 적용범위
설계업무 관리점검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설계과업 중에서 건축분야에 대한
설계업무 점검에 적용한다.

3) 사용점검항목
점검항목은 3단계(발주전, 기본사항, 상세사항)으로 구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설계 수행시에는 3단계점검 모두, 기본설계만을 수행할 경우에는 발주전 점검
및 기본사항 점검과 상세사항 점검항목중 필요한 해당항목을 점검하도록 한다.
(1) 1단계 점검 : 발주전 점검항목표 (발주를 위한 사항 점검)
(2) 2단계 점검 : 기본사항 점검항목표 (설계자문 및 검토 1)
(3) 3단계 점검 : 상세사항 점검항목표 (설계자문 및 검토 2, 3, 4)
* 설계자문 및 검토 2 - 공정 20%
* 설계자문 및 검토 3 - 공정 50%
* 설계자문 및 검토 4 - 공정 90%

4) 점검방법
(1) 점검자 및 확인자
① 점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감독(담당공무원)이며, 확인자는 차상위자로 한다. 단,
1단계 점검(발주전 점검)에 있어서는 차상위자가 점검자가 되고 확인자는 차상위
자의 상위자로 한다.
② 1단계 점검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③ 2단계 및 3단계 점검시에는 외부전문가와 관련부서에서 선정된 5급 이상 공무원
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점검하도록 한다.
④ 설계자문 및 검토회수는 원칙적으로 4회로 한다. 그러나 용역의 규모, 기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회수를 최소 2회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으
며, 그런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관련공무원의 자체검토로 잔여회수를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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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시기
점검시기는 건설공사의 추진절차 및 내용(공통편)에 준한다.

(3) 점검내용
점검내용은 각 단계별 점검항목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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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과 점검내용에 대하여 협의한 후, 필요시 수정 보완토록 한다. (1단계점검
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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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 주 전

점 검 항 목 표

검 토 사 항

및

내 용
비 고

사 업 계 획 의

수 립

∙사전환경성과 영향평가 검토
∙사업 수행을 위한 구성원 및 자문단 구성에 대한 검토․확인
∙관련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조치의 부합여부
(별도용역 수행, 자체수행, 자문단구성, 유관부서 협조 등)
∙조사, 연구 등의 범위 및 항목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점검
∙관련자료는 충분히 입수했으며, 만족할 만한 지 여부 확인
∙중요한 결정을 위한 일정이나 비용한도는 정해져 있는지 확인
∙지방의회, 주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조치가
되었는지 여부 확인
∙비용추정치 및 자금의 배정에 대한 부합여부 점검
∙공사기간, 사업비, 사업기간, 시설물운영계획 등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
∙사업계획서는 작성되었으며 승인 절차는 완료하였는지 점검
∙사업계획의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점검
∙사업계획심사는 실시하였는지 점검

과 업 내 용 서 - 개 요
∙사업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한 부합여부
∙과업의 범위는 적절하며 명확한 지 점검
(특히,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 사항)
∙과업의 기간은 적절하며 사업계획에 부합여부
∙공사기간 및 시설물운영계획에 대한 점검
∙사업토지의 내용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확인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 및 계획 등과의 부합여부
∙비용추정치의 작성여부 및 합리성에 대한 점검
∙비용추정치는 공사기간에 대한 물가변동, 현장여건의 변화 등
에 대해 충분히 고려되어 여유치를 갖고 있는지 점검
∙비용추정치는 유사공사에 대한 실적기록 등과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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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검 토 사 항

및

내 용
비고

과 업 내 용 서 - 개요 및 단계별 업무

∙시설물계획의 적합여부
a. 시설물은 기존시설 등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b. 용도 및 규모는 적절한 지 여부
∙용어의 정의는 명확하며 타당한 지 여부
∙발주자 및 설계자의 책임 및 업무구분은 적절한 지 여부
a.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b. 공정계획의 적절한 지 점검
c. 각종 보고 및 업무연락,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의 부합여부
d. 추가용역의 구분은 명확하며 비용은 확보되었는지 점검
e. 건설사업관리 여부는 결정되었는지 확인
f. 중간검토에 대한 일정은 결정되었는지 확인
∙각 단계별 업무의 내용 및 절차는 명확한 지 점검
∙각종 보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적절한 지 점검
∙사전조사를 충실히 수행할 조치는 되었는지 점검
∙조사의 목적 및 항목은 적절한 지 점검
∙단계별 활동과 일정상의 요건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과 업 내 용 서 - 기 술 지 침

비고

∙각종 지침 등은 작성되었는지 확인
∙시설물의 개념은 사업의도와 부합되는지 여부
∙각종 지침의 내용은 관련법규, 각종 기준, 시방서, 편람 등에
적합한 지 여부
∙지침내용에 부실한 점은 없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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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 본 사 항 점 검 항 목 표
검 토 사 항

및

내 용
비고

과

업

수

행

계

획

서

과업의 목적
∙과업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
∙과업내용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는지 점검
∙설계의 주요 요점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과업의 목적 및 설계지침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과업의 범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발주기관의 사업계획은 충분히 파악하였는지 확인
∙보안관리는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

과업의 범위
∙각 분야별 기술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과업의 범위가
충분히 이해되었는지 점검
∙과업의 범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과업의 범위에 명확한 한계와 목표가 설정되었는지 점검
∙범위에 대한 발주기관의 의견은 반영되었는지 점검

수행방법
∙과업의 내용이 설계순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 조사, 검토 및
분석, 설계 등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
∙용역의 조건 및 내용의 부합여부
∙용역조건 중 검토를 요하는 사항은 정리되었는지 점검
∙설계시 적용할 기준 등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용역수행 방법 및 절차가 명확히 흐름도에 포함되었는지 확인
a. 작업의 범위, 순서, 협의 및 승인절차 등
∙과업수행조직표에는 업무협업총괄책임자,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명단이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
∙각 기술자의 자격요건은 적절한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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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및

내 용
비고

과

업

수

행

계

획

서

수행방법
∙설계공정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적절한 지 여부
∙설계공정표에는 이행여부의 확인절차 및 이에 대한
수정·보완의 행위가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업무협의 시기, 횟수 등 일정은 전체업무일정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
∙세부방안은 각 단계별로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단계별 업무의 내용은 과업내용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의 품질관리
∙용역수행단계별 상세업무점검표의 제출일정 및 내용은
발주기관의 세부 점검 사항과 부합여부
∙각 분야별 업무점검사항은 설계수행단계별로 필요에 따라
반복 점검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여부
조

사

∙기존 조사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지형, 지질, 주변현황 등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교통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지장물은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환경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주변의 주요구조물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위한 사항은 포함되었는지 여부
∙주민, 이해당사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방안과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여부
∙기존자료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각종 조사항목, 범위, 내용 등은 적절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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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및

내 용
비고

성 과 품 작 성 기 준

∙성과품 작성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적절한 지 점검
∙관제법규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확인
∙설계 도면의 표준화 등 품질향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 점검
∙설계도서 등의 디스켓 제출 등 업무의 효율화 방안의 부합여부
∙제출도서는 분야별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
∙제출부수는 용역대가의 기준에 부합되며 추가 성과품에 대한
조치는 되었는지 여부
∙도서의 적성범위 및 내용은 적절한 지 점검
∙제출도서의 표준양식은 적절한 지 확인
∙시방서 작성기준은 적절한 지 확인

기타 용역발주를 위한 사항
∙용역발주전 심의 절차는 완료하였는지 점검
∙입찰 관련 서류는 작성되었는지 확인
∙계약방법 및 조건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입찰공고 또는 용역사업집행계획 공고 내용의 작성 및 부합
여부
∙공고의 내용은 적절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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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5.4 상 세 사 항 점 검 항 목 표
1) 건축․구조분야 점검항목표
검 토 사 항
일

반

사

및

내 용

항

비 고

∙설계도면 - 예상도면 목록은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시방서 - 설계단계와 설계도면에 적합하게 내용구성이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계산서 - 세부계산을 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설계설명서 등은 과업내용서의 목적에 적합하게 목표설정 등이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여부
∙법규검토는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
∙용도 및 규모가 설계목표에 충실히 부합여부
∙예정공정표에 의거 세부공정계획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과업내용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용역수행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예상 도면목록표는 진행 중 적절히 보완되고 있는지 확인
∙대지의 조건은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점검
∙마감계획의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점검
∙마감계획은 진행 중 적절히 보완되고 있는지 점검
∙층고계획의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점검
∙공통사항(약어, 개요, Note)은 구체적이며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시방서의 내용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시방서의 내용은 구체적이며 충실한 지 여부
∙시방서의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
∙시방서의 철자 및 용어의 부합여부
∙시방서 내용이 간단 명료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시방서의 내용은 가급적 공인된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설계내역서와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
∙계산서의 내용은 계산과정 등이 제3자가 이해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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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일

반

사

및

내 용

항

∙계산서는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계산서의 내용은 초기 계산기준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여부
∙건축구조도면을 구조계산자가 검토하여, 확인․날인 확인
∙설계설명서 등은 과업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간략하며, 정확하고, 충실한 지 점검
∙도서는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부합여부
∙창호계획의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점검
∙창호계획은 진행 중 적절히 보완되고 있는지 확인
∙창호계획은 치수, 구성요소 등이 정확히 기재되고, 경제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안을 고려했는지 확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단열기준은 적합한 지 확인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을 고려했는지 확인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건축영문 용어의 약어 표기 등의 범례, Note에 기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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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토

및

내 용

목 - 가 시 설 및 지 하 굴 토

비 고

∙관계법규의 규정에 합당한 지 여부
a.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등)
b. 건축법 제41조(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c.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대지의 조성)
d.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 건설공사의안전관리대책 (
∙측량의 실시여부 및 점검
a. 대지의 측량시 인접지주의 입회 하에 실시되었는지 확인
b. 자료는 대지의 크기 및 고저차 등이 정확한 지 확인
∙지장물조사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 지 여부
a. 대지주변에 대한 조치는 적절한 지 점검
(인접건물 및 시설, 기존시설물, 주민교통, 소유권관계 등)
b.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치는 되었는지 확인
(통신선로, 전기선로, 지하수관, 상하수도관, 공동구 등)
∙지반조사사항에 대한 검토는 충분한 지 점검
∙설계기준 설정의 부합여부
∙공법은 타당하며 특히, 다음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점검
a. 인접대지에 미치는 영향
b. 지하점용료 등의 관계
c. 지하수위
d. 지하수의 유출
e. 지반침하
f.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영향
∙지하구조물의 지하수 및 우수에 의해 부력 및 부상방지 대책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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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토

및

내 용

목 - 가 시 설 및 지 하 굴 토

∙설계하중, 계산규준, 표준시방서 등 적용의 부합여부
∙구조계산서는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점검
a. 설계기준은 상세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b. 설계는 적절한 지 확인 (안전율, 부재의 선정 등)
∙설계도면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점검
a. 구조계산서와 부합여부
b. 시공성에 대한 검토는 적절한 지 확인
c. 지장물 등 주변현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시방서는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a.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에 부합되는지 확인
b. 공사시방서는 상세하고 신뢰성이 확보되었는지 확인
c. 기술적 전문시방은 충분한 검토 및 승인된 사항인지 점검
∙물량산출서는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a. 수량산출근거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b. 수량산출은 도면에 의거,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
c. 수량산출기준은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할증, 사토장거리, 자재손료 등)
∙내역서는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점검
a. 단가조사는 합리적으로 되었는지 확인
b. 불확실한 단가는 3개업체 이상 견적서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c. 정부시행내역서의 형식을 갖추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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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

및
개

수

내 용
및

증

축

비 고

∙기존과 증축부분의 구분표기에 대한 확인
∙증축과 기존건물간의 문제점 발생여부를 검토하였는지 확인
∙기존과 증축부분의 접합부의 처리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증축시 기존과 증축부분의 Exp. Joint가 고려되었으며,
방수처리상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기존 마감재 처리방법은 명기하였는지 확인 (재사용여부 등)
∙기존건물의 개수부분은 표기하였는지 확인
∙기존부분의 철거범위, 기존 상태의 보존, 보수를 명기했는지 확인
∙철거부분에 대한 철거재료, 두께 및 면적 등을 명시하였는지 확인
∙기존건물에 대한 안전여부는 검토하였는지 확인
건

축

-

배

치

도

비 고

∙지적도, 안내도, 구적표, 구적도, 도시계획선 등은 도시계획도 등
과의 부합여부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면적산출 등이 건축법과의 적법여부
∙건물의 형태와 치수는 평면도와 동일한 지 확인
∙단면의 고저차와 평면의 고저차가 일치하는지 확인
∙대지 및 건물의 Level은 표시되었는지 확인
∙도로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는 법규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맨홀 등 구조물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곳은 없는지 조사
∙장래 증축이 필요한 경우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증축예정건물이 있다면 외곽선을 표시하였는지 점검
∙부대시설에 대한 사항은 표시되었는지 확인
∙오배수계획에 대한 사항은 표시되었는지 확인
∙지하구조물에 대한 사항은 표시되었는지 확인
∙정화조 설치 면제 대상여부는 검토하였는지 점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서울시 조례 기준 자전거보관대 설치위치, 소요대수, 동선 등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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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

및
주

내 용
차

계

획

도

∙주차대수는 적법한 지 확인
∙기계식 주차방식일 경우 다음 사항은 검토되었는지 점검
a. 동선계획의 적절성
b. 지정방식에 따른 Rush Hour 및 대기시간에 대한 대응성
c. 지정방식에 따른 건축, 구조 및 전기도면에의 반영
d. 기계식 주차방식의 경제성, 유지관리 등 시스템방식
e. 기계식 주차장의 국토교통부 형식 승인번호
∙자주식 주차장일 경우 다음 사항은 검토되었는지 점검
a. 바닥마감 및 양측선의 충돌방지용 연석
b. 램프입구에서의 트렌치 및 셔터 설치
c. 기둥 및 코너에서의 코너가이드 설치
d. 충돌방지용 Car Stopper 설치
e. 방수위 Topping con'c 바닥일 경우 신축줄눈 처리
f. 바닥마감은 내마모재인지 여부
g. 주차장 내부의 배수에 대해서는 고려하였는지 확인
h. 외부 트렌치쪽으로 적정한 구배를 두었는지 확인
i. 램프의 구배, 반경 및 폭은 적법한 지 확인
j. 직각주차, 45°주차, 60°주차 등에 따른 주차로의 폭은
적법한 지 확인
k.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반경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l. 천정의 배관, 덕트를 설치할 경우 법적 천장고 확인
m. 차량통로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거나 교차지점 등
충돌예상 지점에 거울 등 필요한 조치는 하였는지 확인
n. 바닥에는 차량 유도용 화살표시, 벽에는 충돌방지용 111선
도색 등을 하였는지 확인
o. 지하주차장에는 수전설치를 고려하였는지 점검
p. 지하주차장 진출입 시 충격소음 방지를 위한 무소음트렌치 적용 확인
r. 지하주차장 램프 입구의 천정 상부 충돌방지를 위한

유효 높이 확보 및 충돌 방지장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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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

및
평

내 용
면

도

비 고

∙실명, 천정고는 마감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마감, 구조 Level의 기재 및 구배는 표시되었는지 확인
(평면도 혹은 재료마감표)
∙방화문의 개폐방향과 방화 및 방범셔터의 위치, 구조 및
기능은 적절한 지 확인
∙방화구획은 적법하게 구획되었는지 점검
∙입면에 나타나지 않는 문과 창의 부호가 표기되었는지 확인
∙설비, 전기 부분과의 관계에서 서로 누락된 창호 (Grill 등)는
없는지 점검
∙피난계단 설치시 각층별 출입은 고려되었는지 점검
∙프라이버시를 요구하는 실의 시선차단을 고려하였는지 점검
∙확대평면에 없는 칸막이의 치수는 빠짐없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Opening이 필요한 부분의 표현이 되었는지 확인
∙지하실 내 환기 및 채광이 필요한 실은 고려되었는지 점검
∙주차장, 램프입구, 기계실, 전기실 및 주방의 트렌치, Sump
Pit, Grease Trap 등의 표기는 되었는지 확인
∙파이프샤프트, EPS, 덕트 등의 위치 및 크기의 적합여부
∙파이프샤프트, 덕트 등의 층별 방화구획은 고려하였는지 여부
∙피트 및 덕트점검을 위한 점검구 표시는 되었는지 확인
∙기계실, 소제실 등의 배수구의 위치는 기계부서와 협의되었는지 확인
∙배수가 필요한 부분의 드레인 및 구배가 표기되었는지 확인
∙바닥재료가 상이한 부분의 재료분리대 표기는 되었는지 확인
∙창호평면도가 없는 경우 창호부호 표기에 대한 점검
∙평면계획에 있어서 건축적 또는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은
검토되었는지 점검
∙장비설치 등에 따른 기초콘크리트의 설치 및 장비반입을
고려하였는지 점검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의 집수정 설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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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

및
평

내 용
면

도

∙평면이 다른 도면으로 연결될 경우 Match Line이 표기되었으며,
그 부분에 대한 도면상의 Match는 정확한 지 확인
∙설비시설에 따른 하론실 및 Co2실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발전기실의 공기 흡입 및 배기에 대한 고려되었는지 확인
∙지붕바닥 마감재료는 지붕의 사용조건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지붕바닥의 Control 및 exp. Joint는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
되었는지 확인
∙지붕의 배수를 위한 Drain은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
및 갯수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지붕바닥의 구배 방향은 Drain의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
∙지붕재료에 따른 구배는 기준치 이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지붕 바닥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기기의 Pad는 표기되었는지
확인 (상세도면 포함)
∙지붕 바닥에 설비를 위한 Opening의 표기 확인
∙안전을 고려한 적법한 난간설치 확인 (H=1.2m 이상)
∙수직증축 고려시 그에 따른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
∙필요한 옥상시설물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천정을 통과하여 상부 Slab하단까지 연장된 벽체는
표시되었는지 확인
∙천정평면에 고저차가 있는 부분과 분리선이 표시되었는지 확인
∙전등, 감지기, 스피커, 스프링쿨러 헤드, Supply & Grill 등의
형태는 실의 용도에 적합한 지 확인
∙실의 성격에 따른 천정의 구성재료 및 마감재료 등 부합여부
∙점검구가 필요한 경우 위치 및 크기 등이 표현되었는지 확인
∙노출천정일 경우 Beam, Girder 등을 표시하였는지 확인
∙개구부간의 간격에 따른 마감재의 파손 및 크랙 등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116

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및

-

내 용

입 면 도

비 고

∙창호의 위치, 형태, 크기 및 개폐방법은 평면 및 창호상세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외부유리의 청소방법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외벽 마감재료가 표기되었는지 확인
∙Exp. Joint가 있는 경우 표기되었는지 확인
∙베란다, 케노피 및 기타 개구부 등이 평면과 동일한 위치에
표현되었는지 확인
∙배연창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대지의 지반고에 따른 Elevation이 일치하는지 표기확인
∙벽부착 및 옥상시설물은 표기되었는지 확인
건

축

-

단 면 및 단 면 상 세 도

비 고

∙기존과 신설 지반선이 상이할 경우 각 지반선의 Level은
표기 되었는지 확인
∙지정의 두께 및 종류는 표기하였는지 확인
∙층고, 전체높이, 처마높이, 창대높이, 천정고 및 주열간의 치수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
∙창문의 개구부의 크기가 창호도와 동일한 지 확인
∙외벽단면 중 단면상세만으로 표기가 불층분할 경우 평면, 입면,
부분상세(부호에 대한)에 추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평면 및 입면 등에 표기되지 않은 곳의 치수 및 재료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폭 1.8m를 넘는 개구부 상부의 인방재질 및 배근, 크기 등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외벽보 치수는 구조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채광판의 보강방법은 적절한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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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

및

내 용

단 면 및 단 면 상 세 도

비 고

∙외벽의 재료, 형태, 두께 등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지하층벽의 방수층 형성과 결로에 따른 물처리 방법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FCU 또는 Radiator 등 각종 배관시 Beam 등으로 인한 설치가
불가능한 곳은 없는지 점검
∙Dry Area가 있을 경우 방수 및 우수드레인의 표기는 되었는지
확인
∙외벽이 PE판이나 커튼월일 경우 층간방화구획에 지장을 주는
구조인지 확인
∙지하층 외벽내부의 마감재료는 습기를 고려한 재료인지 확인
∙천정내부의 벽체높이 및 마감한계선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내부창호 및 천정고 등의 높이는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확인
∙각 실별 Level차가 있는 경우 표기는 정확한 지 확인
∙실내 마감표 등에 표기되지 않은 부분의 재료 및 치수는
표기되었는지 확인
∙평면도상의 단면 절단부분 (Symbol에 대한 부분)과 해당
단면상세 부분이 일치하는지 확인 (도면작성시 누락부분 등)
건

축

-

실

내

마

감

표

∙층, 실번호, 실명, 마감재료, 상세번호 및 천정고 등이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
∙실내마감표상의 재료가 시방서와 서로 상이한 것은 없는지 확인
∙내화학성 및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실의 마감의 부합여부
∙내화학성 바닥에 타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Joint를 위한
재료는 같은 용도로 고려하였는지 확인
∙페인트는 사용장소에 따른 적절한 재료를 선택하였는지 확인
∙습기가 많은 위생용도의 실 재료는 방균 또는 방부페인트를
사용하였는지 확인
∙각부 사용재료는 온도차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사용재료는 시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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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

및
창

내 용
호

도

비 고

∙창호입면과 List 및 외부 입면도의 형태는 동일한 지 확인
∙치수가 개구부 외곽인지, 창호 Frame외곽인지가 명확하고,
관련도면 (평면, 입면, 단면 등)과 상이한 점은 없는지 확인
∙창호 개폐방법은 사용되는 Hardware의 Function을
고려했는지 점검
∙방화문일 경우 법적기준에 적법하며, 필요한 장치에 대한 점검
∙피난계단실의 방화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게 되어있는지 확인
∙방음문이 필요한 실(강당, 연회실 및 사무실에 인접한 공조실
등)의 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
∙현관문의 플로어힌지는 반드시 Non-Stopper Type으로
하였는지 확인
∙외부에 면한 도어 하부에는 Sill 또는 Weather Strip을
설치 하였는지 확인
∙셔터설치시 보, 기둥 등으로 인한 설치 불가능한 곳 점검
∙셔터 설치시 박스의 크기는 적절한 지 확인
∙셔터의 전동 또는 수동 등의 작동방법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방화셔터 설치시 셔터상부의 방화벽 처리는 완벽한 지 확인
∙창문의 크기는 유리 정척 Size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외부창호에 있어서 풍압 등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창호의 중량이나 크기에 대해 사용철물은 적절한 지 확인
∙외부창호 주위의 Sealant 처리는 완벽한 지 확인
∙유리내면의 결로에 의한 결로수 처리의 고려가 되었는지 확인
∙설비용 Grill 등에 대한 공사범위의 구분은 명확하게
표기되었는지 확인
∙창호 일람표에 따른 창호 상세도 (Head, Jamb, Sill)가
인접 건축마감과 일치하는지 확인
(바닥 Level차가 있을 때 Sill 등)

119

검 토 사 항
건

축

-

및
확

내 용
대

상

세

도

1. 화 장 실
∙화장실 칸막이의 재질, 두께, 마감 및 깊이는 적절한 지 확인
∙각층 위생기구의 갯수, 위치 및 간격은 적절한 지 확인
∙전개도서에서 위생기구 및 칸막이의 높이는 적절한 지 확인
∙대·소변기의 위치가 보 등으로 인하여 배관이 불가능한 곳은
없는지 확인
∙바닥배수를 위한 구배 및 드레인의 위치는 적절한 지 확인
∙타일크기가 결정된 경우 타일규격을 고려한 설계가 되었나 확인
∙출입구 등에서 이질재와의 Joint 및 벽타일 사용시 코너부분의
처리(타일처리, Corner Guard 등)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화장실의 환기방법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외부에서의 시선차단을 위한 계획이 되었는지 확인
∙특수 Project의 경우 Manual에 의해 설계되었는지 확인

2. 계 단 실
∙계단실의 폭, 길이, 높이 등 치수가 적법한 지 확인
∙계단 논슬립 재료 및 Anchor방법은 적절한 지 확인
∙계단 Handrail의 재질 및 높이(H=900mm 정도)는 적절한 지
확인
∙계단과 계단상부(Head Room)와의 Clearance는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확인

3.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충전기실
∙기계 반출입에 대한 고려(장비반입구 등)는 되었는지 확인
∙기계실 및 발전기실의 소음처리를 위한 고려되었는지 확인
∙장비의 진동처리(기계실, 발전기실)를 위한 고려되었는지 확인
∙각종장비의 기초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기계실 바닥의 배수를 위한 조치는 되었는지 확인
∙Sump Pit위치 및 구조적인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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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4. 주

축

및

-

확

내 용
대

상

세

도

비 고

방

∙배수를 위한 트렌치 또는 드레인 및 Grease Trap은
고려되었는지확인
∙출입문 하부의 바닥 구배 방향은 실내쪽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
∙조리기구 상부의 배기 Hood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각종 개구부 위치는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확인
∙습기 및 냄새 등이 다른 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확인
∙바닥마감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려가 되었는지 확인
∙물품 반입 및 반출에 대한 계획은 되었는지 확인

5. 현

관

∙방풍실의 문이 유리일 경우 틈새의 방풍처리방법은
고려되었는는지 점검
∙방풍실내에 냉·난방을 하지않을 경우 로비부분과의 완벽한
실의 구획이 되었는지 확인 (벽체의 Full Height 고려)

6. 샤 워 실

및

탈 의 실

∙배수를 위한 트렌치 또는 드레인은 표현되었는지 확인
∙샤워실과 탈의실은 바닥턱을 설치하였는지 확인
∙급·배기의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수증기 및 습기가 다른 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확인
∙각종 악세사리 위치는 적절한 지 확인
∙출입구에서의 시선차단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외부창은 가능한 한 고창으로 고려하였는지 확인

7. 경 사 로
∙경사로의 경사는 적당한 지 확인
∙미끄럼 방지시설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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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

및
확

내 용
대

상

세

도

8.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기계실
∙설치대수 및 용량은 적법한 지 확인
∙Elev. Shaft 및 Pit의 크기 와 깊이가 엘리베이터의 크기
및 속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특정업체의 사양에 의한 설계가 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Elev. Pit내의 방수 및 점검을 위한 고려가 되었는지 확인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악세사리용 Opening이
Shaft 벽체에 표기되었는지 확인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대한 출입 및 출입구의 잠금장치는
적절한 지 확인 (철구조 수직사다리 금지)
∙유지관리용 장치(Hook, Rail 등)가 기계실 상부에 적절하게
표기되었나 점검(철근사용 Hook는 반드시 MILD-Bar 사용)
∙에스컬레이터의 중간지지 방법은 표기되었나 확인
∙에스컬레이터의 난간, 바닥, 천정, 스텝 등의 각부 마감이
처리는 적절한 지 확인
∙에스컬레이터와 인접 방화셔터와의 관계는 명확하게
표기됐는지 확인

9. 굴

뚝

∙Core부분에 설치시 기계부서와 협의된 적절한 크기인지 점검
∙내부단면적이 보일러 및 발전기용량에 적절한 크기인지 점검
∙연도 개구부의 위치는 기계 및 전기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규모 및 온도에 따른 내화벽돌의 두께는 적절한 지 점검
∙외부벽체와 내화벽들 사이의 통기구는 적절한 지 확인
∙굴뚝기초와 건물기초의 Overlap은 없는지 확인
(있을 경우 온통기초로 하였는지 점검)
∙배수처리 및 소재구는 적절한 지 확인
∙필요시 사다리, 피뢰침(전기공종과 상호검토)등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122

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및

-

P

내 용
C

비 고

1. 공통사항
∙각 PC 부재는 생산, 운반 및 설치공정에 따른 사항을
고려했는지 확인
∙각종 마감재료는 PC.조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
∙Joint의 처리는 지진, 풍압에 의한 변형을 흡수하고 기밀성
및 수밀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는지 확인
∙거실의 Insulation설치를 위한 방법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Ceiling Hanger Bolt 간격 등은 명확히 표현되었는지 확인
∙파라펫 상부의 방수처리 방법은 적절한 지 확인
2. Wall
∙판넬의 개구부 크기 및 위치는 명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
∙벽에 묻히는 Conduit Box 등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Door & Window의 고정방법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커튼박스 등 잡철물 고정을 위한 고려는 되었는가?
3. Floor
∙각실 마감두께에 따른 Level 확인 및 Level차에 따른
바닥처리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Panel 간의 Level차를 고려한 고름몰탈은 소정의 두께 이상
처리하였는지 확인
∙Roof Opening 부분의 방수처리를 위한 방법의 적합여부
건

축

-

철

골

비 고

∙내화피복의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기둥설치를 위한 Base Plate와 바닥 마감과의 관계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외부노출시 방청처리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철골부재의 표면마감재료는 명기되었는지 확인
∙각종 용접 부호는 적절한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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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

및
조

내 용
적 (블록조)

비 고

∙벽의 높이 및 길이는 두께에 따라 비례해서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보강블럭의 조적방법은 표현되었는지 확인
∙보강블럭조인 경우 보강철근 및 철물의 위치, 이음방법 및
정착길이 등이 표현되었는지 확인
∙벽체마감이 노출블럭인 경우 문 및 창문의 크기, 간격 등의
고려 및 구조체 크기 및 간격 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블럭조일 경우 각종 부착물의 고정방법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콘크리트 인방설치시 크기, 배근방법 표현의 적합여부
∙인방보가 없는 경우에 세워쌓기 등의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문 및 창문의 고정방법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블럭조일 경우 스위치박스 및 기계, 전기의 매입배관 등의
처리는 검토되었는지 확인
∙외벽 이중벽의 긴결철물 표시는 되었는지 확인
∙조적조(블럭조)의 테두리보 또는 Bond Beam의 크기 등의 규
정에 적합 여부 확인
∙ 조적조의 벽량은 규정에 적합 여부 확인
∙ 조적조의 지면에 접하는 부위에 방습대 및 방습층 설치
여부 확인
건

축

-

석재공사

비 고

∙ 석재 마감면 수평,수직의 정확도 확인
∙ Fastener, 긴결철물은 비철재류 여부 확인
∙ 줄눈의 내후성 Sealing 방수처리 확인
∙ 내부결로 방지위해 Weep Hole 설치 확인
∙ 최하단부 징두리벽의 파손방지 대책 확인
건

축

-

방

수

∙방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수처리는 되었는지 확인
∙부위별(화장실, 주방, 물탱크실, 옥상 등) 또는 구조별 등으로
적절한 방수공법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방수부위에서 재료 및 위치에 따른 시공상 문제는 없는지 확인
∙방수층의 구배 및 배수처리는 적절한 지 확인
∙지하층이 외벽 Sheet방수일 경우 되메우기시의 방수보호를
위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PC판 등 신축이 있는 부분의 방수재료는 적절한 지 확인
∙지붕 형태별, 재료별 구배는 적절한 지 확인
∙지붕이 노출방수일 경우 Walk Way의 고려가 되었는지 확인
∙전시실 등 거실 상부층에 물을 사용하는 실이 있는 경우
방수처리는 완벽한 지 확인
∙각 부위별 방수층 바탕처리 및 보호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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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및

-

경

내 용
량

칸

막

이

비 고

∙Partition은 종류별로 구분 표기되었는지 확인
∙Partition의 높이에 대한 기준이 표현되었는지 확인
∙방화벽의 높이는 Slab 또는 지붕하부까지 설치하였는지 확인
∙방화벽일 경우 두께 및 부수재료가 법적기준 이상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높이가 기준치 이상인 경우의 보강처리가 되었는지 확인
∙Partition의 Joint 방법이 표현되었는지 확인
∙Door, Window 등 Opening 부분의 보강처리 점검
∙Runner 및 Stud의 종류, 규격 및 간격은 명기되었는지 확인
∙물을 사용하는 곳의 칸막이는 내수재료를 사용했는지 확인
∙흠음 및 차음이 요구되는 실에 대한 대책은 적절한 지 확인
∙일반평면도에 표기되지 않은 Partition에서의 창호에 대한
Hardware 표기는 되었는지 확인
∙Partition이 천정에 고정일 경우 등기구, Diffuser 등의
위치 및 천정과의 고정방법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Shaft 등에 설치되는 벽체는 시공이 가능한 공법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CH-Stud 등)
건

축

-

단

열

재

비 고

∙외벽의 결로방지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설치위치에 따른 사용재료는 적절한 지 확인
∙단열재의 고정방법은 명기되었는지 확인
∙단열재 설치 후 습기 또는 누수에 의한 성능저하의 우려는
없는지 확인
∙거실 외벽의 결로방지를 위한 처리는 되었는지 확인
∙현관 상부와 같이 외부에 노출되는 Slab상부에 거실이 있는
경우 단열처리는 되었는지 확인
∙지하실 상부가 거실로서 난방을 할 경우 지하실 천정의
단열처리는 되었는지 확인
∙ 화재시 단열재의 유독성 가스 발생하지 않는
무기질단열재 여부 확인
∙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단열재 여부 확인
∙ 단열재와 단열재의 이음부 밀실처리 여부 확인
∙ 열교방지 처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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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

및

내 용

비 고

J o i n t

∙Exp. Joint는 건물의 규모, 형태, 지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Exp. Joint를 설치할 경우 내부바닥, 벽, 천정의
이음처리방법이 표현되었는지 확인
∙Exp. Joint를 설치할 경우 외부 벽, 지붕, Flashing 처리방법이
이 표현되었는지 확인
∙Flashing 설치시 건물의 신축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Exp. Joint의 크기는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건물 1개층 바닥이 넓은 경우 바닥슬래브의 대각선 방향에
대한 온도팽창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건

축

-

도장공사

비 고

∙도장 재료의 친환경페인트 사용 여부 확인
∙부착성을 고려한 바탕처리의 적정 시공 확인
∙도장 횟수 및 도막 두께의 적정 여부 확인
건

축

-

유리공사

비 고

∙유리의 기포, 줄, 얼룩, 일그러짐, 균열의 유무 확인
∙유리두께의 풍압과 외력에 안전성 확보 여부
∙사용 목적에 적합성 확인 (열반사 및 흡수, 차음, 미관)
∙2차 처리 제품의 성능 (색, 강화, Coating) 확인 ∙금속 코팅면 확인후 반드시 건물 안쪽면에 설치 여부 확인
∙유리 절단면의 흠이 없도록 매끄럽게 처리 여부 확인
건

축

-

드 레 인

및

홈 통

∙Gutter 및 홈통 규격은 적절한 지 확인
∙Gutter의 고정방법은 적절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
∙홈통을 실내로 수평배관할 경우 적절한 구배를 둘 수 있는
공간은 검토되었는지 확인
∙여러 개의 드레인이 하나의 홈통에 연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홈통의 최종 배수라인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 확인
∙PC Panel이 설치될 경우 고정방법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설비도면 및 오·배수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강우를 대비한 옥상 또는 발코니 드레인의 규격, 설치 위치 및
수량 등의 적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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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및

내 용
비 고

건

축

-

Access Floor 공사

∙Access Floor 시공도작성, Panel 나누기 확인
∙바닥판의 정전기 방지 여부
∙바닥판 고정하중, 등분포하중에 안전성 확인
건

축

-

각 공 종 상 호 검 토 사 항

1. 공통사항
∙Title Block의 표기내용이 건축도면의 부합여부
∙건축평면의 Lay Out이 토목, 전기 및 구조도면의 부합여부
∙MC화된 건축설계가 되었는지 확인
∙공동구가 있을 경우 각 공종상호간의 Interface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2. 기 계

- (건축 Coordination)

∙각종 설비기구 등의 위치는 건축과 일치하는지 확인
∙각종장비 Pad 및 Opening의 위치 및 크기가 건축과 일치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확인
∙Exhaust & Flesh Air Intake Duct 및 Fan의
Opening 위치가 건축과 일치하는지 확인
∙위생기구(변기, 세면기, 싱크 등)의 종류, 위치 및 크기가
건축과 일치하는지 확인
∙Supply, Return Grill, 점검구, 스프링클러 헤드 등이
천정평면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Truss 또는 보를 관통하는 Duct Line에 있어서 타공종과의
Interface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장비중량이 구조계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Pipe, Duct Shaft의 위치 및 크기가 건축 및 전기와
일치하는지 확인
∙굴뚝의 위치 및 크기가 건축 및 전기와 일치하는지 확인
∙Sump Pit가 있는 경우 Sump Pit Cover의 설치 및 Pump
배관에 따른 Interface된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
∙Floor Drain의 위치는 건축과 일치하는지 확인
∙방화벽에 Fire Damper는 설치되었는지 확인
∙소화전의 위치는 적절한 지 확인
∙지하매설물의 크기는 건축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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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

및

내 용

각 공 종 상 호 검 토 사 항

- (전기 Coordination)
∙장비일람표의 동력수량, 용량, 전압, 위치 등이 도면와 부합여부
∙각종 장비 및 Panel의 위치가 중복 또는 누락된 경우는
없는지 확인
∙전선관이 Duct 및 급배수관 등과 서로 Interface되지는
않는지 확인
∙장비반출구의 위치 및 크기는 적정한 지 확인
- (토목 Coordination)
∙급·배수, 우수, 오수 Line등이 기계, 전기와 부합여부
3. 전

기

- (건축 Coordination)
∙전등, 감지기, 비상유도등의 위치가 천정평면도와 부합여부
∙조명기구의 형태가 건축과의 부합여부
∙분전반, 전화단자함, 셔터, 자동문, 배연창, 회의실의 이동식
스크린 등의 위치와 벽체의 두께 및 재료에 따른 문제점 점검
∙Door의 개폐방향에 따른 전기 스위치박스의 위치는 적합여부
∙Access Floor의 하부에 덕트를 설치하는 경우 공간은
충분한 지 확인 (높이관계)
∙Floor Duct의 배치는 적합여부
∙외부 Transformer의 위치 및 장비 Pad가 건축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
∙지하외벽에 전기 박스 등 매설물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수처리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4. 토

목

- (건축 Coordination)
∙건물의 형태, 크기, 방위 등이 건축과 부합여부
∙내부건축과 외부토목작업이 접하는 부위에서의 Level은
일치하는지 확인
∙Down Spout와 토목배수 Line과의 연결상의 문제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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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내 용

- 철 근 콘 크 리 트 - 일 반 사 항

비 고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구조형식인지 확인
∙구조계산 적용 설계 규준이 아래 기준과 부합여부
a.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b.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c. 극한강도설계법에의한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국토교통부)
d. 내진설계지침서작성에관한연구(국토교통부)
e. 구조물기초설계규준(국토교통부)
f. A.C.I. CODE
∙사용재료의 강도는 적합여부
a.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b. 철근의 항복강도
∙허용설계지내력 (지질조사보고서에 의거)의 적합여부
∙지질조사서에 의한 지하수위, 홍수위시의 수위,
지하수 처리방안 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확인
∙지질조사에 의한 기초 형식 등의 적합여부
∙구조계산에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적합여부
∙내진설계 대상건물의 여부는 확인되었으며
내진설계 검토표는 작성되었는지 확인
∙특기사항 등은 표시되었는지 확인
a. 현장시공시 고려할 사항
b. 특수 구조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사항
c. 지내력, 말뚝재하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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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내 용

- 철 근 콘 크 리 트 - 구조 Framing도

비 고

∙구조계획상 취약한 부분에 대한 점검
a. 캔틸레버 보 및 슬래브 등
b. 조건이 상이한 부분 즉, 강성변화 부위, 피로티, 개구부위 등
∙평면형태에 따라 기둥, 보 및 내력벽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전체적인 강성이 균등하게 되도록 함으로써 각종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하였는지 확인
∙상부층에 비하여 하부층에 강성이 지나치게 작지 않도록 하며
인접층간의 강성변화가 최소가 되도록 하였는지 확인
∙슬래브 개구부에 대한 구조계획은 적정한 지 확인
∙힘의 흐름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는지 확인
a. 슬래브와 기둥 혹은 벽의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은 하중의
차이가 심하여 균열 발생률이 높다.
∙하나의 구조물에 이질의 구조재료가 사용되었을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a. R. C와 철골구조 접합부 사이에 Exp. Joint설치
b. 소량의 철골공사로 공사비 및 공기 증가
c. 접합부 시공의 불확실성
∙보의 구조계획은 적합여부
∙계단의 구조계획은 적합여부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하

중

설

계

∙가정된 설계하중의 적합여부
∙지진, 바람 및 눈하중의 적합여부
∙물탱크실 하중의 적합여부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의 경우 상부(흙 또는 아스팔트)
마감에 따른 하중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실제 사용하중과 계산하중의 부합여부
∙적재하중의 감소계수(Reduction Facto) 사용의 적합여부
∙중량물의 벽체하중과 시공하중 등은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확인

130

비 고

검 토 사 항

및

내 용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슬 래 브 설 계

비 고

슬래브설계
∙슬래브 배근시 주열대 및 주간대 구간의 표현은 명확하며,
배근의 적합여부
∙슬래브 크기가 보로 구획된 면적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되었으며, 필요한 보강은 되었는지 확인
∙외기에 접한 슬래브(옥상 등)나 최하층 지하 슬래브 배근시
연속배근 및 충분한 정착길이를 확보하였는지 확인
∙슬래브 절곡부분 배근방법의 적합여부 (보강근 추가)
∙캔틸레버 슬래브 배근은 상, 하부 이중배근 하였는지 확인
∙최하층 바닥 설계시 인근의 조건(인근 구조물의 기초, 호수,
하천 및 도로)의 영향 및 수압 등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슬래브 계산시 벽체하중 등 집중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보강 등의 조치는 되어있는지 확인
∙슬래브 개구부 등의 보강방법의 적합여부
∙차량진입로 경사로의 절곡부위는 바퀴의 충격에 대한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확인
∙캔틀래버 스라브의 철근 정착길이 확인
∙무량판구조(Flat Slab)의 스라브두께,
∙주두 각도, 지판 두께 등의 확인 여부

보설계
∙보 계산시 벽체하중 등 집중하중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비틀림 모멘트를 받는 보(특히 외곽보)에 폐쇄 스트럽을
배근하였는지 확인
∙스트럽 간격 및 철근량의 적합여부
∙철근량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없는지 확인
∙단부의 배근상태와 연결되는 인근보의 기호와 최외단보의
외단의 기호는 표시되었는지 확인
∙장스팬인 경우 Camber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콘크리트 벽체의 대형 개구부에 헌지보(Hunch) 설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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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내 용

- 철 근 콘 크 리 트

-

기

초

설

계

기둥설계
∙기둥의 축·열은 표시되었는지 확인
∙Hoop의 배근방법이 적용 기준 등과의 부합여부
∙지반조사결과에 맞도록 설계하되 건물의 수직하중(고정하중+
적재하중)이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확인
∙기초의 선정방법은 적합한 지 점검
∙지질조사서에 의한 지내력 가정이 적정한 지 확인
∙기초의 유효두께는 적정한 지 확인
∙말뚝기초인 경우 간격 및 배치는 적정한 지 확인
∙동일건물내에서 이질기초가 발생할 경우 즉, 직접기초와
말뚝기초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부동침하에 대한 점검
∙기초에 대한 지내력은 현장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
∙기초중심과 수직하중 작용점 사이의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횡하중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트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말뚝근입길이가 짧을 경우에 대해 적절히 설계하였는지 확인
∙기초의 주근과 부근의 위치는 적정한 지 확인
∙기초철근의 외단은 90°로 꺾어 올렸는지 확인
∙온통기초인 경우 Support Bar는 배근되어있는지 확인
∙동결선에 대한 고려는 되어있는지 확인
∙이중바닥의 온통기초인 경우 기초슬래브는 역배근으로
되었는지 확인
∙인접한 기초의 근입길이가 다른 경우 수평 및 수직거리의
기초가 안전하도록 레벨조정 및 보강방법이 되어있는지 확인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인 경우 직접 및 말뚝기초에 대해서는
압축과 인장에 대한 연결보가 고려되었는지 확인
∙줄기초 (지내력 및 말뚝) 상부의 내력벽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줄기초 상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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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내 용

- 철 근 콘 크 리 트

-

벽

체

설

계

비 고

∙지하외벽 설계시 인근의 조건(인근 구조물의 기초, 호수, 하천
및 도로 등)의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지하벽체 설계시 단부의 지지조건은 합리적인지 점검
∙벽의 수평, 수직배근 간격위치 및 철근량은 적정한 지 점검
∙벽 배근의 폭 고정근은 설계되어있는지 확인
∙건물의 부동침하와 수평이동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확인
∙지하벽체인 경우 수압 등의 영향에 대한 점검
∙지하벽 설계방향에 따른 횡력에 대한 점검
∙수압의 산정에서 장마철에 대해서는 고려되었는지 점검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기

타

설

계

비 고

∙계단 구조 계산 방법의 적합여부
∙외기에 노출된 Parapet는 수직 Control Joint를 설치여부 점검
∙지붕보호 콘크리트 신축줄눈은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
∙지하실 집수정 설치 개수 및 크기 확인
∙지하실 바닥 배수판 설치 여부 확인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골 조 해 석

비 고

∙골조해석시 각 Frame에 대한 Input Data를 필산으로 작성
하였는지 확인(골조약도, 치수, 부재크기, 절점 및 부재번호,
입력하중상태, 입력하중근거 및 크기 등 포함)
∙건물의 부동침하와 수평이동에 대한 안전성 점검
∙수압에 의한 부력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 점검
∙지하벽 설계방향에 따른 횡력고려 여부의 점검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주

심

도

비 고

∙도면의 축척은 적절히 표시되어있는지 점검
∙층별 기둥크기의 표시에 있어서 가능한 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둥 중심선을 일치시켰는지 확인
∙층별 기둥 크기 및 기둥부호는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점검
∙주심도가 복잡하여 동일 Sheet에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층별형식 또는 Key Plan형식으로 표현되었는지 확인
∙방향성 있는 기둥의 경우 주축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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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및

내 용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기 초, 각 층 평 면 도
∙기초 형식별로 참고사항이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콘크리트, 철근강도는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기초부호 및 크기는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기초의 Bottom Level은 동결선 이하인지 확인
∙기초의 Bottom Level을 가능한 통일시켜 동일 Level로
처리하였는지 확인
∙기초가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선을 침입하지는 않는지 확인
∙기초 Level이 복잡한 경우 기초 입면도로 표현하였는지 확인
∙기초저면의 Level은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이종의 기초가 섞여 있을 경우 부동침하에 대한 고려가
되었는지 확인
∙Pit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되어있는지 확인
∙기초 레벨이 서로 다를 경우 Sliding 및 부동침하에 대한
조치는 되어있는지 확인
∙각 부재의 부호는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돌출부 및 개구부는 크기, 위치에서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바닥 Level에 단차를 두는 경우 도면에 표시되었는지 확인
∙상세가 필요한 경우 인출부호를 이용하여 도면의 빈 여백에
표현되었는지 확인
∙기둥중심간 거리는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Exp. Joint가 필요한 경우 도면에 표시하였는지 확인
∙수평 및 수직헌치가 있을 경우 상세표현이 되어있는지 확인
∙하나의 기둥에 여러개의 보가 정착될 때 시공성 점검
∙하부에 보 및 보강근이 없이 슬래브 상부에 내력벽이 놓이지
않는지 확인
∙장스판 일방향슬래브가 있을 경우 슬래브의 신축변형을
억제하는 Tie Beam이 적절히 배치되어있는지 확인
∙구조계산서의 마감재료와 건축도면상의 마감재료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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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

내 용
철

골

-

일

반

사

항

비 고

∙구조계산상의 사용 코드는 결정되었는지 확인
∙부재의 처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
∙구조계산 전에 사용재료에 대한 선정이 시방서에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확인
∙보는 주요 구조재이므로 구조체로서의 연결성 및 안전을
고려하여 철골보 플랜지의 전강성을 취하여 설계하였는지 확인
∙보의 처짐차이에 따른 슬라브의 추가 응력에 대한 점검
∙철골 주심은 Girth와 Wall Bracing 설치 치수를
고려했는지 확인
∙두꺼운 Plate를 사용할 때 강도 등이 접합 및 구조계산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확인
∙설계시 사용된 설계규준은 세부 항목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구조계산시 고려된 접합의 종류(Fix or Pin)에 따른
실제접합상세는 표준접합상세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는지 확인
∙철골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피복두께는 적정하게 유지됐는지 확인
∙압축재의 설계에서 세장비는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확인
∙부재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

건

축

구

조

-

철

골

-

골 조 해 석

비 고

∙건물의 수평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의 적합성 여부
∙대각선 방향의 지진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내진벽의 위치 및 개소수는 적절한 지 확인
∙X축에 관한 검토는 Y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Y축에 관한 검토는
X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가산하여 단면검토를 하였는지 확인
∙측기둥 또는 모서리 기둥인 경우에는 동시에 양측 방향의
휨모멘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양측 휨모멘트를 합성하여
검토하였는지 확인
∙기둥의 좌굴에 따른 허용내력저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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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

내 용
철

골

-

Deck Plate Slab

비 고

∙수평강성의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
∙콘크리트의 두께는 적절한 지 확인
∙슬래브와 보의 접합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구조 및 기능에 적합한 설계인지 확인
∙내화성능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확인
∙Shear Connector의 설계가 합리적인지 확인
∙Deck Plate의 Rib가 철골보에 나란할 경우 감소계수 등은
적절히 적용되었는지 확인
∙Deck Plate의 Rib가 철골보에 직각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건

축

구

조

-

철

골

-

보 (합성보 + S. R. C 보)

∙합성보의 처짐은 합성보로서의 실제거동에 대해 산정하고
그 값은 구조적인 장애, 사용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완전합성보인 경우 고정하중에 의한 처짐은 철골보만의
단면2차모멘트로서 계산하고 적재하중에 의한 처짐은
환산단면2차모멘트로서 계산하였는지 확인
∙불완전한 합성보인 경우 적재하중에 의한 처짐은 적절하게
계산하였는지 확인
∙합성보가 단순지지인 경우 처짐량은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
∙철골철근콘크리트보에 사용하는 스트럽은 적절한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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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및

내 용

건 축 구 조 - 철

골 - 기둥 (철골기둥 +SRC 기둥)

비 고

∙기둥의 웨브재는 축방향력과 전단력의 조합응력 상태에서 설계
응력산정은 적절한 지 확인
∙세장비 λ가 50이상인 경우 휨모멘트 및 압축력을
할증계수 μ에 의해 증대시켰는지 확인
∙장기하중시의 기둥에 관해서는 전단균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확인
∙축력이 휨모멘트에 비해 비교적 클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에
축력만을 부담시키고 나머지 축력과 휨모멘트를 철골에
부담시켜 계산하였는지 확인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사용하는 띠철근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건

축

구

조

-

철

골

-

주

각

부

설

계

비 고

∙철골 주각에 휨모멘트를 기대하지 않는 설계일지라도 시공상
필요한 앵커볼트 및 Base Plate는 설치하였는지 확인
∙철골기등은 휨모멘트 및 축력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Base Plate를 될 수 있는 한 적게하여 H형 플랜지의
외측에서 너무 돌출되지 않도록 치수를 정하였는지 확인
∙철골주각(Pedestal) Size는 건축의 벽체재료에 따른
마감두께를 고려하였는지 확인
∙주각의 고정조건이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선정인지 확인
건

축

구

조

-

철

골

-

앵커볼트 & Base Plate

비 고

∙Base Plate에 인발이 발생하는 경우에 Frying Action에
의한 설계가 되어졌는지 확인
∙전단력에 의하여 필요한 앵커볼트와 이에 따른 사용 Base
Plate를 도표에 의하여 설계하였더라도 시공상 생기는
축력 및 전단력에 대하여 단기응력으로 검토하였는지 확인
∙일반적으로 앵커볼트 매립길이(l)는 앵커볼트의 선단에 훅크를
두고 대략 40d인지 점검 (단, d는 앵커볼트 직경으로 한다.)
∙앵커 필요길이는 간주의 주각 등에서 큰 인발력이 걸리지 않을
경우는 25d정도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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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

내 용
철

골

-

접 합 부 설 계

∙접합부의 응력은 적절하게 검토하였는지 확인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부에는 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는지 확인
∙응력의 전달 및 내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확인
∙트러스부재의 접합부는 존재응력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한 부재의
허용내력의 1/2이하의 내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지 확인
∙모멘트는 플랜지가 전단력은 웨브가 부담하는 경우는 웨브접합부
검토시 접합면과 볼트 중심간 편심거리 e값에 의한 추가모멘트를
고려하였는지 확인
∙현장맞댄용접인 경우 고력볼트이음보다 저항응력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는 하였는지 확인
∙플랜지 및 웨브 용접시 End Tab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용접
길이는 적절하게 설계하였는지 확인
∙측면 모살용접의 길이는 적절한 지 확인
∙ㄱ형강의 양끝부분은 곡선모양이므로 ㄱ형강두께의 3/4을
모살치수로 하였는지 확인
∙평강을 사용한 인장재의 단부접합에 길이방향의 모살용접만이
사용될 때 각 용접길이는 그 평강의 폭 이하로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고려를 하였는지 확인
∙철골 주각부 Base Plate와 철골 기둥의 Wing Plate 접합 여부
확인
∙주각부 Base Plate의 앙카볼트 구멍 여유치 및 Reaming 확인
∙철골 주각부 Base Plate와 철골 기둥의 Wing Plate 용접교차부
Scallop(부채꼴 모양 따내기) 여부 확인
∙주각부의 기초 윗면 무수축모르타르 바름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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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건

축

구

조

및
-

내 용
철

골

-

이 음 부(보 + 기 둥) 설 계

비 고

∙보의 이음은 보통 응력이 작은 곳에 하며 보플랜지의 접합부
강도는 존재응력에 대하여 여유가 있어도 플랜지 유효단면적의
전체강도에 상당하도록 설계하였는지 확인
∙보플랜지의 보강판은 내측의 보강판을 외측의 보강판보다
두껍게 하여 보강판의 중심과 형강플랜지의 중심을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하였는지 확인
∙보웨브에 대해서는 존재응력에 대하여 여유가 있어도 모재강도의
1/2정도의 응력을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 확인
∙보의 경우 보통 축력이 작으므로 실용적으로 휨모멘트를 플랜지로
부담하고 전단력을 웨브가 전달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
∙보의 이음접합부가 커다란 횡하중(지진하중+풍하중)을 받는 경우
소성화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부재가 필요에 따라 소성변형이
발생하기까지 파단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는지 확인
∙기둥 및 보이음 설계시 기둥 및 보부재에 인장이 발생하면
고력볼트 구멍과 Scallop결손에 따른 부재의 단면2차모멘트를
구하여 응력도를 검토하였는지 확인
∙기둥의 이음부 설계는 충분히 합리적인지 확인
∙기둥의 접합에 용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우기용 피이스를
특별히 붙여대는 일이 많은데 고력볼트 등을 사용한 접합의
경우에는 본 조임용의 볼트위치를 세우기 할때의 가조임용으로
이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보강판의 판두께 등을 결정할 때에는
돌풍 등에 의한 세우기 할때에 작용하는 힘도 고려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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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진 분 야 점 검 항 목 표
검 토
구

분

및

건축구조 -

확 인 내 용
세부내용

일반사항

a. 캔틸레버구조(체육시설의 지붕지지구조,
강당의 외곽기둥, 공연장의 캐노피구조 등)
b. 무주 대공간구조(체육시설, 격납고, 공연
시설, 집회 및 관람 시설 등)
c. 초고층건물의 코어구조, 메가컬럼, 전이구
조(전이벽, 전이보, 전이슬래브, 벨트트러
∙ 구조설계의
안전성 여부

스, 벨트월 등)
d. 탑다운공법에 의한 지하구조(선기초기둥,
바닥구조, 램프구조, 코어구조 등)
e. Lifting공법을 적용한 구조(Lift-Slab, 무주
대공간지붕구조 등)
f. 합성구조의 기둥, 보의 부재
g. 합성접합부 및 PC접합부

공통
a. 2개동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해석시 다

사항

이아프램의 분리여부
b. 경기장과 같은 구조물에서의 다이아프램
∙구조해석모델링

의 처리
b. 트러스바닥구조에서의 다이아프램 처리
c. 가새구조의 수평보가 바닥개구부에 위치
한 경우에 대한 처리
d. 횡력을 전이하는 바닥구조의 처리

a. 구조도면에 지진력저항구조요소의 구분
된 표시
∙지진력저항구조

b. 지진력저항요소의 구조형식에 적합한 내
진상세의 적용여부
c. 지진하중의 영향을 받는 기초구조 및 지
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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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구조기술사)

검 토
구

분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

검토의견
(구조기술사)

세부내용

일반사항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구조형식
인지 여부

a.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b.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c. 건축구조기준 (대한건축학회)
d.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구조계산 적용 설계
규준이 세부 기준과
부합여부

e. 내진설계지침서작성에관한연구(Ⅱ)
(국토교통부)
f.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
g. A.C.I. CODE
h. 건축구조규칙 관련법규
i.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 기준
(각 기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RC조

∙구조설계에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적
합여부
∙상부층에 비하여 하
부층에 강성이 지나
치게 작지 않도록 하
며 인접층간의 강성
변화가 최소가 되도
록 하였는지 여부

∙힘의 흐름의 갑작스
러운 변화는 없는지
여부

슬래브와 기둥 혹은 벽의 모서리가

만나

는 부분은 하중의 차이가 심하여 균열 발
생률이 높다.

∙실제 사용하중과 설
계하중의 부합여부

∙적재하중의

저감계수

(Reduction

Factor)

사용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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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검 토

분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 슬 래 브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슬래브 배근시 주열대 및 주간대
구간의 표현은 명확하며, 배근의
적합여부

∙슬래브 크기에 따라 적정한 두께로
되었으며, 필요한 보강은 되었는지
여부

∙슬래브 절곡부분 배근방법의 적합여부
(보강근 추가)

∙캔틸레버 슬래브 배근은 상, 하부
이중배근 하였는지 여부
.장스팬 일방향슬래브가 있는 경우 슬
래브의

신축변형을

억제하는

Tie

Beam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
부
RC조

∙차량진입로 경사로의 절곡부위는 바퀴
의 충격에 대한 하중을 충분히 고려
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보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설계 시, 처짐을 충분히
∙장스팬인 경우 Camber의 필요 여부

고려하여 선정했다면
Camber필요 없음

∙스터럽 간격 및 철근량의 적합여부

건축구조 - 기 둥 설 계

∙Hoop의 배근방법이 적용 기준 등
과의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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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구

검 토

분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 기 초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지반조사결과에 맞도록 설계하되 건물
의 수직하중(고정하중+적재하중)이 풍
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여부
∙기초의 선정방법은 적합한 지 여부
∙기초의 유효두께는 적정한 지 여부
∙말뚝기초인 경우 간격 및 배치는 적정
한 지 여부
∙동일 건물내에서 이질기초가 발생할
경우 즉, 직접기초와 말뚝기
초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부등침
하에 대한 점검
∙기초중심과 수직하중 작용점 사이의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
트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여부
RC조

∙말뚝 근입 길이가 짧을 경우에 대해
적절히 설계하였는지 여부
∙기초의 주근과 부근의 위치는 적정한
지 여부
∙기초철근의 외단은 상부로 표준갈고리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휨철근의 정착길이가
확보되면 표준갈고리
가 필요 없음

∙PHC PILE 기초인 경우 파일과 기초
를 일체화하는 Anchoring 을
설계 하였는지 여부
∙온통기초인 경우 역배근으로 되었는지
여부
∙인접한 기초의 근입 깊이가 다른 경우
수평 및 수직거리의 기초가 안전하도
록 레벨조정 및 보강방법이 되어있는
지 여부
∙줄기초 (지내력 및 말뚝) 상부의 내력
벽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줄기초 상단
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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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구

분

및

확 인 내 용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벽 체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지하 외벽 설계시 단부의 지지조건은
합리적인지 점검
∙지하 외벽인 경우 토압 및 수압 등의
영향에 대한 점검

철근배근이 역배근으
로 설계되었는지 등

∙내진벽 개구부의 보강방안으로 헌치보
(Hunch Beam)의 반영 필요성 여부 검토

∙지하 외벽 지지방향에 따른 수평보 및
버트레스 설치 여부의 점검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벽 체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지하 외벽인 경우 토압 및 수압 등의
영향에 대한 점검

RC조

∙내진벽 개구부의 보강방안으로 헌치보
(Hunch Beam)의 반영 필요성 여부 검토

∙지하 외벽 지지방향에 따른 수평보 및
버트레스 설치 여부의 점검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기 타 설 계

∙계단구조 설계 방법의 적합여부

건 축 구 조 - 철 근 콘 크 리 트
-

골 조 해 석

∙건물의 부등침하와 수평이동에 대한
안전성 점검
∙수압에 의한 부력에 대한 건물의 안전
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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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 ck Anchor 및
Dewatering 반영
여부 등

검 토
구

분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주심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도면의 축척은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
지 점검
∙층별 기둥 크기의 표시에 있어서 가능
한 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둥 중심선을 일치시켰는지 여부
∙층별 기둥 크기 및 기둥부호는 설계서
와 일치하는지 점검
∙방향성 있는 기둥의 경우 주축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여부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기초, 각층평면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콘크리트, 철근강도는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기초부호 및 단면이 설계서와 일치하
는지 여부
∙기초의 Bottom Level은 동결선 이하
인지 여부
∙기초가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선을 침
범하지는 않는지 여부
RC조

∙기초 Level이 복잡한 경우 기초 단면
도로 표현하였는지 여부

단차를 주어 기초의 불
안정 등

∙기초 저면의 Level은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Pit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되어있는
지 여부
∙돌출부 및 개구부는 크기, 위치가 설
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바닥 Level에 단차를 두는 경우 도면
에 표시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각층평면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기둥 중심간 거리는 설계서와 일치하
는지 여부
∙Exp. Joint가 필요한 경우 도면에 표
시하였는지 여부
∙수평 및 수직헌치가 있을 경우 상세표
현이 되어있는지 여부
∙하나의 기둥에 다섯 개의 보가 정착될
때 시공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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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구

분

및

확 인 내 용

건축구조- 철 골

세부내용

- 일 반 사 항

a.KS규격외 종류 여부, 특정업체 사양여부
∙재료 및 허용응

ｂ허용응력도 값 여부

력도의 적정성을

ｃ휨재의 횡좌굴

여부

ｄ재료의 선정과 선정 사유
ｅ학회 규준 및 관계법규 검토

a.실 용도와 하중은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ｂ마감하중 반영여부
ｃ내화 피복의 종류
ｄ크레인 사용조건과 사용빈도
ｅ반복하중과 피로 검토
․ 하중과 외력의
적정성 여부

ｆ기기의 정하중과 동하중 반영
ｇ기기의 증설검토
ｈ지붕 물매, 적설의 치우침
ｉ눈의 비중 설정은 정확한가

S조,

ｊ수압면적, 풍동시험 여부

SRC조

ｋ지역과 지반계수 적정성
ｌ건물의 중요도, 세장비와 지진력 산정 적정성
ｍ재연주기 검토, 종국내력과 하중 계수

a.강비의 가정, 지진요소와 그 부담률 및
변형 추정성
ｂ합성보의 산정
ｃ강역 및 치환 변단면 부재 검토
․ 응력도 산정의

ｄ주각의 고정도와 그영향

적정성 검토 여 ｅ경계조건 검토
부(해석모델, 해

ｆ상용해석과 정밀계산 했는지 여부

석결과, 변형)

ｇ가정조건과 실제상황이 부합한 지 여부
ｈ동적해석 여부, 탄성해석 또는 비탄성 해석
ｉ층간 변위와 내진요소, 변형능력 및 복원 능력
ｊ거주성 평가 및 판단
ｋ익스팬션 조인트의 위치와 폭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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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구조기술사)

구

분

검 토

및

건 축 구 조 - 철

골

확 인 내 용
-

일 반

사 항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부재의 처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
지 여부
∙보의 처짐 차이에 따른 슬래브의 추가
응력에 대한 점검
∙두께가 40mm 초과하는 Plate를 사용할
때 강도 등이 접합 및 구조
설계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압축재의 설계에서 세장비는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여부
∙주요 부재와 2차 부재 접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철골보 웨브 개구부 필요시 구조계산 및
보강방법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S조,

골 - 골 조 해 석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대각선 방향의 지진력에 대해서는 충분
히 검토하였으며, 내진벽의 위치 및 개
소수는 적절한 지 여부

SRC조
∙ X축에 관한 검토는 Y축에 장기 휨응
력도를 Y축에 관한 검토는 X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가산하여 단면검토를
하였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Plate Slab

-

Deck

∙수평 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는지 여부
∙슬래브의 두께는 적절한 지 여부
∙Shear Connector의 설계가 합리적인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나란할
경우 감소계수 등은 적절히 적용되었는
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직각으
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제7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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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구

분

건 축 구 조 -

철

및

확 인 내 용

골 - 보(합성보 + S.

R. C 보)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합성보의 처짐은 합성보로서의 실제거
동에 대해 산정하고 그 값은 구조적인
장애, 사용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
도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철골․철근 콘크리트 보에 사용하는 스
터럽은 적절한 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기 둥(철골기둥
+SRC 기둥)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사용하는 띠철
근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주 각 부 설 계

∙주각의 고정조건이 구조물의 기능에 적
합한 선정인지 여부
S조,
SRC조

건 축 구 조 - 철

골 - 접 합 부 설 계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
부에는 일반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
였는지 여부
∙트러스 부재의 접합부는 존재응력을 충
분히 전달하고 또한 부재의 허용내력의
1/2이하의 내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
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지 여부
∙모멘트는 플랜지가 전단력은 웨브가 부담
하는 경우는 웨브접합부 검토시 접합면과
볼트 중심간 편심거리 e값에 의한 추가모
멘트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철

골 - 이음부(보+기 둥)
설계

∙보 웨브에 대해서는 존재응력에 대하여
여유가 있어도 모재강도의 1/2정도의 응
력을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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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 기 설 비 분 야 점 검 항 목 표

검 토 사 항
일

반

사

및

내 용

항

비 고

∙설계도서, 시방서, 도면, 계산서로 분류되어 갖춰졌는지 확인
a. 설계도면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
b. 시스템별 계통도, 결선도
c. 태양광발전설비 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서
∙설계계산서
a. 부하 및 각종 설비(TR, GEN, BATT) 용량
b. 단락 용량
c. 간선 및 전압강하
d. 조도 계산, TV 전계 강도
e. 전화 회선수(근거리통신망 및 광통신시설 필요여부확인)
f. 방송앰프
∙시방서는 건물형태 및 현장요건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
∙일반사항과 기술관련사항(자재, 기술, 특기)로 구분하여
상술하고 있는지 확인
∙빌딩 자동화 설비(IBS)에 대한 검토는 되었는지 확인
∙공사개요 : 규모, 범위, 공기, 설비 등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
∙적용법규, 규칙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등 특기사항은 없는지 점검
∙도면상의 표기와 상이한 표현 부분은 없는지 확인
∙도면의 표기누락 사항을 충분히 보완 서술하고 있는지 확인
∙도면 및 시방서에서 아래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기를 하였는지 확인
a. 차단기의 종류, 사양, 차단용량, 차단방식
b. 변압기 종류, 사양
c. 등기구 사양
d. 발전기 사양
e. 부하역율 관리 방안
f. 중앙관제 설비(CCMS) 사양
g. 기타 주요 공종별 주요자재 사양
h. 빌딩 자동제어설비 사양
• 지하변전실 전기설비가 집수정이 설최된 기계실 바닥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 여부
• 용량 500kw이하의 경우, 저압 및 특고 수전의 경제성 비교 검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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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전

원

및

설

내 용

비

∙수,변전설비에 대한 아래의 설계도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a. 단선 결선도
b. 변전실 평면도
c. 발전기실 평면도
d. 축전지실 평면도
e. 주요 장비 설치도 (입,측면도 포함)
f. 접지설비 평면도
∙인입선로의 매설깊이는 고려하였는지 확인
∙외부로부터 옥내로 인입되는 관로의 인입점에서의
방수대책은 수립되어있는지 확인
∙수전반 및 특고배전반(22kv급 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적합여부
∙변압기의 종류(유입 또는 몰드형 등)의 적합여부
∙변압기용량이 설계계산값과 일치하고 계산시 합리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접지극의 설치공간 및 독립접지인 경우의 접지종별간의
이격거리는 충분한지 확인
∙접지선의 용량은 적정한지 확인
∙변전실의 위치가 주변으로부터 침수, 유해가스 침입 등으로
장애의 우려가 없는 위치인지 확인
∙변전실의 바닥 Level이 기계실과 같거나 낮지 않은지 확인
∙발전기의 운전은 정전검출기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 정지되도록
되었는지 확인
∙선정된 축전지의 특성이 축전지 전원의 용도, 목적,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지 확인
∙축전지의 선정이 적합한 지 점검
∙축전지 용량은 연결된 직류부하에 전력공급을 위한 충분한
용량인지 확인
∙간선설비(Cable)의 간선은 적합한 지 점검
∙간선의 배선방식이 건축물의 규모, 부하의 분포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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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간 선

및

및

내 용

동 력 설 비

비 고

∙분전반
a. 분전반의 주변에 분전반의 유지, 보수 및 점검에 불필요한
장해요인은 없는지 확인
b. 분전반의 설치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 운용상의 불편은
없는지 확인 (상단 1,800mm, 하단 1,000mm가 적당)
∙동력설비
a. MCC의 구성은 부하설비의 성격에 따라 분류, 구성하였
는지 확인
b. MCC의 위치는 부하 중심점에 근접하고, 조작제어 및 유지
관리에 불편함이 없는 위치인지 확인
c. 동력설비의 전기적 사양과 설치위치 등이 기계평면과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
∙장비반입구
a.장비반입구가 있는지 확인
b.주차램프를 통해 장비 반입시는 유효층고 2.5m이상 확보
c.발전기의 급배기구가 지상 토출구에 타 설비와 간섭이 없는
지 확인 및 충분한 급배기가 되는지 확인

조

명

및

전

열

설

비

비 고

∙조명설비의 조도기준은 KS A 3011의 규제값 이상을 적용
하고 있는지 확인
∙복도, 계단등의 등기구는 사무실용 등기구와 조화되는
등기구인지 확인
∙스위치의 부착위치가 가구의 배열과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
되었는지 확인
∙복도 및 계단 등은 다중장소 점멸방식 또는 중앙제어 점멸
방식인지 확인
∙필요시 에너지 절감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격등점멸, 3상전원공급 등)
전열설비
∙전열 1회로당 최대 수구수는 10개 이하인지 확인
∙각 회로는 가급적 방별,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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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약 전

및

및

내 용

정 보 통 신 설 비

∙단자함의 규격은 최소 10P에서부터 10P 단위로 선정여부
∙국선 회선수가 300회선 미만일때는 국선단자함을, 300회선
이상일때는 MDF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국선단자함 및 MDF에 설치되는 가입자 보호기는 자동복귀형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국선단자함 및 MDF의 접지시 국선 100회선 이하는 3종접지,
100회선 초과는 1종접지 되었는지 확인
∙중간단자반은 각 층별로 EPS 또는 주계단에 설치여부
∙국선단자반 및 MDF는 지상층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단자반 외함의 Door 재질은 EPS,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은
Steel, 업무 및 상가의 내부에는 Stainless Steel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국선단자반 및 중간단자함은 전용면적에 대한 실내회선수의
20% 이상의 여유분을 확보하였는지 확인
∙건축형태별 전화회선수는 적절한 지 확인
∙외곽에서 인입되는 관로의 위치는 현장여건(배수, 도로,
한전 전주)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확인
∙관로의 구간이 245m를 초과하는 경간은 없는지 확인
∙인입관로의 규격은 적당한 지 확인
∙지중관로의 표피두께는 인도에서 0.6m 이상, 차도에서는
1.2m 이상 매설되었는지 확인
∙교환기 설치시 전원설비는 전용회로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교환기의 비상전원 설비는 구성되었는지 확인
∙공중전화용 전원은 설치되었는지 확인
∙로비, 홀 등 대중의 왕래가 많은 장소에 공중전화는 설치
되었는지 확인
∙Elevator와 감시실간의 통화설비는 고려하였는지 확인
∙통신보안기용 및 통신기기용 전용의 접지설비 여부 점검
∙접지공사의 방법은 적절한 지 확인
∙배관, 배선은 적합한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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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약 전

및

및

내 용

정 보 통 신 설 비

비 고

∙물 사용이나 습기가 많은 곳은 고감도 누전차단기를 적용한다.
∙습기 물기가 많은 곳은 방습콘덴서 적용(PIT층 등)
∙안테나 선정시 시공현장의 전계강도를 고려하였는지 확인
∙증폭기의 입출력 및 전원단자는 15KV 40μｓ의 써어지
전압에 견디는 피뢰설비를 하고, 접지는 되어있는지 확인
∙CATV 또는 위성방송을 고려한 경우는 옥탑에 Cable
Head End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유선방송을 대비한 예비관은 전화관로에 병행하여 설치
하였는지 확인
∙근거리 통신망(LAN)설비에 대한 검토는 하였는지 확인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
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수 있는 회로로 구성되었는지 확인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한 지 확인
∙비상전원(축전지 설비)은 구비되어있는지 확인
∙마이크로폰용 배선은 유도장애를 일으키지 않도록 전용배관
으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증폭기 및 조작부는 감시실 등 관리인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로서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일반 및 업무방송시 GROUP별, 층별, 또는 전체방송을 할
수 있는지 확인
∙승강기 내부의 방송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지하1층 일정규모 이상 FM방송 가능토록 구성
엘

리

베

이

터

관

련

비 고

∙엘리베이터 간선
a. 승강기의 전동기, 제어기 및 권상기의 용량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b. 내열전선으로 간선은 계획되었는지 확인
c. 간선회로의 굵기, 과전류차단기의 용량 등은 적합한 지 확인
∙엘리베이터 기계실
a. 제어반은 기둥 및 벽에서 30㎜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었는지 확인
b. 권상기, 전동기 등의 설치를 고려한 충분한 공간인지 확인
c. 엘리베이터에 관계하는 설비 이외의 것이 기계실 바닥을
관통하지 않았는지 확인
d. 전용승강로 이외의 부분과 방화구획은 되어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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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방

재

설

및

내 용

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대상 건물중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
∙경계구역을 초과하는 감지회로는 없는지 확인
∙수동발신기 및 경보벨의 배치는 적합한 지 확인
∙수신기의 사양 및 설치장소는 적합한 지 확인
누전 화재경보 설비
∙설치대상 건물중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
∙소방대상물에 의한 설치방법은 적합한 지 확인
비상경보 설비
∙설치건물 대상중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
∙비상경보 설비용 비상전원(축전지 설비)의 설치여부 확인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비상전원 설비의 시설기준은 적합한 지 확인
스프링클러 설비
∙폐쇄형 하향식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감지기회로는
교차회로 방식을 적용하였는지 확인
∙비상전원 설비의 시설기준은 적합한 지 확인
비상방송 설비
∙설치건물 대상중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
피난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
∙설치대상은 적합한 지 확인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적합한 지 확인
∙통로유도등의 설치장소는 적합한 지 확인
비상조명등 설비
∙설치 대상물중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
∙설치기준은 적합한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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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항 공 장 애 등

및

내 용

설 비

비 고

설치대상물의 시설기준은 적합한 지 점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 이상의 구조물 (건물,굴뚝,탑)
∙구조물의 높이가 45m 초과하는 것은 정상에서 지상까지
수직거리 45m 이하의 등간격으로 설치하였는지 확인
∙구조물의 높이가 45m 이상이고, 폭이 45m를 초과하는 구조물
등에 설치시 수평간격이 45m 이하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고광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
∙설치기준은 적합한 지 확인
∙배관 및 배선은 적합한 지 확인
피 뢰 침

및

접 지 설 비

비 고

피뢰침 설비
∙설치대상물중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
∙피뢰도선의 규격은 적합한 지 확인
∙피뢰도선의 지지간격은 적합한 지 확인
∙인하도선의 선정에 있어서 피보호물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일 때는 1조, 50㎡ 이상일 때는 2조 이상으로
포설하고, 인하도선의 설치간격은 50m 이하로 설치여부
∙접지선은 38㎟ 이상의 나동선을 선정하였는지 확인
∙보호대상물의 보호각도 및 보호범위의 적합여부
∙초고층건물의 피뢰설비는 수평도체 방식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접지선에 접지단자함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접지설비
∙변전실의 접지설비는 적합여부
∙접지선은 F-GV를 사용하고, 최소 굵기는 5.5㎟
이상을 사용하였는지 확인
∙피뢰기용 접지극과 기타의 접지시설을 2m 이상
이격시켰는지 확인
∙변압기 중성선의 굵기는 최대 전력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연접접지를 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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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무

정

전

전

및
원

내 용
설

비 / 기 타 설 비

∙무정전 전원의 공급은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확인
∙공급전원의 상수 및 정격전압, 주차수 등은 사용부하의 요구에
부합되는지 확인
∙사용축전지는 적정한 용량으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전기 수전용량 1000kVA이상 수전하는 정식 수전설비의 근무자
는 상시근무로 이들의 숙직실과 근무실을 배치하도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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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4) 기 계 설 비 분 야 점 검 항 목 표

검 토 사 항
장 비 설 치 공 사

및

내 용
-

일 반 사 항

비 고

∙설계도서의 구성 확인(설계설명서, 각종계산서, 시방서, 도면 등)
∙시방서는 현장여건에 적합한 지 확인
∙각 장비의 설치면적은 충분한 지 확인
∙장비의 배치는 관리자가 유지관리하기 쉽도록 배려되어있는지 확인
∙장비 반입구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시공 및 사후관리)
∙장비의 기초는 적당한 크기 (가로×세로×높이)로 반영여부
∙기계실 Trench 및 Sump Pit는 장비배치와 적합하게 고려
되었는지 확인
∙기계실 천정고는 장비, 배관, 덕트설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지 확인
∙기계실 면적은 충분한 지 확인
∙오수정화설비방식 결정시 종말처리장 설치지역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장비의 방진장치, 수격방지장치가 적절히 고려되었는지 확인
∙예비용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
∙기계실 인접층이 주거지역(중역실, 국제회의실)일 경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조치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장비의 선정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 확인
∙열원장비의 연료는 공사지역에 공급 가능하며 법적인 제약은
없는지 확인
∙있어야 할 장비명이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장비사양은 계산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장비사양서 상호간에 용량, 압력, 온도 등 각종 수치 및 단위는
일치하는지 확인
∙전기 전원관계(Ph/volt/hz) 표시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
∙비고란에 필요한 Accessory, 표준 부속품 등이 제대로 명기
되어있는지 확인
∙중앙감시반의 위치 및 면적확보 확인
∙열원장비의 고효율 운전을 고려한 장비용량 선정 및 대부분할이
되었는지 확인
∙기계실 환기량이 적절하게 확보 되었는지 유무 확인
∙저수조 누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전기분야의 동력도면과 장비일람표의 동력과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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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장 비
보일러

설

치

및
공

내 용
사

∙용량(정격출력)은 부하계산서 내용과의 부합여부
∙보일러 종류 및 형식은 표기되었으며 그에 따른 사용압력은
적정한 지 확인
∙보일러실의 출입구는 2개 이상이며 보안거리의 유지여부
∙보급수펌프는 반영되었으며 양정과 유량의 적정여부
∙굴뚝의 통풍력은 충분한 지 확인
∙환기량은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확인
냉각탑
∙냉각탑의 종류 및 형식은 표기되었는지 확인
∙냉각탑 설치 위치가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소음문제 및 물의
비산에 따른 민원발생우려는 없는지 확인
∙설치위치가 통풍은 잘되는 곳인지 확인
냉동기 (냉열원)
∙용량은 부하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냉동기의 용량 선정은 적정한 지 확인
∙냉동기 종류 및 형식은 표기되었는지 확인
∙사용압력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전원은 현장 공급전원과 일치하는지 확인
∙냉수유량은 냉방용량과 일치하는지 확인
∙냉각수 유량은 적정한 지 확인
∙압축식 냉동기의 경우 보일러와 보안거리는 유지되었는지 확인
빙축열시스템
∙저온 냉동기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
∙축열조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
∙Brine 유량은 적절한 지 확인
지열시스템
∙용량은 부하계산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지열히트펌프의 용량 선정은 적정한 지 확인
∙지열히트펌프 종류 및 형식은 표기되었는지 확인
∙2차측 사용온도 및 용도는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 확인
∙전원은 현장 공급전원과 일치하는지 확인
∙지열천공 위치 및 면적은 적정한 지 확인
∙1,2차측 장비설치면적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지열이용검토서는 적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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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검 토 사 항
장
펌

비

설

치

및
공

내 용
사

비 고

프

∙유량, 양정, 동력 및 설치수량은 계산서, 장비일람표, 평면도
상에서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펌프의 종류, 형식 및 재질은 표기되었는지 확인
∙급수펌프 유량과 양정은 적정한 지 확인
∙보일러 보급수펌프, 급탕순환펌프 유량 및 양정의 적정여부
∙배수펌프 용량은 적정여부
∙전동기의 선정은 적절한 지 확인

송풍기
∙풍량, 정압, 동력 및 설치수량은 계산서, 장비일람표 및
평면도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송풍기의 종류 및 형식은 표기되었는지 확인
∙송풍기 형식은 소요정압에 맞게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확인
∙전동기의 선정은 적절한 지 확인

탱크류
∙저수조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소화용수 고려)
∙고가수조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소화용수 고려)
∙응축수 탱크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
∙급탕탱크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
∙오일 저장탱크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
∙경수연화장치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
∙Header의 관경은 적절한 지 확인
∙팽창탱크의 용량은 적절한 지 확인
∙각종 탱크의 두께는 적절한 지 확인(계산서 확인)
∙옥상물탱크의 L.W.L이 냉각탑, 팽창탱크 H.W.L보다
높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옥상설치 공조기의 경우 냉온수배관이 팽창탱크보다
1m 이상 낮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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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장

비

설

치

및
공

내 용
사 -

일

반

사

항

∙배관은 마찰저항이 최소가 되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배관이 기둥, 샤프트, 엘리베이터, 덤웨타, 구조물, 덕트,
계단실, 변전실, 기타 다른 배관을 통과하지 않는지 확인
∙배관 및 보온상세가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배관관경은 전부 표기되었으며, 적당한 크기인지 확인
∙신축에 대한 고려는 하였는지 확인(특히 입상관)
∙조닝 및 보수용 밸브는 도시하였는지 확인
∙샤프트내의 입관 간격은 적당하고 보수 여유가 있는지 확인
∙배관의 구배는 적정한 지 확인
∙기기 입출구에 필요한 부속, 밸브는 전부 도시하였는지 확인
∙배관방식이 자동제어형식과 일치하는지 확인
∙계통도의 입상관경과 평면의 관경이 일치하는지 확인
∙입상 피트의 보수유지공간은 충분한 지 확인
∙제어장치, 밸브류 등의 위치가 유지관리를 고려했는지 여부
∙배관에 대한 방진조치는 고려했는지 확인
∙배관이 Down 되는 부분에 Auto Air Vent 설치여부
∙입상피트의 층별 바닥은 화재 확산방지를 위한 내화구조로
설치되었는지 확인
∙중앙감시실 및 출입구측에서 볼 때 운전관리에 용이한
기계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
∙주 장비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였는지 확인
∙통로는 운전관리에 편리한 동선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냉동기 보일러는 설치기준을 만족하였는지 확인
∙각종 장비의 주위배관은 합리적인지 확인
∙응축수 탱크의 배수처리 설치기준을 민족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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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공

조

덕

트

및
공

내 용
사

-

일 반 사 항

비 고

∙외기인입구 및 배기구의 위치와 크기, 이격거리는 적절한 지 확인
∙방화벽을 통과하는덕트에 Fire Damper는 설치되었는지 확인
∙다습공기, Fume 등 부식성 가스용 덕트 재질은 SUS 또는
PVC로 설계되었는지 확인
∙주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천정고는 충분한 지 확인
∙풍량대비 덕트크기는 적절한 지 확인
∙덕트계통의 재질, 보온상세는 시방서와 일치하는지 확인
∙덕트내 설치된 각종 코일의 통과 풍속은 적절한 지 확인
∙오염공기(유해가스 등)의 배기덕트는 Fan 작동시 부(-)압으로
유지되는지 확인
∙공조 및 환기의 조닝은 적절한 지 확인
∙국소배기 적용 필요지역이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 (Hood,
연소기구 등)
∙Spot Cooling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확인
∙All Air System 적용이 필요한 곳 확인
∙VAV System에서 토출구는 확산이 좋은 토출구가
적용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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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및

내 용

냉 · 온 수 배 관 공 사
일 반 사 항
∙배관의 신축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확인
∙파이프 앵커 및 가이드는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
∙개방식 팽창탱크의 설치높이는 적절한 지 확인
∙밀폐식, 팽창탱크의 용량 및 압력(초압 및 종압)의 적합여부
∙기기 및 제어밸브전에 Strainer는 설치되어있는지 확인
∙공기가 모이는 곳 (riser 상부, 수평횡주관의 끝부분 등)에
Air Vent 는 설치되었는지 확인
∙Air Vent Discharge측에 Drain배관은 반영되었는지 확인
∙도피관(팽창관)상에 밸브 설치여부 (절대불가)
∙계통도와 평면도는 일치하며 관경은 맞는지 확인
∙유량에 대한 관경은 적절한 지 확인
∙냉·온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냉수와 온수가 유량이
상이한 경우) 유량변동에 대한 Balancing대책은
고려되었는지 확인
∙건물의 익스펜션조인트 통과부분에 FLEX. Joint는
반영되었는지 확인
배 관 관 련 사 항
∙공조기 응결수 Drain관에 트랩은 설치되었으며 관경은
적절한 지 확인
∙FCU Drain 배관은 간접배수 방식이며 말단에 트랩은
설치되어있는지 확인
∙냉수관의 보온두께는 적정하며 Vapor Barrier처리 적합여부
∙동파가능지역의 예방대책(Heat Tracing 등)은
마련되었는지 확인
∙전외기용 Heating Coil에 동파방지 대책은 되어있는지 확인
∙기밀담파 사용 및 Fan과 Inter-Lock 조치 또는
Electrical Heater설치
∙바닥난방의 경우 1회로 길이가 50m 이내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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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및

내 용

오·배 수, 통 기 관 설 비 공 사

-

오·배 수 관 련 사 항

비 고

∙오수, 배수는 구분되었는지 확인
(해당지역 분류 하수관 설치여부 확인)
∙소제구(C.O.)는 적절히 설치되었는지 확인
∙Pit내 배관의 소음대책은 고려했는지 확인
∙트랩의 봉수 보호조치는 적절한 지 확인
∙옥외 노출부위의 동파방지 대책은 고려했는지 확인
∙주방배수관에 그리스트랩을 설치했는지 확인
∙주차장배수관에 오일트랩은 설치했는지 확인
∙트랩이 이중으로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간접배수는 적절히 적용했는지 확인
∙우수배관에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은 되어있는지 확인
∙오, 배수관이 전기실, 통신기기실 등을 통과여부 및 부득이
통과해야 할 경우 누수에 대비한 보호조치 고려여부
∙통기관은 각각 적절히 도시되어있는지 확인
∙통기관 연결은 기구 익수선상 150㎜ 이상인지 확인
∙옥상 통기관 주위에 외기 인입구가 근접하여 설치되지는
않았는지 확인
∙정화조의 Vent 처리 및 재질은 적정한 지 확인

163

검 토 사 항
소

화

설

비

및
공

내 용
사

-

일

반

사

항

∙소방시설의 적용은 법적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
∙각 설비의 파이프규격은 적절한 지 확인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용기는 100리터 이상인지 확인
∙충압펌프의 성능은 적합한 지 확인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곳에 있을 경우 호수조(100리터
이상)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펌프 주위배관에 유량측정장치 및 Relief밸브를 설치하고
토출측 주배관의 유속은 3 m/s 이하로 하였는지 확인
∙기구/Head의 수평거리, 방수압, 펌프유량은 적절한 지 확인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적당한 지 확인
∙소화기 설치거리는 적정한 지 확인
∙옥내소화전 설치 위치 및 거리는 적절한 지 확인
∙옥내소화전을 연결송수관과 겸용시 주배관은 100㎜, 분기관은
65㎜ 이상인지 확인
∙수원은 확보되었는지 확인

스프링클러, 연결살수·송수관
∙극장의 무대부, 스튜디오 등에는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동결
우려가 있는 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하지 않았는
지 확인
∙연결살수 하나의 송수구역내 헤드수는 개방형은 10개 이하,
폐쇄형은 20개 이하로 설치하였는지 확인
∙연결송수관 설비의 방수구는 3층 이상 층마다 설치하고
11층 이상은 쌍구형으로 하였는지 확인
∙11층 이상 또는 높이 31m 이상의 건물의 연결송수관설비는
습식으로 하고 높이 70m 이상인 경우 가압송수장치
(부스터펌프)를 설치하였는지 확인
∙연결송수구는 화재시 건물로부터 낙하물이 없고 소방차의
진입, 연결, 소통이 원활한 곳에 설치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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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 경 분 야 점 검 항 목 표

검 토 사 항
조

경

-

및

내 용

비 고

현 황 조 사 등

현황조사 분석
∙주변의 공원, 녹지체계 및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되었는지 확인
∙대상지의 현황 조사 및 검토가 충분한 지 확인

기본구상
∙현황조사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구상안 수립여부
∙상위계획 및 지침, 기준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는지 확인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토지이용계획
∙공간구성체계, 토지이용계획체계 등의 작성의 적합여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동선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검토하였는지 확인
동선계획
∙대지내 동선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확인
조

경

-

기

본 ․

실 시 계 획

비 고

일반사항
∙제반법규, 기준, 지침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자재의 선정과 시공성, 경제성의 합리적인 고려여부
∙조경면적 및 산출방법은 적법한가?
∙옥외조경배치도(식재 및 시설물)는 기능과 미적환경에
적절한지 확인
∙공간별 특성에 맞는 조경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토공계획
∙경제성과 시공성은 고려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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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조

경

및
-

내 용
기

본 ․

실 시 계 획

시설배치계획
∙시설물의 종류 및 배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
∙옥외조경시설물의 배치는 건축물과 기능, 경관상 적절한 지 확인

식재계획
∙식재 지반조성은 적합한 지 확인
∙수목의 선정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지 확인
∙식재수종의 생태적, 기능적, 미적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식재 수종의 수급에 지장은 없는지 확인
∙식재 밀도는 적정 수준인지 확인
∙식재 규격은 재배품과 같이 수형과 수세가 양호하고
규격 수치에 맞는지 확인
∙수종선택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 지 확인
∙식재계획은 공간의 특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배수계획
∙지형의 여건, 우수량산정 등이 합리적인지 확인
∙배수구조물의 규모와 위치가 합리적으로 선택되었는지 확인

시설물계획
∙배치와 규모가 적정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하였는지 확인
∙조경시설물의 형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지 확인
∙조경시설물의 재질은 경제적, 미관적, 유지관리상 적정여부

포장계획
∙경제성, 내구성, 미관 등이 고려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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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규 관 련 분 야 점 검 항 목 표

검 토 사 항
항

목

및

내 용
내

제시자료
용

관 련 법 규

도시계획의 입안
1. 도시계획
환경보전 계획수립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2.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영향평가대상사업

3.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자의 신고

4.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정의

5. 건설기술

정의

6. 건설기술용역

정의

7. 설계등용역

정의

8.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신기술의 보호등

9. 신기술

신기술의 지정신청
신기술의 지정고시
설계등용역업자의 의무

10. 설계등 용역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설계등용역업자등의 현황통보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공고대상 용역사업

11. 용역사업

용역사업집행계획의 공고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공모대상
12. 건축설계공모
공모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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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항

및

목

내 용
내

제시자료
용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기본구상
타당성조사
13. 건설공사의
시행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기본설계
공사비 증가등에 대한 조치 / 실시설계
측량 및 지반조사 /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
건설공사 현장등의 점검

14. 현장점검
시공상태의 점검․관리
정의

15. 건설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대상 용역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절차

16.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이행의 확인
품질시험 성과의 관리 및 활용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확인기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7.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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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검 토 사 항
항

및

목

18.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내 용
내

제시자료
용

관련법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19. 부실측정

부실벌점제의 시행,관리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20.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자
기준의 승인 등

21. 감독

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업무
설계 및 시공평가등
평가대상

22. 평가

우수업자의 지정 및 우대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등
용역업자의 용역능력평가등
정의

23. 시설물
대상시설물의 범위
24. 시설물관리

관리주체

25. 공공관리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의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

26. 안전점검
비용의 부담
실시시기
책임기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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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항

및

목

내 용
내

제시자료
용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
27.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정의
28. 유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의 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정의
29. 하자담보
구조상주요부분
30. 안전, 유지
관리계획

시설물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유지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31. 부실방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32. 중대한 결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33. 안전점검지침

시공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장비 및 점검방법, 재료시험,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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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공시설설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승인

35.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6.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37. 토지의 수용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수 있는 사업

38. 주차장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39.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및 설치기준

관련법규

검 토 사 항
항

및

목

내 용
내

제시자료
용

관련법규

지하층의 기준
40. 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
건축법 적용제외

41. 건축법의 제외
건축법 부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42. 대지안의 조경

대지면적 200㎡ 이상인 경우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43. 대지와 도로
그 대지가 도로와 접하는 길이
44. 도로의 폐지, 변경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4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안전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지진구역
설계의 기준
46. 건축물의 설계

관계 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47. 피난시설
용도제한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피난층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

48. 직통계단
피난층외의 층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설치
49. 피난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50. 옥외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할 용도 및 기준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51. 출구의 설치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52. 내화구조
방화벽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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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항

및

목

내 용
내

제시자료
용

난간설치
53. 옥상광장 등

피난의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광장 설치
헬리포트의 설치
방화구획을 해야하는 경우

54. 방화구획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경우
건축물의 일부가 내화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55. 계단

계단의 구조
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56. 거실의 반자

거실의 반자높이

57. 내화구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규정

58. 지하층

지하층의 설치 및 구조

59. 방화문

방화문의 구조

60. 건폐율

건폐율 기준

61. 용적률

용적률 기준

62. 용도지역

지역 및 지구

63.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배관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64. 배관설비
음용수용 배관설비
65. 공개공지

공개공지 등의 확보

66. 면적,높이,층수

면적, 높이 등의 산정방법

67. 용도분류

건축물별 용도의 분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68. 주차장

주차장구조 및 설비기준
지체장애자용 전용주차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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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제3장 과업내용서의 예시 등
1 . 과 업 내 용 서 (예 시 )
1.1 공용의 청사 과업내용서 (예시)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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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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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 및 자료수집
2.3 기본계획
2.4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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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별도 추가업무

3. 기술지침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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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청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의 사무공간 부족 해소를 위하여 ○○지역에 ○○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2) 대지면적 : ○○ ㎡
(3) 시설규모
① 건축면적 : ○○ ㎡
② 연 면 적 : ○○ ㎡ (±○%범위 내 조정가능)
③ 건 폐 율 : ○○ %내외
④ 용 적 율 : ○○ %내외
⑤ 층

수 : 지하○○층, 지상○○층

⑥ 주차대수 : ○○ 대
※ 시설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예정공사비 : ○○ 백만원(부가세포함)

3) 과업기간
(1)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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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서울특별시 ○○구청 건축과(담당자 : ○○○, E-MAIL : )
(2)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3) TEL : (02) ○○○-○○○○～○
(4) FAX : (02) ○○○-○○○○

5) 공사사항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년 ○월
(2) 공사예정기간 : ○○○○년 ○○월 ～ ○○○○년 ○○월(○○개월)
(3) 공사 발주방법 : 미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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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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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치도
과업구간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한다.

위

치

도
S = 1 : ○○

1.4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명시한 착수기간 내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c. 용역비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③ 보안각서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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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
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
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⑥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⑦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시
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⑥ 공정보고시 (필요시)
⑦ 준공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
대리인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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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
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5)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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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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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료요구 ․ 질의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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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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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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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
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
출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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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
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
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
과 혐의하여야 한다.

10) 설계 검토 및 기술심의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회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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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자문회의(용역착수시) : 과업수행계획 제출시
② 2차 자문회의(기본계획시)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사항(공정20%)
③ 3차 자문회의(실시설계시) : 세부설계 사항 (공정 50%)
④ 4차 자문회의(성과품작성시) : 구조 등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관련법규 및 시방
서 내용 부합여부 (공정90%)
(2) 본 과업은 완료 후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②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3)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
비하여야 한다.

11)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 친환경 등
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
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
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후 채택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되며, 가능한 친환
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81

13)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
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
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지반상태 등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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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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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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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쳥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8)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적 측량도 및 기존 건축도면 1부
② 설계조건 1부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
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 중 지적측량도 1부와 기존 건축도면 1부는 참조후 반납하여야 하
며, 기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토록 한다.

19) 품질관리방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
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질관리 조직표
② 설계 점검 흐름도
③ 점검 시기 및 회수
④ 점검 사항 및 점검 방법
⑤ 기 타

20) 언

어

과업수행상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설계서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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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작성과 관련된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항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극한강도설계법에의한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및기준
-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파법, 동법시행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해당지구도시설계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서울특별시제정 전문시방서
- KS규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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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 단체 조례, 방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등
- 설계도서작성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내선규정, 배전규정

22) 기

타

(1) 본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대상과업으로 한다.(필요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
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체출에 관
한사항은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및 설계용역관리편람을 준용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
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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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
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신기술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운
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
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⑥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
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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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
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
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
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⑫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
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 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
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
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
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용
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④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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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
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하며, 용역 착수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
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회

의

①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며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
야 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
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
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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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
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③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시 계약 변경
a. 발주기관은 설계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
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b”항에 따르거나 “(12) 추가 용역”에 의한다.

(12)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추가하여 업무 수행시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 용역의 범위
a. 주기적 현장 점검보고
b. 출장, 조사, 방문, 시험 등(대지의 상태, 재료의 성질, 공법의 적용성 등을 검
증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항)
c. 계약 성과품의 추가 납품
d. 예술가와 업무 조정
e. 특수 전문 분야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f. 용역의 업무 및 대가기준에 의해 기타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업무 등

(13) 발주기관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
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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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
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14)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과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 자료(보링테스트결과, 지하수위, 토질 시료, 실험 결과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 (또는 이를 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a.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조
사․연구를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
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5)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
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증축, 개축 또는 철거가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16)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특히 IBS 및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
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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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7) 설계 자문 (발주기관 결정 사항)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
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 시행부서가 별도로 확보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성과
품 작성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
용의 변경 등의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18)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 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목

적 : 용역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업수행 용역회사 종사원의

타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 협조로 용역 성과품의 품질 향상
② 대

상 : 모든 설계 용역

③ 시행 방법 : 설계 용역 발주시 검토 위원을 위촉하여 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4단
계로 구분 검토
a.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 용역착수시
a) 사업 추진 계획, 지반 조사 등 기초 자료 조사 계획 적정 여부
b) 참여 인력의 기술 능력, 외주 집행 계획 적정 여부 등
c) IBS,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의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 검토
b. 초기 단계 (공정 20%) : 기본계획시
a) 종사자의 용역 사업 이해도
b) 각종 조사 자료의 적정 여부
c)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 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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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중간 단계 (공정 50%) : 실시설계시
a) 각종 설계 기준 적용 적정 여부
b) 기본계획안 및 비교안 검토시 세부 사항 검토 적정 여부
c)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소음, 먼지 등)에 대한 보호대책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d. 마무리 단계 (공정 90%) : 성과품작성시
a) 구조(내진) 등 각종 계산 적정 여부
b)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등
e. 검토 위원 구성 : 5급 이상 관련 부서 공무원 3～5명 정도
(검토 단계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가 1～2명 추가)
f. 주관 부서 : 용역 시행 부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
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

량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측량실시시기
⑤ 주요기기
⑥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⑦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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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
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3) 계획 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
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반조사
(1)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
시험규정,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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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4)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개요
② 조사 위치도
③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 조직표
⑤ 주요 장비 및 기기
⑥ 특기 사항/ 기타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
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7)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
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9)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0) 건축물의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개 이
상의 NX 보링을 하도록 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6)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
을 조사한다.
(2) 계획 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3)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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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4)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8) 소음․진동조사 (환경영향조사)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
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
서에 반영한다.

9)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
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10)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서울특별시에
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11) 용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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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신뢰
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계획 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
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4)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6) 폐부지를 조사하여 관련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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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14)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3 기본계획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
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
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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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e. 사회적 환경 조건
f.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c.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승인요청 문서에 의해 제출한다.
(3) 투명한 플라스틱 표지 또는 내구성 표지로 제본한다.
(4)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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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기본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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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기본 개념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사업 프로그램
을 평가하고, 3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키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
의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
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유사 사례 조사
④ 관계법령 조사
⑤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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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사용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⑬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 변경의 처리 사항
⑤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⑥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⑦ 특수 구조의 채용에 따른 증가 업무
⑧ 특수 기술의 개발
⑨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⑩ 전자계산기의 이용
⑪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착수 회의시 계약상대자의 용역 범위에 대하여 토의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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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출 도면
제출 도면은 설계용역관리편람 성과품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예술 작업
필요에 따라 예술 장식품이 고려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예술가를 선정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은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2.5 실시설계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
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
시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
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
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
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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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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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
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 ‘승인용’
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1) 대지의 사용자 (거주자)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철거 또는 신축
(5) 기존 공급 시설
(6)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5) 최종 공사 계약 서류의 준비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1. 12. 서울특별시) 성과품작성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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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
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
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7)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9)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추가 업무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이외의 대관청 신청, 수속대리 업무
(2) 모형, 투시도, 사진 영상물의 제작
(3) 사후설계관리업무
(4) 리모델링, 인테리어, 음향, 차음·방음, 방진, 3D 모델링, VE(Value Engineering), Fast
track 설계, 흙막이 상세도 작성(굴토깊이 10m이상), 상세시공도서 작성, BIM(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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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Modeling),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지능형건축물(IBS)의 인증, 건축물의 에
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
(5)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 서류 작성업무
- 도시경관의 보전, 개선을 위한 색채,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 디자인 기본
계획(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은 별도 보고서에 제출)

2) 조사․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부지측량, 지반 조사의 협력
(4)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3) 특별업무
특수 분야의 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등)

3. 기술지침
3.1 공통지침
1) 기본개념
청사는 국민의 공공 시설로서 친숙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러가
지 용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및 조형적 조화를 이루
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 업무 등의 이행에 있어 이 지침에 따라 구조 기준 등
에 적합한 소정의 강도,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사는 사회, 경제의 발전에 따라 다양화, 복잡화되어 가는 가운데 각각의 용도가 요
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현시점에서의 모든 조건을 고
려해야 함은 물론 청사시설의 사용 연한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청사는
시민 모두에 대해 공평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친밀성과 편의성, 생명, 신체 및 공공재
산의 보호를 도모하는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청사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요청의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
계한다.
(1) 공공성의 확보 (그곳에서 행해지는 업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공성 및 건축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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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용 특성면에서의 공공성)
(2)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 시민에 대한 편익 시설을 선별하여 공간 서비스적 차원
에서의 제공
(3) 시민 여론의 수렴장이 될 수 있는 이벤트의 활성화와 그를 위한 시설 계획
(4)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기구 조직의 편성과 공간 배분
(5) 행정의 근대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 환경의 구성
(6) 행정권한의 분권화에 의한 조직 및 인사를 원만히 수용하는 적정 공간의 공간 계획
(7)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시민요구의 반영을 위한 공간의 확장성, 융통성의 고려
(8) 지역개발의 중심과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복합화 고려
(9) 지역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입지성과 상징성의 향상
(10) 행정 업무의 한국적 특성을 고려한 공간 계획
※ 본 기준의 적용에 있어 지역적․특이적 조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반조건에 맞게 따
로 지침을 마련하여 설계의 획일화, 고정화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신기술의 도입
(1) 신기술의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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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
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3)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 예측
(1) 용도별 공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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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

도

집

면

별

무

부

적 (㎡)

지

시

설

실

특수기능의 업무제실
청 사 시 설

부

속

실

후 생 관 계

제 실
중

략

부 지 내 부 도 로

교 통 시 설

주

차

장
중

상

조 경 시 설

징

광

략

장

조 경 녹 지 공 간
중

합

략

계

(2)용도별, 기능 공간별, 시설별 규모 예측
용

도

공 간 구 분

시 설 구 분

사

고

일반사무실

이용자공간
공용공간

비

단독사무실

업무공간
청

면적 (㎡)

편의시설
복도, 계단,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홀 등
중

합

략
계

4) 배치 계획 지침
(1) 경관에의 고려
계획시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
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설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
여 특히 주의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한다.
① 지역성에 대한 배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a. 주변의 지형, 수목, 물 등의 자연 환경 가운데 연속성, 대비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b. 계획 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풍토, 문화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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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c. 양호한 가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속성을 중시한다. 필요한 경우에
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징되는 가로와 가구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외부 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양호한 경관 형성을 도모한다.
d.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는 기존 지형을 충분히 조사․활용하여 시설물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대지 활용으로 자연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e. 대지 내에 있는 수목은 가능한 한 보전함과 동시에 시설 계획 가운데 수목을
활용할 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공성에 대한 배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a. 건물의 후퇴(Setback), 개방 공간(Open Space)의 집약화, 지하 주차장 등 시
설 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여유있는 외부 공간을 확보한다.
b. 시설 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대지의 경계와 건물의 주위에는 될 수 있는 한 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식재 등으로 구획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폐쇄적인 인상
을 주지 않도록 한다.
c. 외부 공간을 입체화하는 등(선큰가든, 인공대지-Pedestrian Deck 등)에 의해
변화가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대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한다.
d. 대지의 주요 시설로의 접근 및 보행자용 통로는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을 고려
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개․보
수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 민원 업무를 갖는 청사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각 장애자용 유도로 등을 마
련하여 대지 경계에서 접수창구에 이르기까지 시각 장애자의 유도를 고려한다.
③ 쾌적성
문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창조와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
지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a. 외부 공간 설계의 경우에는 재질, 색채 등을 고려하여 건물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b. 시설의 옥상, 벽 및 발코니 등은 경관상 중요한 부위로 건물의 형태에 따라 녹
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양호한 경우에는 식재 등에 의해 계획한다.
c. 주차장은 평면적으로 큰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포장면이 별로 눈에 띄지
않도록 수목을 배식하는 등, 식재에 의한 경관 형성을 고려한다.
d. 구내 통로는 사람과 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가 이용하기 쉽
고 안전하게 한다. 또한 현관까지의 진입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
도록 노력한다.
e. 대지의 개방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 공간(Open Space)의 경우에는
외부 공간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물을 이용한 분수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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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자연석을 이용한 정원, 벤치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매력적인 외부
공간을 연출한다. 또한 대지 내의 진입 및 공개 공간의 주요 결절부 등 시
선이 집중되는 곳은 주변과 조화를 이룬 조각, 기념물 등의 예술 작품을 적
극적으로 설치하는 등, 예술성, 문화성의 향상에 힘쓴다.
f. 시설 내의 조명은 야간 이용도 고려하여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명
기구의 디자인․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주위의 야간 경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의 용도, 외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외관 디자인의 주요 부분을 조명함으로써 야간에 있어서
의 경관을 고려한다.
g. 항구적으로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한 보전성을 고려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배려한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한다.

(2) 조

경

계획시에, 기존 수목의 보존을 포함한 조경을 고려하고, 조경 면적을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함은 물론 조경이 환경 및 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방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고려한다.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여가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여유와 정감이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형성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접근 도로망, 자연과 인공의 기회 요소와 장애 요소들을
고려하는 도시 설계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건물의 배치를 비롯한 교통 동선, 외
부 공간 등을 계획한다.

(4) 단계적 대지 활용 방안 제시
중장기 교통 수요 추이를 살펴서 필요하다면 대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역사회의 위상을 고려한 계획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자연 환경적, 인문․사회환경적 배경을 고려하여 업무 시설
로서의 기능과 대 시민 서비스적 의미와 상징성을 갖도록 한다.

(6) 대지에 대한 제반 법제 사항을 준수하는 계획
(7) 사용자 중심의 인본적 계획
① 편의성 및 업무의 능률 향상
a. 청사의 이용자는 방문자 및 직원 등으로 대별되며, 방문자는 일반 방문자 및
업무상 방문자 등으로 나눌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시에 방문자의 편의성과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평면 계획시에 조명, 위생 및 공기 조화
설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능률적이고 양호한 업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b. 업무의 고도 정보화에 따른 사무 자동화 및 네트워크(Network)화에 지장이 없도
록 실내․외의 채광 계획(조명 계획을 포함), 색채 계획 및 흡음 등을 고려하여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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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건강을 배려함과 동시에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스템
별 대응성 및 교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②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에 관한 고려
계획시에 청사의 용도, 규모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신체장애자, 고령자 및 병약자
등(이하, “신체장애자 등”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고려한다.

5) 토지 이용 계획 지침
배치 계획시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청사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
히 넓은 주차 공간, 녹지 공간의 확보에 노력한다. 또 필요한 만큼의 증축 공간, 직
원의 휴게, 휴식 공간 등에 관해서 고려한다.

(1) 계획의 기본 지침
① 토지이용 구분은 기본적으로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에 따르나 여기에
밝혀져 있지 않거나 설계상 필요한 세부적인 용도 구분은 설계자가 제시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청사의 형태와 위치는 청사의 기능,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살펴서 계획한다.
③ 이용자 및 교통 수단에 따른 동선 체계를 적절히 분산하도록 하고 사용자 측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동선 체계를 갖도록 한다.
④ 보행자 공간을 비롯한 외부 공간은 “남겨진 곳”이 아니라 건물 기능을 보완하는
“주인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단위 시설별로 주어진 부지 규모는 기준치로 보고 필요한 때에는 설계자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용의 청사에 대한 결정 기준
①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②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③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④ 중추적인 시설은 도심지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
자의 분포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⑤유사한 기능의 공공청사는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
청사의 배치상황을 고려할 것
⑥

주차장․휴게소․공중전화실․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
실․ 업무대기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⑦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시설별 계획 지침
토지 이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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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구분
청

사

상징광장

조경녹지공간
보행자전용통로

도로
주차장
이용교통수단

성 격 · 용 도
위
치
청사 및 관련시설
일반행정업무 및
시설물 전체의 배치를
민원업무시설
고려
중
략
환경시설, 보행자공간
청사의 미관과 상징,
그리고 시민의
보행동선의 실질적
정보교류를 뒷바침하는
매듭구실을 하는 곳
외부공간
휴게공원 또는 시설
시설물 전체의 배치를
녹지
고려
청사 진출입 및
휴식등에 필요한 주요
차량동선과 분리
보행동선축
중
략
교통시설
주변도로 및
되도록 서로 다른
내부순환도로
교통수단들이 독립된
근무자용 주차장
유․출입동선과
이용자(시민) 주차장
사용영역을 갖고
대중교통 및 택시이용에
분산되도록 계획
따른 편익시설
중
략

부지규모

6) 교통 동선 계획 지침
(1) 계획의 기본 지침
① 대상지로의 진․출입 도로망에 의한 교통 수요 예측과 순환 체계 등은 사업 개요
의 항목 중 “진․출입 인구 및 교통 처리 계획”에 의한다.
② 청사시설의 안팎을 연결하는 진․출입 도로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진입 도로 : 대상지 주변 고속도로, 국도, 도시계획 도로들과 본 청사를 연결
하는 도로
b. 주변 도로 : 진입 도로와 진입 도로를 연결하거나 진입 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를 연결하는 대지내 도로
c. 내부 순환도로 : 대지내 각종 교통 시설에서 유발되는 유․출입 교통류를 처리
하는 대지내 도로

(2) 시설별 계획 지침
① 내부 순환도로
교통 수단별로 독립된 유․출입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휴게 시설로
이용 가능한 보행자 전용 도로의 계획에 각별한 배려를 한다.
기기의 반입 등 청사의 서비스용 통로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②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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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방문자용의 주차장은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적절히 넓게 한다. 특
히, 민원 관련 업무실은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에 불편치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b. 필요시, 장애자의 주차 공간은 출입구 부근에 계획한다.
c. 넓은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녹화(綠化)를 고려한다.
시
직

설
원

면

적

비

고

용

방 문 자 용
기

타

7) 보행자 공간 계획 지침
(1) 계획의 기본 지침 현재
① 심미적 측면
사회 환경에서 도출된 현재적(顯在的) 행정 수요와 시민의 마음속에서 행정에 의
하여 해결되거나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잠재적(潛在的) 욕구까지를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의 확보는 물론 “만나고 헤어지고”, “정담을 나누고”, “기억하
고 자랑할 만한” 수준의 공간 서비스적 차원에서의 시민 공동시설들의 제공
② 기능적 측면
행정 업무의 처리를 위한 방문자의 대기 및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
라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지역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만남과 커뮤니
케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2) 시설별 계획 지침
① 상징 광장
a. 기능 : 지역과 청사를 연결하는 지역의 현관 구실을 하는 상징 공간과 시민의
정보 교류를 위한 넓은 외부 공간을 뜻한다.
b. 위치 및 규모 :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가급적 청사의 전면에 위치하되 필요에
의하여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한곳 이상도 가능하다.
보행 동선의 실질적인 결절점 구실을 할 수 있어야 하나 비상 또는 의전행사
때에는 임시적으로 차량 동선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한다.
② 조경 녹지 공간
a. 기능 : 조경을 위한 공간으로서 수목, 분수, 벽천, 조각 기념물, 산책로 등을
시설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공원으로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b. 위치 및 규모 : 설계자는 녹지 광장의 기능(휴게공원, 시설녹지 등)과 위치를
정하고 조경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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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행자 전용 통로
a. 기능 : 청사로의 진․출입과 행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주요 동선축으로의 의
미를 갖는다.
b. 위치 및 규모 : 녹지 광장의 일부로 시민의 쾌적한 보행 행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a) 구내 통로는 보행자의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보․차분리를 고려한다.
b) 보행자용 통로는 장애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구내 통로는 필요에 따라 시각 장애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소화 및 방재 설계지침
특히 재해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 내진 안전성의 확보
① 계획시에 청사의 재해시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 설비 및 비(非)
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청사는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국민, 직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청사시설이 재해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
에 대해서는 방재 활동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국민 전체
의 안전과 공공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③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
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2)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획시 청사의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사의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토록 한다.

9) 기타 지침
(1) 친환경(녹색) 건축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
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친환경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② 사용 연한의 확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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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

2011～
2012
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11

12

15

18

21

24

27

30

(2) 에너지 절약
계획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청사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
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 조화 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3) 청사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① 사용 연한의 확보
a. 계획시에 청사시설의 사용 기능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청사의 용도, 기능의 확
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b.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② 내구성의 확보
a. 계획시에 청사시설의 사용 연한내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구조, 설
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b.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내용 기간에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고려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
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에 수차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며, 균형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조치
①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
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되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
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
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부대시설
a.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b. 유지관리 통로
c.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⑤ 유지관리방법
a. 유지관리장비
b. 유지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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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d. 안전점검 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e.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5) 비용에 대한 고려
① 청사의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제
시되어야 한다.
②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③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6) 기성 규격제품 사용의 촉진
청사에 쓰이는 재료는 국산 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토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 사용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는 발주
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7)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
연면적 10,000㎡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0,000㎡) 이상일 경우 건
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설계 세부지침
(1) 업무 환경의 향상
업무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있어서 면적 배분, 레이아웃
(Lay-Out), 채광 등의 계획은 물론 사무실 외(즉 세면실, 화장실, 탕비실, 갱의실
등)에 있어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

(2) 칸막이 벽의 이동
칸막이 벽 및 각실 출입구의 위치는 조직의 개발, 인원의 증감에 따른 변경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또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시계, 전화, 각
종 감지기, 공조용 레지스터, 스프링클러 등 모든 설비 기구의 설치 장소와 칸막
이 벽의 이동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업무의 고도 정보화
업무의 고도 정보화에 수반되는 OA화, IBS화, Network화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장래의 이용 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4) 서비스의 집약화
급배수, 가스, 배기 등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실은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배치한다.

(5) 방재실
재해시에 활동의 중심이 되는 방재실과 이 실을 지원하는 각 실은 재해 발생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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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실의 배치, 구조, 마감 등에 대해 고려한다.

(6) 설비실 등의 소음 및 진동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곳은 그 설비실의 주변에 거실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부
득이 배치를 하는 경우는 벽, 슬래브 및 가구의 차음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며, 주변 거실(업무)에 소음 및 진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7) 설비 공간
덕트, 입상샤프트 및 전기/통신용 EPS는 유효한 위치에 두고, 설비의 보수 및 관
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면적이 되도록 하며, 향후 변경 및 증설에 대해서도 충분
히 고려한다. 또 천정 내의 덕트, 배관 및 매립형 조명기 등으로 인한 천장 공간
에 대해 고려한다. 더욱이 비상용 조명의 전원이 축전지형일 경우는 방화 구획이
되는 배선 샤프트(Shaft)로 계획한다.

(8) 차

음

상급실, 회의실 등에 대해서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에서의 음의 반사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천장 공간 부분까지 관통된 칸막이 벽 등을 설치하여 차음 성
능의 향상과 흡음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9) 단

열

① 지붕, 외벽 및 필로티, 차고 등의 상부 거실 등의 바닥 슬래브 단열을 고려한다.
②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의 단열을 고려한다.

(10) 결

로

① 외벽 결로 방지를 배려함과 동시에 외부에 면하는 마감면 등의 결로의 저감, 결
로수 등의 처리를 고려한다.
② 외벽에 면하는 실런트 등의 결로 방지를 도모한다.
③ 이외에 일반적인 열교 방지를 고려한다.

(11) 동

해

① 마감재는 동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탕비실, 욕실 및 변소 등의 급배수 배관은 필요에 따라 보온 처리를 하고, 원칙
적으로 외벽면의 배관은 피한다.

(12) 채광, 조명
자연광의 유효한 이용을 검토하고, 천장, 벽 마감재 및 색채의 선정은 조명 효과
에 대해 고려한다.

(13) 이동식 서가의 설치
①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 장소나 설치가 예상되는 장소는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고려한다.
② 서고 등의 활 하중은 일반 서고의 1.5배 이상이 됨을 주의한다.

(14) 숙직 및 일직제도가 없는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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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범 및 방재상, 필요에 따라서 서고 및 물품고의 출입구에 보안용 셔터를 검토
한다. 또 청사의 조건에 따라 현관에 셔터의 설치를 계획한다.
② 1층 외부 유리는 망입유리 등으로 하여 방범 및 방재에 대해 고려한다.

(15) 쓰레기의 반출
쓰레기의 반출 경로 및 반출 방법을 고려한다. 각 층에 잡용실 등의 집적장을 설
계하고, 또한 최종 집적장을 고려한다.

(16) 부지 출입문 및 담 계획
부지 출입문 및 담을 설계하는 경우는 폐쇄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17) 기

타

① 외등을 계획하는 경우는 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다.
② 설비 및 특수 용도실은 장비 반입, 장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③ 인접지의 건물에 대한 도시 환경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
는 설계가 되도록 고려한다.
④ 각 층에서 외부로 출입하는 출입문은 외기 차단과 빗물 유입방지를 위한 방풍실
과 처마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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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야별 설계지침

(건축설계지침)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부록편의 분야별 설계지침”을 추가한다.

1) 기본 지침
(1) 설계 용역의 착수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 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
명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 용역의 목적은 모든 뒤따르는 설
계의 결정에 기본이 되고, 우선순위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배치 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지구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공개 공지, 보행자
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재료 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및
기존 시설과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개보수시에는 기존 재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
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
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거실이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공급과 처리
공간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서비스의 배치(예를 들면 수배관과 공조 기기가 전기관계실로부터 인입
되지 말아야 하는 등)로 인하는 것과 같은 간섭과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5) 내부 마감 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
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보수시에는
기존의 인테리어의 재질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6) 신체 장애자의 출입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외벽 및 마감은 지진시에 변형 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
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a.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b. 차양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계획하여 사람이 벽면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나 통로가 되는 곳은 유효한 차양을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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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3층 이상의 건물에서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PC판 선 부착 공법
으로 한다. 그러나 3층 이상 건물의 1층 부분의 외벽에 대해서는 압착 공법을
해도 좋다.
d.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1)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
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내 통로와 청사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2)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환기탑 및 환기구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Roof Drain) 및 홈통
루프 드레인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5) 부대 시설
① 청사 명판을 적절한 곳에 계획하고, 특히 식재의 영향에 대해서 고려한다.
②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Signage)를 설계한다.
③ 필요에 따라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
획한다. 그리고 옥외 게시판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우편물 수취함을 적절한 곳에 계획한다.
⑤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곳에 계획한다.
⑥ 현관 부근에는 호출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각

장애자

의 이용에 대하여 고려한다.

3) 각실 설계
(1) 사무실
① 일반 방문자의 이용이 빈번한 창구를 갖는 사무실 및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 빈도가
높은 사무실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1층에 계획한다.
② 기능 및 효율상 지장이 없는 한 면적이 큰 거실에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융통성을 확보한다.
③ 방문자를 위한 대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운터를 계획하도록
하고, 사무실과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무기기 공간을 고려한다. 또한 사무 고도 정보화의 장래 계획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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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각 실별 기본 면적은 청사 취득 및 배정 면적 기준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의
면적 기준에 준한다.

(2) 특수 기능의 업무 제실
상기 이외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각 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회의실
① 외부인이 참석하는 회의실은 교통 부분에서 직접 출입하도록 하고, 화장실은 편
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② 특수 기기의 이용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암막용 커튼, 스크린, 흑판 및 게시
판을 계획한다.
③ 실내의 흡음과 차음을 고려한다.
④ 충분한 환기 회수를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대규모의 건물은 방재 및 피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다.
⑥ 대규모의 건물은 책상, 의자 등을 보관할 수납장을 고려한다.

(4) 컴퓨터실
① 지진 등에 의한 재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따른 장해 및 설비 기기의 고장에 대
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의 확보에 노력한다.
② 실내의 흡음 및 인접실 등에 대한 차음을 고려한다.
③ 바닥은 기기의 배선을 고려하여 악세스 플로어(Access Floor) 등을 설치한다.
④ 상부로부터의 누수 방지를 특히 고려한다.
⑤ 바닥판에는 단열재를 넣는 등 열 손실 및 결로 방지를 고려한다.
⑥ 실내의 일정한 온․습도 유지를 고려한다.

(5) 사무 기기실
① 사무기기의 종류 및 이용 상황에 의해 사무실 내에 계획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한
다. 사무실 내에 계획하는 경우는 편의를 고려하여 사무실에 가깝도록 계획한다.
② 업무 고도 정보화의 구체적인 장래 계획이 있는 경우는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콘센트의 위치 및 사무기기의 조명을 필요성에 따라 고려한다.
④ 실내의 흡음 및 차음을 고려한다.
⑤ 충분한 환기 회수를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

(6) 전화교환실 (교환기실, 방송실, 휴게실 등)
① 방송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이 거의 없는 위치에 마련하여 흡음 및 차음을 고려한다.
② 소규모의 방송실에는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③ 대규모의 전화교환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방송실, 교환기실, 전기실 및 휴게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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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한다.

(7) 내화서고
① 서가는 강재로 하고 내진성을 고려한다.
② 방습, 결로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환기 설비(방화Damper 포함)를 계획한다.
③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하고 창유리는 망입유리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내측에
철재 셔터를 계획한다.
④ 서가는 결로방지를 위해 외벽에 접하는 배열은 피한다.

(8) 창

고

① 용지 및 사무용품을 수납하는 창고는 사무실에 가깝게 계획한다. 선반을 계획하
는 경우는 철재 선반으로 하고 내진을 고려한다.
② 수납물에 따라 방습 및 환기를 고려한다.
③ 바닥은 방진을 고려한다.

(9) 안내 및 수위실
관리 또는 안내를 위해 접수대를 마련하는 경우는 현관 홀에 면하는 곳으로 한다.

(10) 숙직실
① 야간에 청사 관리가 쉬운 장소에 계획한다.
② 야간 접수용 인터폰 및 TV수신용 콘센트(Outlet) 등에 화재 경보용 방재 장치를
고려한다.

(11) 방재센터
원칙적으로 유지관리및 방재 활동에 편리하고, 청사 관리가 쉬운 위치에 계획한다.

(12) 화장실 및 세면장
① 수세식으로 하고 남, 여 구별을 한다.
② 청소용수 처리용 싱크대 및 청소기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③ 민원 업무를 하는 청사 및 대규모의 청사에는 남․녀용의 지체 부자유자용 화장실
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④ 지체 부자유자용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 가까이에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⑤ 내부는 통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고려하고, 특히 문짝을 마련하는 곳은 충분히 주
의하여 평면 계획을 한다. 또 옥외에서는 볼 수 없도록 고려한다.
⑥ 바닥 방수를 고려하고, 필요성에 의해 바닥 배수를 계획한다.
⑦ 기계 환기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외기에 면하여 계획한다.
⑧ 서울특별시 여행화장실 표준모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한다.

(13) 탕비실
① 각 사무실에서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② 바닥 방수, 바닥 배수를 고려한다.
③ 싱크대, 가스렌지, 후드 등을 고려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한 전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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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토록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과류, 비품 등의 공간을 고려한다.
④ 환기를 고려하고 필요시에는 기계 환기도 고려한다.

(14) 욕실 및 탈의실
① 욕실 및 탈의실은 환기를 고려한다.
② 욕실 및 탈의실은 천정면의 결로 방지 및 결로수 처리를 고려한다.
③ 욕실은 바닥 방수, 바닥 배수를 고려한다.
④ 탈의실에는 탈의 상자 및 세면 기구를 고려한다.

(15) 식당 및 주방
① 식당은 직원의 이용이 편리하고, 집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계획한다. 필
요에 따라 일반 방문자의 이용을 고려한다.
② 서비스 방법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③ 배식대 앞에는 이용자의 체류를 고려하여 충분히 넓힌다.
④ 카운터는 열, 습기 및 마모에 강한 재료로 한다.
⑤ 주방은 조리시의 냄새 등이 거실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를 고려한다.
⑥ 주방의 바닥은 청소하기 쉽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하고, 벽은 오염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⑦ 주방은 바닥 방수 및 바닥 배수를 고려한다.
⑧ 식당의 세면기, 주방 개구부의 방충망, 주방 전용 화장실의 설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⑨ 필요에 따라 갱의실, 부식 창고 등을 계획한다.
⑩ 주방에는 식기 수납장, 냉장고, 주방기기, 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⑪ 원재료의 반입 및 주방 잔반의 반출 처리를 고려한다.

(16) 이용실 및 미용실
면적, 조명 및 환기 설비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7) 의무실
① 소음 및 진동이 작은 장소로 하고, 외부로부터 볼 수 없도록 고려한다.
② 직원의 건강 진단을 행하는 경우는 그 공간을 고려한다.
③ 환기를 고려한다.

(18) 설비 관계 제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 감시실 등)
① 수용하는 기계에 필요한 천정고, 보 춤의 높이 및 바닥 내력을 고려한다.
② 기기의 반입, 반출로 및 보수 점검 공간을 확보한다.
③ 중앙 감시실, 대기실 등을 고려한다. 또한 지하층에 계획하는 경우는 피난을 고
려한다.
④ 원칙적으로 전기실의 바로 위의 층에는 물을 사용하는 실을 배치하지 않는다.
⑤ 수변전실, 발전기실 및 축전지실은 침수에 의해 기능의 손상되지 않도록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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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위 시설의 바닥은 기계실의 바닥보다 높게 한다.
⑥ 흡음 및 차음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차음을 위한 전실 등의 공간을 고려한다.
⑦ 원칙적으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문짝은 피난을 고려하여 외부로 열리도록 하고,
기계실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계획한다.
⑧ 바닥은 방진을 고려한다.

(19) 현관 및 현관 홀(Hall)
① 현관에는 지역성 및 풍향에 따라 방풍실을 계획한다.
② 현관에는 가능한 한 자동문을 계획한다.

(20) 계단,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
①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일반 방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② 엘리베이터 홀의 넓이는 출․퇴근시 직원의 체류를 고려한다.
③ 주계단은 높이 16㎝정도, 너비 30㎝정도로 하고 가능한 한 양측에 난간을 계획한다.
④ 엘리베이터 카(Car)의 치수는 신체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길이 140㎝ 이상,
폭135㎝ 이상, 문폭 80㎝ 이상으로 한다.

(21) 복

도

① 복도는 기둥의 요철을 피한다.
② 내부 출입구 문폭은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90cm 이상으로 한다.

(22) 자동차 차고
① 필요에 따라 주차장, 기구대, 기구고, 세차 설비, 배수 장치 등을 계획한다.
② 환기 및 소화 설비를 고려한다.
③ 지하 계단을 계획하는 경우는 방재 및 피난을 고려한다.

(23) 기

타

① 필요에 따라 현관 홀 및 청사 내부에 급수대, 공중 전화기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공간을 계획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휴게 공간, 홍보용 공간 등을 계획한다.
③ 현관 홀 및 청사 내부에 일반 이용자가 이용에 편리하도록 게시판, 표지 표식을
계획한다.

3.3 시설별 고려 사항
1) 복합 청사
(1) 일반 사항
2개 기구 이상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계획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
조, 검토,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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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층화에 대한 토지의 유효 이용
① 복합 청사는 토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하여 고층화에 대해 검토하며, 주차장, 통
로 및 녹지 등의 공개 공지(Open Space)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복합 청사 등은 여러 곳에 산재하는 청사를 집약함으로써 일반 외래자의 편의 및
업무 능률의 증진에 기여하고 아울러 토지의 유효 이용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계획에 있어서는 부지를 유효하게 이용하여 주차장, 녹지 등의 공개 공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가능한 한 청사를 고층화하도록 한다.

(3) 배치 계획
①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각 청사의 기능을 고려하여 청사, 주차장, 통로 및 녹지를
적절히 배치한다.
② 주차장의 규모는 입주 관서의 종류, 규모, 교통 조건 및 주변 환경 등의 여러 요
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모든 요인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한다.
③ 특히 민원 업무를 갖는 관서가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 관서간의 계절적 및 시간적
인 피크로드(Peak Load)를 흡수하는 등 입주 관서간의 상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구내로의 진입로는 시설 배치 및 동선 계획상 적절하게 하고 전면 도로로의 교통
을 저해하거나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고려한다.

(4) 기능에 따른 층별 분리
복합 청사의 경우 각 기능의 배치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민원 업무를 하는 기능 및 일반 방문자의 이용이 많은 기능은 저층에 계획한다.
② 각 층은 가능한 한 동일한 기능으로 통합하여 다른 기능과의 혼란을 피한다. 또
한 청사의 기능상 및 업무의 효율상, 단일 건물 내에 수용하는 것이 곤란한 청사
및 제실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별관의 형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③ 복합 청사 등의 입주 부서의 층별 할당에 있어서는 각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각 부서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적절히 할당한다. 특히 민원 업무 등을 갖는 부
서와 일반 방문자가 많은 관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저층에 마련한다. 또
한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이 예상되는 부서도 저층에 배치한다.
④ 각 층은 가능한 한 동일한 부서로 통합하고 타부서와의 혼재는 어쩔 수 없는 경
우를 제외하고 피한다. 또한 부서의 층별 분리는 최대한 적게 한다.
⑤ 부서 상호간에 행정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
시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⑥ 주계단,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등은 입주 관서의 주 접근 통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알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 여유와 정감이 있는 설계가 되도록 배려한다.
⑦ 소규모인 복합 청사 등에 대해서는 기계실 등의 설비 관계 모든 실을 지하층에
배치하는 등 1층은 가능한 한 사무실로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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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모든 실을 고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는 피난 계
획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5) 사용 변경 등에 대한 대응
① 평면 계획에 있어 장래에 각 기능의 통합, 증설, 신설, 청사의 사용 조정 등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② 사무실의 칸막이 및 칸막이에 가설되는 부 출입구의 위치는 칸막이의 이동에 지
장이 없도록 한다.
③ 각 층의 평면은 가능한 한 공통화, 표준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a. 관리자실 등에서 급․배수가 필요한 실은 가능한 한 각 층의 동일 위치에 배치한다.
b. 실험실 등은 유지관리, 개․보수가 비교적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6) 시설의 중앙화와 집약화
① 공동이 이용하고, 집약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한 한 집중화, 집약화한다.
② 공동 청사 등은 입주 관서간의 상호 이용에 의한 유효 활용을 도모하여 청사의
집약․합동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a. 매점, 식당, 이용실, 미용실, 휴게실 및 의무실 등의 후생실은 공동으로 이용
을 도모한다.
b. 경비실, 운전수 대기소 및 전화 교환실 등은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배치한다.
c. 공용 회의실은 입주 부서가 이용하기 쉬운 위치에 마련한다.
d. 입주 부서의 안테나 등은 가능한 한 집약화한다.

(7) 현관 및 현관 홀
복합 청사의 주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1개소로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필요에
따라 전용 출입구를 고려한다.
① 민원 업무를 주로 하는 청사나 일반 이용자가 많은 경우
② 24시간 근무 체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8) 청사 관리실
대규모 복합 청사에는 청사 관리실의 설치를 고려한다.

2) 도서관
(1) 개

념

① 단순한 교육 시설, 연구 시설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레크리에이
션으로 이어지는 문화 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도서관 봉사가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져 도서관이 지역사회 전체 발전의 중
심기관이 되도록 한다.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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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① 충분한 자료를 획득․보존
② 참고 봉사
③ 자료 대출
④ 관리를 위한 사무

(3) 기본적 고려 사항
① 수용하는 자료의 종류와 그 양
② 도서관의 조직
③ 도서관의 봉사 계획에 따른 목적, 내용, 방법의 구체적 분석
④ 관내의 문화․교육 시설과의 분업, 인근의 다른 유사 시설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구
체적 규정
⑤ 설립 목적에 따른 도서관 시설의 구성 요소 검토
⑥ 장래의 성장 가능성
a. 도서관 계획에 있어서 성장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므로 장래 계획에 대
해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b. 가능한 한 모듈러 플래닝(Modular Planning)을 하여 변화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이용할 수 있는 건설 기금과 경상비의 문제
⑧ 자료의 보존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a. 철저한 관리
b. 서고 내의 기후가 양호할 것 (저온, 저습, 방충, 방진 등)
c. 건물과 서가가 재해에 대해 강고할 것 (내화, 내진 등)

(4) 배치 계획
① 기본 고려사항
a. 주도로는 접근의 용이하며 이용자 및 관리자와 차량 동선의 분리
b. 이용자들의 접근로는 식수, 포장 등을 고려하여 친근감 있게 설정
② 평면 구성 요소
a. 독서에 관한 부분
b. 문헌 부분
c.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필름 부분
d. 목록 부분
e. 서고 부분
f. 대출 부분
g. 공중을 위한 부분
h. 보조적 부분
i. 작업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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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도서 직원을 위한 부분
k. 건물의 관리 부분
l. 자동차의 주차 부분

(5) 옥외 공간 계획
① 실외관람실, 조경 계획과 함께 자동차 등의 주차 공간에 대하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② 외부 공간의 구성은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이 용이성에 대해 특별히 고려한다.

3) 전시실
(1) 개

념

① 단순한 수집품의 보존과 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장하는 미술품과 역사적
유물 자료 등을 깊이 연구하고, 그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람자들이 심리적․정신적 기쁨과 사회교육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전시하고
관리하는 항구적 시설이 되도록 한다.
③ 현대미술의 한 특징인 상황과 퍼포먼스(공연 행위)의 연주적·음악적·체험적 작품
행위를 포용한다.
④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와 보급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평면 계획
① 전시 공간의 개념 : 전시의 기법은 전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연
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전시 공간의 평면 분석 : 전시 공간에서 방향감을 잃지 않도록, 연속적인 흐름에
서 방향, 거리,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능 계획
① 건물의 각부를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을 것
② 통로는 알기 쉽게 표기로 명시할 것
③ 전시실은 전시효과가 표현되어야 하며, 전시체의 크기와 수량 및 관객수에 적합
하게 할 것
④ 관람시에 일으키기 쉬운 주의 집중에서 오는 피로에 대하여 휴식 시설이 되어 있
을 것
⑤ 일반 전시와 특별 전시(연구용)의 시설로 구분할 것
⑥ 관람자의 편의, 쾌적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⑦ 전시실의 바닥은 연속적인 평면이 될 것

(4) 동선 계획
① 관람객의 흐름을 유도하는 데로 이끌 수 있는 레이아웃(Lay Out)이 되어야 한다.
② 전시의 목적은 관람객을 원하는 곳에 붙잡아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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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람객을 피로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전후, 좌우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4) 회의장
(1) 규

모

의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수, 특별위원회의 유무 등을 고려하며, 서울특별시공유
재산및물품관리 조례 제45조의 면적 기준에 의한다.

(2) 주요실
회의장, 위원회실, 의장 및 부의장실, 의원 대기실, 기자실, 사무실, 도서 및 자료실 등

(3) 회의장의 배치
① 기본 지침
a. 연설자의 위치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의 음성을 명확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b. 연설자 및 출석자 상호간에 서로 잘 보이도록 한다.
c. 메모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d. 연설자가 연설하기에 용이하도록 고려한다.
e. 의사 진행이 편리하도록 출석자의 배치를 고려한다.
f. 회의장의 출석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② 세부지침
a. 의 장 석 : 회의의 진행을 총괄하기 쉬운 위치
b. 연

단 : 연설자와 의원 및 방청객이 서로 잘 보이는 곳

c. 속기자석 : 주로 연단의 중앙부
d. 의

석 : 의장 및 연설자가 잘 보이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발언 허가 버튼

및 허가 표시 램프와 마이크로폰 등을 설치한다.
e. 기 자 석 : 잦은 출입으로 인하여 회의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로 고려한다.
f. 방 청 석 : 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한다.
g. 출 입 구 : 의원, 집행부, 기자, 방청객 등 각각의 전용 출입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설비 계획
① 공조는 회의장의 전용 시스템으로 하고, 천정이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온도 분포
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공조 기계실의 차음성과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데 유의한다.
③ 실내의 흡음을 고려하고 잔향 시간을 고려한다.
④ 녹음을 할 필요가 있는 위치에는 마이크로폰 설비를 한다.
⑤ 의석의 조도는 300lux 정도로 고려한다.

227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
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2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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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
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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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추 정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사업수행성과

실시
실시
실시여부 미실시時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비 설계기간
(○, ×)
사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년 ○○개
월

비고
종합사후평
가시 활용
토록 상세
하게 작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
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
계도면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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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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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
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
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
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
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3)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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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4)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

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6) 보수방법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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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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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
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건설기술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되 단가산출서는 별책
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예산서는 설계용역 완료 90일전 해당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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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기간 및 공사로 인한 민원예상 등을 충
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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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5)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용지도․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①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
상에는 대지경계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건물(가옥, 본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②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
는 당초 지적과 계획대지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소유권 이외의 처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④ 지적도상의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⑤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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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③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3)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8)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 공정표는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
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①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①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납품, 건설기술심의시 납품,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성과품의 납품시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①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②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3)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
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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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설계 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구조계산서
기본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예산서

(2) 최종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구조계산서
유지관리지침서
토질조사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

계

원

도

축 소 판 원 도
설계도면

청 사 진 도 면
축

소

도

면

CD(CAD File)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CD
용지도

원

도

청 사 진 도 면

용지조서
지장물도

원

지장물 청사진도

지장물조서
측량원도 및 야장
지반조사자료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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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

고

1.2 복지시설 과업내용서 (예시)

○○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내 용 서

○○○○. ○○

서 울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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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증가일로에 있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재활훈
련 및 전용 서비스 공간 마련을 위해 장애인 전용의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한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2) 대지면적 : ○○ ㎡
(3) 시설규모
① 건축면적 : ○○ ㎡
② 연 면 적 : ○○ ㎡ (±○%범위 내 조정가능)
③ 건 폐 율 : ○○ % 내외
④ 용 적 률 : ○○ % 내외
⑤ 층

수 : 지하○○층, 지상○○층

⑥ 주차대수 : ○○ 대
※ 시설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예정공사비 : ○○ 백만원(부가세 포함)

3)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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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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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서울특별시 ○○과
(2)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3) TEL : (02) ○○○-○○○○～○
(4) FAX : (02) ○○○-○○○○

5) 공사사항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년 ○월
(2) 공사예정기간 : ○○○○년 ○○월 ～ ○○○○년 ○○월(○○개월)
(3) 공사 발주방법 : 미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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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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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치도
과업구간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한다.

위 치 도

S = 1 : ○○

1.4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명시한 착수기간 내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c. 용역비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③ 보안각서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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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
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
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⑥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⑦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시
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⑥ 공정보고시 (필요시)
⑦ 준공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
대리인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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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
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5)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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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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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료요구 ․ 질의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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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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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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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
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
출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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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
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
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
과 혐의하여야 한다.

10) 설계 검토 및 기술심의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회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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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차 자문회의(용역착수시) : 과업수행계획 제출시
② 2차 자문회의(기본계획시)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사항(공정20%)
③ 3차 자문회의(실시설계시) : 세부설계 사항 (공정 50%)
④ 4차 자문회의(성과품작성시) : 구조 등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관련법규 및 시방
서 내용 부합여부 (공정90%)
(2) 본 과업은 완료 후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②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3)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
비하여야 한다.

11)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 친환경 등
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
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
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후 채택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되며, 가능한 친환
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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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
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
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지반상태 등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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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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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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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쳥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8)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적 측량도 및 기존 건축도면 1부
② 설계조건 1부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
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 중 지적측량도 1부와 기존 건축도면 1부는 참조후 반납하여야 하
며, 기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토록 한다.

19) 품질관리방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
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질관리 조직표
② 설계 점검 흐름도
③ 점검 시기 및 회수
④ 점검 사항 및 점검 방법
⑤ 기 타

20) 언

어

과업수행상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설계서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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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 작성과 관련된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항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극한강도설계법에의한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및기준
-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파법, 동법시행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해당지구도시설계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서울특별시제정 전문시방서
- KS규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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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 단체 조례, 방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등
- 설계도서작성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내선규정, 배전규정

22) 기

타

(1) 본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대상과업으로 한다.(필요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
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체출
에 관한사항은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 2009-906,2009.9.21』 및 『설계용역
관리편람 제3권 건축부분(서울특별시 2011.12)』을 준용 한다.
(2) 지식경제부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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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
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신기술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운
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
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⑥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
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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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
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
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
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⑫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
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 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
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
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
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용
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④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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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5)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
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하며, 용역 착수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
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회

의

①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며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
야 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
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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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②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
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③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시 계약 변경
a. 발주기관은 설계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
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b”항에 따르거나 “(12) 추가 용역”에 의한다.

(12)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추가하여 업무 수행시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 용역의 범위
a. 주기적 현장 점검보고
b. 출장, 조사, 방문, 시험 등(대지의 상태, 재료의 성질, 공법의 적용성 등을 검
증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항)
c. 계약 성과품의 추가 납품
d. 예술가와 업무 조정
e. 특수 전문 분야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f. 용역의 업무 및 대가기준에 의해 기타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업무 등

(13) 발주기관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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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
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
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14)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과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 자료(보링테스트결과, 지하수위, 토질 시료, 실험 결과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 (또는 이를 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a.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조
사․연구를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
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5)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
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증축, 개축 또는 철거가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16)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특히 IBS 및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
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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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7) 설계 자문 (발주기관 결정 사항)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
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 시행부서가 별도로 확보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성과
품 작성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
용의 변경 등의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18)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 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목

적 : 용역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업수행 용역회사 종사원의

타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 협조로 용역 성과품의 품질 향상
② 대

상 : 모든 설계 용역

③ 시행 방법 : 설계 용역 발주시 검토 위원을 위촉하여 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4단
계로 구분 검토
a.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 용역착수시
a) 사업 추진 계획, 지반 조사 등 기초 자료 조사 계획 적정 여부
b) 참여 인력의 기술 능력, 외주 집행 계획 적정 여부 등
c) IBS,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의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 검토
b. 초기 단계 (공정 20%) : 기본계획시
a) 종사자의 용역 사업 이해도
b) 각종 조사 자료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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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 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여부
c. 중간 단계 (공정 50%) : 실시설계시
a) 각종 설계 기준 적용 적정 여부
b) 기본계획안 및 비교안 검토시 세부 사항 검토 적정 여부
c)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소음, 먼지 등)에 대한 보호대책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d. 마무리 단계 (공정 90%) : 성과품작성시
a) 구조(내진) 등 각종 계산 적정 여부
b)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등
e. 검토 위원 구성 : 5급 이상 관련 부서 공무원 3～5명 정도
(검토 단계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가 1～2명 추가)
f. 주관 부서 : 용역 시행 부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
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

량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측량실시시기
⑤ 주요기기
⑥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⑦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4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
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3) 계획 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
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반조사
(1)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
시험규정,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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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4)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개요
② 조사 위치도
③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 조직표
⑤ 주요 장비 및 기기
⑥ 특기 사항/ 기타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
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7)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
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9)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0) 건축물의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개 이
상의 NX 보링을 하도록 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6)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
을 조사한다.
(2) 계획 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3)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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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4)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8) 소음․진동조사 (환경영향조사)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
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
서에 반영한다.

9)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
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10)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서울특별시에
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11) 용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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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신뢰
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계획 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
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
장물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4)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6) 폐부지를 조사하여 관련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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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14)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3 기본계획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
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
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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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e. 사회적 환경 조건
f.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c.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승인요청 문서에 의해 제출한다.
(3) 투명한 플라스틱 표지 또는 내구성 표지로 제본한다.
(4)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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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
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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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
서와 함께 제출한다.

2.4 기본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기본 개념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사업 프로그램
을 평가하고, 3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
량)의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구에 따른 건축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유사 사례 조사
④ 관계법령 조사
⑤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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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 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⑬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 변경의 처리 사항
⑤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⑥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⑦ 특수 구조의 채용에 따른 증가 업무
⑧ 특수 기술의 개발
⑨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⑩ 전자계산기의 이용
⑪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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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착수 회의시 계약상대자의 용역 범위에 대하여 토의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출 도면
제출 도면은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1. 12. 서울특별시) 성과품작성기
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예술 작업
필요에 따라 예술 장식품이 고려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예술가를 선정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은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
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
서와 함께 제출한다.

2.5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
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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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
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
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
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
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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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
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 ‘승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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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1) 대지의 사용자 (거주자)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철거 또는 신축
(5) 기존 공급 시설
(6)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5) 최종 공사 계약 서류의 준비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1. 12. 서울특별시) 성과품작성기준에
의한다.

6)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
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
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7)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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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
석해야 한다.

2.6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추가 업무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이외의 대관청 신청, 수속대리 업무
(2) 모형, 투시도, 사진 영상물의 제작
(3)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 서류 작성업무
- 도시경관의 보전, 개선을 위한 색채,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 디자인 기본
계획(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은 별도 보고서에 제출)

2) 조사․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부지측량, 지반 조사의 협력
(4)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3) 특별업무
특수 분야의 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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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침
3.1 공통 지침
1) 기본 개념
복지시설은 친숙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여러가지 용도에 대응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기술적 및 조형적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계약상대
자는 설계업무 등의 이행에 있어 이 지침에 따라 구조 기준 등에 적합한 소정의 강
도, 내구성, 경제성, 시공성, 미관, 환경 등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복지시설은 증가일로에 있는 여성, 노인, 지체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기회확대 등을 위한 교육, 재활 훈련 등의 공간은 물론 복지시설의 사용 연한
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복지시설은 시민 모두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친
밀성과 편의성, 생명, 신체 및 공공재산의 보호를 도모하는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을 둘러싼 사
회적 요청의 변화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
여 설계한다.
(1) 공공성의 확보
(2) 시민의 행사 참여를 유도, 시민에 대한 편익 시설을 선별하여 공간 서비스적 차원
에서의 제공
(3) 시민 여론의 수렴 장이 될 수 있는 이벤트의 활성화와 그를 위한 시설 계획
(4)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한 기구 조직의 편성과 공간 배분
(5)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시민요구의 반영을 위한 공간의 확장성, 융통성의 고려
(6) 지역개발의 중심과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복합화 고려
(7) 지역 공동체로서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입지성과 상징성의 향상
※ 본 기준의 적용에 있어 지역적․특이적 조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반조건에 맞게 따
로 지침을 마련하여 설계의 획일화, 고정화가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신기술의 도입
(1) 신기술의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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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
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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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 예측
(1) 용도별 공간 수요
면
구

분

용

도

부
복 지 관 계

적 (㎡)

별
지

시

설

제 실

복지기능의 업무제실
복 지 시 설
부

속

실

후 생 관 계

제 실

중

략

부 지 내 부 도 로
교 통 시 설
주

차

장

중
상

징

광

략
장

조 경 시 설
조 경 녹 지 공 간
중
합

략

계

(2)용도별, 기능 공간별, 시설별 규모 예측

용 도 공간구분
복지공간
청 사 업무공간
공용공간
합
4) 배치 계획 지침
(1) 경관에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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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구 분 면적 (㎡)
각 기능별 복지실
교육 및 훈련실
일반사무실
복도, 계단,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홀 등
중
략
계

비 고

계획 시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
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설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특히 주의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한다.
① 지역성에 대한 배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a. 주변의 지형, 수목, 물 등의 자연 환경 가운데 연속성, 대비성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b. 계획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풍토, 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c. 양호한 가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속성을 중시한다. 필요한 경우에
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징되는 가로와 가구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외부 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양호한 경관 형성을 도모한다.
d.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는 기존 지형을 충분히 조사․활용하여 시설물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대지 활용으로 자연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e. 대지 내에 있는 수목은 가능한 한 보전함과 동시에 시설 계획 가운데 수목을
활용할 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② 공공성에 대한 배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a. 건물의 후퇴(Setback), 개방 공간(Open Space)의 집약화, 지하 주차장 등 시
설 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여유 있는 외부 공간을 확보한다.
b. 시설 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대지의 경계와 건물의 주위에는 될 수 있는 한 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식재 등으로 구획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폐쇄적인 인상
을 주지 않도록 한다.
c. 외부 공간을 입체화하는 등(선큰가든, 인공대지-Pedestrian Deck 등)에 의해
변화가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대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한다.
d. 대지의 주요 시설로의 접근 및 보행자용 통로는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을 고려
하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개․보
수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 시각 장애자용 유도로 등을 마련하여 대지 경계에서 각 실에 이르기까지 시각
장애자의 유도를 고려한다.
③ 쾌적성
문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창조와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
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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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부 공간 설계의 경우에는 재질, 색채 등을 고려하여 건물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b. 시설의 옥상, 벽 및 발코니 등은 경관상 중요한 부위로 건물의 형태에 따라 녹
화를 도모하는 방법이 양호한 경우에는 식재 등에 의해 계획한다.
c. 주차장은 평면적으로 큰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포장면이 별로 눈에 띄지
않도록 수목을 배식하는 등, 식재에 의한 경관 형성을 고려한다.
d. 구내 통로는 사람과 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가 이용하기 쉽
고 안전하게 한다. 또한 현관까지의 진입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
도록 노력한다.
e. 대지의 개방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 공간(Open Space)의 경우에는 외
부 공간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물을 이용한 분수와 폭포,
자연석을 이용한 정원, 벤치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매력적인 외부 공간을
연출한다. 또한 대지 내의 진입 및 공개 공간의 주요 결절부 등 시선이 집중되
는 곳은 주변과 조화를 이룬 조각, 기념물 등의 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설치
하는 등, 예술성, 문화성의 향상에 힘쓴다.
f. 시설 내의 조명은 야간 이용도 고려하여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명
기구의 디자인․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주위의 야간 경관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설의 용도, 외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외관 디자인의 주요 부분을 조명함으로써 야간에 있어서
의 경관을 고려한다.
g. 항구적으로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한 보전성을 고려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배려한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한다.

(2) 조

경

계획 시에, 기존 수목의 보존을 포함한 조경을 고려하고, 조경 면적을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함은 물론 조경이 환경 및 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방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고려한다.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여가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여유와 정감이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형성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3)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접근 도로망, 자연과 인공의 기회 요소와 장애 요소들을
고려하는 도시 설계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건물의 배치를 비롯한 교통 동선, 외
부 공간 등을 계획한다.

(4) 단계적 대지 활용 방안 제시
중장기 교통 수요 추이를 살펴서 필요하다면 대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역사회의 위상을 고려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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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자연 환경적, 인문․사회환경적 배경을 고려하여 업무 시설
로서의 기능과 대 시민 서비스적 의미와 상징성을 갖도록 한다.

(6) 대지에 대한 제반 법제 사항을 준수하는 계획
(7) 사용자 중심의 인본적 계획
① 편의성 및 업무의 능률 향상
a. 복지시설의 이용자는 방문자 및 직원 등으로 대별되며, 방문자는 일반 방문자
및 장애인, 노인 방문자 등으로 나눌 수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시에, 방문자의
편의성과 직원의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평면 계획시에 조명, 위생 및 공
기 조화 설비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능률적이고 양호한 업무 환경이 유지되도
록 한다.
b. 자동화 및 네트워크(Network)화에 지장이 없도록 실내․외의 채광 계획(조명 계
획을 포함), 색채 계획 및 흡음 등을 고려하여 직원의 건강을 배려함과 동시에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스템별 대응성 및 교체 가능성 등
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②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에 관한 고려
계획시에 복지시설의 용도, 규모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신체장애자, 고령자 및 병
약자 등(이하, “신체장애자 등”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하여 고려한다.

5) 토지 이용 계획 지침
배치계획시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복지시설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적
절히 넓은 주차 공간, 녹지 공간의 확보에 노력한다. 또 필요한 만큼의 증축 공간,
직원의 휴게, 휴식 공간 등에 관해서 고려한다.

(1) 계획의 기본 지침
① 토지이용 구분은 기본적으로 “용도별 공간수요 및 시설규모”에 따르나 여기에 밝
혀져 있지 않거나 설계상 필요한 세부적인 용도 구분은 설계자가 제시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복지시설의 형태와 위치는 복지시설의 기능,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살펴서 계획한다.
③ 이용자 및 교통수단에 따른 동선 체계를 적절히 분산하도록 하고 사용자 측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동선 체계를 갖도록 한다.
④ 보행자 공간을 비롯한 외부 공간은 “남겨진 곳”이 아니라 건물 기능을 보완하는
“주인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단위 시설별로 주어진 부지 규모는 기준치로 보고 필요한 때에는 설계자가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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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통 동선 계획 지침
(1) 계획의 기본 지침
① 대상지로의 진․출입 도로망에 의한 교통 수요 예측과 순환 체계 등은 사업 개요
의 항목 중 “진․출입 인구 및 교통 처리 계획”에 의한다.
② 복지시설의 안팎을 연결하는 진․출입 도로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진 입 도 로 : 대상지 주변 고속도로, 국도, 도시계획 도로들과 본 시설을 연
결하는 도로
b. 주 변 도 로 : 진입 도로와 진입 도로를 연결하거나 진입 도로와 내부 순환도
로를 연결하는 대지 내 도로
c. 내부순환도로 : 대지 내 각종 교통 시설에서 유발되는 유․출입 교통류를 처리
하는 대지 내 도로

(2) 시설별 계획 지침
① 내부 순환도로
교통수단별로 독립된 유․출입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휴게 시설로
이용 가능한 보행자 전용 도로의 계획에 각별한 배려를 한다.
기기의 반입 등 청사의 서비스용 통로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② 주차장
a. 일반 방문자용의 주차장은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적절히 넓게 한다.
b. 필요시, 장애자의 주차 공간은 출입구 부근에 계획한다.
c. 넓은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녹화(綠化)를 고려한다.
d.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여행주차장을 계획한다.
e.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계획한다.

7) 보행자 공간 계획 지침
(1) 계획의 기본 지침 현재
① 심미적 측면
② 기능적 측면
시민들의 재활의 장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생활공간으로써 지역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
성한다.

(2) 시설별 계획 지침
① 상징 광장
시설의 주요 기능을 인지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시민의 만남의 장소로 유도
한다.
② 조경 녹지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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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능 : 조경을 위한 공간으로서 수목, 분수, 벽천, 조각 기념물, 산책로 등을
시설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공원으로도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b. 위치 및 규모 : 설계자는 녹지 광장의 기능(휴게공원, 시설녹지 등)과 위치를
정하고 조경 설계의 방향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보행자 전용 통로
a. 기능 : 복지시설로의 진․출입과 필요한 주요 동선축으로의 의미를 갖는다.
b. 위치 및 규모 : 녹지 광장의 일부로 시민의 쾌적한 보행 행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a) 구내 통로는 보행자의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보․차분리를 고려한다.
b) 보행자용 통로는 장애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c) 구내 통로는 필요에 따라 시각 장애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8) 소화 및 방재 설계지침
특히 재해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될 시설물인 경우에는 방재 활동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등의 공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 내진 안전성의 확보
① 계획시에 복지시설의 재해시의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 설비 및
비(非)구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복지시설는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시설이용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함은 물론 복지시설이 재해시에 방재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방재 활동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이용자
전체의 안전과 공공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야 한다.
③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
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되어야 한다.

(2)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획시 복지시설의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복지시설의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토록 한다.

9) 기타 지침
(1) 친환경(녹색)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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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
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녹색건축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② 사용 연한의 확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준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

2011～
2012
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11

12

15

18

21

24

27

30

(2) 에너지 절약
계획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복지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
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3) 복지시설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① 사용 연한의 확보
a. 계획시에 복지시설의 사용 기능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복지시설의 용도, 기능의
확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b.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② 내구성의 확보
a. 계획시에 복지시설의 사용 연한 내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구조, 설
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b.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내용 기간에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고려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
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에 수차례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며, 균형
있는 수선 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①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
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되어야 한다.
②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
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
시하여야 한다.
④ 유지관리부대시설
a.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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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유지관리 통로
c.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⑤ 유지관리방법
a. 유지관리장비
b. 유지관리조직
c.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d. 안전점검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e.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5) 비용에 대한 고려
① 복지시설의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②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③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6) 기성 규격제품 사용의 촉진
복지시설에 쓰이는 재료는 국산 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 및 친
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
정한 규격품을 선정토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의 사용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후 관리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
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10) 설계 세부지침
(1) 복지 환경의 향상
복지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요구되는 실에 있어서 면적 배분, 레이
아웃(Lay-Out), 채광 등의 계획은 물론 그 외 세면실, 화장실, 탕비실, 경의실 등
에 있어 환경의 정비가 중요하다.

(2) 칸막이 벽의 이동
칸막이 벽 및 각실 출입구의 위치는 인원의 증감에 따른 변경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또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스피커, 시계, 전화, 각종 감지기, 공
조용 레지스터, 스프링클러 등 모든 설비 기구의 설치 장소와 칸막이 벽의 이동에
대한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정보의 고도화
정보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OA화, IBS화, Network화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
며, 장래의 이용 계획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4) 서비스의 집약화
급배수, 가스, 배기 등의 설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실은 가능한 한 집약적으로 배
275

치한다.

(5) 방재실
재해시에 활동의 중심이 되는 방재실과 이 실을 지원하는 각 실은 재해 발생 후에
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실의 배치, 구조, 마감 등에 대해 고려한다.

(6) 설비실 등의 소음 및 진동
소음 및 진동을 유발하는 곳은 그 설비실의 주변에 거실을 배치하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 배치를 하는 경우는 벽, 슬래브 및 가구의 차음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며, 주변 거실(업무)에 소음 및 진동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7) 설비 공간
덕트, 입상샤프트 및 전기(EPS)/통신용(TEPS)는 유효한 위치에 두고, 설비의 보
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면적이 되도록 하며, 향후 변경 및 증설에 대해서
도 충분히 고려한다. 또 천정 내의 덕트, 배관 및 매립형 조명기 등으로 인한 천
정 공간에 대해 고려한다. 더욱이 비상용 조명의 전원이 축전지형일 경우는 방화
구획이 되는 배선 샤프트(Shaft)로 계획한다.

(8) 차

음

상담실, 재활실, 방송세미나실 등에 대해서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에서의
음의 반사 등을 감소키 위하여 천정 공간 부분까지 관통된 칸막이 벽 등을 설치하
여 차음 성능의 향상과 흡음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9) 단

열

① 지붕, 외벽 및 필로티, 차고 등의 상부 거실 등의 바닥 슬래브 단열을 고려한다.
②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의 단열을 고려한다.

(10) 결

로

① 외벽 결로 방지를 배려함과 동시에 외부에 면하는 마감면 등의 결로의 저감, 결
로수 등의 처리를 고려한다.
② 외벽에 면하는 실런트 등의 결로 방지를 도모한다.
③ 이외에 일반적인 열교 방지를 고려한다.

(11) 동

해

① 마감재는 동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② 탕비실,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급배수 배관은 필요에 따라 보온 처리를 하고, 원
칙적으로 외벽면의 배관은 피한다.

(12) 채광, 조명
자연광의 유효한 이용을 검토하고, 천정, 벽 마감재 및 색채의 선정은 조명 효과
에 대해 고려한다.

(13) 이동식 서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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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 장소나 설치가 예상되는 장소는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고려한다.
② 서고 등의 활 하중은 일반 서고의 1.5배 이상이 됨을 주의한다.

(14) 숙직 및 일직제도가 없는 청사
① 방범 및 방재상, 필요에 따라서 서고 및 물품고의 출입구에 보안용 셔터를 검토
한다. 또 청사의 조건에 따라 현관에 셔터의 설치를 계획한다.
② 1층 외부 유리는 망입유리 등으로 하여 방범 및 방재에 대해 고려한다.

(15) 쓰레기의 반출
쓰레기의 반출 경로 및 반출 방법을 고려한다. 각 층에 잡용실 등의 집적장을 설
계하고, 또한 최종 집적장을 고려한다.

(16) 부지 출입문 및 담 계획
부지 출입문 및 담을 설계하는 경우는 폐쇄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17) 기

타

① 외등을 계획하는 경우는 복지시설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② 설비 및 특수 용도실은 장비 반입, 장비 보수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③ 인접지의 건물에 대한 도시 환경학적 영향이 최소화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
는 설계가 되도록 고려한다.

3.2 분야별 설계지침

(건축설계지침)

1) 기본 지침
(1) 설계용역의 착수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
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의 목적은 모든 뒤따르는 설계
의 결정에 기본이 되고, 우선 순위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배치 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지구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공개 공지, 보행자
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재료 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및
기존 시설과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개보수시에는 기존 재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
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
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거실이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공급과 처리
공간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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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서비스의 배치(예를 들면 수배관과 공조 기기가 전기관계실로부터 인입
되지 말아야 하는 등)로 인하는 것과 같은 간섭과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5) 내부 마감 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
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보수시에는
기존의 인테리어의 재질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6) 신체장애자의 출입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 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2) 외부의 비(非)구조 부재
① 외벽 및 마감은 지진시에 변형 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탈락하지 않는 재료 및
공법을 고려한다.
② 2층 이상의 외벽 등에 타일(Tile)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탈락
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한다.
a. 각 층 또는 최하층에 유효한 캐노피를 계획한다.
b. 차양을 계획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 주위에 식수 등을 계획하여 사람이 벽면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출입구나 통로가 되는 곳은 유효한 차양을 계획
한다.
c. 3층 이상의 건물에서 타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PC판 선 부착 공법
으로 한다. 그러나 3층 이상 건물의 1층 부분의 외벽에 대해서는 압착 공법을
해도 좋다.
d. 노출면 및 차양의 돌출부 등에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탈락되지 않도록 재료
및 공법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1) 지붕 및 캐노피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 떨어지지 않는 형상
이어야 한다. 경사지붕 등은 도로, 인접지 및 부지 내 통로와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어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2) 외부 바닥
현관 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환기탑 및 환기구
환기구 및 환기 갤러리는 외기의 역류 및 눈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폐
장치, 후드(Hood) 등을 설치한다.

(4) 루프 드레인(Roof Drain) 및 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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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드레인의 수 및 구경은 최대 강수량 및 지붕 면적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둔다.

(5) 부대 시설
① 필요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표지 체계(Signage)를 설계한다.
② 필요에 따라 옥외 게시판 및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위치에 계
획한다. 그리고 옥외 게시판은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치를 적절한 곳에 계획한다.
④ 현관 부근에는 호출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한다. 또한 시각

장애자의 이용에 대

하여 고려한다.
⑤ 휄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 및 각 실 사이에 턱을 최소화 한다.

3) 각실 설계
(1) 사무실
① 기능 및 효율상 지장이 없는 한 면적이 큰 거실에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융통성을 확보한다.
② 사무 기기 공간을 고려한다. 또한 사무 고도 정보화의 장래 계획이 있는 경우는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특수 기능의 업무 제실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자원봉사지실, 치료실, 실습실 등)
① 상기 이외의 특수 기능을 수행하는 각 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② 각 실은 상호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하여 근접배치한다.
③ 유동성있게 배치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하게 한다.

(3) 회의실, 세미나실
① 특수 기기의 이용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암막용 커튼, 스크린, 흑판 및 게시
판을 계획한다.
② 실내의 흡음과 차음을 고려한다.
③ 충분한 환기 회수를 얻을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④ 대규모의 건물은 방재 및 피난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다.
⑤ 대규모의 건물은 책상, 의자 등을 보관할 수납장을 고려한다.

(4) 컴퓨터실
① 지진 등에 의한 재해,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따른 장해 및 설비 기기의 고장에 대
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의 확보에 노력한다.
② 실내의 흡음 및 인접실 등에 대한 차음을 고려한다.
③ 바닥은 기기의 배선을 고려하여 악세스 플로어(Access Floor)등을 설치한다.
④ 상부로부터의 누수 방지를 특히 고려한다.
⑤ 바닥판에는 단열재를 넣는 등 열 손실 및 결로 방지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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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실내의 일정한 온․습도 유지를 고려한다.

(5) 전화교환실 (교환기실, 방송실, 휴게실 등)
① 방송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이 거의 없는 위치에 마련하여 흡음 및 차음을 고
려한다.
② 소규모의 방송실에는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③ 대규모의 전화교환 장소에는 필요에 따라 방송실, 교환기실, 전기실 및 휴게실을
마련한다.

(6) 내화서고
① 서가는 강재로 하고 내진성을 고려한다.
② 방습, 결로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환기 설비(방화Damper 포함)를 계획한다.
③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하고 창유리는 망입유리를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내측에
철재 셔터를 계획한다.
④ 서가는 결로방지를 위해 외벽에 접하는 배열은 피한다.

(7) 창

고

① 용지 및 사무용품을 수납하는 창고는 사무실에 가깝게 계획한다. 선반을 계획하
는 경우는 철재 선반으로 하고 내진을 고려한다.
② 수납물에 따라 방습 및 환기를 고려한다.
③ 바닥은 방진을 고려한다.

(8) 안내 및 수위실
관리․안내를 위해 접수대를 마련하는 경우는 현관홀에 면하는 곳으로 한다.

(9) 숙직실
① 야간에 관리가 쉬운 장소에 계획한다.
② 야간 접수용 인터폰 및 TV수신용 콘센트(Outlet) 등에 화재 경보용 방재 장치를
고려한다.

(10) 방재센터
원칙적으로 유지관리 및 방재활동에 편리하고, 관리가 쉬운 위치에 계획한다.

(11) 화장실 및 세면장
① 수세식으로 하고 남, 여 구별을 한다.
② 청소 용수 처리용 싱크대 및 청소 기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③ 남․녀용의 지체 부자유자용 화장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한다.
④ 1층 또는 교육실 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층의 화장실에는 어린이용 변기 및 세
면대 설치한다.
⑤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은 일반 화장실 가까이 두어 사용이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⑥ 내부는 통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고려하고, 특히 문짝을 마련하는 곳은 충분히 주
의하여 평면 계획을 한다. 또 옥외에서는 볼 수 없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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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바닥 방수를 고려하고, 필요성에 의해 바닥 배수를 계획한다.
⑧ 기계 환기를 고려하되 가능한 한 외기에 면하여 계획한다.
⑨ 서울특별시 여행화장실 표준모델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12) 탕비실
① 각 실에서 편리한 위치에 계획한다.
② 바닥 방수, 바닥 배수를 고려한다.
③ 싱크대, 가스렌지, 후드 등을 고려하며,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한 전기
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다과류, 비품 등의 공간을 고려한다.
④ 환기를 고려하고 필요시에는 기계 환기도 고려한다.

(13) 욕실 및 탈의실
① 욕실 및 탈의실은 환기를 고려한다.
② 욕실 및 탈의실은 천정 면의 결로 방지 및 결로수 처리를 고려한다.
③ 욕실은 바닥 방수, 바닥 배수를 고려한다.
④ 탈의실에는 탈의 상자 및 세면 기구를 고려한다.

(14) 의무실
① 소음 및 진동이 작은 장소로 하고, 외부로부터 볼 수 없도록 고려한다.
② 이용자의 건강 진단을 행하는 경우는 그 공간을 고려한다.
③ 환기를 고려한다.

(15) 설비 관계 제실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중앙 감시실 등)
① 수용하는 기계에 필요한 천정고, 보 춤의 높이 및 바닥 내력을 고려한다.
② 기기의 반입, 반출로 및 보수 점검 공간을 확보한다.
③ 중앙 감시실, 대기실 등을 고려한다. 또한 지하층에 계획하는 경우는 피난을 고
려한다.
④ 원칙적으로 전기실의 바로 위의 층에는 물을 사용하는 실을 배치하지 않는다.
⑤ 수변전실, 발전기실 및 축전지실은 침수에 의해 기능의 손상되지 않도록 고려한
다. 특히, 위 시설의 바닥은 기계실의 바닥보다 높게 한다.
⑥ 흡음 및 차음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차음을 위한 전실 등의 공간(Space)을
고려한다.
⑦ 원칙적으로 기계실, 전기실 등의 문짝은 피난을 고려하여 외부로 열리도록 하고,
기계실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를 계획한다.
⑧ 바닥은 방진을 고려한다.

(16) 현관 및 현관 홀(Hall)
① 현관에는 지역성 및 풍향에 따라 방풍실을 계획한다.
② 현관에는 가능한 한 자동문을 계획한다.

(17) 계단, 엘리베이터 및 엘리베이터 홀(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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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단 및 엘리베이터는 방문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② 엘리베이터 홀의 넓이는 출․퇴근시 직원의 체류를 고려한다.
③ 주계단은 높이 16㎝정도, 너비 30㎝정도로 하고 가능한 한 양측에 난간을 계획한다.
④ 엘리베이터 카(Car)의 치수는 신체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길이 140㎝ 이상,
폭135㎝ 이상, 문폭 80㎝ 이상으로 한다.

(18) 복

도

① 복도는 기둥의 요철을 피한다.
② 내부 출입구 문폭은 신체 장애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90cm 이상으로 한다.

(19) 자동차 차고
① 필요에 따라 주차장, 기구대, 기구고, 세차 설비, 배수 장치 등을 계획한다.
② 환기 및 소화 설비를 고려한다.
③ 지하 계단을 계획하는 경우는 방재 및 피난을 고려한다.

(20) 기

타

① 필요에 따라 현관 홀 및 내부에 급수대, 공중 전화기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공간을 계획한다.
② 필요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휴게 공간, 홍보용 공간 등을 계획한다.
③ 현관 홀 및 내부에 일반 이용자가 이용에 편리하도록 게시판, 표지 표식을 계획
한다.

3.3 시설별 고려 사항
1) 시민회관(복지관)
(1) 개

념

① 회관은 일정 지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그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영되는 지역의 교육, 문화의 종합 센터이다.
② 독립된 도서관이나 박물관, 시험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그 기능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그 지역 내의 교육 문화 센터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

능

① 정보 서비스 : 공공 기관 시설 또는 단체와 연휴 해서 또는 독자적으로 자료를
취집․정리하여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개인 및 클럽 이용 : 도서 기타 자료실을 설치하여 개인에게 대출하며, 동시에
강좌, 학습, 강습, 독서실, 각종 토론회, 연구회 등 클럽에 이용하게 한다.
③ 교육문화진흥에 기여 : 공동 학습의 장소로서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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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회관, 부인회, 기타 강좌 등을 개최하며, 교육 문화에 관한 전시회, 강연을
통한 주민에 대한 교육진흥을 도모한다.
④ 시설 및 설비는 주민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 자주적으로 이용시킨다.
⑤ 주민의 참여하는 생활 문화, 산업, 취미 등에 관한 발표회, 경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평생교육을 위한 연구 활동이 촉진되도록 한다.
⑥ 주민의 친목, 교우, 레크리에이션의 장소로 각종 집회의 장소로 되며, 동시에 각
종 행사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필요한 제실
① 강의실 : 강좌, 토의, 영사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
② 담화실 : 출입이 편리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
③ 도서실 : 중앙 도서관의 분관적 역할
④ 작업실 : 목공, 철공 등의 작업실
⑤ 가사 실습실 : 조리, 재봉 등의 실습
⑥ 현 관 : 개방적 구조로 하여 주민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계획의 유의점
① 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련 시설(도서관, 박물관 등)과의 연계, 설치 단위, 시설물 건설 순서 등을 검토
a. 시설의 대상 지역의 결정
b. 기능의 설정
c. 규모 계획
d. 관리 운영 계획
③ 실 구성 계획의 유의점
a. 심신장애자에 대한 배려
b. 이동과 피난
c. 실 구성의 개방화
d. 복합 시설

(5) 시설 내용
① 사회 집회 등의 성격 : 회의실, 집회실, 강당, 담화실, 아동실, 식당, 로비, 신문․
잡지 열람실, 정원 등
② 레크레이션 기능 : 레크레이션 홀, 오락실, 광장 등
③ 학습의 기능 : 강의실, 실험․실습실, 오락실, 도서실, 전시실, 상담실 등
④ 관리의 기능 : 사무실, 숙직실, 창고 등

(6) 분야별 사용실
① 교양 분야 : 강좌실, 집회실, 연구실, 담화실, 전시실, 시청각실 등
② 자료 분야 : 도서 열람실, 서고, 시청각 자료실, 전시실, 자료 보관실,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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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서관 등
③ 사교 분야 : 담화실, 노인실, 오락실, 식당 등
④ 실험 실습 분야 : 실습실, 가사실, 생활실, 아트리에, 어린이 공작실, 실험 농장 등
⑤ 체육 분야 : 체육실, 실외 운동장, 보건 위생실, 탈의실, 샤워실, 준비실 등
⑥ 관리 분야 : 관장실, 사무실, 응접실, 각종 상담실, 유아실, 방송실, 전기실, 기계
실, 창고 등
⑦ 공통 분야 : 복도, 계단, 현관, 포치, 창고, 화장실 등

(7) 외부 공간 계획
① 환경의 파악
a. 환경에 순응 : 기복의 심한 대지나 나무가 많은 대지는 건물의 레벨을 대지에
맞게 하고, 수목을 끌어들여 생기를 갖게 한다.
b. 환경의 창조 : 소음과 먼지 등의 도시 공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입지 여
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방어 대책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c. 환경에 독립 : 필요한 경우 주변 환경과 독자적으로 표적(Mark)으로 계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② 조경 계획
도시의 공원, 자연 공원, 광역의 레크레이션장 등의 광장 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한다.

2) 유아원
(1) 유아교육의 목적
유아를 보육하고 적당한 환경을 주어 심신의 발육을 조장할 목적으로 다음의 목표
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일상의 관습을 기른다
② 집단생활을 경험시키어 협동, 자주와 자율의 정신을 싹트게 한다.
③ 사회생활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싹트게 한다.
④ 언어의 사용을 바르게 한다.
⑤ 음악, 유희, 회화의 표현에 대한 흥미를 기른다.

(2) 기본 지침
① 설계자는 다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a. 어린이들의 특수한 신체적 조건
b. 유아 심리의 상태
c. 유아교육의 일반적 스케줄
② 유아교육은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학습이 아니라 자발성에 따르는 놀이가 중심이
되고, 그 놀이를 통해서 교육되어 지식이나 사회성을 체득해 나가는 것이므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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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다음에 유의한다.
a. 유아 본위의 안치수 및 비탈 치수 등에 유의
b. 유아의 풍부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평면 계획의 여러 가지 알코브(벽
체 등의 움푹 들어간 곳)를 고려한다.
c. 입면 및 단면 계획도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다양한 구성이
되도록 한다.
d. 유아의 생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옥내와 옥외의 일체화를 도모하도록 한다.
e. 유아는 사회성이 없으므로 생활 습관의 형성을 위한 시설 설비면을 특별히 고
려한다.
③ 창고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계절별, 품목별 분류․수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난방은 바닥에 매립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⑤ 관계법규의 준수 :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등
⑥ 시설의 입지조건에서는 유아들의 통원 거리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⑦ 위생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하도록 하며, 특히 다음에 대하여 상세
히 조사한다.
a. 일조, 통풍, 미관, 음료 등
b. 광화학, 스모그,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취기 및 가스, 소음, 먼지, 오수, 음료
수, 지역의 병원균 발생 경로 등
c. 통원 거리는 지역 지리, 인구밀도, 호수 등을 상세히 조사
d. 통원 도로상의 교통 노선 등 통행 빈도와 위험성

(3) 옥외 공간 계획
① 옥외 공간 또는 반 옥외 공간(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으로서 혹은 놀이의 연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바닥 재료는 잔디나 흙, 모래 등이 시설물과 함께 적절히 선택되어야 하며, 필요
한 경우에는 세발자전거용 포장길도 계획한다.
④ 차량의 출입은 별도의 동선으로 계획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 계획
① 아동 복지시설의 시설면적은 영유아 1인당 3.6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영유아시설 : 보육실, 사무실, 양호실, 수유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등
③ 아동 복지시설 : 거실, 사무실, 양호실, 조리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화장실,
급배수시설, 비상 재해 대비 시설 등
④ 기타 : 회의실, 도서실, 급식 시설, 방송 시설, 시청각교육실 등

285

3) 의료시설 (보건소 등)
(1) 개

념

단순히 진단과 치료에 한하지 않고 건강의 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재활(신체장애
자나 만성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 훈련과 갱생 지도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한 종합적인 치료 방법)까지 포함한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2) 기

능

① 질병의 초기 단계에 대응한 제1차 의료 시설의 기능
② 지역의 보건 예방 활동에 노력
③ 복지시설에 대한 의료면의 원조와 상담 활동
④ 기 타

(3) 지역 계획에 있어서의 조사 항목
① 지역 구조 조사 : 의료 시설의 입지조건을 파악하는 기초적 조사
a. 인구 관계
a) 인구 증가율
b) 인구밀도
c) 성별 연령 구성
d) 직업 구성
e) 주간 인구 유출입량
b. 교통 관계
a) 지하철역과의 관계
b) 버스 노선, 버스 정류소의 분포
c) 자가용 보유자
c. 시설 관계
a) 상가 시설의 분포
b) 교육 복지, 공공시설의 분포
② 주거자의 생활권 조사 : 진료권을 추정하기 위한 조사
a. 통근 및 통학권
b. 발생 교통량, 교통 수단, 보행 행태 등
c. 물품 유통권
③ 기존 의료 시설 : 기존 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의 파악
a. 주변 도시와의 관계
a) 의료 관계자의 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원 등)
b) 병실 수
c) 일반 병실 수
286

d) 일반 진료소의 수
e) 치과 진료소의 수
b. 의료 시설의 상호관계
a) 휴일 및 야간 진료
b) 구급 진료 체제
c) 시설 상호간의 연락 및 의료 정보 시스템
④ 의료 시설 이용 실태 조사 : 주거자가 기존 의료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의
파악
a. 지역 조사 : 단위 지역 주거자의 앙케이트 조사 또는 지역 의료 보험비 청구
상황 등의 조사
a) 인구당 환자수
b) 이용 분포
c) 질병의 종류 및 구성
d) 병력 및 계절에 따른 변화 등
b. 시설 조사 : 의료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앙케이트 조사
a) 시설 이용권
b) 연령․의료과별 구성
c. 비상 구급 체계

(4) 배치 계획
① 지역 주민의 이용이 용이할 것
② 지역 주민의 인구 분포의 중심에 가까울 것
③ 교통이 편리할 것
④ 지역 주민의 발전 방향과의 균형을 이룰 것
⑤ 다른 병원과의 중복과 경합을 피할 것
⑥ 충분한 대지 면적의 확보 (최소 20㎡/병상수)
⑦ 조용하고 소음이나 공기 오염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⑧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에너지의 공급 처리와 물품반입에 지장이 없을 것
⑨ 건축법, 의료법 등의 관계 제 법규의 규정을 준수

(5) 설계지침
①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
② 환자, 의사, 간호원 등 이용자의 편의성에 대해 고려한다.
③ 의료 기술의 발전 등 향후 성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통로에 대해서는 각종 운반차(환자 운반차, 휠체어, 캐스터배드, 배식차, 캐스터
가 달린 진료 기기 등)의 출입에 따른 치수, 코너비드, 가드레일, 바닥 등의 마
무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287

⑤ 고도의 설비 요구
a. 공조는 감염 방지를 위해 세심하게 계층별로 분리
b. 정전시의 자가발전을 고려(특히, 무정전 전원 설비 등)
c. 의료용 가스와 흡인용 배관 등에 대해 고려
d. 의료 설비의 접지 시설에 대해 고려
⑥ 마감 재료는 환자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위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
다. 특수한 경우 내약품성(검사실, 약국, 처치실 등), 실드룸 (심전도실, 근전도
실 등), 방사선 방호(방사선실)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6) 재

활

① 종 류
a. 의학적
a) 의학 요법(Physical Therapy) : 기본적 운동 기능의 회복
b) 작업 요법(Occupation Therapy) : 각종의 작업(운동, 게임, 놀이 등을

포

함)을 통한 회복(기능적, 심리적 회복을 제외)
c) 언어 요법(Speech Therapy) : 언어 능력, 사회 적응 능력 회복
b. 직업적 : 장애자 등이 적당한 직업을 갖거나 그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종
합적․연속적으로 행하는 활동
c. 교육적 : 재활에 관계하는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개선과 심신장애자의 교육면
을 지도.
d. 사회적 : 사회 및 가정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심리적 회복 등의 활동
② 대

상 : 신체장애자, 정신박약자, 노인 등이 주대상이 되며, 각종 중독자, 임산부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상자별로 특수한 시설 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 신체장애자 》
a. 신체장애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하고 2층 이상은 반드시 엘리베이터
를 설치한다.
b. 안전에 유의하고 특히 다음에 대해 고려
a) 침실에서 직접 발코니로 나갈 수 있을 것
b) 옥상 부분은 임시 피난 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 것
c) 안전한 장소까지의 피난 유도로를 설치
d) 비상시 경보 장치(경보음 및 경보 신호, 화장실 등의 경보 버튼 설치 등)를
고려할 것
c. 각 실을 기능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d. 건강․위생적일 것
a) 적당한 조도의 유지
b) 소음에 의한 피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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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환기를 충분히 고려(특히 작업실)
d) 온․습도의 조정을 고려한다.
e) 색채 조절에 있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e. 평면 계획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을 것
《 심신장애자 》
a. 각종 시설은 가정 생활의 느낌을 갖게 하고 그 생활 가운데 훈련 및 의료의
성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b. 건물 외부의 계획은 풍부한 환경의 변화를 만드는 형태로 고려한다.
c. 작업상의 소음 및 냄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d. 생활 단위의 중심부에 보모실을 설치하고, 내부에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
《 노

인 》

a. 노인의 생활의 장으로 하고, 주거상을 양호하게 하며, 가정의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한다.
b. 격리적, 폐쇄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고려한다.
c. 원예 등 유희 시설을 고려한다.
d. 의료 분야 및 집회실, 오락실은 지역에 개방하여 지역 노인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e. 동선을 짧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먼 거리를 보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f. 각 실은 일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g.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h.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한다.

4) 전시실
(1) 개

념

① 단순한 수집품의 보존과 진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장하는 미술품과 역사적
유물 자료 등을 깊이 연구하고, 그 문화적․예술적 가치와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관람자들이 심리적․정신적 기쁨과 사회교육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도록 전시하고
관리하는 항구적 시설이 되도록 한다.
③ 현대미술의 한 특징인 상황과 퍼포먼스(공연 행위)의 연주적·음악적·체험적 작품
행위를 포용한다.
④ 사회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와 보급의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평면 계획
① 전시 공간의 개념 : 전시의 기법은 전시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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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전시 공간의 평면 분석 : 전시 공간에서 방향감을 잃지 않도록, 연속적인 흐름에
서 방향, 거리, 시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3) 기능 계획
① 건물의 각부를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을 것
② 통로는 알기 쉽게 표기로 명시할 것
③ 전시실은 전시효과가 표현되어야 하며, 전시체의 크기와 수량 및 관객 수에 적합
하게 할 것
④ 관람시에 일으키기 쉬운 주의 집중에서 오는 피로에 대하여 휴식 시설이 되어 있
을 것
⑤ 일반 전시와 특별 전시(연구용)의 시설로 구분할 것
⑥ 관람자의 편의, 쾌적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⑦ 전시실의 바닥은 연속적인 평면이 될 것

(4) 동선 계획
① 관람객의 흐름을 유도하는데로 이끌 수 있는 배치가 되어야 한다.
② 전시의 목적은 관람객을 원하는 곳에 붙잡아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관람객을 피로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④ 전후, 좌우를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
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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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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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
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추 정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년 ○○개
월

사업수행성과

실시
실시
실시여부 미실시時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비 설계기간
(○, ×)
사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비고
종합사후평
가시 활용
토록 상세
하게 작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
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
계도면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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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6)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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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
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
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
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
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4)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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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 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6) 보수방법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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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
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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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건설기술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되 단가산출서는 별책
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예산서는 설계용역 완료 90일전 해당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기간 및 공사로 인한 민원예상 등을 충
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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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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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5)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용지도․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①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
상에는 대지경계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건물(가옥, 본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②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
는 당초 지적과 계획대지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소유권 이외의 처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④ 지적도상의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⑤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②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③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3)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8)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 공정표는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
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①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①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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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납품, 건설기술심의시 납품,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성과품의 납품시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①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②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3)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
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
납

품

목

록

기본설계 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구조계산서
기본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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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수 량

비

고

(2) 최종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구조계산서
유지관리지침서
토질조사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

계

원

도

축 소 판 원 도
설계도면

청 사 진 도 면
축

소

도

면

CD(CAD File)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CD
용지도

원

도

청 사 진 도 면

용지조서
지장물도

원

도

지장물 청사진도

지장물조서
측량원도 및 야장
지반조사자료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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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체육시설 과업내용서 (예시)

○○체육센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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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체육센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의 주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역에 ○○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2) 대지면적 : ○○ ㎡
(3) 시설규모
① 건축면적 : ○○ ㎡
② 연 면 적 : ○○ ㎡ (±○%범위 내 조정가능)
③ 건 폐 율 : ○○ % 내외
④ 용 적 률 : ○○ % 내외
⑤ 층

수 : 지하○층, 지상○○층

⑥ 주차대수 : ○○ 대
⑦ 주요시설 : 운동시설(수영장 등), 부대시설 (전시실 등)
※ 시설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3) 예정공사비 : ○○ 백만원(부가세포함)

3) 과업기간
(1)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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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서울특별시 ○○과
(2)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3) TEL : (02) ○○○-○○○○～○
(4) FAX : (02) ○○○-○○○○

5) 공사사항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년 ○○월
(2) 공사예정기간 : ○○○○년 ○○월 ～ ○○○○년 ○○월(○○개월)
(3) 공사 발주방법 : 미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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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위치도
과업구간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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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S = 1 : ○○

1.4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명시한 착수기간 내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c. 용역비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③ 보안각서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
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
302

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⑥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⑦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시
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⑥ 공정보고시 (필요시)
⑦ 준공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
대리인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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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
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5)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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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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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료요구 ․ 질의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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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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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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
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
출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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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
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
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
과 혐의하여야 한다.

10) 설계 검토 및 기술심의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회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1차 자문회의(용역착수시) : 과업수행계획 제출시
② 2차 자문회의(기본계획시)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사항(공정20%)
③ 3차 자문회의(실시설계시) : 세부설계 사항 (공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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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차 자문회의(성과품작성시) : 구조 등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관련법규 및 시방
서 내용 부합여부 (공정90%)
(2) 본 과업은 완료 후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
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②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3)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
비하여야 한다.

11)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 친환경 등
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
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
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후 채택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되며, 가능한 친환
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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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
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
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지반상태 등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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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16)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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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
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쳥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8)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적 측량도 및 기존 건축도면 1부
② 설계조건 1부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
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 중 지적측량도 1부와 기존 건축도면 1부는 참조후 반납하여야 하
며, 기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토록 한다.

19) 품질관리방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
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질관리 조직표
② 설계 점검 흐름도
③ 점검 시기 및 회수
④ 점검 사항 및 점검 방법
⑤ 기 타

20) 언

어

과업수행상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설계서나 보
고서 작성과 관련된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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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항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및 시방서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극한강도설계법에의한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및기준
-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파법, 동법시행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해당지구도시설계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서울특별시제정 전문시방서
- KS규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창호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 단체 조례, 방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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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등
- 설계도서작성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내선규정, 배전규정

22) 기

타

(1) 본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대상과업으로 한다.(필요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
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체출에 관
한사항은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및 설계용역관리편람을 준용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
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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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신기술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운
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
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⑥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
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
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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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
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
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⑫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
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 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
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
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
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용
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④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5)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인․허가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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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착수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
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하며, 용역 착수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
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회

의

①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며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
야 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
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
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②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
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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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시 계약 변경
a. 발주기관은 설계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
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b”항에 따르거나 “(12) 추가 용역”에 의한다.

(12)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추가하여 업무 수행시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 용역의 범위
a. 주기적 현장 점검보고
b. 출장, 조사, 방문, 시험 등(대지의 상태, 재료의 성질, 공법의 적용성 등을 검
증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항)
c. 계약 성과품의 추가 납품
d. 예술가와 업무 조정
e. 특수 전문 분야 설계 와 건설사업관리
f. 용역의 업무 및 대가기준에 의해 기타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업무 등

(13) 발주기관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
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
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14)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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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과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 자료(보링테스트결과, 지하수위, 토질 시료, 실험 결과서, 기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 (또는 이를 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a.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조
사․연구를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
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5)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
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증축, 개축 또는 철거가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16)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특히 IBS 및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
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7) 설계 자문 (발주기관 결정 사항)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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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
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 시행부서가 별도로 확보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성과
품 작성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
용의 변경 등의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18)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 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목

적 : 용역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업수행 용역회사 종사원의

타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 협조로 용역 성과품의 품질 향상
② 대

상 : 모든 설계 용역

③ 시행 방법 : 설계 용역 발주시 검토 위원을 위촉하여 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4단
계로 구분 검토
a.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 용역착수시
a) 사업 추진 계획, 지반 조사 등 기초 자료 조사 계획 적정 여부
b) 참여 인력의 기술 능력, 외주 집행 계획 적정 여부 등
c) IBS,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의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 검토
b. 초기 단계 (공정 20%) : 기본계획시
a) 종사자의 용역 사업 이해도
b) 각종 조사 자료의 적정 여부
c)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 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여부
c. 중간 단계 (공정 50%) : 실시설계시
a) 각종 설계 기준 적용 적정 여부
b) 기본계획안 및 비교안 검토시 세부 사항 검토 적정 여부
c)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소음, 먼지 등)에 대한 보호대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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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d. 마무리 단계 (공정 90%) : 성과품작성시
a) 구조(내진) 등 각종 계산 적정 여부
b)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등
e. 검토 위원 구성 : 5급 이상 관련 부서 공무원 3～5명 정도
(검토 단계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가 1～2명 추가)
f. 주관 부서 : 용역 시행 부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
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

량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측량실시시기
⑤ 주요기기
⑥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⑦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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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
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3) 계획 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
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반조사
(1)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
시험규정,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4)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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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사 위치도
③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④ 조사 조직표
⑤ 주요 장비 및 기기
⑥ 특기 사항/ 기타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
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7)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
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9)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0) 건축물의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개 이
상의 NX 보링을 하도록 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6)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
을 조사한다.
(2) 계획 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3)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
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4)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배수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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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8) 소음․진동조사 (환경영향조사)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
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
서에 반영한다.

9)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
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10)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서울특별시에
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11) 용지 조사
(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신뢰
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계획 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
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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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4)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6) 폐부지를 조사하여 관련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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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14)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3 기본계획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
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
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
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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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사회적 환경 조건
f.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c.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승인요청 문서에 의해 제출한다.
(3) 투명한 플라스틱 표지 또는 내구성 표지로 제본한다.
(4)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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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
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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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와 함께 제출한다.

2.4 기본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기본 개념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사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3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키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
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유사 사례 조사
④ 관계법령 조사
⑤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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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 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⑬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 변경의 처리 사항
⑤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⑥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⑦ 특수 구조의 채용에 따른 증가 업무
⑧ 특수 기술의 개발
⑨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⑩ 전자계산기의 이용
⑪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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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착수 회의시 계약상대자의 용역 범위에 대하여 토의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출 도면
제출 도면은 설계용역관리편람 성과품작성기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예술 작업
필요에 따라 예술 장식품이 고려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예술가를 선정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은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2.5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
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
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계약에 요구되는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
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
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
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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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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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
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 ‘승인용’
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
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1) 대지의 사용자 (거주자)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철거 또는 신축
(5) 기존 공급 시설
(6)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5) 최종 공사 계약 서류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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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1. 12. 서울특별시) 성과품작성기준에
의한다.

6)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
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7)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9)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 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

328

석해야 한다.

2.6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추가 업무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이외의 대관청 신청, 수속대리 업무
(2) 모형, 투시도, 사진 영상물의 제작
(3)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 서류 작성업무
- 도시경관의 보전, 개선을 위한 색채,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 다자인 기본
계획(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은 별도 보고서에 제출)

2) 조사․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부지측량, 지반 조사의 협력
(4)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3) 특별업무
특수 분야의 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등)

3. 기술지침
3.1 기본 개념
1) 체육시설
(1) 체육은 합리적인 신체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변화시킴으로
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체육의 목표는 운동을 합리적으로 실천하여 신체적으로는 체력과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 건강과 안전 능력 및 평생 운동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며,
정서적으로는 정서 함양과 함께 명랑․활달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지
적으로는 신체 활동에 따른 과학적인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는 공명 정
대함과 강한 책임감을 갖게 하며, 투철한 준법정신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있다.
(2) 체육시설이란 운동의 성립에 필요한 지리적, 심리적 조건의 모든 것을 포함한 운동
의 장으로서 시설과 구분하여 취급되는 용구와 설비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상적인
체육시설에 따른 부대시설과 부속 설비 등도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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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지 운동을 성립시키는 물적인 공간뿐 아니라 체육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서 학
습의 능률과 효과를 충분히 높이고 보다 쾌적하며 안전하게 운동이 행하여지는 것
을 전제로 설치, 관리되고 있는 물적인 환경이라고 정의한다.

2) 생활 체육
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인종, 종교, 신체 능력에 관계없이 건강과 신체 적성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행하는 모든 종류의 스포츠 활동 및 신체 운동의 총체를 말하며,
이 스포츠를 범국민적으로 보급, 확장, 발전시키는 운동을 의미하고, 그 특성은 다음
과 같다.
(1)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활동
(2) 자유시간에 행해지는 활동
(3) 건설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4) 자발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5)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3)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 및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다음과 같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구 분

체 육 시 설 의 종 류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
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운동종목 스쿼시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
드볼장,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서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
(1) 근거 규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
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기본 시책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생활 체육의 진흥
b. 선수 및 체육 지도자의 보호․육성
c. 체육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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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체육 과학의 진흥
e.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
f. 기타 국민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②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 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육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
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행정구역 단위
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 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
록 지원하여야 하고,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국민체육
진흥법 제8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레크리에이션의 보급과 프로 경기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경정이 국민 여가 체육 활동
으로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국민 체육진흥법 제16조)
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여가 체육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6조)
a. 레크리에시션의 지도․보급
b.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지원
c. 프로 경기의 육성 및 운영의 지도
d. 경마․경륜 및 경정의 건전 운영 지도
e. 기타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
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직장에는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학교 및 직
장의 체육시설은 학교교육 및 직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 주민에
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전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
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관은 체육․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시․도”라 한다)에는 국제 경기 대회 및 전국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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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시설종류

설

치

기

준

종 합 운 동 장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의한 1종 공인경기장
체

육

1,056㎡ (길이 44m, 폭 24m)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정까지
관 바닥면적이
의 높이가 12.5m 이상의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수

영

장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의한 1급 공인수영장

기타 전국규모의
종합경기대회 해당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의한 시설
개최종목시설
b. 시․군에는 시․군 규모의 종합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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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구 분
종
류 적용기준
경기장 규격
관람석 수
운 경기장 면적
동
장 스탠드 계
면적 일반
(㎡) 본부석
경기장 규격
부지면적
체 건축면적
계
육
관 연면적 지하층
(㎡) 1층
2층
관람석 수
경기장 규격
수 수영조 길이
영 규격 폭
장
레인수
관중석 수
기타

설 치 기 준
①혼합형
② 소도시형
③ 중도시형
군지역 또는 인구 인구 10～15만의 시 인구 15만 이상의 시
10만미만의 시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공인 제2종
5,000석
10,000석
15,000석
20,640㎡(6,244평) 20,640㎡(6,244평) 20,640㎡(6,244평)
1,822
3,526
6,178
273
455
455
4개소
8개소
14개소
폭 길이 높이
폭 길이 높이
폭 길이 높이
24m×46m×12.4m 24m×46m×12.8m 24m×46m×13.5m
6109㎡(1,848평) 7,124㎡(2,155평) 8,236㎡(2,491평)
1,864㎡(564평)
2,196㎡(664평)
2,472㎡(748평)
2,541㎡(769평)
3,011㎡(911평)
3,743㎡(1,132평)
367
393
467
1,811
1,926
2,213
363
692
1,063
500석
1,000석
1,420석
3급 공인
3급 공인
2급 공인
50m 또는 25m
50m 또는 25m
50m
21～25m
21～25m
21～25m
8～10레인
8～10레인
8～10레인
300석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의한 시설

비고 : 위 설치 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참작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

(4)

생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
활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생활 체
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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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군․구에는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외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 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 연습
장, 게이트볼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입지 여건 등을 고
려하여 설치
② 읍․면․동에는 지역 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 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 스케이트장, 체력
단련장 등의 실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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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 체육관의 특성 및 고려 사항
체육관은 학교, 지역사회와 연관되어 집단 행사나 친목의 도모, 주민들의 레저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시설로서 연중무휴로 이용되는 추세이다.

종

류

특

성

고 려 사 항

- 학생들의 체력향상과 학교생활에
서 레크리에이션의 제공
구성과 학급인원
- 체육학과의 각종 체육부의 경기력 -- 체육수업의
강당으로서 역할
향상과 스포츠과학화에 기여 - 집회시의
옥외
체육시설과의
학교체육관 - 학원내의 의례적인 대집회, 대단 - 학생의 체력과 체위관련성
위 공개강좌, 공연을 위한 강당으 - 보조 체육관의 유무 고려
로 사용
- 지역사회의 집회 및 문화행사와 - 일반 공개시의 빈도와 이용 예상수
경기관람시설 제공
- 지역의 주구규모에 의한 편의시설
로서 커뮤니티의 중심에 설치 - 도시계획과의 관계(지리적 조건,
- 레저 및 레크레이션에 의한 간단 스포츠인구, 사용자계층, 교통사
한 경기를 위주로 행사
정 등)
지역체육관 - 사교
및 집회 등의 다양한 요구에 - 공개의 내용
대응
- 관리방법
- 최근에는 체력단련의 선호도가 높 - 특별설비
은 경향을 보임
및 단체의 경기팀을 위한 시 - 공개경기의 개최여부
기업단체의 - 기업
설로서 주로 훈련을 위주로 함 - 직원의 복지시설로 이용
부속 체육관 - 직원의
편의시설로서 기능
- 경기팀의 합숙시설
- 공식경기(각종 대회, 전국체전, 아 - 공식경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일반
경기용
시안게임, 올림픽)에 대비한 대규 인에게 개방의 문제
(국․공립대 모 체육시설
- 유지관리 및 이용상의 문제
체육관시설) - 각종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 대집회에 대비한 시설의 확보 - 피난 및 대중교통의 연계
- 영리를 위주로 한 경영이 무엇보
및 건강을 위한 수영장, 사 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제 등
영리체육관 - 레저
우나, 체력단련실의 위주
의 채택으로 고정 이용객의 확보
- 호텔 및 쇼핑시설들과의 연계
※ 윤도근, 김형우. 대한 건축학회지 29권 123호, 1985. 4.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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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 예측
1) 용도별 공간 수요

구

분

체 육 시 설
커뮤니티시설
부 대 시 설
관 리 시 설
합

용 도 별
수
영
장
체
육
관
탁
구
장
체 력 단 련 장
중 략
강
당
교 육 실
도 서 실
중 략
스포츠용품판매점
근린생활시설
조 경 시 설
중 략
사 무
실
지 도 자 실
응 급
실
회 의
실
계

부

면

지

적 (㎡)
시
설

2) 용도별, 기능공간별, 시설별 규모 예측

용 도

공간구분
체 육 관

체 육 관 이용자공간
공용공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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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구분
면적 (㎡)
수 영 장
탁 구 장
체력단련장
중 략
전 시 실
회 의 실
간 이 매 점
청소년회관
중 략
복도, 계단, 연결통로,
엘리베이터 홀 등
중
략
계

비

고

3.3 배치 계획 지침
1) 경관에의 고려
계획시에,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
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시설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해 특
히 주의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한다.

(1) 지역성에 대한 배려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① 주변의 지형, 수목, 물 등의 자연 환경 가운데 연속성, 대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② 계획 시설의 부지 및 주변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풍토, 문화 등을 고려하여 지
역 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③ 양호한 가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속성을 중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징되는 가로와 가구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며, 외부
공간에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양호한 경관 형성을 도모한다.
④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는 기존 지형을 충분히 조사․활용하여 시설물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대지 활용으로 자연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대지 내에 있는 수목은 가능한 한 보전함과 동시에 시설 계획 가운데 수목을 활
용할 공간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

(2) 공공성에 대한 배려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① 건물의 후퇴(Setback), 개방 공간(Open Space)의 집약화, 지하 주차장 등 시설
계획을 고려함으로써 여유 있는 외부 공간을 확보한다.
② 시설 계획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이용을 도모
하여 대지의 경계와 건물의 주위에는 될 수 있는 한 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식재 등으로 구획을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여 폐쇄적인 인상을 주지 않
도록 한다.
③ 외부 공간을 입체화하는 등(선큰가든, 인공 대지-Pedestrian Deck 등)에 의해 변
화가 있는 공간을 창출하여 대지의 유효 이용을 도모한다.
④ 대지의 주요 시설로의 접근 및 보행자용 통로는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
여 휠체어 사용자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개보수 등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쾌적성
문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창조와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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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① 외부 공간 설계의 경우에는 재질, 색채 등을 고려하여 건물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② 시설의 옥상, 벽 및 발코니 등은 경관상 중요한 부위로 건물의 형태에 따라 녹화
를 도모하는 방법이 양호한 경우에는 식재 등에 의해 계획한다.
③ 주차장은 평면적으로 큰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포장면이 별로 눈에 띄지 않
도록 수목을 배식하는 등, 식재에 의한 경관 형성을 고려한다.
④ 구내 통로는 사람과 차의 동선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여 보행자가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한다. 또한 현관까지의 진입로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한다.
⑤ 대지의 개방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방 공간(Open Space)의 경우에는 외부
공간 가운데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간에 물을 이용한 분수와 폭포, 자연석
을 이용한 정원, 벤치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매력적인 외부 공간을 연출한
다. 또한 대지 내의 진입 및 공개 공간의 주요 결절부 등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주변과 조화를 이룬 조각, 기념물 등의 예술 작품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등, 예
술성, 문화성의 향상에 힘쓴다.
⑥ 시설 내의 조명은 야간 이용도 고려하여 필요한 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조명기
구의 디자인․설치장소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주위의 야간 경관에 공헌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시설의 용도, 외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외관 디자인의 주요 부분을 조명함으로써 야간에 있어서의 경관
을 고려한다.
⑦ 항구적으로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한 보전성을 고려하며,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배
려한 재료 및 공법을 선정한다.

(4) 조

경 (건축법 42조, 동법시행령27조)

계획시에, 기존 수목의 보존을 포함한 조경을 고려하고, 조경 면적을 건축법에서
정한 면적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함은 물론 조경이 환경 및 경관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방재 및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고려한다.
특히 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에서는 여가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여유와 정감이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형성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5)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 계획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접근 도로망, 자연과 인공의 기회 요소와 장애 요소들을
고려하는 도시 설계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건물의 배치를 비롯한 교통 동선, 외
부 공간 등을 계획한다.

(6) 단계적 대지 활용 방안 제시
중장기 수요 추이를 살펴서 필요하다면 대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이용자의 욕구 변화에 따른 시설 및 토지의 유효 이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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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7) 지역사회의 위상를 고려한 계획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자연 환경적, 인문․사회 환경적 배경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로서의 기능과 대시민 서비스적 의미와 상징성을 갖도록 한다.

(8) 대지에 대한 제반 법제 사항을 준수하는 계획
(9) 사용자 중심의 인본적 계획
①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부담이 없어야 한다.
② 건강성, 지역사회에서 교제를 위한 사교성, 일상생활을 떠나는 유희성 등 이용자
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유지하려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설은 매력적이고 흥미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체육적으로 보아 효과가 있고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④ 실내외의 채광 계획 (조명 계획을 포함), 색채 계획 및 흡음 등을 고려하여 직원
의 건강을 배려함과 동시에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시스템별
대응성 및 교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⑤ 계획시에 시설의 용도, 규모 등의 필요성에 따라 신체장애자, 고령자 및 병약자
등의 이용에 관하여 배려한다.

2) 토지 이용 계획 지침
배치 계획시에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시설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적
절한 주차 공간 및 충분히 넓은 녹지 공간의 확보에 노력한다. 또 필요한 만큼의 증
축 공간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Open Space)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 계획의 기본 지침
① 토지이용 구분은 기본적으로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에 따르나 여기에
밝혀져 있지 않거나 설계상 필요한 세부적인 용도 구분은 설계자가 제시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시설의 형태와 위치는 체육센타의 기능,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
과의 관계 등을 살펴서 계획한다.
③ 이용자 및 교통 수단에 따른 동선 체계를 적절히 분산하도록 하고 사용자측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동선 체계를 갖도록 한다.
④ 보행자 공간을 비롯한 외부 공간은 체육센타의 기능을 보완하는 주인공간으로서
체육 활동이 실외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휴식 및 사교 공간으로서
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⑤ 부지 규모에 대해서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주변 지역의 유사 시설 및 관련 시설의 존재 여부와 연관성 등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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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한다.

(2) 시설별 계획 지침

토지이용구분
성격·용도
체육관 및 관련시설
체 육 관 실내․외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옥외체육시설
중
략
환경시설, 보행자공간
휴게공원 또는 시설
조경녹지공간
녹지
진출입 및 휴식등에
보행자전용통로 필요한 주요 보행동
선축
중 략
교 통 시 설
도
로 주변․내부순환도로
주차장
주 차 장 근무자용
이용자(시민)주차장
중 략

위

치

부지규모

시설물 전체의 배치를
고려
시설물 전체의 배치를
고려
차량동선과 분리
서로 다른 교통수단들이
독립된 유출입동선과 사용
영역을 갖고 분산되도록
계획

3) 교통 동선 계획 지침
(1) 계획의 기본 지침
① 대상지로의 진 출입 도로망에 의한 교통 수요 예측과 순환 체계 등은 사업 개요
의 항목 중 “진․출입 인구 및 교통 처리 계획”에 의한다.
② 시설의 안밖을 연결하는 진 출입 도로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진입 도로 : 대상지 주변 고속도로, 국도, 도시계획 도로들과 본 체육센터를
연결하는 도로
b. 주변 도로 : 진입 도로와 진입 도로를 연결하거나 진입 도로와 내부 순환도로
를 연결하는 대지 내 도로
c. 내부 순환도로 : 대지 내 각종 교통 시설에서 유발되는 유출입 교통류를 처리
하는 대지 내 도로

(2) 시설별 계획 지침
① 내부 순환도로
교통 수단별로 독립된 유출입 경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휴게 시설로
이용 가능한 보행자 전용 도로의 계획에 각별히 배려하고, 기기의 반입 등을 위
한 서비스용 통로에 대해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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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차장
a. 주차장은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에 불편치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b. 필요시, 장애자의 주차 공간은 출입구 부근에 계획한다.
c. 넓은 주차장은 적극적으로 녹화(綠化)를 고려한다.
d. 자전거용 주차장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시 설
직 원 용
방문자용
자전거용
기
타

면

적

비 고

4) 보행자 공간 계획 지침
(1) 계획의 기본 지침
① 심미적 측면
신체 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만나고 헤어지고”, “정담을 나누고”, “기억하고 자랑할 만한” 수준의 공간 서비
스적 차원에서의 시민 공동시설들의 제공
② 기능적 측면
체육 활동 및 휴식의 공간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 공간
으로서 지역의 중심이 되고, 시민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2) 시설별 계획 지침
① 상징 광장
지역과 체육센터를 연결하는 현관 구실을 하는 상징 공간과 시민의 정보 교류를
위한 넓은 외부 공간을 뜻하며, 체육센터의 기능 및 규모에 적절하게 선택하되,
보행 동선의 실질적인 결절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 또는 의전 행사
등에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② 조경 녹지 공간
조경을 위한 공간으로서 수목, 분수, 벽천, 조각 기념물, 산책로 등을 시설하여
시민에게 휴식과 안정감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설계자는 녹지 광장의 기능(휴게 공원, 시설 녹지 등)과 위치를 정하고 조경 설
계의 방향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③ 보행자 전용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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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센터로의 진출입과 실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주요 동선축으로의 의미를 갖
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쾌적한 보행 행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에 대해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보차 분리를 고려함은 물론 유아 및 장애
자 등의 통행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5) 규모 계획 지침
① 체육시설의 규모는 체육 활동에 이용되는 시설, 관람하는 시설, 관리 및 부대시
설 등에 따라 산정된다.
② 경기를 위한 체육시설의 규모 기준은 체육시설 기준(문화관광부), 국제 기준 및
관련 단체의 기준 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르도록 한다.
③ 본 지침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에 밀착된 시설인 생활 체육시설에 대한 순수한
체육 활동의 장에만 국한하여 고려하도록 한다.
④ 본 지침은 체육시설 중에서 체육관과 수영장을 위주로 작성되었다.
⑤ 체육관의 규모 계획에 있어서는 이용자 계층과 지역적 특성에 따른 이용자 수준
을 명확히 파악하고, 시설물의 운용 계획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
간의 낭비 및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계획한다.

(1) 규모의 산정 방법
① 주민의 스포츠 수요에서 시설수를 산정하는 방법
② 기존 시설의 이용 실태에서 시설수와 규모를 도출하는 방법
③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최저한의 생활 기준(Civil Minimum)의 충족 또는 기본 운동
단위 설정에서 시설 기준을 고려하여 규모를 도출하는 방법
④ 국․내외의 사례 조사를 통한 접근 방법

(2) 체육시설의 시설기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4])
① 공통기준
a. 필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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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기준
- 수용인원에 적정한 주차장(등록체육시설업에 한한다) 및 화장실을 갖
추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동일부지에 위치
하거나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사용하
편의시설 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는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정한 탈의실․샤워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만,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빙상장업 및 자동차경주
장업에는 탈의실․샤워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내의 조도는 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조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
안전시설 - 상병자의
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등록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등 해당 체육시설의 유
관리시설 - 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b. 임의시설

시설별

기준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편의시설 -- 체육용품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을 제외한다).
- 등록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운동시설 해당 체육시설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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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영장업
a. 필수시설

시설별

기준
- 수영조의 바닥면적은 200㎡(시․군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호텔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100㎡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물의 깊이는 0.9m 이상 2.7m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등의 수영조에 대하
여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부분으로부터 3m 이
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약대는
사용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운동시설 - 도약대로부터
천정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m 이
상의 플랫폼도약대인 경우에는 5m 이상, 높이 7.5m 이하의 플랫폼도
약대인 경우에는 3.4m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계속하여 순환되도
록 하여야 한다.
- 수영조 주변통로의 폭은 1.2m 이상(헨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m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
록 하거나 기타의 방법을 강구하여 오수등이 수영조로 침수할 수 없
도록 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
안전시설 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등 일정범위내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
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b. 임의시설 및 편의시설
물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3.4 기타 지침
1) 소화 및 방재 설계지침
(1) 내진 안전성의 확보
① 계획시에 체육센터의 기능 및 지역적 조건에 따라 건축 구조, 설비 및 비(非)구
조 부재의 종합적인 내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주민, 직원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를 도모해 2차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건축물로서의 내진 안전 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 (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
성하는 구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
이 및 내장재, 천정 및 바닥재, 가구 및 사무기기)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도
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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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에 대한 안전성 확보
계획시에 천정 및 벽체 등의 내장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피난 경로는 간명하게 하고, 가능한 한 2방향 피난을 확보토록 한다.
특히, 관람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직통 계단의 설치 및 출구의 계획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2) 에너지 절약
계획시에 부지의 환경 조건, 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 조화 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3) 친환경 건축
(1) 친환경(녹색) 건축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
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적용하여 친환경 건축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① 녹색건축 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② 사용 연한의 확보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준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연도
공급의무비율(%)

2011～
2012
1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11

12

15

18

21

24

27

30

4) 사용 연한에 관한 고려
(1) 사용 연한의 확보
① 계획시에 체육시설의 사용 기능을 검토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용도, 기능의 확보
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
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2) 내구성의 확보
① 계획시에 시설의 사용 연한 내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구조,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②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내용 기간동안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
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고려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이 사용 기간동안 수차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며, 균형있는 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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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1)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
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
여야 한다.
(4) 유지관리부대 시설
①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② 유지관리 통로
③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5) 유지관리방법
① 유지관리장비
② 유지관리조직
③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④ 안전 점검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⑤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6) 비용에 대한 고려
(1)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3)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7) 기성 규격 제품 사용의 촉진
사용 재료는 국산 자재를 사용함을 최대한 고려하고 KS제품 및 친환경제품을 우선
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
정토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의 사용시에는 선정 사유 및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사
후 관리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 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8) 환경 설계지침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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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조명에 대해서는 다음에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① 체육 활동 및 경기 또는 심판을 하기 쉽도록 한다.
② 시설물의 용도와 필요에 적당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자연 채광 및 인위적인
기계 설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③ 조도 분포의 최대, 최저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빛의 그늘로 인해 경
기자나 관객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④ 눈부심에 유의하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⑤ 자연 채광의 선택에서 동서면 및 바닥에서의 채광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⑥ 조명 기기의 설치 위치는 조명 효과나 기구의 교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
하도록 한다.

실내 경기장 조도 기준

조명단계
(lx)
1,500～
700
700～300
300～150

탁구

공식경기
일반경기
레크리
에이션
150～77 70～30 관객석
30～15
-

(2) 환

농구
공식경기
일반경기
레크리
에이션
관객석

아이스 배드민턴 복싱․ 유도․
검도․
하키
레슬링 펜싱
공식경기 - 공식경기 일반경기 - 일반경기 공식경기
- 공식경기 레크리 레크리 레크리
에이션 에이션 에이션
관객석
관객석 관객석
관객석
-

체조
공식경기
일반경기
레크리
에이션
관객석

기

① 자연 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한다.
② 경기장과 관람석은 별도의 계통으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③ 천정의 가장 높은 부분에 설치된 배기구는 조명기구로부터의 열을 배제하도록 한다.
④ 체육관의 수용 인원수에 적합한 환기장치로서는 그 사용 목적으로 보아, 보통 환
기공으로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적당함으로 건물 옥상에 크게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한다.
⑤ 창은 주채광을 남북으로 내고 될 수 있는 대로 넓게 면적을 잡아 자연 채광 및
환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의 1/3쯤 있는
것이 좋다)
⑥ 햇볕으로 인한 여름철 실내 온도의 상승을 막을 수 있도록 구조와 재료의 선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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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하여 계획한다.

(3) 음향 계획
① 내부의 음향에 있어서는 경기의 효과와 집회시의 음향의 명료도를 충분히 고려하
여 계획한다.
② 효과적인 벽면의 배치, 차음성이 좋은 창호의 선택 등으로 외부에 소음 공해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
③ 적당한 거리의 확보, 차음식재의 설치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4) 냉․난방 설비
① 시설의 기능 및 유지관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 공간을 갖도록 한다.
② 경기장과 관람석은 단일 계통을 갖도록 하되, 시설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별도의
계통도 고려한다.
③ 시설의 규모와 이용 기능에 적합한 냉․난방 방식의 선택, 공조 환경의 분산 배치,
풍속의 설정 등을 층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3.5 설계 세부지침
설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전개시키도록 하며,
시설의 유형, 필요 시설의 종류, 규모, 수용 인원 등의 설계 요건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협의․승인을 받도록 한다.

1) 기본 지침
(1) 설계용역의 착수시 설계자와 모든 관계자가 당해 설계용역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
한 인식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의 목적은 모든 뒤따르는 설계
의 결정에 기본이 되고, 우선순위에 의한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2) 배치 계획은 대지의 특성과 지역․지구 요구 조건, 인접 건축물, 공개 공지, 보행자
와 차량의 동선 요구 조건과 승인된 전체 마스터플랜 등과 상응하여야 한다.
(3) 건축물 외부의 설계와 재료 마감은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어야 하고, 인접 건물 및
기존 시설과 상응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보수가 용이하여야 하고,
개보수시에는 기존 재료와 일치하여야 한다.
(4) 내부 공간 계획은 사용자 및 대중들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
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
며, 체계적인 가구 배치가 가능하도록 거실이 구성․계획되어야 한다. 공급과 처리
공간은 서비스의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서비스의 배치(예를 들면 수배관과 공조 기기가 전기관계실로부터 인입
되지 말아야 하는 등)로 인하는 것과 같은 간섭과 잠재적 위험이 제거되어야 한다.
(5) 내부 마감 재료는 건물의 특성과 공간 및 활동에 부합하여야 하며, 영구적이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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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이며,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대중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하며, 개보수시에는
기존의 인테리어의 재질을 손상하지 말아야 한다.
(6) 신체장애자의 출입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편리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7) 설계자는 치수, 재료, 건물 구성 요소의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건설 산업에서 사용
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과 시공성을 채택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8) 설계자는 수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공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
는 건축 재료 또는 기타 요소로서 설계함을 피하여야 한다.

2) 개념의 선정
(1) 무엇보다도 객관적이고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우선순위로 정한 다음 대지와 비용
을 고려한다.
(2) 시설 이용자와 관람자의 패턴을 고려한다.
(3) 최소한의 직원으로 모든 시설을 쉽게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공간의 층고는 적당한 높이로 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단층으로 하거나 수용 시설의
특성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2층으로 계획한다.
(5) 공간의 융통성과 확장을 고려하고 조명,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한다.

3) 수영 및 실내 스포츠
(1) 어떤 스포츠가 적합한가를 정하고 풀, 코트 등의 유형과 시설수 등을 고려한다.
(2) 레저풀이나 아이스링크와 같은 특별한 시설은 다음을 고려한다.
① 투자비용이 높은 시설이므로 비교적 많은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초기 자본에 대한 수입 수준을 유사하게 고려한다.
③ 복잡한 설비는 유치 비용을 감안한다.
(3) 스포츠의 유형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①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작은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작은 규모의 클럽을 요구한다.
③ 폭넓은 연령층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④ 활동 시간이 비교적 짧아야 한다.
⑤ 남녀노소, 주부, 어린이, 직장인 등 사회 전반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연습 및 훈련 시설
다목적 체육관이나 연습풀과 같은 특별한 연습 공간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어떠한 영
역이 강의나 영화상영 등 대체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1) 실내경기
경기가 필요로 하는 준비물이나 경기대의 수와 유형을 정하고 다음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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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떤 활동이 분리된 공간을 요구하는지를 결정한다.
②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③ 여러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2) 클럽 및 일반적인 사회 활동
일반적이고 적합한 사회 활동을 먼저 결정하고 예상되는 활동을 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스포츠 시설과 분리된 공간을 필요로 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
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특별한 활동
레크리에이션 공간은 디스코, 상품 전시, 미술품 전시, 바자회, 패션쇼 등과 같은
특별한 사회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이용의 패턴
(1) 이용자의 인원 및 유형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자로서 포함하고 각 스포츠나 활동의 강사나 코치 등으로
포함할 것인지를 정한다. 또한 이용자의 성별, 연령별로 다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① 20～30대를 위한 특별한 준비로써 운동 영역의 규모와 그에 따른 설비의 규모를
고려하고 그 밖의 편의시설 크기를 정한다.
② 육체적, 정신적 장애자를 위해 출입구의 형태나 폭, 화장실, 탈의실 등의 편의시
설을 고려한다.
③ 클럽이나 친교실의 개인 이용도를 파악한다.
④ 몇 가지 시설의 전문적인 이용에 대한 이용 방법(클럽이나 개인 예약을 통한다)
을 파악한다.

(2) 공간의 활용
각 주요 공간의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동일한 공간을 하나의 그룹 이상
이 동시에 사용하거나 시간대를 달리하여 사용할 때를 고려하여 작은 영역을 요구
하는 각 활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분할한다.

(3) 관람자 및 관리 직원
관람자들을 위해 다음을 파악한다.
① 관람자의 이용 빈도
② 앉는 유형이 지속적인가? 아니면 잠시 앉아 있는가?

6) 경영과 직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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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 구역
① 출입구 홀 및 관리 구역
어떻게 이용자를 관리 감독하고 각 시설로 안내․봉사하며 신속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a. 출입구와 관리 구역을 통과하는 이용자의 동선로를 파악한다.
b. 예약, 매표, 안내의 수단은 사무실과 공공 구역 사이에 카운터를 설치하고 입
구에 자동매표기 등을 둘 장소를 고려한다.
c. 현관 로비의 바람 차단, 장비의 임대, 줄서기, 대기, 전시, 광고(벽공간의 임
차), 공중전화, 게시판, 자동판매기, 창고, 공보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과 공간을 고려하도록 한다.
d. 화장실, 식당, 스낵 코너, 임대 공간 등 다른 구역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e. 특별한 경우에 공간이 다른 활동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f. 버스를 이용해서 도착하는 취학 아동이나 신체장애자를 위해 분리된 입구를 두도록 한다.
② 사무실
행정 관리 요원, 인부 그리고 필요한 설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a. 개별적으로는 필요한 사무실 공간과 건물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각 개인의 임
무, 즉 개인을 위한 독립적인 사무실이 필요한가 혹은 공동의 사무실이 필요한
지를 결정한다.
b. 창고 등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c. 금고실, 스포츠 시설에서 들리는 소음 차단, 시각 조절, 공공 구역의 관리 등
특별한 요구 조건을 고려한다.
③ 휴게실
관리 직원을 위해 어떤 형태의 휴식 공간이 요구되는 지를 결정하고 라운지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공간(주방)을 따로 분리하여 규모를 정하도록 한다. 이것은 관
리 직원의 구성(종일 근무자 인지 시간제 또는 혼합형)과 어느 시간대에서 공간
을 이용하는 직원의 최고 인원수 등에 좌우된다.
④ 탈의실 및 화장실
관리 직원이 이용하는 탈의실과 화장실을 특별히 제공할 필요는 없고 공공시설
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한 남녀로 구분하여 준비하고 로커, 샤워, 화장실, 소변
기, 세면기의 유형과 수 등을 고려한다. 탈의실의 분리, 코치들의 로커, 샤워, 그
밖의 시설들을 고려하도록 한다.
⑤ 안내실
관리인을 위한 책상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공간의 요구 조건, 다른 공간
과의 관련성과 보다 나은 위치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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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구역
① 식당 시설
다음과 같은 식당 시설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고 필요 시설을 결정한다.
a.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인가된 바(Bar), 자동판매기 등을 고려한다.
b. 서비스 형태(급사를 이용하거나 카운터를 직접 이용)를 고려한다.
c. 한 개인에게 임대하는 임대 공간을 고려한다.
d. 실내 활동을 바라다 볼 수 있도록 전망이 좋은 위치를 고려한다.
e. 주방과 그 밖의 음식 준비를 위한 부대시설을 고려한다.
② 친교실
친교실을 둘 경우는 다음을 결정한다.
a. 모임, 세미나, 영화 상영 등에 유용한 인원을 결정한다.
b. 모임 뿐 아니라 다른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중의 목적을 감안하여
공간에 융통성을 준다.
③ 화장실
관람객과 방문객을 위한 화장실과 식당, 스낵코너, 그 밖의 시설과의 서비스 관
계를 고려한다.
④ 탁아소
어린이를 위한 탁아소가 필요하다면 다음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a. 수용할 어린이의 인원수를 파악한다.
b. 화장실, 샤워 시설, 유모차의 창고, 인형 및 장난감 창고 등을 고려한다.
c. 친교실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회원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d. 가능한 한 5～9살 정도의 어린이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7) 각 부의 마감 계획
(1) 천정의 마감
① 천정은 볼의 충돌을 충분히 고려하여 강도나 마감재를 결정한다.
② 천정에 설치되는 스포츠기구․채광창․조명기구․음향기기 등에 대해서도 볼의 충돌을
고려한다.
③ 소음, 음향, 단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④ 천정에 매다는 운동기구의 중량, 진동 등을 고려하여 구조를 계획한다.
⑤ 운동기구 또는 기기의 추가 설치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2) 벽의 마감
① 벽의 마감에 있어서는 인체나 볼의 충돌을 충분히 고려한다.
② 흡착 효과를 지녀야 한다.
③ 각종 기구의 취부가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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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복이 없는 평탄한 구조로 하고, 평활한 재료나 탄력성 있는 재료로 한다.

(3) 출입구와 통풍
① 출입구에는 출입과 통풍․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설치된다.
② 방구(防救)네트․방호책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고려한다.
③ 개구부의 안전 시설 등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함과 동시에 피난
등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한다.
④ 채광창은 입사광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이 통풍의 기능을 겸한 경우에는 블라인드, 커튼 등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바닥의 마무리
① 체육관의 바닥은 체육 활동에 따른 충분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② 강도(견고성, 내구성)를 지니고, 평활하여야 한다.
③ 진동이나 소음을 흡수하여 다른 곳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한다.
④ 목조 바닥일 경우에는 바닥 하부의 방습 및 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⑤ 목조 바닥은 신축에 따른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한다.
⑥ 수영장의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넘치는 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고려한다.

8) 부대 시설
(1) 운동기구 창고
① 체육실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② 안 길이를 너무 깊지 않게 하여 이용상의 편의를 고려한다.
③ 경기장 면적의 15%에서 ±3%정도의 규모로 계획한다.
④ 경기장과의 방화 구획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⑤ 농구대나 배구대, 핸드볼 골대 등을 수납할 경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2) 경의실, 샤워실, 세면실, 화장실 등
① 관련실(욕실, 맛사지실, 의무실, 휴양실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연결되도록 한다.
② 동선의 원활하고 구별되며, 단순하고, 남녀별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③ 전체의 통풍 및 로커 내부의 통풍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④ 바닥의 배수․환기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3) 지도원실․의무실
① 경기 부분과 관리 부분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도록 한다.
② 전용의 로커와 샤워실을 설치를 고려한다.
③ 의무실에는 침대와 닥터용 데스크를 둘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하고, 수세기를
설치한다.

(4) 관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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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기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극장 등의 집회 시설로서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고려
하여 계획한다.
② 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a. 관람과 경기장의 동선상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기구고와 갱의실, 화장실 등의 부속 기능을 적절히 계획하여 경기장과 평면적
인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한다.
c. 시설물 운용 계획 및 유지관리상의 문제를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한 계획이 되
도록 한다.
d. 관람객 동선의 밀도가 유동적이므로 피난에 대비한 직통 계단의 설치 및 관람
석으로부터의 출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한다.
e. 관람석에서의 가시선은 앉은 위치에서 눈 높이와 전후열의 머리 높이를 고려
하여 앙각은 30°이내가 되도록 계획한다.

(5) 공용 시설
① 로비, 라운지, 갤러리 등의 공용 부분은 시설의 이미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
록 명랑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한다.
② 휴게 공간과 문화 공간이 운동 시설과 공간적,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운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③ 안내, 접수 등의 서비스 관리 시설과 원활한 관계를 이루고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6) 커뮤니티시설
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결혼식 및 지역 행사의 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한다.

3.6 분야별 설계지침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제8장 부록의 “분야별 설계지침”을 추가한다.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
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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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2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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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
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추 정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년 ○○개
월

사업수행성과

실시
실시
실시여부 미실시時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비 설계기간
(○, ×)
사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비고
종합사후평
가시 활용
토록 상세
하게 작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
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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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
계도면 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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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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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
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
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
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
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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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

요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

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6) 보수방법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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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
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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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건설기술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되 단가산출서는 별책
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예산서는 설계용역 완료 90일전 해당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기간 및 공사로 인한 민원예상 등을 충
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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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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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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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5)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용지도․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①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
상에는 대지경계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건물(가옥, 본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②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
는 당초 지적과 계획대지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소유권 이외의 처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④ 지적도상의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⑤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②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③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3)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8)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 공정표는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
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①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①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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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납품, 건설기술심의시 납품,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성과품의 납품시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①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②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3)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
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
납

품

목

록

기본설계 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구조계산서
기본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예산서

(2) 최종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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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수 량

비

고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구조계산서
유지관리지침서
토질조사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

계

원

도

축 소 판 원 도
설계도면

청 사 진 도 면
축

소

도

면

CD(CAD File)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CD
용지도

원

도

청 사 진 도 면

용지조서
지장물도

원

도

지장물 청사진도

지장물조서
측량원도 및 야장
지반조사자료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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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차장 과업내용서 (예시)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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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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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1.1 과업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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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1.5 적용 및 시방서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2.2 조사 및 자료수집
2.3 기본계획
2.4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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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별도 추가업무

3. 기술지침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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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의 도심공용주차장 확대를 위하여 ○○지역에 ○○주차장 건립
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2) 과업의 범위
(1) 설계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2) 대지면적 : ○○ ㎡
(3) 시설규모
① 건축면적 : ○○ ㎡
② 연 면 적 : ○○ ㎡( ±○%범위내 조정가능)
③ 건 폐 율 : ○○ % 내외
④ 용 적 율 : ○○ % 내외
⑤ 층

수 : 지하○층, 지상○○층

⑥ 주차대수 : ○○ 대
※ 시설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예정공사비 : ○○ 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3) 과업기간
(1)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공휴일 포함)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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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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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서울특별시 ○○과
(2)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3) TEL : (02) ○○○-○○○○～○
(4) FAX : (02) ○○○-○○○○

5) 공사사항
(1) 공사발주 예정시기 : ○○○○년 ○○월
(2) 공사예정기간 : ○○개월
(3) 공사 발주방법 : 미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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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7) 위치도
과업구간을 한 장에 표시할 수 있는 축척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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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S = 1 : ○○

1.4 일반사항
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명시한 착수기간 내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서
a.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b.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c. 용역비 내역서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③ 보안각서
③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스템에 해
당 용역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
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전산파일)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⑤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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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공동수급일 경우 공동발주기관 상호간의 과업분할협의서 첨부)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시간
⑤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⑥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⑦ 설계품질계획 및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운용계획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①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공법 결정시
② 기본계획 완료시
③ 실시설계 완료시 (유지관리 계획 포함)
④ 성과품 작성시
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회의시
⑥ 공정보고시 (필요시)
⑦ 준공시
(3)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는다.
(4)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서(현장
대리인 명의)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작업일지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
며 작업일지 양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다.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
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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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5)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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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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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료요구 ․ 질의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
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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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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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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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
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
출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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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
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
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9) 관련기관 인․허가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계획 및 설계 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
과 혐의하여야 한다.

10) 설계 검토 및 기술심의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회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① 1차 자문회의(용역착수시) : 과업수행계획 제출시
② 2차 자문회의(기본계획시)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사항(공정20%)
③ 3차 자문회의(실시설계시) : 세부설계 사항 (공정 50%)
④ 4차 자문회의(성과품작성시) : 구조 등 각종 계산의 적정여부 관련법규 및 시방
서 내용 부합여부 (공정90%)
(2) 본 과업은 완료 후에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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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구분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용역 준공 2개월 전
②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 시점
(3)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심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반영여부
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5)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
비하여야 한다.

11)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 친환경 등
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
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단, 외
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후 채택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은 아니되며, 가능한 친환
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1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수행하여야 한다.

13) 과업내용 변경
(1) 과업 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
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담당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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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
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지반상태 등 변경이 불가피할 때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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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용어의 해석
(1)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
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
여야 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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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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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쳥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8) 발주기관의 제공 자료
(1)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지적 측량도 및 기존 건축도면 1부
② 설계조건 1부
(2) 상기 자료는 설계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
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상기 제공 자료 중 지적측량도 1부와 기존 건축도면 1부는 참조후 반납하여야 하
며, 기타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 처리토록 한다.

19) 품질관리방안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 과업수행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설계 성과
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관리 방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품질관리 조직표
② 설계 점검 흐름도
③ 점검 시기 및 회수
④ 점검 사항 및 점검 방법
⑤ 기 타

20) 언

어

과업수행상 사용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며, 사용 언어는 한국어로 하며 설계서나 보
고서 작성과 관련된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1) 적용기준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항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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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준 및 시방서
-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 극한강도설계법에의한철근콘크리트구조기준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관련 규정 및 기준
- 전기사업법,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공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동법시행령,
- 폐기물관리법관련규정및기준
-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파법, 동법시행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해당지구도시설계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
- 국토교통부제정 조경공사표준시방서
- 서울특별시제정 전문시방서
- KS규준
- 국토교통부제정 건축표준상세도(창호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 단체 조례, 방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문화재보호법 등
- 설계도서작성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373

-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시행령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내선규정, 배전규정

22) 기

타

(1) 본 설계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대상과업으로 한다.(필요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소유
권 및 저작권 등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설계용역 성과물의 저작권 및 특허권은 용역준공 후 그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있다.

1.5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본 설계용역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서 등과 서울시 각 분야별 전문시방서에 의거 수행하되, 설계도서의 작성 및 체출에 관
한사항은 설계도서 작성 기준(국토교통부)』및 설계용역관리편람을 준용 한다.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로 제정되는 KSC IEC, KSC ISO 규정을 적극 참고 반영 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설계시 적용할 기준 및 시방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1)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
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규정 및 각종 시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 적용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
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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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신기술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시에는 검토 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8)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운
영하는 설계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2)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 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건설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 계획, 자금 계획 등 사업 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
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
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작성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획이나 결과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⑥ 설계는 관련 법규와 계약 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해야 한
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⑦ 발주기관은 언제든지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
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
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 알려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
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와 설계용역을 착수할 때, 설계도서를 완성하여
제출할 때는 반드시 대지를 방문하여 계약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발생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대지의 조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에 보
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
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위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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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
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⑫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
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 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 관련 모든 분야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
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3) 공정 계획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 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
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
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②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 계획에 의한 업무
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③ 최초의 공정 계획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용
역 착수 회의에서 제안되고 검토되어져야 한다.
④ 공정 계획은 용역 착수시 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
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업무점검표(Check List)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
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 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②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 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 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다.

(5) 공정보고
용역의 진도를 보여주는 공정보고는 매월 정해진 날짜에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하고, 만약 공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인․허가 및 승인
용역 착수시 인․허가 및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으로
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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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 취득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7) 하도급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
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
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
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업무 연락
업무 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하며, 용역 착수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 연락의 절차, 조
직,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회

의

① 설계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어야 하고 회의의 목적이 분명하며 소요 시간이 가능한 짧아
야 하고,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② 또한 회의는 진척된 공정 보고와 회의에서 제안된 모든 안건이 포함되어야 하고,
회의 소집자는 회의 3일전까지 모든 참석자에게 회의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작성 시에는 일련번호,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책임 소재
와 일정 등을 포함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①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
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②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
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③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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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1) 계약서와의 관계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 내용 수행에 상호 책임
②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 내용 변경시 계약 변경
a. 발주기관은 설계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b. 업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설계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
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c.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
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이때 업무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는 “b”항에 따르거나 “(12) 추가 용역”에 의한다.

(12) 추가 용역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용역과 별도로 추가하여 업무 수행시 이에 대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① 추가 용역에 대한 범위, 대가 및 방법은 계약서에 의함.
② 추가 용역의 범위
a. 주기적 현장 점검보고
b. 출장, 조사, 방문, 시험 등(대지의 상태, 재료의 성질, 공법의 적용성 등을 검
증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항)
c. 계약 성과품의 추가 납품
d. 예술가와 업무 조정
e. 특수 전문 분야 설계 와 건설사업관리
f. 용역의 업무 및 대가기준에 의해 기타 건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추가 업무 등

(13) 발주기관 승인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시 작성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성과품 및 자료에 대한
발주기관 승인, 검토, 자문, 자료 제출의 범위와 절차 및 기간을 제안하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의 적절한 검토 소요 기간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 기간에 별도로 반
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
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14) 대지 현황 자료
① 발주기관의 대지 현황 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발주기관은 법규적 현황, 도로 이용, 벤치마크와 기준선 등 지형과 토지에 대한
정보와 각종 조사 자료(보링테스트결과, 지하수위, 토질 시료, 실험 결과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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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설계자의 지침이 될 만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
다. (또는 이를 설계 용역에 포함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a.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해 조
사․연구를 해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계약상대자는 대지의 현황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 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여야 한다.
c. 계약상대자는 대지 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
용 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 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 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5) 기존 시설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이 있어 공사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존 구조물의 자료에 대하여 검토하
고, 매설된 구조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증축, 개축 또는 철거가 필요할 때 이를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16) 공사비와 예산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시 추정 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적정 예산의 수립 및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특히 IBS 및 태양에너지 등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적정
성 검토는 과업 착수단계부터 소요예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여 수시 협의하여 발
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개산 견적과 별도로 상세 견적은 계약서에 의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
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물가나 공사 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 발생 비용, 기존 시설의 일시 이동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17) 설계 자문 (발주기관 결정 사항)
①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설계자문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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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실 설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당 시행부서가 별도로 확보한다.
④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설계 등 용역의 착수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성과
품 작성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 자문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용역 내
용의 변경 등의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기타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한다.

(18)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발주기관의 중간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 용역의
공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토 기간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과 협
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중간 검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다음 단계로 설계를 진행하며, 서류의 제출에 있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목

적 : 용역 감독 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과업수행 용역회사 종사원의

타업무 수행을 방지하고 관련 부서간 사전 협조로 용역 성과품의 품질 향상
② 대

상 : 모든 설계 용역

③ 시행 방법 : 설계 용역 발주시 검토 위원을 위촉하여 용역 수행 진도에 따라 4단
계로 구분 검토
a.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 용역착수시
a) 사업 추진 계획, 지반 조사 등 기초 자료 조사 계획 적정 여부
b) 참여 인력의 기술 능력, 외주 집행 계획 적정 여부 등
c) IBS,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등)의 환경친화형 설계에 따른 공사비용 검토
b. 초기 단계 (공정 20%) : 기본계획시
a) 종사자의 용역 사업 이해도
b) 각종 조사 자료의 적정 여부
c) 기본계획안의 타당성 및 대안 검토 적정 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여부
c. 중간 단계 (공정 50%) : 실시설계시
a) 각종 설계 기준 적용 적정 여부
b) 기본계획안 및 비교안 검토시 세부 사항 검토 적정 여부
c)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환경(소음, 먼지 등)에 대한 보호대책여부
d) 각종 설계안의 경제성, 시공성, 적정 여부
d. 마무리 단계 (공정 90%) : 성과품작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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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구조(내진) 등 각종 계산 적정 여부
b) 관련 법규 및 시방서 내용 부합 여부 등
e. 검토 위원 구성 : 5급 이상 관련 부서 공무원 3～5명 정도
(검토 단계에 따라 필요시 외부 전문가 1～2명 추가)
f. 주관 부서 : 용역 시행 부서

2.2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또는 비디
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

량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물량
②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③ 인원편성
④ 측량실시시기
⑤ 주요기기
⑥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⑦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4)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 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8) 측량 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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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10) 대지경계측량 및 실측은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부지면적과 정확한 현황을 도면으
로 작성하여야 한다.
(11) 주요 측량원점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고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1)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
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
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3) 계획 구간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을 정확히 현장 및 자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5)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
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4) 지반조사
(1)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
시험규정,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3)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을 받도록 한다.
(4) 지반조사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 개요
② 조사 위치도
③ 조사 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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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사 조직표
⑤ 주요 장비 및 기기
⑥ 특기 사항/ 기타
(5)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
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7) 발주기관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8)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지역의 지질도, 지형도 등과 기 시행
된 기존 조사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집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에 참고한다.
(9)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 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
여 앨범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10) 건축물의 주요 기둥이 설치되는 구간에 대하여 주요 기둥 기초 1개소마다 1개 이
상의 NX 보링을 하도록 한다.

5) 표토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을 조사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3)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4)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처리한다.

6) 교통량 및 교통 시설 조사
(1)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
을 조사한다.
(2) 계획 지역 주변 교차로의 교통신호 운영현황과 교통량을 조사한다.
(3)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
터미널, 기타)을 조사한다.
(4)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7) 배수시설 조사
계획 대지 주위의 하수 처리 시설을 조사한다.
(1)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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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① 과거최고 홍수위
② 부근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부근 수리시설 용량
③ 하천의 현황
(3) 자료수집 항목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및 강우빈도

8) 소음․진동조사 (환경영향조사)
(1)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
시설(가림막, 소음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포함토록 공사시방
서에 반영한다.

9)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건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과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중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는 것은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
사 및 설계 자료를 입수하여 파악한다.

10)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 조사
(1) 공사 수행 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한다.
(2) 골재원의 위치, 종류, 생산량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건축물 부근에 토취가능지역, 하상골재원지역, 석산골재원지역 및 서울특별시에
서 수행하고 있는 또는 추진 예정 지역의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형도에 위치
및 매장량, 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11) 용지 조사
(1)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 작성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신뢰
도를 높여 공사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계획 대지 및 주변 지목별(전답, 임야 등), 지장물별(가옥)로 지번과 소유자를 조사
하여 용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지적조사에 따라 경계내에 편입된 용지에 대한 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현황조서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의 요구시 우선 제출해야 한다.
(4)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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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원 발생 예정 지역 및 협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6) 폐부지를 조사하여 관련시설 설계에 반영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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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 관련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 검토한다.

14)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건립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 검토한다.

2.3 기본계획
설계자는 조사 및 자료수집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기본계획을 수행한다.

1) 용역내용
(1) 계약상대자는 기본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상세한 사업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가
능한 합리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야 하며, 추정 공사비의 검토와 계약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가 따를 수 있다
(2) 사업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는 요구되는 수
량의 도서와 추정 공사비 산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식 등의 설계상 기본적 조건을 확정하
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조건에 관한 조사, 계획, 검토 등의 업무
a. 각종 법령상의 제약조건
b. 부지의 입지조건
c. 유지관리상의 조건
d. 자연적 환경 조건
e. 사회적 환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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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축물의 배치 계획상의 조건
g. 시공상의 기술적 조건
② 설계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요구되는 공사비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a. 개략설계에 따른 공사비 계산
b. 유지관리상의 조건에 관한 조사 연구
c. 공사비의 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
③ 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업무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체크리스트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보고서
(1) 용역 내용과 계약 사항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킨다.
(2)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승인요청 문서에 의해 제출한다.
(3) 투명한 플라스틱 표지 또는 내구성 표지로 제본한다.
(4) 제목, 차례, 쪽수(PAGE) 표기 등을 하여야 한다.

4) 기존 현황 도면
기존의 조건 및 상태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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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
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
서와 함께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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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본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1) 기본 개념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사업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3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키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지역 지
구에 따른 건축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외벽, 지붕, 구조, 설비 시스템과 배치, 방향, 지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공해야 한다.
(3) 설계 요구 조건(Design Criteria)을 만족해야 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조사 : 사전 조사에 의한 각종 조사 자료의 수집
③ 유사 사례 조사
④ 관계법령 조사
⑤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각종 협의

(2) 조건 설정
① 설계 조건의 설정
a. 요구 성능 확인
b. 법령 및 기타 제약 조건의 정리
c. 안전 성능의 설정
d. 공사 예산의 파악
② 설계 방침의 설정
a. 설계 개념의 확립
b. 개략 시방서의 설정
c.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의 설정

(3) 비교 및 검토
① 성능 면에서의 기능의 검토
② 설계 이념․의장 및 구조 형식 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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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사비의 검토
④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공성의 검토
⑤ 시방, 구조 방식, 설비 방식 등의 종합적 검토
⑥ 유지관리상의 검토
⑦ 사용 기기, 재료 등의 검토

(4) 종합화
① 기능 배치 계획의 책정
② 공간 구성 계획서의 책정
③ 공사비 배분 계획의 책정
④ 동선 계획의 책정
⑤ 방재 계획의 책정
⑥ 시설 배치 계획의 책정
⑦ 평면, 입면, 단면 계획의 책정
⑧ 구조 계획의 책정
⑨ 내외 환경 계획(조명, 소음, 방진, 공조 등)의 책정
⑩ 조경 계획의 책정
⑪ 각종 설비(전기, 급배수, 위생, 소화, 공조, 환기, 특수설비 등)계획의 책정
⑫ 에너지 절약 계획의 책정
⑬ 각종 계획의 종합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허가 및 승인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통상의 성과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관계 기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 등에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르는 설계 변경의 처리 사항
⑤ 지반 조사에 관한 지도․조언
⑥ 인접 구조물의 조사 또는 그에 관한 지도․조언
⑦ 특수 구조의 채용에 따른 증가 업무
⑧ 특수 기술의 개발
⑨ 표준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⑩ 전자계산기의 이용
⑪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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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 회의는 용역 착수시 개최되어야 하고, 이때 대지 현황, 설
계 기준 또는 자료, 계약 조건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점검표와 공정 계획, 각 단계별 승인요청 일정 등을 제출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역 범위의 승인
착수 회의시 계약상대자의 용역 범위에 대하여 토의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
의 승인을 받는다.

4) 제출 도면
제출 도면은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1. 12. 서울특별시) 성과품작성기
준에 의거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5) 예술 작업
필요에 따라 예술 장식품이 고려될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예술가를 선정하고 발주
기관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은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6)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요구되는 중간 검토용 보고서를 도식 또는 서술 형식으
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문제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고 구술에 의한 의사 결정 또는
지시는 반드시 회의 결과로서 문서화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석하고 성과품을 승인요청
서와 함께 제출한다.

2.5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
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
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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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설계도서와 공사비 산출서가 발주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실시설계의 착수가 지시
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공사 계약에 요구되는 모든 도서를 준비해야 한다.
(5) 설계도서는 충분하고 상세한 도면, 시방서, 구조 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
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6)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
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
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1) 용역 내용
(1) 정보 수집 및 준비
① 설정되는 조건의 상세한 파악 (조건의 파악)
② 현지 상세 조사 및 확인
③ 사용 재료 및 기기 등에 관한 조사 및 확인
④ 특수 공법 부분의 상세 조사
⑤ 각종 법령 수속에 대한 협의
⑥ 일정표 조정
⑦ 담당 협의

(2) 조건 설정
①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조건의 상세한 설정
a. 각 부분의 요구 성능의 확인
b. 법령, 기타 제약 조건의 각 부분 파악
c. 각종 하중 조건 및 해석 수법 설정
d. 각 설비의 요구 성능의 확인
② 공사비의 파악
③ 기본설계에 의한 설계 방침의 전개
④ 기기류의 배치 및 사용 방식의 결정
⑤ 배관 배선 등의 계통 및 경로의 설정

(3) 비교․검토
① 각 부분 기능의 검토
② 공간 표현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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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태의 검토
b. 사용 재료의 검토
③ 공사비의 검토
④ 시공 기술의 검토
⑤ 사용 기기 및 사용 재료의 검토
⑥ 각종 설비 방식의 검토
⑦ 유지관리에 관한 검토
⑧ 관계법령 등의 조합 및 검토

(4) 종합화
① 외부 공간 설계
② 내부 공간 설계
③ 평면, 단면, 입면 및 상세설계
④ 각 부분 사용 재료 및 시방의 설정
⑤ 방재 설계
⑥ 색채 계획의 책정
⑦ 공사비 계산과의 조정
⑧ 응력 해석 및 구조 설계
⑨ 각종 설비의 설계
⑩ 사용 재료, 사용 기기 및 사양의 결정
⑪ 각종 설계 등의 조정

(5) 기

타 (추가용역)

① 건축 계획 통지 이외의 각종 법령 수속을 위한 기술 자료의 작성 또는 기술적 검토
② 표준 성과 도서 이외의 자료 작성
③ 고도의 구조 해석 및 시험
④ 기타 조건의 변화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의 처리

2) 착수 회의
(1) 사업 관련 분야의 관계자 회의를 통해 설계자의 공정과 계획 및 기본설계도서의
이해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토의하여 최종 실시설계도서 준비에 착수한다. 계약상
대자의 공정 계획의 검토, 초기 계획의 제안을 통해 용역 계약에서 의도하는 모든
부분을 명확히 이해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지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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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역 범위의 승인
모든 용역 업무 범위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성과품을 승인요청하기 전 ‘승인용’
표식과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최종 현장 방문
사업 관련 분야의 대표자들은 최종 도서 승인요청 전 30일내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종 현장 방문 중 재검토해야 될 사항은,
(1) 대지의 사용자 (거주자)
(2)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3)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기타 공사 관련 지원 시설
(4) 공사 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의 기존 시설 철거 또는 신축
(5) 기존 공급 시설
(6) 건물의 기능 가동에 필요한 기간 요구 사항

5) 최종 공사 계약 서류의 준비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서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2011. 12. 서울특별시) 성과품작성기준에
의한다.

6) 도면의 분야별 협업 및 조정
설계의 각 분야간 간섭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협업․조정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축척, 기계 장비의 교체, 복도 및 기타 필요한 면적을 나타내
는 종합적인 단면 계획을 수행한다.
(2) 부적절한 도면이나 설계도서 간의 간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계약상대자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 또는 보완되는 도면을 작성한다.

7) 시방서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전 발주기관의 내부 시방서 기준에 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검토․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색채와 재료 견본
계약상대자는 색채와 재료의 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재료의 지정색은 주변과의 색상조화를 고려하고,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실내마감재)이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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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마감 재료 계획
(2) 내부 마감 재료 계획
(3) 색채 계획

9)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
할 때는 발주기관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하고, 예상 범위 내에 들도록 의견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산출서를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업무 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과 공정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검토․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문 사항이 발생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 진행에 필요하거나 발주기관에 의해 소집되는 업무 회의에 참
석해야 한다.

2.6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 외 아래와 같은 업무도 본 설계용역에 포함한다.

1) 설계관련 추가 업무
(1)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이외의 대관청 신청, 수속대리 업무
(2) 모형, 투시도, 사진 영상물의 제작
(3) 서울시 도시디자인 심의 서류 작성업무
- 도시경관의 보전, 개선을 위한 색채, 형태, 조명 주변과의 조화성 등 디자인 기본
계획(내외장재 색채의 기본계획은 별도 보고서에 제출)

2) 조사․기획업무
(1) 기획 및 경제성 검토, 전 일정의 검토
(2) 자금계획 등에 관한 협력
(3) 부지측량, 지반 조사의 협력
(4) 조사․검토에 바탕을 둔 조사보고서, 기획설명서 등의 작성

3) 특별업무
특수 분야의 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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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침
3.1 기본 개념
교통은 도시 성장에 기여하면서 다양한 도시 기능에 영향을 미쳐 왔다고 할 수 있고,
인간의 사회․경제활동 및 국민 생활을 보조해 주는 맥박과 같은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도시 성장 가운데 자동차 교통에 의한 주차난과 같은 도시 교통의 문
제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종전에는 일부 지
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 정비 지구 및 주차장 정비 계획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감소되었고, 도시에서의 교통의 문제는 교통수단 및 교통
체계를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
렀고, 이에 따라 주차장법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정
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 교통 정비 계획에 의하도
록 하고 있다.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는 안전에 원활하고,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을 확보할 목
적으로 도로 교통 정비의 일환으로서 설치 및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고 자동차가 국가
의 사회 경제 활동 및 국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통수단임을 인식하고 도시권 전
체의 토지이용 상황, 도시계획, 도로 교통 계획 등과 일치를 도모함과 동시에 장기적,
종합적인 시점에서 정비를 행할 필요가 있다.

1) 토지이용상황, 도시계획, 도로교통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는 도로 교통 계획의 일부이고, 도시 활동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시권 전체의 토지 이용 상황, 도시 계획, 도로 정비 계
획 등과 효과적으로 관련시켜서 종합적인 도로 교통 계획의 일부로서 정비되어야 한
다.

2) 도로 교통에 대응하는 주차장의 규모 및 배치
주차장으로 인하여 발생․집중하는 자동차 교통이 도시의 원활한 도로 교통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차장의 설치․정비는 시가지 등 주차 수요가 높은 지구에
서는 주차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도로 교통 혼잡의 완
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로의 교통 용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차장의 규모․
배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교통 관리의 측면에서의 검토
무질서한 노상 주차는 교통 용량을 저하시키고, 교통안전 상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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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도로망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주차장 정
비를 실시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의 원활, 보행자 안전의 확보, 도로 공간의 유효 이용
을 도모한다.

4) 주변 환경에 대한 주차장의 영향을 고려
주차장이 설치에서부터 주차장으로 인한 자동차 교통의 발생․집중 및 원활한 도로 교
통을 방해하는 것과 병행하여 출입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 소음 등 주변의 생활환
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차장의 정비에 있어서는 사전에 주차장 설치 지구의
성격을 고려하고, 지구의 도로 교통 환경, 생활환경 등에 대한 주차장의 영향을 충분
히 검토하여야 한다.

5)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유기적인 분담하는 경우
주차장 정비에 대한 관민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공공 주자장은 이하에 따라
서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
(1) 노상 주차장으로 인하여 지체하고 있는 간선 도로의 혼잡 완화, 교통사고의 방지
에 이바지하는 주차장
(2) 교통 체계의 관점에서 교통 결절점 형성을 위해 필요한 주차장
(3) 생활화의 관점에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주차장
(4) 새로운 도시 거점에 인접한 지구의 주차장

6) 신기술의 도입
(1) 신기술의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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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
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3.2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 예측
1) 용도별 공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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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용

도

면

별

부

적 (㎡)
지

시

설

부 지 내 도 로
교 통 시 설

주
환

차
승

장
시

설

중
부 대 시 설

략

관

리

실

휴

게

실

중
조 경 시 설

상

징

광

략
장

조 경 녹 지 공 간
중
합

략

계

2) 용도별, 기능공간별, 시설별 규모 예측
용 도

공 간 구 분

시 설 구 분

면적 (㎡)

노상 주차
주차 공간
주 차 장

노외 주차

이용자공간

편의 시설

공용 공간

복도, 계단, 연결통
로, 엘리베이터 홀 등
중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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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계

비

고

3.3 주차장의 설계
주차장의 전체 설계

주차수요조사 ←――――――――――――――――→ 주차장 이용 조사
↓
↓
영업형태에 의한 운영방식
대지, 자금 등에 의한 각종 제약
↓
│
│ 유지 운영에 필요한 각실
설치위치에 따른 각종 제약
│
│
↓ ↓
↓
│
│
─────────────
├───
주차장의 기본규모결정
대지모양
│
↓ 위치
↓
↓
↓
↓구조와
출입구의
―→ 동선, 주차계통의 배열 ←― 경사로 ←― 층수
방향
│
│
│
환기,

│
│
│
│
└
│
│ ──────────────┘
├── ──────── 각 실의 배치
소화 방식 ──────────────┤
│
│
│
│
↓
↓
│
관계법령 ―――――――――――→ 주차장의 기본계획 결정
│
│
↑
↑
│
└───→ 각 설비 용량
설계차량 결정

⇩

대기실, 프런트
휴게실, 화장실
보행자 동선계획
호출, 전화 등의 전달방식의 설계
방화 방식의 설계
서비스 시설의 종류와 배치
각종 표지의 배치
각부 마감재료의 검토

→
→
→
→
→
→
→
→

주
차
장
각
부
설
계

←
←
←
←
←
←
←
←
←

주차실 설계
차로, 경사로의 설계
사무실, 대기소, 요금소의 배치

↓

종업원
배치

↓
↓
숙직실, 휴게실 기타의 설계
통행 계단의 설계
조명 계획, 설계
환기, 소화 방식의 설계
급배수 방식의 설계

※ 본 표는 주차장 건축(1990. 12. 정춘석, 도서출판 춘광)에서 발췌한 내용이며, 기본설
계에 앞서 개략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항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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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상 주차 설비 정비 계획 업무 추진 과정

정비계획의 목표설정
기본현황 조사
대상지구 설정
주차관련 통행량 조사
∘대상지구 유출입교통량
조사
∘발생․도착량(O/D) 조사
∘사회․경제지표 예측
∘자동차보유대수 및
건물연면적 추정
∘주차수요예측 모형개발

주차실태 조사

장래주차수요예측
주차시설 정비기본방향
설정

존별, 동별 또는 블럭별
∘사회․경제현황
∘토지이용 및 건물연면적
∘교통 및 주차시설현황
∘가로별 교차로 소통상태
∘교통사고
존별, 동별 또는 블럭별
∘주차발생원단위
∘주차이용행태 및 의식
∘불법주차실태
∘주차행정 및 재정상태
상위계획 검토
∘도시기본 및 재정비계획
∘지하철/전철계획
∘해당지역 기타 건설계획

부설주차장정비계획 노외주차장정비계획
노상주차장정비계획
부설주차
노상주차장
장래건물
설치후보지
설치기준작성
연상면적추정 장설치조
례 제정
조사
장래 부설주차장설치규모 파악
연차별 노상주차장정비규모 파악
공공시설의
지상,지하
노외주차장

역세권 및 외곽유입지점
노외주차장
관계기관 협의

민영노외주차장
관계기관 협의

후보지
선정(위치,규모)
민자유치방안 검토

후보지 선정(위치,규모)
건설/운영계획 수립

건설/운영계획 수립
집행계획 수립

※ 교통 기술사 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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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검토
활성화 방안 제시

3.4 배치 계획 지침
(1) 계획시에, 시설의 용도, 규모 및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지의
이용에 적합한 계획이 되도록 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여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한다.
(2)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3)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이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문화적이고 쾌적한 환경 창조와 그 쾌적성이 항구적이 될 수 있도록 사용 및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도모한다
(5) 여가 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등 여유와 정감이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 형성을 위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6) 대지 주변의 토지이용, 접근 도로망, 자연과 인공이 기회 요소와 장애 요소들를 고
려하는 도시 설계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건물의 배치를 비롯한 교통 동선, 외부
공간 등 도시적 맥락을 고려한다.
(7) 중장기 교통 수요 추이를 살펴서 필요하다면 대지를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역의 역사적․지리적․자연․인문․사회 환경적 배경 등 지역사회의 위상을 고려한다.
(9) 주차장의 이용자 및 직원 등은 물론 장애자의 이용 등을 고려한 인본적 계획이 되
도록 한다.

1) 토지이용 계획 지침
배치 계획시에 부지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주차장의 용도 및 지역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공용 공간, 녹지 공간 등의 확보에 노력한다. 또 필요한 만큼의 증축 공간,
직원 및 이용자의 휴게, 휴식 공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 토지이용 구분은 기본적으로 “3.2 용도별 공간 수요 및 시설 규모”에 따르나 여기
에 밝혀져 있지 않거나 설계상 필요한 세부적인 용도 구분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하
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주차장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 주변 도로로부터의 접근성과 주변 경관과의 관계
등을 살펴서 계획한다.
(3) 이용자 및 교통 수단에 따른 동선 체계를 적절히 분산하도록 하고 사용자측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동선 체계를 갖도록 한다.
(4) 보행자 공간을 비롯한 외부 공간은 “남겨진 곳”이 아니라 건물 기능을 보완하는
“주인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단위 시설별로 주어진 부지 규모는 기준치로 보고 필요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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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선 계획
동선 계획은 자동차의 교통 동선, 이용자의 보행 동선, 주차장 관리상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상호에 동선의 교차가 적고, 안전하고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게 행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교통 동선 처리
① 차로는 가능한 한 일방통행으로 한다.
② 자동차의 동선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한다.
③ 입출구와 각 주차와의 거리는 가능한 한 짧게 한다.
④ 주차장이 다층일 경우는 각 층간의 동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⑤ 입차로와 출차로의 동선이 반대 방향인 배치는 가능한 한 피한다.

(2) 이용자의 보행 동선 처리
① 주차장내 각 시설, 지상 출입구, 피난 계단 등의 제 시설까지의 보행 거리는 적
극적으로 짧게 한다.
② 보행 동선과 자동차의 교통 동선의 교차는 가능한 한 피한다.

(3) 주차장 관리상의 동선 처리
① 주차장 이용율이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동선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요금 징수 업무의 동선은 단순하게 한다.
③ 주차 관리원과 일반 이용자의 동선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유지관리시설에 있어서 동선은 일반 이용자의 동선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차실
주차실의 형상과 배치는 주차장의 평면 형태, 주차하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실의 넓
이와 차로의 폭원, 기둥의 배치, 이용자의 편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
게 계획하여야 한다.
(1) 주차실의 형상은 주차 대상으로 하는 차종과 주차 형식에 따라 결정한다.
(2) 주차 대상 차종에 대해서는 “표”를 참조하도록 하며, 시설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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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이
설계 대상 차량

폭 원

기하
구조

설계

경 자동차

3.3

소형 자동차

천정의 유효 높이

기하
구조

설계

3.6

1.4

4.7

5.0

보통 승용차

5.6

소형 화물차
대형 화물차, 버스

설계

기하
구조

차로

차실

2.0

2.0

2.3

2.1

1.7

2.3

2.0

2.3

2.1

6.0

2.0

2.5

2.1

2.4

2.2

6.7

7.7

2.2

3.0

3.4

3.7

3.5

12.0

13.0

2.5

3.3

3.8

4.1

3.9

※단, “설계”란은 일반적인 수치이므로 관련법규의 규정을 검토하여 정한다.
(3) 대형 화물차 및 버스의 주차실은 경 자동차, 소형 승용차 및 보통 승용차의 주차
실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차 형식에는 평행 주차, 직각 주차 및 경사 주차 등이 있으며, 주차 형식의 선택
은 대지의 조건, 설계 대상 차량 등에 적합하게 선택한다.
(5) 주차면의 크기를 정할 때에는 설계 차량의 크기와, 다른 차량 혹은 벽과의 클리어
런스 및 차량 문의 여닫이와 보행자용 통로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주차장법에서
주차 단위 구획은 다음과 같다.
종

4) 차

별

너

비

길

이

일 반 주 차 장

2.3m 이상

5.0m 이상

장애인 전용 주차장

3.3m 이상

5.0m 이상

평 행 주 차 형 식

2.0m 이상

6.0m 이상

주거지역의 보․차도 구분이
없는 지역의 평행 주차

2.0m 이상

5.0m 이상

로

차로의 너비는 주차 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한다
차

로

의

너

비

주 차 형 식
출입구가 2개이상인 경우 출입구가 1개인 경우
평 행 주
직 각 주
60°대 향 주
45°대 향 주
교 차 주

차
차
차
차
차

3.3
6.0
4.5
3.5
3.5

m
m
m
m
m

5.0
6.0
5.5
5.0
5.0

m
m
m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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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행자용 통로
보행자용 통로는 주차장 내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는 주차하려고 출입하는 차량, 또는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와의
교차를 피할 경우에 필요에 의하여 Round-up된 보행자용 통로 또는 Lane-mix 등
을 통해 구획된 보행자용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행자용 통로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폭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
자 2인이 나란히 보행하는 것이 가능한 1.5m의 폭원을 확보하여 차로와 별도로
설치하도록 한다. 공간 제약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로와 독립된 보행자용
통로에 있어서는 1.0m까지, 차로와 평행한 보행자용 통로에서는 0.5m까지 축소하
여 설치할 수도 있다.
(3) 보행자용 통로는 이용자가 제시설까지 보행하는 거리가 가능한 한 짧게 고려함과
동시에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에 편리한 장애자의 통행이 가능한 폭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6) 출입구
주차장의 출입구는 주변의 도로 상황․교통 상황․토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고, 보행
자의 안전과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에 영향이 작게, 동시에 원활한 출입이 가능하도
록 배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1) 출입구의 배치를 계획하는데 있어서는 특히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보도, 자가
용 운전자 도로 등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자가용 이용자의 안전에 원활한 통
행을 확보하기 위한 배려를 하도록 한다.
(2) 보행자․자가용 이용자의 안전에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자가용 이
용자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면하여 출입구를 설계하는 것을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고, 출입구에서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각 정리를 하고 경보 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출입구는 중앙 분리대, 정차대 등을 이용하여 도로 내에 설치하는 것과 노외의 용
지와 건물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있다.
(4) 출입구의 주변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집중하고 주차장으
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행렬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교통이 처리를 위해 사전
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출입구의 주변 및 출입
구 내에 체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변 도로 교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통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결과
주변 도로로의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입구의 분산, 위치의 변경 등
에 대해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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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입구에 변속 차선 타입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변속 차선의
규정에 의한 필요 길이를 확보한다.
(7) 출입구에 설치하는 요금 징수 시설은 입구에서 대기하는 차량의 체류, 출구에 요
금 지불 차량의 체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적당한 체류 공간을 확보하여 체
류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한 작게 하여야 한다.
(8) 겨울에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주변에 제설, 동결 방지 등에 대
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지하 주차장에는 우천시에 주차장 내부에 우수 등의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
한 유수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출입구는 통상 분리하고 교차로에서 멀리 떨어지게 위치시킴으로서 교차로 운영
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고, 교차로에 대기하는 차량이 주차장 진입로를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 노외 주차장 출구 부근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 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
법시행규칙 제6조 1항 제2호)
(12) 노외 주차장 출입구의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 대수 규모가 50
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
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1항 4)
(13) 자주식 주차장의 차로
① 차로의 높이 : 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
② 굴곡부는 내변반경 5m 이상
③ 경사로의 차로 너비
구

분

1차선의 경우

2차선의 경우

직 선 형

3.3m 이상

6.0m 이상

곡 선 형

3.6m 이상

6.5m 이상

7) 이용자의 출입구
출입구는 이용자의 동선 및 편의성을 고려하고 도로, 광장, 공원 등에 통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역시 출입구의 구조는 풍우 등의 침입을 막고, 필요에 응하는 지붕
및 측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출입구는 피난시에도 유효한 기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 광
장, 공원 등에 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입구를 나서는 지점에는 이용
자의 체류를 고려하여 출입구의 폭원 이상과 안쪽 깊이를 가지는 공간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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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2) 보도 등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 보도 등의 잔존 폭원은 최소한 2인의 보행자
가 마주 지나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1.5m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출입구는 풍우에 대비할 필요에 응하는 지붕을 설치하고, 물이 튀는 것을 방지하
는 목적의 측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겨울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 필요에 응하는 출입구 주변에 제설 공간
과 동결 방지 장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서비스 시설
주차장 주변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대합 휴게실, 화장실, 공중전화 등
의 서비스 시설의 정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9) 관리용 시설
주차장에는 필요에 응하는 관리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차로의 구배
(1) 차로의 종단 구배는 12%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는
직선 부분 17% 이하 곡선 부분은 14%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
(2) 종단 구배가 변화하는 개소(경사로의 끝단부)에는 일정 구간에 걸쳐 구배를 완화해
야 한다. (※ 이 부분은 충격하중 등 구조계산에 유의)

11) 차로의 굴곡부
차로의 굴곡부는 자동차가 5.0m 이상의 내변 반경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
히 대형 화물차 및 버스는 8.2m 이상의 내변 반경을 확보한다.

12) 주차실, 차로의 노면
차로 및 주차실의 노면은 물구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배수에 유의하고, 경사로는 특
히 미끄럼의 방지를 고려하여 거친 면으로 한다.

13) 기둥, 충돌 방지턱 등
주차장 내에 있어서 기둥 등의 구조는 차량의 충돌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충돌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차체의 보호 및 구체 등의 방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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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환

기

(1) 지하 주차장의 환기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Co)의 허용 농도 :

50ppm 이하(이용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 전후 8시간의 평균값)로 규정하고 있다.
(2) 지하 주차장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탑의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급배기탑의 설치 장소는 중앙 분리대, 식수대, 공원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환기팬에 대해는 소음 등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선정한다.
② 급배기탑의 평면 형상 및 높이는 급배기량에 기초하여 소음 및 배기가스의 확산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 복

토

지하 주차장의 복토는 지하 매설물의 설치 상황, 지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
게 설정하여야 하며, 특히 공원 등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2.0m 이상의 복토
를 확보하여 조경 등의 수목식재를 고려한다.

16) 경보 장치
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및 도로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 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배

수

차로 및 주차실의 노면은 세차와 우수 등의 유입에 대하여 배수가 가능토록 적절한
구배의 유지 및 배수트렌치 등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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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타 지침
1)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배려
주차장에는 신체장애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주차실 및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
요에 따라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요 예측 결과 및 주차장 주변의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장애자 등의 주차실
을 설치한다. 장애자의 주차는 이용자 출입구, 서비스 시설 등 제시설의 근처에 주
차장 내의 보행 거리가 짧고 자동차의 교통 동선과의 교차가 극히 적은 위치를 선
정하고 필요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장애자 등이 이용하는 주차의 폭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폭원에 1m 이상의 여유를
더하여 설계한다.
(3) 장애자의 통로는 기타 보행자와의 마주침을 고려하여 1.75m정도의 폭원을 확보하
고, 평면 통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재 계획
(1) 방재에 관한 제규정의 기준에 근거한 일치성이 있는 계획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지하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화재 등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 밀접한 협의를 행하여 재해에 대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2) 건축물로서의 내진안전성능은 건축 구조(구조체), 건축 설비(전기 설비, 기계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구조체를 보호하거나 건축물이 공간, 환경을 구성하는 구
성 부위와 그 구성 요소로서 외벽 및 그 마감재, 창 등의 개구부, 칸막이 및 내장
재, 천정 및 바닥재 등)가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고려한다.

3) 방범 설비
주차장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밀실적 요소가 있고, 방범 시설의 설치 및 순찰 등
의 감시 체제의 확립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고, 필요에 따라 비상 경보
장치 및 감시용 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한다.

4) 조

명

다음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제외한다)의 부설 주차장으로
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에는 바닥으로부터 85㎝의 높이에 있
는 지점의 평균 70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
(1) 주차 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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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판매시설․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또는 관람 집회 시설로 이용되는 건축
물의 부설 주차장
(2) (1)에 의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 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
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 주차장을 구분하
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

5) 안내 표시
주차장 내부 및 주차장 주변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에 따
라 안내 표시를 하여야 한다.

6) 안전 설비
주차장 내에 있어서는 자동차 및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경우 구획선 등을
통한 주차 구획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표지(Marking), 반사경, 감시용 카메라 등
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조

경

주차장의 조경에 있어서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주
차장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장․바닥의 조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8)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조치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지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
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되어야 한다.
(2) 시설물을 설계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
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
여야 한다.
(4) 유지관리부대 시설
① 유지관리 계단 및 난간
② 유지관리 통로
③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 시설
(5) 유지관리방법
① 유지관리장비
② 유지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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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용
④ 안전 점검시의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⑤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9) 내구성의 확보
(1) 계획시에 주차 시설의 사용 연한 내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 구조,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2) 건축 구조(구조체)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내용 기간동안 대규모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고려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
서는 건축물이 사용 기간동안 수차의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며, 균형 있는 수선 주
기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10) 비용에 대한 고려
(1)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 시설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2) 각 시설에 관해 공사비의 적정한 배분을 고려한다.
(3) 사후 유지관리비 등의 경제성이 비교․검토되어야 한다.

11) 친환경 건축
(1) 신기술의 도입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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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신기
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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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업무 처리 요령 >
본 업무 처리 요령은 발주기관(사업 시행 부서)에서 사업 계획의 입안 및 기본계획 단계까
지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를 설계 업무에 포함하여 발주할 경우에도 이의 내
용을 참조하여 업무 범위에 적절하게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1. 주차장 관련법의 개요
1) 우리 나라에서 주차장에 관한 공적인 개입이 최초로 시작된 것은 1967년 3월 30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연면적 2,000㎡ 이상의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주차
장 설치를 의무화하면서부터이다.
2) 이후 주차장과 관련한 규정은 건축법의 개정에 의하여 조정되어 오다가 1974년 4월
17일에 주차장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 법에 의하여 주차장을 노상, 노외, 건축물 부
설 주차장으로 구분하였고 도시계획에 의한 주차장 정비 지구를 지정하여 주차장 정
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상 주차장은 시장․군수가, 노외 주차장
은 시장․군수 및 민간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이후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시행하고 있
는 중이며, 1991년 12월 4일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주차 전용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고, 시장․군수와 같이 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해서도 노상 주차장 및 노외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와 주차장 특별 회계를 설치․운
영케함으로써 주차 시설의 공급을 증진하도록 해 오고 있었다.

2. 주차장의 형태 및 설치 기준
주차장의 형태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노상 주차장
(2) 노외 주차장
(3) 부설 주차장

1)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
(1) 노상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 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따라서 접근성에 유리한 점
이 있는 반면, 통과 교통을 방해하게 되어 주차장의 입지가 부적당할 때에는 소통
에 큰 지장을 주고 나아가 교통 안전에도 영향을 미쳐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도 있
다.
(2) 노상 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할 수 있으며 주차 때문에 대중 교통의 운행 장애, 기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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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노상 주차장에 대체되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노상 주차장이 필
요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 주차장 중 당해 지역의 교통 여
건을 참작하여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 주차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
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하여 하역 주차 구간에 화물 자동차 외의 자동차(긴급 자동차는 제외)의 주차
를 금지할 수 있다.
(4)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장의 설비 기준(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
①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있어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기타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참작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②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
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
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단구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종단구배가
6% 이하의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되어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도로교통법 제28조 각 호의 1 및 동법 제2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
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⑧ 주차대수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1면 이상 설치하여
야 한다.

2) 노외 주차장 설치 기준
(1)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 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
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2) 노외 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고, 그 외
의 자가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및도시교통정비촉
진법에 의한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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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 설치 계획”에는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 형태(건축물 또는 공작물
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와 주차장의 개략적인 유치권 및 주차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노
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 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가 편리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
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
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③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 지역이 아닌 곳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 녹
지 지역으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a. 하천구역 및 공유 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당해 하천 및 공유
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b. 토지의 형질 변경 없이 주차장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
c. 주차장의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d.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지역
④ 단지 조성 사업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해야 하며, 가
능하면 공원, 광장, 대로변, 도시 철도역 및 상가 인접 지역 등에 연접하여 배치
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의 출구 또는 입구(노외주차장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a. 도로교통법 상의 주․정차 금지 장소 또는 주차 금지 장소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b.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 횡단보도 포함)에서 5m이내의 도로 부분
c. 너비 4m 미만의 도로 (주차 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m 미만의 도
로)와 종단 구배가 10%를 초과하는 도로
d. 새마을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아동전용 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m 이내의 도로의 부분
⑥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
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⑦ 주차 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
와 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⑧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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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의 장애인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
(1) 여기에서 “단지 조성 사업”이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주택지조성사업․아파트지구 개발
사업․도시재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도시철도건설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한다.
(2) 단지 조성사업시에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받은 경우
에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부한 심의 필증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
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에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① 도시 철도 건설 사업(도시 철도의 연장이 20km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도시 철도 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 승차 인원
도시 철도 연장(km)
 × 
210
8
② 도시 철도 건설 사업 외의 단지 조성 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 면적의 0.6%
(3)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받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 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4)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1)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다.
(2)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
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대지안에 부설 주차장(화
물의 하역 및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때 부설
주차장의 규모가 8대 이하인 때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
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 주차장의 규모 등의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①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
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장소
②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
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③ 연면적 1만 ㎡ 이상의 판매 및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
㎡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위락시설․숙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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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
용 연면적의 범위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④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
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차대수
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4) 판매 시설, 창고 시설, 운수 시설 및 공장으로서 그 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 시설물의 부설 주차장 대수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시설, 전시 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
한 승용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층수가 6층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에는
부설 주차장 대수의 1%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 부자유자 전용 주차
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
외한다.
(5) 건물 연면적 2,000㎡ 이상의 시설(관람 집회 시설, 위락 시설 및 판매 시설)과 연
면적 5,000㎡ 이상의 시설(숙박 시설 및 업무 시설)로 인하여 주차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규정에 의한 주차장외에 부설 주차장을
추가 설치할 것을 시장․군수는 명할 수 있다.
(6)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 및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은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다.

5) 민영 주차장
(1) 민영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 업무를 통해서 영리를 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노
외 주차장에 해당된다.
(2) 주차장의 입지와 규모는 건축물식으로 설치할 경우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 의하여 제약과 보호를 받는다.
(3) 주차 전용 건축물의 요건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주차장
으로 사용되는 연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 중 95%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
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
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
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
(4) “주차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은 주차
장법 제12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건폐율 :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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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적율 : 1,500% 이하
③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 45㎡ 이상
④ 높이 제한 : 다음의 비율 이하로 하되,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으로 한다.
a. 대지가 폭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
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b. 대지가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
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폭)
배, 다만 배율이 1.8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5) “건축법”에도 용도지역․지구별로 주차장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데, 용도 지역을 보면 전용 주거지역, 보전 녹지 지역, 생산 녹지 지역에는 원칙적
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는
각 시․군의 건축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3. 업무의 처리 절차
1)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
(1)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의 개요
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교통 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② 동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지역인 “도시 교통 정비 지역”은 상주인구 30만 이상
의 도시(교통권역 포함)로 하여 지정․고시하여 왔으나, ‘92.12.8 법 개정으로 상
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교통권역 포함)까지 장소적 적용 범위를 확대했었고,
다시 ’95. 12. 29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중앙 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 및 그 교통권역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③ 따라서,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의 시장은
자체 도시의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도시 교통 정비 지역의 중심
도시 시장은 교통권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유출입 교통 대책과 도로, 철도 등의
광역 교통망 체계를 포함하는 광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시 교통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장래 도시 성과 지표와 교통 수요를 예측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킨다.
a. 도시 교통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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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분야별 계획
a) 광역 교통 체계의 개선
b) 교통 시설의 개선
c) 대중 교통 체계의 개선
d) 교통 체계 관리 및 교통 소통의 개선
e)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 주차 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분석
- 주차 수요의 예측 및 공급 계획
- 주차 관리 정책 방향
- 기타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f) 자전차 이용 시설의 확충
c. 투자 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⑤ 시장 등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
시계획 시설에 관해서는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
에 의하여 수립된 도로 정비 장기 계획이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야 한다.

(2)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수립 절차
①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 교통 정비 지역의
시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교통 시설
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
는 때에는 해당 교통 시설의 관리청 및 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협의하
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는 국토교통부장관(행정안전부장
관과 미리 협의)이, 후자의 경우는 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단 도로
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a. 이 경우 상주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는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지방 도시 교통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시․도지사)의 심의를 거친 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b. 시장 등이 이러한 제반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공고 기간 내
에 제출한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대한 요약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고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중앙도시교통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 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제시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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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시장 등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10년 단위의 도시 교통 정비 중기 계획을 수
립하고 특별 시장, 광역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은 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 중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기본계획의 분야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
b) 기본계획에서 정한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세부사항
c) 기타 기본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
f. 시장 등은 중기 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년차별 시행 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지체없이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g. 시행계획 중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연차별 시행 계획, 도로에 관
해서는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한 연차별 사업 실시 계획에 따른다.
h. 실시 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한 교통 개선 대책 및 조치 사항을 충
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포함되어야 한다.
a) 교차로의 입체화 계획
b) 역세권 주차장 등 환승 시설의 확충
c) 대중 교통 운행 체계의 개선
d)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한 교통 개선 대책 및 조치 사항
e) 교통 안전 시설의 확충 계획
f) 교통 지구의 설정 및 교통 지구별 교통 수요의 현황과 전망
②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a. 기본계획의 수립
a)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b) 토지 이용 현황 및 계획
c)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d) 교통 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f) 간선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량 현황 및 변화 추이
g) 주요 간선 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변화 추이
b. 중기 계획의 수립
a) 인구 등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b)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c) 읍․면․동별 자동차 보유 현황 및 증가 추세
d) 교통 시설 이용 현황 및 변화 추이
e) 간선가로 및 교차로의 차종별․방향별․시간대별 교통량 현황 및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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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주요 간선 가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변화 추이
g) 주차장 현황 및 확충 계획
h) 교통 혼잡 지역의 현황․원인 및 대책
i) 교통 안전 시설 확충 계획
c. 교통 관련 사항의 조사․분석
a) 인구 현황
b) 자동차 보유 현황
c) 교통 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
d) 주요 지점 및 교차로의 통행량
e) 시외 유출입 교통량
f) 사람 및 화물 자동차의 통행 실태

(3) 관련 계획과의 관계
교통 관련 법체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도시교
통정비촉진법 등 여러 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간 상호 상충되지 않고, 긴
밀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 집행 부서간에도 협조 체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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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계획간의 상호 체계
계획 체계

법률 체계

계획 체계

전국계획

특정지역계획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도권정비실시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군계획

국토이용계획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조정
계획

도로정비장기계획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업시설계획

도시설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주차장법

주차장정비계획

건 축 법

(4)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과 도시 기본계획간의 상호 조정 관계
① 도시 기본계획은 지역별 중심의 토지이용 계획을 기본으로 한 일반적인 종합 계
획으로서 도시 기본계획에서 수립하는 교통계획은 주로 개괄적이고 기본 원칙적
인 서술에 그치고 있다.
② 이에 대해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은 토지이용 체계와 공공시설 체계 및 지역간
광역 교통 체계와의 상호 미치는 영향의 분석 또는 고려는 물론, 가로망 계획 수
립시에도 실제 현장 조사를 기초로 하여 가로별 교통 소통 능력 분석을 고려한 대
안별 합리적 평가 과정을 통해 최적대안을 선정하고 있다.
③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은 토지이용 계획(주택, 공단, 상업 등)에 부합되고, 공
간 이동 패턴(기능 위주)에 일치되는 교통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④ 도시 기본계획상의 교통 계획의 주요 내용은 가로망 계획, 터미널 시설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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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은 이밖에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 교통 체계 관리 사업(T.S.M), 대중 교통 수단 개선, 주차 정비 방안 등을
망라한 교통 종합적인 전문 계획을 수립한다.
⑤ 도시 공간 구조상 토지이용 계획과 교통 계획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계획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a. 도시 기본계획에서 도시 주요 지표와 용도별 토지이용, 시가지 개발 및 정비
계획, 주택 단지, 공업 단지, 유통 단지, 관광 단지 계획 등의 개발 계획을 수
립하면,
b.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전제조건으로 도시 교통 현황 및 전망과
교통 수요 예측을 통해 장래 광역 교통 체계, 대중 교통 체계(지하철, 철도,
버스 등), 가로망 체계, 주차장 계획, 교통 시설물 계획, 교통 체계 관리 사업
(T.S.M) 등을 수립하여,
c. 이를 도시 기본계획에 제시하여 상호보완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과 도시 기본계획간의 상호 보완 체계
<도시 기본계획>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도시지표
(인구, 지역총생산, 산업별 취업자수)

도시교통현황 및 전망
(수요예측자료)
통행실태조사

토지이용 (용도별 토지이용계획,
시가지 개발 및 정비계획)

교통수요예측

교통계획
(광역교통, 가로망, 교통시설물)

분야별 현황
및 개선방향

산업개발 (공단, 유통, 관광단지)

교통현황조사

조정

재정계획 (회계별, 세출입, 투자사 조정
업
규모, 투자재원)

연차적 투자
사 업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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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주요 항목 및 내용
(1) 기본계획의 주요 항목
①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은 대부분 공통적인 항목으로 구성되나 대상 도
시의 규모, 그 지역의 입지 그리고 교통 여건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달리할 수
도 있으며, 특히 장차 도시 여건의 복잡, 다양화 추세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계
속 그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도시 교통 정비 계획은 도시 교통 현황과 기존 교통 시설 측면에서의 장래 교통
수요 예측과 교통 상태 진단의 분야, 광역 교통과 도시 교통의 각 부분별 개선안
을 수립하고 이를 종합한 최적안 선정 분야, 그리고 개선안 종합에 대한 투자 사
업 계획 수립 분야 등 크게 3개의 분야으로 구성된다.
a. 제1부분 : 도시 교통 현황과 전망
b. 제2부분 : 분야별 개선 방안
c. 제3부분 : 투자 사업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2) 분야별 표준 항목 체계
① 도시 교통 현황 및 전망
a. 도시 현황 및 전망 : 도시 현황, 교통권역 및 교통 지역 구분, 도시 지표 현황
및 전망, 교통 수단 및 교통 시설
b. 도시 교통 현황 분석 : 조사 개요, 교통량(구간, 시외 유출입, 기타 교통 현황
조사․분석)
c. 운행 실태 분석 : 사람․화물 통행 실태, 차량 통행 특성
d. 교통 수요 전망 : 개요, 사람 통행 수요 예측, 화물물동량 예측, 가로 구간별
교통량 예측 및 애로 구간 분석, 장래 교통 상태의 진단
② 분야별 개선 방안
a.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b. 광역 교통 체계 구상 : 현황, 상위 계획 및 기존 계획 검토, 장래 교통량 예측
및 애로 구간 분석, 광역 가로망 체계 개선 방안, 광역 철도망 계획
c. 가로망 정비 및 개선 방안 : 상위 계획 검토, 가로망 대안 설정을 위한 기본
방향, 가로망 대안 설정, 최적 가로망 선정
d. 대중 교통 체계 개선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대량 수송 체계 구상, 수송
수요 예측 및 타당성 검토, 대중 교통 개선 방안, 대중 교통 종합 진단
e. 주차장 정비 방향 : 주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주차 수요 추정, 주차 정비 지
구 분석, 주차 정비 방향 설정
f. 교통 유통 및 기타 교통 체계 개선 : T.S.M 개선 방향, 보행 시설 개선, 화물
체계 개선 방안, 교통 안전 및 교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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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교통 시설물 개선 : 터미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터미널 수요 예측, 개선 대
안 설정, 최적 대안 설정
h. 교통 체계의 종합 진단 : 종합 대안 설정, 대안별 시행시 교통 상태, 종합 대
안 평가, 최적 교통 체계 설정
③ 투자 사업 계획
a. 개요
b. 투자 사업비 및 편익의 산정
c. 경제성 평가, 투자 우선 순위 선정, 최적 투자 시기 판단
d. 투자 사업 계획 : 장기․단기․5개년․분야별 투자 사업 계획
e. 재원 조달 방안

(3) 주차 정비 방향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주차 시설의 부족, 불법 주차, 배회 차량 등의 문제
는 도시 내 교통 소통의 장애를 초래하여 주차 시설의 확충, 주차 운영 관리 등
주차 정책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 주차 시설 확충, 주차 수요 관리 및 주차장 운영 관리
측면을 종합화하여 주차 수급의 균형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도로상의
교통 처리 능력의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내용적 범위>
① 주차 현황 및 문제점 분석
a. 주차 시설 현황
a) 주차장 설치 현황 : 건물 부설 주차장(옥내․옥외), 노외․노상주차장, 개소수,
대수, 구성비, 면적 등
b) 도심 지역 주차 시설 현황
c) 블록별 노상 주차 현황 : 합법(유료․무료)․불법의 개소수와 주차대수
b. 주차 이용 특성 분석
a) 도심의 주차 시간 누적 분포 : 30분 간격별 주차 대수, 구성 비율, 누적 비율
b) 주차 시설별 주차 시간 및 회전율
c) 주차장에서 목적지까지의 보행 거리 분포
d) 주차 시설별, 시간대별, 주차 대수 분포
② 주차 수요 추정
③ 주차장 정비 지구 분석
a. 주차장 정비 지구 분석
토지이용, 용적률, 주차 수요 및 공급, 주차 과부족
b. 주차장 정비 지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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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 정비 방향 설정
a. 주차 수요의 합리적 조정
주차 요금, 대중 교통 서비스 제고, 주차 수요 억제 방안 등
b. 주차 시설의 확충 정비
공공 주차장 건설, 민자 유치 방안 등
c. 주차 관리의 적정화
불법 주차 단속, 주차 정비 계획의 수립 등

3)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과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과의 관계
주차장법의 개정(2000. 1. 28) 이전에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정비 계획과 도시
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으로 계획의 중복되고 있어 그의 조
정을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이 있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주차장 정비 계획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1)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래 도시 교통 여건 전망과 주차장 정비
방향을 수용하여 주차장 정비 계획을 수립하되, 먼저 주차장 수요․공급정책을 포함
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한 후 5년 단위로 재조정하는 중기계획을 수립
(2) 인구 규모 3만 이상 도시는 가급적 도시 교통 정비 계획과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
을 별도로 수립․시행
(3) 양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더라도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반영
되어야 하고,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의 중기 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은 실행 계획
위주로 수립․시행

4)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의 표준 항목
(1) 주차장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 항목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2) 중기 계획 및 시행 계획도 장기 계획에서 작성한 내용을 재분석하고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목 구성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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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정비 계획의 표준 항목 >
대

항

목

교통 여건
및 주차실태
조사 분석

중

항

목

소

항

목

- 지구 구분 및
교통 여건 분석

․정비 지구의 구분
․토지 이용 현황 및 실태 분석
․교통 현황 및 전망

- 주차 실태 및
이용 특성 분석

․주차장 실태 조사 분석
․주차 형태 조사 분석
․주차 발생 원 단위 분석

- 주차장정비지구 지정 ․주차장 정비 지구의 지정
현황 및 조정 방안 ․주차장 정비 지구 조정 방안

주차 수요
예측 및
과부족 판단

- 주차 수요 예측

․수요 예측의 전제
․수요 예측 모형 정립
․주차 수요 추정

․블럭별 주차 수요 및 시설 용량
- 과부족 및 적정 공급 ․과부족 판단
․공급 규모 판단
․주차정책 기본방향
- 주차장 공급기본방향 ․주차장 형태별 공급방향
․주차시설 공급방향
․노상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선정 과정
- 노상주차장 설치계획 ․노상 주차장 정비 계획
․연차별 공급 및 폐지 계획

주 차 장
정비 계획

- 공공노외주차장
설치계획

․공공 주차장 설치 대상지 선정(화물
자동차 전용 주차장 공급 방안포함)
․공공 주차장 설치가능 규모산정
․공공 주차장 채산성 분석
․공공 주차장 개발방안
(민자유치, 공공개발 등)

․민영 주차장 현황
- 민영주차장 확대방안 ․민영 주차장 개발 가능 규모
․주차장 규모 확대 및 지원방안
․블럭별 토지 이용 증가 전망
- 부설주차장 공급계획 ․관련계획에 의한 부설주차장 공급규모 분석
․장래 부설주차장 공급 가능 규모

투자 계획

- 주차장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

․수요 관리 방안
․관리 운영 제도 개선
․기구 개편 방안

- 개략투자비 및
수익산정

․공사비 및 운영비 산정
․수익 산정

- 투자계획 수립

․사업성 평가
․투자 우선 순위 결정
․계획 수립

- 투자재원 조달 방안

․투자 재원의 종류
․투자 재원의 조달 방안

423

4. 주차장의 계획
1) 주차장 정비 실시 계획의 작성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도시 교통 기본계획에 준하여 작성한다.
(2) 도시에 대한 종합적, 계획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의
주요 항목 및 내용” 및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의 표준 항목”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주차 실태의 조사
주차장 정비 계획을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대상 지구의 주차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
고, 주차 수요에 적합한 주차장 정비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주차 수요의 특성에 대응
하는 주차장의 부족량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주차 문제 파악 조사
① 도로 교통 문제
주차 수요에 대응하는 주차장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노상 주차가 발
생하게 되고, 교통 용량의 저하 및 안전성의 저하를 초래하며, 도시의 도로 교통
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주차를 위해 대기하는 주차 행렬이 주차장
부근에 심각한 교통을 유발하여 도로 교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제
문제를 파악한다.
② 지역의 활동력 저하 문제
도시 중심부 및 인근 지역의 상업․업무 지구는 급격한 자동차화의 진전에 따른
주차장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주차장 부족은 노상 주차를 유발하게 하고, 도로 혼잡을 일으키며, 상업․업무기능
의 효율을 저하시킨다. 또한 교외형의 대규모 주차장을 준비한 상업 시설에 손님
을 빼앗겨, 도시 중심부의 상업 활동을 후퇴시켜 도시 중심부의 활력을 저하시키
는 요인이 되므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다.

(2) 주차 시설 조사
① 주차 문제는 주차장 부족에 기인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차장의 위치, 용
량 등의 정비 현황을 현지답사 등을 통해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은 크게 노상 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다.
a. 노상 주차 시설 조사
a) 조사 대상 : 조사 대상 시설은 노상 주차 시설,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 주차
장 및 도로 교통법에 의한 시간제한 주차 구간 등의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b) 조사 내용 : 노상 주차 시설, 시설의 설치 장소, 이용 가능 시간대, 주차 가
능 시간, 요금, 설치 대수 등을 조사한다.
b. 노외 주차장의 시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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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사 대상 : 도로변에 인접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주차 장소로서 관리하고 있
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b) 조사 내용 : 주차장의 위치, 부대 상황(부대하고 있는 건물의 종류), 주차장
형태, 운용 방법, 이용 가능 시간, 휴업일, 요금, 관리 방법(관리 인수 등),
주차장 용량, 주차장의 종별(도로 부속물 주차장, 도시 계획 주차장 등) 등
을 조사한다.

(3) 노상 주차 실태 조사
주차 수요 추정에 의한 노상 주차를 파악하고, 노상 주차의 위치, 대수, 시간 추
이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① 조사 대상
a. 조사 대상 도로 : 개략 도로부 폭원 4.5m 이상의 공도이다.
b. 조사 대상 차량 :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상황의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사일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업 지구 등에서는 휴업일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조사 시간대
노상 주차가 많은 시간대인 9:00～20:00를 기준으로 하되, 휴일의 경우에는 지
구의 상황을 판단하여 조사 시간대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조사 내용
노상 주차의 분포 상황, 주차 대수 등을 조사한다.

(4)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
노상 주차 차량이 노외주차장에의 수용 가능성, 노외주차장의 부족량 및 이용자의
주차장 선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지구 내의 주차장의 이용 실태
를 파악하여야 한다.
일시 예치하는 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 수요의 시간 변동을 알기 위해 입출고 대
수 조사를, 정기․전용 주차장에 있어서는 시간대별 이용 대수를 알기 위한 주차 대
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조사 대상
a. 일시 예치하는 주차장
조사 대상 주차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주차장 분류(노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주차장 규모, 지구 특성(철도역에서의 거리, 업무 지구,
상업 지구, 관광 지구 등), 입지의 특성(간선 도로에 면하여 있는 것, 운전자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 등)을 고려하여 샘플을 결정한다.
b. 정기․전용 주차장
조사 대상 주차장의 선정에 있어서는 일시 예치 주차장과 같다. 다만, 부대시
설의 용도에 의한 이용 상황이 변화가 있는 경우, 분류 항목에 부대시설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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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더하여야 한다.
② 조사일
평일과 휴일의 각각에 대하여 행한다. 평일의 조사는 상점의 휴업일 등을 고려하
여 요일을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시간
09:00～20:00을 기본으로 하되, 사무소, 상점 등의 활동 시간 및 주차장의 영업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조사 내용
a. 입출고 대수 조사 (일시 예치 주차장)
주차장의 입출고 대수를 시간대별로 조사하여 주차장 이용 차량의 시간과 함께
변동 입고와 출고의 차에 따라 각 시간대의 주차 대수를 구한다. 그 외에 시간
대별로 입고를 기다리는 체류 대수의 최대치를 관측한다.
b. 주차 대수 조사 (정기․전용 주차장)
시간대별로 주차장 내에 주차하고 있는 대수를 조사한다.

(5) 주차 수요의 질적 파악 조사
주차 수요의 특성에 적합하게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장의 과부족에
따른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구에 발생하는 주차 수요의 질을 파악하고 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주차 수요의 질을 파악할 목적의 조사 항목
a. 주차 수요의 변동 : 연간 변동, 계절 변동, 월 변동, 요일 변동, 시간 변동 등
을 파악한다.
b. 주차 수요의 특성
주차 시간의 장단과 화물의 유무, 동승자의 유무 등에 의한 주차 장소에서 목
적 시설까지의 도보 거리의 한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행 한계
내에 이용하는 주차장이 없어 주차를 포기하는 경우와 노상에 주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차 수요의 특성에 대응하는 주차장 정비를 위해서는 그 특성
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주차 수요의 변동 조사 (일시 예치 주차장)
조사 대상 지구를 분할하는 범위를 대표하여 비교적 대규모의 주차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용 대수의 년간과 월별 변동, 일주간의 일 변동을 조사하고 그 결과
를 비교 검토하여 지역에 대한 주차장의 이용 특성을 파악한다.
③ 운전자 앙케이트 조사
운전자에 대한 설문 조사 또는 앙케이트 조사 등을 행하여 주차의 특성과 운전
자의 의식을 파악한다. 조사항목은 아래에 것을 기본으로 한다.
․승차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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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주소

․차종

․목적 시설 및 목적 시설까지의 거리

․주차의 목적

․주차장 시간(주차 개시․종료 시간)

․이용 주차장을 선택하는 이유 ․주차장의 존재를 인식하는 정도
․다른 주차장을 도는 정도

․대기 시간을 기다려 이용하는 이유

․요금 부담과 할인 제도

․주차하는 이유

(6)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의 시점은 주로 주차장의 정비 상황과 이용 상황, 노상 주차를 포함한
주차 수요의 현황을 파악하여, 주차 수요에 적합한 주차장 정비의 방향성을 결정
하여야 한다.
실태 조사의 결과와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의 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주차 정비 상황과 그 이용 상황의 분석, 주차 수요와 그 특성의 분석 및 건물 용
도별 자동차 집중 Trip의 분석을 행하여야 한다.
① 주차장 정비의 상황 및 그 이용 상황
주차장 정비의 상황과 그 이용 상황을 각 범위별로 파악하여야 한다.
② 주차 수요 및 그 특성
주차 수요의 현황 분석은 주차 수요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차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주차 계획, 토지이용 계획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현황 분석을 위해 도로 교통 센서스, 자동차 기종점 조사, 사람 통행 행태
(Person Trip) 조사 등 기존 조사 결과의 활용 및 주차 차량에 대한 설문 및 앙
케이트 조사를 실시한다.
a. 주차 수요의 OD특성 분석
a) 교통 목적별 OD특성 분포
b) 주차 목적별 OD특성 분포
b. 주차의 질과 주차 장소의 분포
a) 주차 목적별 주차 시간 분포
b) 주차 목적별 주차 장소
c) 주차 장소별 주차 시간 분포
d) 노상 주차의 주차 목적 및 주차 시간과 차종
e) 주차 장소별 시각별 체류 대수
f) 주차 시간, 주차 목적과 주차 요금의 관계
c. 주차 장소 선택 특성의 분석
a) 주차 목적과 목적 시설물의 거리
b) 주차 시간, 주차 목적과 주차 요금의 관계
③ 건물 용도별 자동차 집중 Trip의 분석
일정 범위별 주차 수요의 파악 및 장래 주차 수요의 예측을 실시할 경우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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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용도별 연면적과 주차 수요의 관계를 파악할 경우에 행한다.
건물 용도별 연면적을 파악하여 도로 교통 센서스, 자동차 기종점 조사, 사람 통
행 행태(Person Trip) 조사 등의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건물 용도별 연면적 당의
자동차 집중 행태(Trip)를 산출한다.
④ 휴일의 현황 분석
휴일의 노상 주차가 특히 문제가 되는 지구는 상업 시설이 집중하고 있는 지구
와 관광지 등이다. 그러한 지구는 조사 대상에서부터 휴일의 데이터가 충분히 정
비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실사를 통한 현황 분석이 필요하다.

(7) 주차 수급의 현황 파악
① 주차 수급 균형의 현황 파악은 조사 대상 지구를 분할하여 범위별․주차의 질별로
주차 수요를 산출하고, 수요에 대한 주차장의 부족량을 검토한다.
② “노상 주차장 실태 조사” 및 “주차장 이용 실태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의 노
상 주차장을 포함한 주차장 이용 대수의 최대치를 파악하고 필요 주차장 용량을 산
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 값을 지구로 분할하여 범위별로 산출하고 새로운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범위별로 주차장 용량을 설정한다.

3) 주차 수요 추정
주차장의 정비는 주차 수요의 현황뿐만 아니라 장래를 예상하여 장기적인 시점에서
계획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장래의 주차 수요 및 주차 용량을 예측하여 장래
의 수급 균형을 추정하여야 한다.

(1) 일반적 주차 수요 추정 기법
① 주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주차 수요의 추계가 선행되어
야 한다.
② 주차 수요는 추정 대상 및 추정 시기에 따라 자동차 보유 대수, 소득 수준, 인구
규모,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 주차 정책 및 이용객의 주차 형태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접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일반적인 주차 수요 추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a. 과거 추세 연장법
b. 원 단위법
c. 자동차 기종점에 의한 방법
d. 사람 통행(Person Trip)에 의한 방법

(2) 과거추세 연장법
개략적이고 단기적인 주차 수요 추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주차 수요의 과거 추세를
장래 수요 예측에 반영하는 기법이므로 안정된 성장을 나타내는 도시의 개략적 계
획에 이용될 수 있으며, 도심지의 1개 지구 혹은 중소도시와 같은 지역에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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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나, 토지이용이 급변하는 지역이나 도시의 주차 수요 추
정에는 부적합하다.

(3) 주차원 단위법
① 주차발생원 단위법
a. 주차발생원 단위법은 적용 변수가 간단하며, 교통 패턴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
태하에서의 단기적 주차 수요 예측에 비교적 높은 신뢰성이 있다.
b. 개별적인 건물의 주차 수요 추정에 적합한 방법이다.
c. 주차발생원 단위는 용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유사 시설에 대한 조사로 원
단위를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장래에 주차발생원 단위가 변하게 되는 경우에
는 신뢰성이 감소한다.
d. 주차발생원 단위법의 수요 추정의 일반식은 다음과 같다.
U×F
P = 
1,000×e
이때,

P = 주차 수요(대)
U = 피크시 건물 연면적 1,000㎡당 주차 발생량(대/1,000㎡)
F = 건물 연면적(㎡)
e = 주차 이용 효율이다.

② 건물 연면적원 단위법
건물 연면적원 단위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현재 토지이용의
용도별 연면적과 총 주차대수를 회귀 분석하여 파라미터(Parameter)를 도출한 다
음, 장래 목표 년도의 증가된 연면적을 대입시켜 장래의 총 주차 수요를 추정하
는 방법이다.
Y = a0 + a1x1 + a2x2 + ․․․․․․aixi

Y = 총 주차 대수
ai = i용도의 연면적원 단위(Parameter)
xi = i용도의 연면적

두 번째 방법은 용도에 따른 연 면적당 주차 발생량을 구한 후 장래 용도별 연
면적을 곱하여 장래 주차 수요를 아래와 같이 산출하는 방법이다.
장래 주차 수요 = a0 + a1x1 + a2x2 + ․․․․․․aixi
ai = I용도의 연면적 원 단위당 주차발생량
xi = I용도의 연면적
③ 교통량원 단위법
사람 통행 실태 조사에 의한 승용차의 통행 패턴과 기종점 조사에 의한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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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을 도심지 내, 도시 내, 도시 내 지구간으로 구분하여 총 주차 대수와 관련
시켜 일정한 지구의 주차 수요를 구한다.
일단 차량 통행에 의해 구한 주차대수원 단위를 장래 목표년도의 증가된 통행량
에 적용하면 주차 수요가 추정될 수 있다.

(3) 자동차 기종점에 의한 방법
① 이 방법은 승용차의 기종점을 분석하여 주차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② 하나는 교통량원 단위법과 같이 승용차의 기종점 통행과 총 주차 대수와의 상관
관계에 따라 주차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도심지 등과 같은 특정한 지구로 진
입하는 모든 도로의 출입 지점을 기점으로 설정하여 차량번호를 기록한 후, 승용
차 주차 장소에서 조사원이 기록한 차량번호와 비교하여 주차 수요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③ 또 하나의 방법은 일정한 시간에 도심지 안 지구로 진입하는 차량의 수와 주차
대수를 파악함으로서 차량 유입 대수와 주차 대수간의 관계식이 성립되어 장래
차량 유입 대수에 의해 장래 주차 수요가 추정되는 방법이다.

(4) 사람 통행(Person Trip)에 의한 방법
① P 요소법
a. 주차 수요는 피크시 승용차 도착 통행량과 용적률 및 이용 효율 등의 변수에
따라 변화한다는 전제하에 정립된 방법이다.
b. 이 방법은 원 단위법보다 정밀화된 기법으로 여러 가지 지역 특성을 포괄적으
로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지구나 도심지와 같은 특정한 장소의 주차 수요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
c. 그러나, 우리 나라 도시에 계절 주차 집중 계수에 대한 도시별 자료가 정리되
어 있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주차 조정 계수도 미비한 단계로 실
제 적용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d. P 요소법에 의한 주차 수요 추정의 일반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d × s × c
P =  × ( t × r × p × pr )
o×e
P = 주차 수요(Parking Space Demand : 면수)
d = 주간(07:00～19:00)통행 집중률
s = 계절 주차 집중 계수(Seasonal Parking Factor)
c = 지역 주차 조정 계수(Locational Adjustment Factor)
o = 평균 승차 인원(인/대)
e = 주차 이용 효율(%)
t = 1일 이용 인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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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피크시 주차 집중률(%)
p = 건물 이용자 중 승용차 이용율(%)
pr = 승용차 이용자 중 주차 차량 비율
② 누적 주차 수요 추정법
a. 예측된 시간대별 유출입 교통량을 근거로 각 시간대에 누적된 주차 대수를 산
출하는 방법이다.
b. 발생 교통량과 교통 수단 분담률 등 통행 특성에 근거한 주차 수요 추정 방식
으로 기본적으로 P요소법과 동일한 방법이다.
c. 그러나 P요소법은 복합용도 건물의 주차 수요 추정시 각기 피크 시간대가 다
른 용도별로 주차 수요를 추정․합산함으로서 대상 건물의 첨두시 주차 수요보
다 과다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첨두시가 아닌 시간대의 주차 수요가 나타나
지 않는 결함이 있음에 반해 이 누적 주차 수요 추정 방법은 이와 같은 결점
을 보완하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d. 누적 주차 수요 추정 방법의 일반적인 주차 수요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1일 주차발생량 × 각 용도별 평균주차시간
P = 
12 × 각 용도별 주차이용효율
③ 사람 통행 조사에 의한 주차 수요 추정
a. 사람 통행 조사에 의한 주차 수요 추정 방법은 가구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에
의해 얻어진 O/D표에 의해 통행 발생량을 예측하고 이를 각 교통 수단으로 분
류하여 승용차의 유입 통행량을 토대로 하여 추정하는 방법이다.
b.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단 주차 수요가 추정되면 주차원 단위에 의한 건물 용
도별로 추정된 주차 수요와 비교한다.
c. 비교 결과 과다한 차이가 발생되면 사람 통행 실태에 의한 주차 수요 추정 과
정이 적절한지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주차 수요가 도출되었다고 판단되
면 이를 최종적인 주차 수요 추정치로 확정짓는다.

4) 주차장 정비 계획의 작성
① 중점 지구에 주차장 정비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고 주차장 정비에 대한 관의 역할
및 민자 유치를 구분하여, 관에서 주도하여 정비하여야 하는 주차장의 필요량과
주차장 안내 시스템 등 기존 주차장의 유효 이용 대책을 포함한 공공 주차장의
정비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비 계획의 작성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시점에 서서 민자 유치에 의해 정비해야
할 주차장의 필요량을 고려하고, 주차장 정비 지구 및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을 정립․재검토하는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주차장 정비의 필요량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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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차 수요의 특성에 적합한 주차장 정비량의 검토
a. 주차 수요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정
비량을 검토한다. 주차 수요의 특성에는 주차 수요의 O/D분포, 주차의 목적,
주차 시간의 장단, 화물 운반의 유무, 정기․부정기 등의 가변성에 따른 특성에
적합한 주차장이 필요하다.
b. 또한, 시가지의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외부에 철도역과
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환승 주차 방식도 고려한다.
② 평일, 휴일의 차이를 검토
중심 상업 지구 등에서는 평일에 비하여 휴일에 일시적인 주차 수요가 높은 편
이므로 주차 수요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구의 특성에 적합하고 평일, 휴일별 주차
수요의 격차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요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차 수요
의 피크시가 다른 시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 평일과 휴일의 격차가
현저하게 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요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 현황치와 장래치의 검토
현황치와 비교하여 장래의 정비 필요량이 상당히 큰 경우는 주차장 정비를 단계
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 현황치와 장래치가 그다지 변하지 않는 경우는 현황
의 정비 계획에 장래 대응분을 포함하여 계획을 책정한다.

(2) 주차장 후보지의 선정
① 토지 이용의 고도화가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있어서는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고
층화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 용지의 활용과 공공
용지의 건설과 함께 주차장을 정비하는 방법과 광장식의 대규모 주차장을 입체화
하여 수용 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지구의 실상
에 맞추어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정비하는 경우 도로 폭원과 주차장 구
조물을 설치하기에 필요한 공간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 토지이용 계획 및 도
시계획 등과의 일치를 도모한다.
③ 공공 주차장의 정비의 경우에는 도로 지하 외에, 공원 지하, 하천 지하 등 새로
운 용지의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정비의 실현성을 높이는 것이다.
④ 이러한 시점에서 주차장 후보지를 복수로 선정하고, 다음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다.
a. 용지에 적절한 주차장의 구조와 주차장 용량
b. 출입구의 계획에 관한 법적 조건

(3) 환경에 관한 영향의 검토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① 경관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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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오염과 소음, 진동 등의 영향
③ 교통량의 증가 등에 따른 주변 교통에의 영향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실시
(1) 주차장의 규모가 큰 경우 주차 수요와 도로 시설 공급간의 불균형에 따른 주변 도
로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
의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주차장의 규모, 배치 등의 검토를 행하여야
한다.
(2) 도시계획, 재개발 계획 등의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는 대규모 주차장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실시하여 주차장의 규모, 배치를 검토하고, 필
요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한다.
(3) 주차장의 규모와 배치 계획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① 개발 지구에 대한 주차 수요(특히 피크시)에 대해 적정한 규모로 계획하는 경우
②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서 집약화하여 배치하도록 노력하는 경우
③ 복수의 주차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의해 주차장 안내 시스템의 도입 등
을 통해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경우
(4) 주변 도로에서의 접근로 및 출입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의 설치
② 필요에 대응하는 출입구의 집약화를 도모
③ 접근로에 대해서는 교착점 간격에 배려하고, 교통 특성을 배려한 적절한 위치에
선정하고, 폭원, 취부각도 등도 고려
④ 노상 체류(대기 행렬)를 해소하기 위한 출입구 및 대기 차선의 설치
⑤ 좌회전을 통한 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적극적으로 피하게 하기 위한 입체로의
설치

6) 주차장의 개략 검토
(1) 주차장의 개략 검토
① 주차장 용량, 입출구의 수, 출입구의 위치 및 개산 공사비를 산정한다.
② 주변 도로와의 관계에 의한 출입구의 위치, 입고 대기 차량의 체류 공간의 확보,
주차장 내부의 차로 등에 대해 검토한다.
③ 수요 예측의 결과, 이륜차의 주차 수요가 많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륜차용의
주차 공간의 확보를 검토한다. 또한 자가용의 주차 수요가 많은 경우에는 자가용
주차장의 정비를 병행하여 검토한다.

(2) 입지 조건의 조사
① 주차장 정비의 필요를 판단하는 경우 “주차장의 개략 검토”의 내용과 입지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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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각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행하고, 개개의 주차장의 기본계획, 구조
형식 및 시공 방법의 선정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입지 조건으로서 조사해야 할 항목은 종류별로 고려하여야 하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a. 토지 이용 상황
b. 도로 상황
c. 교통 상황
d. 지하 매설물
e. 지형 및 지반
f.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용지 확보의 가능성, 하천, 호수 등의 상황 및 급배수
시설, 전기 시설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7) 기본계획의 수립
주차장의 기본계획은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및 관련 상위 계획과의 일치를 도모
함과 동시에 주변의 도로 상황, 교통 상황, 토지 이용 상황,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계획에 있어서는 주차 대수, 주차 형식, 공사비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하 주차장은 일반적인 입체식 주차장과 비교하여 건설비가 많
고, 개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밀한 기본계획의 책정이 필요하다.
(2) 주차장 기본계획의 입안은 예비 검토, 개략 검토, 기본 검토의 3단계로 진행한다.
① 예비 검토에는 우선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정비 목표 대수를 설정한다. 다음
으로 주차장을 정비하는 경우에 설계 조건의 정리를 행한다. 그 위에 구조 형식
을 검토하고 개략공사비․주차요금․유지관리비 등을 기초로 사업 채산성의 검토를
행하여 사업화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② 개략 검토에는 동선 계획과 이에 기초한 출입구 계획 및 필요 제실의 면적 배분
등의 검토를 행하여 개략 계획도를 작성한다.
③ 기본 검토에는 구조형식․평면계획․교통처리계획․설비의 검토를 행하여 기본계획도
를 작성한다. 작성된 기본계획도에 기초한 사업비를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기본
계획을 책정하여야 한다. 더구나 소방 설비, 배연(환기)설비 등의 방재 설비 계
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기본 검토 단계에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행할
필요가 있다.
(3) 계획 대상 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 재개발 사업 등의 관련 계획과 연관
되어 주차장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획과 충분한 일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4) 수요 예측의 결과 이륜차의 주차 수요가 많게 예측되는 경우에는 이륜차용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한 자가용차의 주차 수요가 많게 예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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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자가용차 주차장의 설치를 병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도로 지하 공간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을 정비하는 경우 도로 폭원과 주차장 구
조물을 설치하기에 필요한 공간의 관계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8) 주차장 형식의 검토
주차장 형식은 자주식, 기계식 및 자주․기계병용식 각자의 특징, 확보 가능한 용지의
확대,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주차 수요, 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
여야 한다.

9) 주차장 규모의 산정
다음의 자료는 시설 규모를 예측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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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의 방법 및 배치에 따른 차로폭과 1대당 주차 소요 면적
(단위 : m)

차

차로폭
도로에 차로에
1 대당
단위주차
(Aw) 직각방향 평행방향
주차소요
종 주차각도 주차방식
폭
(상단Aw1 주차폭 주차폭
면 적
(W)
하단Aw2)
(Sd)
(Sw)
(A)

소형차

30°

전진주차

4.00

4.50

4.50

6.50

29.3

45°

전진주차

4.00

5.10

3.20

7.10

22.8

45°교차 전진주차

4.00

4.30

3.20

6.30

20.2

60°

전진주차

5.00

5.45

2.60

7.95

20.7

60°

후진주차

4.50

5.45

2.60

7.70

20.0

90°

전진주차

9.50

5.00

2.25

9.75

21.9

90°

후진주차

6.00

5.00

2.25

8.00

18.0

전진주차

4.00

전진발차

6.00

9.30

6.50

19.30

125.5

전진주차

7.00

전진발차

6.50

11.50

4.60

25.00

115.0

전진주차

11.00

전진발차

7.50

12.90

3.75

31.40

117.8

전진주차

19.00

전진발차

11.00

13.00

3.25

43.00

139.8

6.00

3.25

19.00

6.25

118.8

6.00

3.5

25.00

6.50

162.5

30°

45°

대형차

60°

90°

평행
특수
대형

평행

후진주차
전진발차
후진주차
전진발차

주) 전진주차․전진발차의 경우 : W = Aw1 + Aw2 + Sd, A = W × Sw
그 이외의 경우

Aw
: W =  + Sd,
2

※ 본 자료는 동명교통기술연구원 1991.9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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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W × Sw

(단위 : m)
주차
구획폭 주차각도 주차방식
(w)

2.45

2.6

차로폭
(Aw)

도로에 차로에
1대당
계획주차
직각방향 평행방향
주차소요
깊이(D)
주차폭 주차폭
면 적
Aw+2Sd
(Sd)
(Sw)
(A)

30°

전진주차

3.80

4.60

4.90

13.00

31.85

45°

전진주차

3.80

5.50

3.45

14.80

25.53

45°교차 전진주차

3.80

4.80

3.45

13.40

23.12

60°

전진주차

6.40

6.00

2.80

18.40

25.76

60°

후진주차

5.80

6.00

2.80

17.80

24.92

90°

전진주차

7.60

5.80

2.45

19.20

23.52

90°

후진주차

6.00

5.80

2.45

18.30

22.42

30°

전진주차

3.80

4.60

5.20

13.00

33.80

45°

전진주차

3.80

5.50

3.65

14.80

27.01

45°교차 전진주차

3.80

4.80

3.65

13.40

24.46

60°

전진주차

6.10

6.00

3.00

18.10

27.15

60°

후진주차

5.50

6.00

3.00

17.50

26.25

90°

전진주차

7.30

5.80

2.60

18.90

24.57

90°

후진주차

6.70

5.80

2.60

18.30

23.79

※ 본 자료는 미국의 대형 차량의 일종인 설계 차량(W=2m×L5.8m)의 경우로서 주차
장 건축(춘광, 1990)의 자료임

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일반사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과 「건설공사의 설
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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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2 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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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통량 및 교통시설조사,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용지조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환경영향조사, 소음·진동조사, 구조물조사, 동일 또는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
평가 결과조사, 기타조사)
(9) 설계기준
(10) 관련계획 검토사항
(11) 기본설계 내용검토
(12) 실시설계 내용
(13)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추 정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년 ○○개
월

사업수행성과

실시
실시
실시여부 미실시時
공사비 공사기간
설계비 설계기간
(○, ×)
사유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비고
종합사후평
가시 활용
토록 상세
하게 작성

(14)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
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15) 부록(각종 조사자료, 설계심의 및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설
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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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
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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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
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
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하여
수록한다.
(3)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별책 작성한다. 출력자료가 구
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
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4) 구조계산서의 각 페이지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 확인자란을 만들어 계산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서명토록 한다.
(5)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한다.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주요설계조건, 시공시 유의사항 및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6)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CD에 담아 제출한다.

4) 유지관리지침
유지관리지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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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구조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점

검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6) 보수방법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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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
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
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공정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
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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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 건설기술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⑨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⑩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구별하되 단가산출서는 별책
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설계예산서는 설계용역 완료 90일전 해당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6)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7)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3일자 기준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내역서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기간 및 공사로 인한 민원예상 등을 충
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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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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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3)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
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5)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용지도․지장물조서 및 인․허가 도서
(1)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①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
상에는 대지경계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 건물(가옥, 본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②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
는 당초 지적과 계획대지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소유권 이외의 처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
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④ 지적도상의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⑤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② 보상대상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 조사한다.
③ 과업시행으로 인하여 훼손되는 지장수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3) 인․허가 도서 작성
관계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요청용 도서를 작성한다.

8) 예정공정표 작성
예정 공정표는 CPM/NETWORK 기법으로 설계원도 및 청사진에 작성하고, 별도로 A3규격으
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9) 설계도서 검토
(1) 검토 방법
① 설계시행 책임기술자가 검토
① 먼저 각종계산서 확인 검토
① 확인된 계산서와 도면 일치여부 검토

(2) 제출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도면상에 검토자 소속, 직, 성명 기재 및 서명하고 수정 완료된
설계도서 및 검토도면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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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시기 : 중간검토 및 준공 시 제출

10) 기

타

(1)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2)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3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기본설계납품, 건설기술심의시 납품,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구분한다.
(2) 성과품의 납품시기는 다음을 기준한다.
① 기본설계 납품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② 실시설계 도면납품 :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③ 실시설계 최종납품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3)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
일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
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설계 보고서(지반조사보고서 포함)
구조계산서
기본설계 도면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설계예산서

(2) 최종성과품 납품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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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목

록

규 격 수 량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구조계산서
유지관리지침서
토질조사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

계

원

도

축 소 판 원 도
설계도면

청 사 진 도 면
축

소

도

면

CD(CAD File)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CD
용지도

원

도

청 사 진 도 면

용지조서
지장물도

원

지장물 청사진도

지장물조서
측량원도 및 야장
지반조사자료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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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

고

2. 설계공모 지침서 (예시)

- OO 종합체육센터 설계용역 -

설 계공모 지 침서

OOOO. OO.

O

O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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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9. 서

식

차

1. 사업 개요
1.1 사업의 목적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구민의 욕구에 적
극 부응하기 위하여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므로서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구민화합의 장으로 활용코자 함.

1.2 개 요
1) 사업명칭 :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
2) 발 주 청 : ○○구청
3)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외
4) 대지면적 : ○○ ㎡
5) 건립규모 : 지상○층 이하, 연면적 ○○ ㎡
6) 공 사 비 : ○○ 백 만원
7) 용 역 비 : ○○ 백 만원
8)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000일간 (공휴일 포함)
9) 공사준공예정일 : 0000년 00월

2. 응모개요 및 방법
2.1 설계공모의 목적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융통성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관
리측면과 기능의 합리성) 및 환경과의 조화와 예술성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자 건축
사법에 의한 설계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시행하고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2.2 설계공모의 방법 - 일반공개공모

2.3 설계공모 추진일정 (예정)
1) 설계공모

: ○○○○년 ○○월 ○○일

2) 현장 설명

: ○○○○년 ○○월 ○○일 ○○:○○

3) 응모 신청서 교부일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4) 응모 신청서 등록일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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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의서 접수기간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6) 질의 회신

: ○○○○년 ○○월 ○○일

※ ○○구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www.○○○○○○.seoul.kr)
7) 작품 접수 마감일

: ○○○○년 ○○월 ○○일 ○○:○○ ～ ○○:○○까지

8) 작품 심사

: ○○○○년 ○○월 ○○일

9) 당선자 발표

: ○○○○년 ○○월 ○○일 - ○○구 홈페이지

단,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별도 통보

2.4 설계 공모 참가자의 자격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등록일 현재 업무정지중인 업체(자)는 등록할 수 없음.
3)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건축사사무
소를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한자(주 계약자는 국내건축사로 한정함)
3)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시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 관계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
소를 개설한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2.5 응모신청서 접수
1) 응모신청서등록일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2) 응모등록처
(1) 서울특별시 ○○구청 ○○과 (담당자 : ○○팀 ○○○)
(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동 ○○○-○○

(3) 우편번호 : ○○○-○○○
(4) 전화번호 : (02)○○○-○○○○ (전송 : ○○○-○○○○)

2.6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서식1 공고문 참조)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
하여야 한다.
1) 설계공모 응모 신청서 1부 (서식2)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3) 대표자 선임계(공동 응모할 경우) 1부 (서식3)
4)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및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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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건축사 면허증 및 공동업무 수행계약서 사본 : 해당자에 한함)

2.7 질의 응답
1) 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본 용역에 관하여 질의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답변은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 ○○구 홈페이지 : www.○○○○○○.seoul.kr
2) 질의방법은 (서식4)에 의한 우편물 또는 전송에 한한다. (전송은 접수사실을 반드시
구두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질의서에는 질의자의 회사명, 주소, 성명을 기재한다.
4)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의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작품접수 및 제출
3.1 작품 제출
1) 제출 장소 : 응모 접수처와 동일함
2) 제출 일자 : ○○○○년 ○○월 ○○일 ○○:○○까지
3) 제출 서류목록
- 설계공모(현상설계) 참여 신청서
4) 응모 작품 제출 도서
(1) 제출 도서의 종류
① 심사용 설계도판 ○○매
② 설계도면 ○○부
③ 설계설명서 및 용역수행계획 ○○부
④ 모형 1점(필요시 제출)

3.2 제출도서의 익명성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확보의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전 설계공모 기
간동안 적용되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부규격봉투(발주기관에서 지급)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를 넣어 봉인한
후 제출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등)와 함께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2) 제출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등)의 표지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한다.
3) 사무소명, 응모자 명은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4)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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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심사전에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작품설명을 해서는 안된다.
5) 제출도서 제본은 스프링, 클립 등은 사용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하다.
★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함께 포장된 정부규격봉투
(응모자정보 봉인)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한다.
6) 심사용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기재란 및 도판번호(도판의 전시순서를 표시한 번호) 작
성은 아래와 같다

<도판번호 기재란>
- 글씨크기 : 48point(진하게)
- 글 씨 체 : 한글(신명태고딕)
- 테두리선 : 진하게(0.5㎜)
- 정열방식 : 중앙정렬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 진하게(0.5㎜)

(단위 : mm)

(단위 : mm)

1
3.3 제출도서의 작성
1) 공통사항
(1) 응모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다.
(2)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3)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한다.
(4) 도면은 흑백으로 표현하여야 한다.
(5)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6)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7) 제출된 작품은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다.
(8)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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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용 설계도판
(1) A1(841㎜×594㎜) 1매 단위로 하여 장변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한다.
(2) 도판은 작품 심사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두께 10㎜ 압축 스치로폴 판에 테두리 없
이 부착하여 제출한다.
(3) 도판의 표현은 백색과 흑색으로만 가능하며, 색채는 사용할 수 없다.
(4) 작품 심사시 게시되는 도판의 조합은 다음과 같다.(예시임) 배치안은 각 응모자의
창의력에 의한 표현으로 조정한다.

도판 1
설계설명서
배치도

도판 2
평면도

도판 3
입면도(2면)
주단면도

도판 4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5) 도판 1 : 설계설명서 작성, 배치도작성
① 설계설명서 : 건물, 마감, 설비, 주차, 조경, 개요 등을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
을 나타낼 수 있는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사항을 표기
② 배 치 도

: 시설배치, 도로, 녹지 및 부대시설(주차장)배치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하고 지하 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6) 도판 2 : 평면도 - 각층별로 작성
- 지상 1층 평면도의 경우 대상지 내외의 상황을 함께 표현
(7) 도판 3 : 입면도 2면 (축척 : 임의)
주단면도 (축적 : 임의)
(8) 도판 4 : 동선계획 및 이미지 표현 (축척 : 임의)
① 동선계획도 - 이용자 출입동선 및 조경계획을 표시
② 주차계획도 - 전체주차 개념 및 진입동선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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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요 분위기를 알 수 있도록 3차원 도면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모
형사진으로 대체 가능 (이미지도면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직각이 되는 공간의 이
미지를 원칙으로 한다.)
(9) 기타 지침서에서 요구한 표현을 만족하고도 여백이 발생할 시는 응모자가 임의로
표현가능

3) 설계도면
(1) 규 격 : A3(291㎜×420㎜) 크기로 좌측을 철하여 제출한다
(2) 매 수 : ○○매 이내(일반백도로 작성)
- 표지 및 간지를 포함하며 양면인쇄 시 2매로 간주
(3)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외부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4) 심사용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도면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도면의 종류
① 배치도 : 건축물, 도로, 주차장, 조경계획 등과 작품의 핵심개념을 표기
② 각층 평면도
③ 입면도(2면)
④ 단면도(종, 횡단면도)
※ 도면과 설계설명서 작성 시 표지의 문구, 목차, 서술내용에 대한 서체, 크기, 굵
기, 테두리선의 유무 등 제시

4) 설계설명서
(1) 규 격 : A4(210㎜×297㎜) 크기로 테두리 없이 상단을 철하여 제출한다.
(2) 매 수 : ○○매 이내로 한다.
(표지 및 간지를 포함하며 양면인쇄 시 2매로 간주)
(3) 표지, 간지 등 모든 내용물은 백상지(백색)로 한다.
(4) 작성 내용과 순서
① 표

지

② 목

차

③ 설 계 개 요(서식 6, 7)
④ 기본계획방향
⑤ 대지현황분석
⑥ 건 축 계 획
⑦ 구 조 계 획
⑧ 조경, 주차외부 공간 계획
⑨ 신공법, 신소재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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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설비계획 등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에 관한 사항
⑪ 축소도면의 순으로 하되 마지막에는 관련법규 검토서(서식8)

⑫ 추정 예상공사비 산출서 및 개략내역서
⑬ 기본 및 실시설계공정표를 작성한다.
(5) 설계도면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도면을 설계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다.
상기 설계도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작성기준은 준수사항이며, 본 용역에
꼭 필요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매수를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케치나 이미지 등의 표현이나 글로써 추가 또는 부연하여
표현할 수 있다.
(6) 제본시 스프링, 크립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스테플, 접착제 제본만 가능
(7) 제본순서 및 제본방식 보완 :

도면은 배치도(x축에서 y축 순으로)의 순으로 하되

마지막에는 관련법규 검토서(서식7)
(8) 설계설명서 표현방식 보완 : 글씨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되 한글, 영문 혼용가능
(흑백사용, 색채사용금지)
5) 모형사진
(1) 흑백모형사진을 4컷 이내로 촬영하여 설계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2) 건물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도록 촬영한다.

4. 심사 시 불이익처분 기준
4.1 불이익 처분 기준
1) 불이익 처분 철차 적용방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불이익 처분 세부기
준에 따라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이익 처분한다.

2) 적용방법
(1)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한다.
(2)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
고하여 최종결정 한다.
(2) 감점사항에 대하여여는 감점기준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사전 검토 및 확정하고, 심
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한다.

3) 실격기준
(1) 부지 경계를 임의 조작하여 면적을 초과 설계한 경우
(2) 제출도서 작성기준 및 설계지침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구제적으로 제시)
(3) 도판 규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출 작품에 응모자에 대한 인지가 가능한

암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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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계와 무관한 사항을 표기하여 제출한 경우
(4) 소요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5) 설계도서의 내용에 심각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 구조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4) 심사 시 감점 처분기준(유형별 감점점수 제시)
(1) 상기 제출도서 작성기준의 경미한 위반(도판의 규격․재질위반, 제출도서 부족 및 초
과, 제본방법 미 준수, 기타 사항 등)
(2) 임의 조작하여 설계한 경우
(3) 설계지침상의 건축 연면적 ±5% 초과하여 설계한 경우
(4) 제출된 설계도서가 경미한 법규위반사항으로서 설계진행과정에서 보완 가능한 경우

5. 세부설계지침
※ 【 따로붙임1 】「○○구민체육센터 세부설계지침」참조

6. 제공도서
본 설계공모에 등록한 설계자는 다음의 도서류를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 :
○○○○. ○○. ○○ ～ ○○. ○○일한)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download>
1) 설계공모지침서
2) 과업내용서
3)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열람)
4) 현황측량도

7. 심사 및 입상작 선정
7.1 작품심사
1)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칭) 구성
2) 심사방법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을 참고로 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정한방법
에 따라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
3)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설계공모운영지침에 의한다.
※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공개

7.2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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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

전원에게

서면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www.○○○○○.

seoul.kr)에 발표한다.

7.3 입상 작품수 및 보상
1) 입상작 작품수 및 보상
◦ 당선작 (○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 우수작 (○점) : ○○ 만원
◦ 가 작 (○점) : 각 ○○ 만원
2)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업주관부서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할 경우는 당선작에 대하여 최소비용(일
금 00,000,000원)을 지급한다.

8. 기

타

8.1 당선작 변경 및 보완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발주부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
완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2 저작권
당선자에 대한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에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8.3 작품반환
1) 응모작품의 반환은 발주기관에서 통지한 반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2) 반환기한 내 반환하지 않은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한다.

8.4 작품전시
필요시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8.5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할 경우 차점자(우
수작)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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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유의사항
1)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2)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9. 각종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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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설계공모 공고(안)

(서식 1)

9.2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9.3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9.4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서식 4)

9.5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서식 5)

9.6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6)

9.7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7)

9.8 설계공모(현상설계)참여신청서

(서식 8)

9.9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

(서식 9)

【따로붙임1】
○○구민체육센터 세부설계지침

1. 기본사항
1) ○○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토록 하고 사회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성 및 융
통성을 부여한다.
2)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주변환경 등과 조화를 이루며 구민에게 친화감이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응모자는 해당 부지의 입지여건, 내용 등을 충분히 파악, 당 사업목적에 합당한 작품
이 되도록 한다.
4) 각종시설의 배치, 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자유롭게 전체 규모 등을 고려
적절하게 배치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5) 각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6) 시설물의 배치는 건립예정지가 ○○근린공원내 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변녹지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7) 지상층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인근지역의 지질조사
보고서(열람가능)의 조사결과와 같이 최소 지하 3m 이하 풍화암대("N"Value 50회/
8～6㎝) 의 무결암반으로 구성(지하수위 G.L-1.8m 이하)됨을 감안하여 가급적 굴토
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8) 근린공원 내에 건립될 공원시설이므로 건물용도 및 건폐율 등이 도시공원 및 녹지등
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9) 근린공원 부지 내의 표토는 보존되어야 하므로 표토보존, 재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검토사항
1) 향후 생활체육 환경의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계획과 각 기능단위간 상호연계
또는 분리될 수 있는 동선체계를 갖는 형태가 되도록 계획한다.
2) 건물의 형태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주위 ○○근린공원과
조화되도록 한다.
3) 체육시설의 계획은 향후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채광 등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성있는 시설이 되도록 한다.
4) 체육시설의 이용인구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
는 예비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건물내 만남의 장소, 휴식공간과 육아공간을 확보하고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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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계획은 방문객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설계하되 향후 시설의 증축에 대비할 수 있
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한 옥외에 배치하여야 한다.
7) 남․녀 화장실에 지체부자유자용 화장실을 각각 설치하되 일반인과 공용으로 사용 가
능하도록 하고, 여자화장실의 변기수는 남자용 대․소변기수와 대등하게 계획한다.
8) 여장화장실에는 베이비부스 등 유아용 이용공간을 확보한다
9) 시설물 설치
(1) 수영장
① 수영장은 성인용풀(25M×6레인)과 유아용풀을 함께 설치
② 수심은 성인용풀은 1.0M～1.5M, 유아용풀은 0.7～0.8M 정도로 별도 설치
③ 천장 등은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 시공하고 조명등은 수면위가 아닌 곳에 설
치하거나 또는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시설
④ 수영장 주변 공간을 활용 체온회복실(사우나실, 온탕) 시설
⑤ 기계실은 건조한 곳에 격리하여 시설하고 성인용풀과 유아용풀 배관을 분리시공
하고 주변통로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사용
⑥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사용
⑦ 샤워실, 탈의실은 최대동시이용인원(180명)의 동시출입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
을 확보하여 체육시설 이용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하며, 남․녀
성별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한다.
⑧ 안전관리요원실, 코치실, 부모관람실, 용품보관실, 화장실 등 부속실 반영
⑨ 수영장이 외기에 면하는 경우에는 마감재가 결로 및 동절기 냉해에 의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종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① 공간의 변화 및 다목적 이용이 가능(농구, 핸드볼, 배드민턴, 장애인 사회적응프
로그램)하도록 하고 외부에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② 관람석은 200석 내외 정도로 하고 높지 않게 시설
③ 관람석 하단에 공모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④ 무대시설 등
(3) 다목적 체육실
탁구, 체조, 무술 및 배드민턴(3면) 설치가 가능토록 설계
(4) 생활체육실 2개실 설치(헬스, 에어로빅 등)
(5) 스쿼시장 2면 이상 설치
(6) 샤워실, 탈의실은 가급적 각종 체육실별 공동이용 가능토록 공간효율화 검토
(7) 관리시설, 편의시설 및 공용공간(의무실, 안내데스크, 방송실 등 포함)은 제시된
면적(6,148㎡) 범위 내에서 소요최소공간을 산정, 설계자 임의배치 가능
※ 시설별 면적기준 : 따로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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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분야 검토사항
1) 조경분야
(1)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 개념도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
물과 주변환경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2)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
경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계획.
(3)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정하는 조경면적, 식재밀도, 식재비율을 확보
(4)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시설율 및 건폐율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설비분야
(1) 공기조화설비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가능한 최소단위로 작동 가능토록 계
획하고 이에 소요되는 충분한 실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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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2】 시설별 면적기준

구 분

시설명

세 부 내 역 (종목)

수영장

- 성인용 6레인, 유아풀, 안전요원실, 의무실,
코치실, 창고, 탈의실, 샤워실, 관람실, 스넥,
장비창고
생활체육실 - 2개실 × 225㎡, 샤워실, 탈의실
체육시설 다목적체육실 - 배드민턴(3면), 탁구, 체조, 무술
스쿼시장 - 2실
종합체육관 - 핸드볼, 농구, 배구, 무대시설, 관람석(200석)
강의실
소 계

관리,
편의시설
및 공용
면적

- 관리시설
관리실, 지도자실, 의무실, 안내데스크 등
- 편의시설
식당, 유아방, 용품점 등
- 공용면적
기계실, 공조실, 전기실, 홀 및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소 계
계
※건축시설별 면적은 참고기준으로 설계 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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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서식1]
서울특별시 ○○구 공고 제○○○○-○○○호

설계공모(현상설계)공모공고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범위
예정공사비
설계용역비
설계공모
목 적
방 식

○○구민종합체육관신축공사 설계공모
위치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면적 : ○○○㎡, 연면적 : ○○○㎡ (지상 ○층 이상)
분야에 표현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등)
○○○○○백 만원
○○○백 만원(예정)
○○구민종합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창의성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코
자 설계공모 방식을 통하여 작품을 평가,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코자 함.
일반공개공모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소지자로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있는 자로서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응모자격 ※ 하고
당선자는 계약시 전기통신설계자로 하여금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책임 설계
하여야 한다
현장설명일 ○○○○. ○○. ○○ ○○:○○
신청서 ○○○○. ○○. ○○ (○) ～ ○○. ○○ (○) ○○:○○ (건축과 사무실 )
교부일
등록일시 ○○○○. ○○. ○○ (○) ～ ○○. ○○ (○) ○○:○○ (건축과 사무실)
및장소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대리인이 접수 등록할 경우에 한함)
등록서류 3. 대표자선임계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2인 이상의 경우에 한함)
4. 건축사 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5. 건축사 면허증 사본 1부.
심사방법 및 ◦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 작품심사완료 후 위원명단은 공개
구성
공모안접수 ◦ ○○○○. ○○. ○○.(○) ○○:○○ (○○구 건축과)
당 선 작 : ○점 ( 설계권 부여)
입상작품 ◦
◦
수 작 : ○점 ( ○○○만원 상금 )
및보상 ◦우
가 작 : ○점 (○○○만원 상금 )
◦ 설계지침서 등 열람 (현황측량도, 인근대지 지질조사성과품)
기 타 ◦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청렴계약서약서에 대한 사항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6조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기할 것
주소 : ○○구 ○○동 ○○○-○○ ○○구청 건축과 (○층 담당자 : ○○○)
문의처 ◦
◦ 전화 : 02) ○○○-○○○○, 전송 : 02) ○○○-○○○○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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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공모 응 모신청 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업 체 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FAX번호)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주최하는 ○○구민종합체육관의 설계공모 (현상설계)공모에 있
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 두 업체 이상의 설계사무소가 합동 또는 공동으로 작품을 제출시 공동응모자란에 기
재함
○○○○.
.
신청인 :
(인)
(대표자)
서울특별시 ○○구청장 귀하

---------------------------------- 절 취 선 ----------------------------------

설계공모(현상설계) 응모신청 접수증
접
수
인

※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대 표 자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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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FAX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3]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구청에서 시행하는 ○○구민종합체육관의 설계공모(현상
설계)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본 설계사무소 공동대표 ○○○
에게 위임합니다.

○○○○.

.

.

○○○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 하나의 설계사무소에 대표 건축사가 2인 이상 있거나 두 업체 이상의 설
계사무소가 합동으로 작품을 제출시 한사람의 대표자를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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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설계공 모 서면질 의서
대 표 자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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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질

의

내

용

[서식5]
건축개요 및 시설면적표

구

분
명

설 계 내 역

비

고

칭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

도로현황
연 면 적

㎡

건축면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건물개요

구

조

층

수

최고높이

m

외부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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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466

층

별

총

계

용

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면 적 (㎡)

비

고

[서식7]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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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설계공모(현상설계) 참여 신청서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설립일자

신
청 3) 주된 사무소 소재지
인

4) 전화번호

5) 사

업

내

용

위와 같이 ○○구민종합체육관 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 현상공모 )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구비서류

1.
2.
3.
4.

(인)

심사용 도판 ○○매.
설계도면 ○○부.
설계설명서 및 용역수행계획서 ○○부.
모형 ○점.

-------- (인) -------- (절취선) -------- (인) --------

설계공모 작품 접수증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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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서식9]
추 정 예 상 공 사 비 개 략 내 역 서
공사명 : ○○구민종합체육관 신축공사
※ 내역서는 용지방향을 넓게(횡방향) 설정해서 작성하기 바람.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계

비고

건축공사
토목공사
기계공사
조경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공사
○○공사
제경비
(비율계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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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분야별 설계기준 등
3.1 구조 설계지침
1) 기본 지침
(1) 구조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주요 구조 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물 마감을 고려도록 한다.
(3) 구조 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 계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5) 지반조사에 의한 시료가 지면 바닥 슬래브를 지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바닥 시스템은 건물 기초와 기둥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닥 시스템은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6) 파일설계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7) 차고 등과 같이 수분 또는 염화 물의 침투가 예상되는 모든 콘크리트 구조체에서
는 에폭시 코팅된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때 방수
와 씰러를 채택할 수 있다.
(8)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팽
창 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9) 담장, 국기 게양대, 안내 표시판 등 유사 부속물들은 설계자의 구조 계산으로 확인
하지 않고는 보강이 안된 조적 파라펫과 외벽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된다.

2) 하중의 산정
(1) 고정 하중, 활 하중, 적설 하중 및 풍 하중,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구조기준(KBC) 등에 의거 산정한다.
(2)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3) 수압 및 토압 : 지반조사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

3) 적용 규준 및 해석
(1) 상부 구조 설계시 적용 기준
① 구조 설계에 있어 허용 응력도 설계법이나 극한 강도 설계법을 사용시
a.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b. 건축구조기준(KBC)
* 외국의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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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규준 적용은 동일 규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야 하고 여러 규준의 혼용
을 피한다.
② 기타 구조 : 국내 관련 규정 또는 외국의 관계 기준 사용

(2) 하부 설계 적용 기준
① 기초구조계산기준 및 건축구조기준(KBC)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 기준
및 연구 보고서
② 직접 기초(지내력 기초) : 지반 조사 결과를 이용, 토질 및 기초 구조 계산 근거

(3) 구조 해석
① 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 (참고문헌, 적용 기준)
② 라멘골조나 전단벽 또는 양자 혼성 구조에 있어서는 횡력 분담율을 고려하여 구
조 해석을 실시, 부재 설계에 적용
③ 조건이 상이한 각종 부재에 대한 응력 해석을 실시
④ 구조체의 주단면 해석시에는 전산 처리 방식에 의거 정밀 해석을 실시하고 필산
(筆算)을 병행하여 검사 실시.

4) 구조 재료 선정
(1) 주요 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 여
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PC 부재, 기타) 사용시에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 첨부.

5) 구조 계산서 작성 요령
“건축물구조계산서작성 및 검토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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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요령
1. 총

론

1.1 머리말
본 건축물 구조계산서 작성 및 검토요령은 구조 계산서 작성 방법을 체계화 하므로서
필요한 제반 요소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여 구조 계산시 반영하고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음.
다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 등은 계속적으로 연구 보
완 및 발전시켜야 할 것임

1.2 적용의 범위
1) 적용 대상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 설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여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가급적 적용을 권장하고자 함.

2) 적용 내용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내용서에 이를 명시하고 용역 감독 및 검수 과정 등에서 과업
이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지도 및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기술 심의 또는 건축 심의 대상 건축물의 구조
계산서를 심의 요청 전 본 요령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심의 요
청시에는 본 내용 중 기본계획 사항만 제출

1.3 검토 확인
본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된 건축물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에 의거 심의를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각부서 및 산하 기관과 각 구청장은 책임기
술자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장에 의한 검토 확인을 한 후 서명 날인
1) 주요 검토 확인 사항 날인 : 건축구조기술사 및 책임 기술자
2) 주요 검토 확인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관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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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계산서 작성 순서
건축물의 구조 계산서는 다음 순서에 의거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표

지

설계명, 구조 설계일시, 구조 설계자 소속 및 연락 전화, 구조 설계자 (면허 번호),
서명

2) 목

차

계산서 및 관련 자료의 주요 제목과 해당 쪽수를 기재

3) 작성 형식
A4를 횡으로 하여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

4) 작성 순서
1. 구조 설계 기준(일반 사항)
1.1 건물 개요
1.2 구조개요
1) 구조 형식
2) 설계 규준 및 기준
3) 사용 구조 재료
4) 지반 조건
5) 구조 해석 및 단면 설계용 컴퓨터 프로그램
1.3 설계 하중
1.4 구조 설계 특기 사항
2. 구조 약도
2.1 바닥틀도
2.2 가구도
3. 구조 해석
3.1 하중 조합
3.2 구조 기본 사항 계산
3.3 연직 하중시 기둥 및 기초의 축방향력 계산
3.4 연속보 해석
3.5 가구 해석
3.6 입체 해석
4. 부재 설계(① 철근 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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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슬래브
1) 슬래브 설계 결과 요약
2) 슬래브 설계
4.2 보
1) 보 설계 결과 요약
2) 보의 설계
4.3 기둥
1) 기둥 설계 결과 요약
2) 기둥 설계
4.4 기초
4.5 내력벽
4.6 지하 외벽
4.7 기타 부재
5. 부재 설계(② 철골구조 또는 합성 구조)
5.1 메탈덱크 슬래브
5.2 철골보
1) 철골보 설계 결과 요약
2) 철골보 설계
3) 철골보의 이음과 접합
5.3 철골 기둥
1) 철골 기둥 설계 결과 요약
2) 철골 기둥 설계
3) 철골 기둥 이음
4)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5.4 가새
5.5 기타 철골 부재
6. 지하 공법(특수 공법 이용 경우)
부 록
1) 응력 해석 컴퓨터 입력 및 출력 자료(컴퓨터 sheet)
2) 지반 조사 보고서 요약
3) 설계에 이용된 참고 자료

3. 구조 계산서 작성을 위한 항목별 세부 내용
건축물 구조 계산서는 “2. 구조 계산서 작성 순서”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항목별로
표현되어야 할 세부 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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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 설계 기준 (일반 사항)
1.1 건물 개요
1) 소재지
2) 규모
a. 구조 명칭 (철근 콘크리트, 철골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b. 층수(지상, 지하, 옥탑 층수)
c. 건물 최고 높이 및 지하 바닥 깊이,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 면적
3) 층별 용도, 층고, 구조 및 면적

층

구조 면적 층고

용

도

비 고

4) 내외부 벽체 및 마감 재료
5) 건물 배치도 및 단면도
건물의 대지 경계선, 인접 건물 및 단면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약도를 작성한다.
1.2 구조개요
1) 구조 형식
(1) 기본 구조 가구 계획
지상, 지하, 기초 구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① 기본 가구 계획(슬래브, 보, 기둥 등 주요 구조 부재에 대한 계획)
② 횡력에 대한 구조 계획(풍 하중, 지진 하중)
③ 신축 이음 계획
(2) 기초 구조
① 기초 및 지정에 대한 설명
② 지층 단면 및 주상도
③ 적용 기초 공법(직접 기초, 말뚝 기초 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3) 증축 조건에 대한 고려
① 수직, 수평 증축에 대한 조건
② 증축에 따른 주요 구조 연결부(보, 기둥, 기초 등)의 처리 방법
(4) 지하수에 대한 구조 계획
① 수압, 부력에 대한 구조 계획(지하 바닥, 지하 외벽 등)
2) 설계 규준 및 기준
(1) 구조 설계 규준
적용 규준은 국내 관련 구조 설계 규준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 규준을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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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적용 이유 및 근거를 명시한다.(단, 동일한 설계 규준이 구조 설
계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① 철근 콘크리트 구조
a.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동해설
b. 건축구조기준(KBC)
② 철골구조
건축구조기준(KBC)
③ 참고 규준(외국 규준)
(2) 법규 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6호)
② 내진설계지침서작성에관한연구
③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등
3) 사용 구조 재료
(1) 콘크리트
층별, 부위별로 강도를 구별할 경우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 �� 부위

�� 강도(㎏/㎠)

�

고

(2) 철근
① 직경에 따른 철근 강도, 직경에 따른 접합 방법 (겹침 이음, 압접 등)
② 부재별 철근 강도 구분 등
(3) 강재
① 일반 강재
② 용접 강재
③ 이음 철판
④ 베이스 플레이트
⑤ 덱크플래이트
(4) 접합 재료
① 고력볼트(F10T)
② 특수고력볼트(T.S. 볼트, 아연도금고력볼트 등)
③ 일반 볼트
④ 스터트 볼트
⑤ 앵카볼트
⑥ 용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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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반 조건
지반 보고서의 내용을 발췌 다음 사항을 요약 첨부하여야 한다.
① 토질 정수 및 토압 계수
② 기초 깊이 별 지내력
③ 설계 지하수위
④ 토질 개황
⑤ 기초 방법에 대한 의견 등
5) 구조 해석 및 단면 설계용 컴퓨터 프로그램
연직 하중, 수평 하중에 대한 구조 해석 방법을 약술하고, 구조 해석 및 단면설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시에는 국내외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개인이 개발한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
램은 인정되지 않는다.)
(1) 구조 해석
MIDAS, SAP2000, ETABS, STAADⅢ등
(2) 각 부재 단면 설계
MIDAS, SAP2000, ETABS, SAFE PLUS 등
1.3 설계 하중
1) 고정 하중
(1) 실명에 따른 마감 재료, 구조체 치수, 단위 중량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고
정하중을 구한다.
(2) 필요시에는 하중도(loading diagram)를 작성한다.
2) 활 하중
(1) 활 하중은 우리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외국 규준(ANSI,

EURO

CODE, JIS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기준의 통일성을 갖도록 한다.
(2) 필요시에는 하중도를 작성한다.
(3) 활 하중 감소 방법(층별 감소 또는 면적별 감소)
3) 풍 하중(Wind Load)
(1) 건축 장소에 따른 노풍도(A.B.C), 기본 풍속을 결정하고 건물 높이에 대한 설계
속도압을 결정한다.
(2) 풍력 계수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 기준에서 정한 값을 사용하며, 건물 형태가 특
수 형태인 경우에는 풍동 실험 결과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다.
4) 지진 하중(Seismic Load)
(1) X, Y방향 또는 특수 방향에 대해 해석한다.
(2) 등가 정적 해석 (Equivalent Static Analysis) : 다음 식에 있는 요소에 대한 값
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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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AICS
R ×W
A : (지역계수)
I

: (중요도계수)

C : (동적계수)
S : (지반계수)(말뚝기초지정 경우에는 고려필요)
R : (반응수정계수)
W : (건물의 중량)
(3) 동적 해석(Dynamic Analysis) : 건물이 심한 비대칭이거나 20층 이상일 경우 또
는 건물 강성이 높이에 따라 급격히 변화할 경우 등 필요시 행한다.
5) 적설하중(Snow Load)
(1) 건축 장소에 따른 적설하중 결정
(2) 건축물 형상에 따른 계수 선정
6) 토압, 수압 및 부력
(1) 지반 조사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지하 외벽 깊이에 따른 토압 계수, 수압, 토압을 제시한다.
7) 기타 특수 하중
(1) 기계 하중, 크레인 하중, 시공 하중, 온도 하중, 폭발 하중 등 특수 하중을 고려
할 시에는 이에 대해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2) 기계 하중, 크레인 하중, 시공 하중 등을 고려한 부분은 반드시 하중도(Loading
Diagram)를 작성 표기한다.
1.4 구조 설계 특기 사항
아래에 기술한 사항과 같은 구조 설계시에 특별히 고려한 모든 사항을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1) 특수 공법
케이블 공법 등
2) 지하 구조의 공법
슬러리월(Slurry Wall)공법, 탑다운(Top Down)공법 등
3) 지하수에 대한 처리
(1) 기초 바닥 구조에 대한 계획
(2) 기초 옹벽에 대한 계획
(3) 부력에 대한 처리 방법
(4) Dewatering System 적용 경우 전문가의 의견서(요약) 첨부
4) 신축 이음 설치 계획
5) Column shortening에 대한 검토
6) 사용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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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평 변위(△/H〈 1/500)
(2) 층간 변위
(3) 처짐, 진동
(4) 가속도(최상층의 가속도는 1～2%로 제어)
2. 구조 바닥틀도 및 가구도
2.1 바닥틀도(구조 평면도)
1) 각 층별로 명확하게 작성한다.(철골구조의 경우에는 접합의 위치 및 접합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2) 특수 하중 고려 부분을 표시한다.(기계 하중, 시공 하중 등)
2.2 가구도(주요부 종횡단 가구도)
철골구조의 경우 기둥 이음 위치, 보와 기둥 이음 위치, 보의 브라켓트 위치 등 을
표기하여야 한다.
3. 구조 해석
3.1 하중 조합
1) 적용된 구조 설계법(허용응력설계법, 극한강도설계법)에 따라 설계 대상 구조물에
적용한 하중 조합을 기술한다.
2) 외국 자료를 사용시 사용 근거를 제시하고, 참고 자료를 부록에 첨부한다.
3.2 기본 사항 계산
연직 하중시 보의 C, M, S
3.3 연직 하중시 기둥 및 기초의 축방향력 계산
1) 중요 기둥의 축방향력 계산(기둥 위치 x, y축 위치로 표시)
2) 산정된 축방향력을 정리한 바닥틀도
3.4 연속보해석
1)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2) 연속보 입력 자료(스팬, 하중 조건, 단면 성능 등)
3) 해석 결과 요약(모멘트도, 전단력도)
3.5 가구 해석(Frame Analysis)
연직 하중, 수평 하중(풍하중, 지진하중) 및 특수 하중(온도하중, 기계하중 등)에 대
한 구조 해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구조 해석을 구분하여 행한다.
1) 구조 해석 방법 설명
2) 가구 해석 입력 기본 자료(자세한 입력 자료는 부록 참조)
(1) 구조 해석 가구의 형상 약도
(2) 단면의 성능
(3) 하중의 조합 조건 등
3) 해석 결과 요약(모멘트도, 전단력도, 수평 변위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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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출력 자료는 부록 참조
3.6 입체 해석
입체 해석 필요시에는 3.5 가구 해석 방법에 따라 구조 해석 방법, 해석 입력 자료
및 해석 결과를 요약 정리한다.
4. 부재 설계(철근 콘크리트 구조)
4.1 슬래브
1) 슬래브 설계 결과 요약
(1) 슬래브 배근 형태(일반형, 상하동일형, 역배근형 등 구분)
(2) 슬래브 두께, 철근 배근간격
(3) 벽식구조형태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개구부의 표시 및 크기, 보강 근의
위치 및 방법 등을 자세하게 표기해야 한다.
2) 슬래브 설계
(1) 슬래브 설계 과정을 기술(슬래브 부호, 하중 조건, 크기, 두께, 최소 두께 검토,
사용 재료 강도 등)
(2) 면내축방향력을 받는 지하층 슬래브
(3)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시 프로그램 명시
4.2 보
1) 보 설계 결과 요약
(1) 보의 형상(크기)을 표기
(2) 보의 배근 형상(주근, 전단보강근, 보조근 등)
2) 보의 설계
(1) 보 설계 과정을 기술(보기호, 설계 응력, 단면 크기, 사용 재료 강도, 배근 모양 등)
(2) 보의 처짐 및 진동계산
(3)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시 프로그램 명시
4.3 기둥
1) 기둥 설계 결과 요약
(1) 기둥의 형상(크기)을 표기
(2) 기둥의 배근 형상(주근, 대근, 보조대근 등)
(3) 방향에 따른 배근, 형상을 배려할 경우 축선을 정확히 표시
2) 기둥의 설계
(1) 기둥 설계 과정을 기술(기둥 부호, 설계 응력, 단면 크기, 배근 모양, 사용 재료
강도 등)
(2)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시 프로그램 명시
4.4 기초
1) 기초 설계 과정을 기술(기초기호, 설계 응력, 사용 재료 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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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요약(기초 형상 및 배근 모양)
4.5 내력벽
1) 설계 과정(기호, 설계 응력, 두께, 사용 재료 강도, 최소 배근 확인 등)
2) 결과 요약(배근 형상 및 모서리 부분 보강을 나타내며 특히 개구부 크기 및 위치, 개
구부 보강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며, 도면 작성 및 시공상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4.6 지하 외벽
1) 설계 과정(기호, 두께, 사용 재료 강도)
2) 결과 요약(응력 최대점과 최대 배근 일치 여부 및 배근 형상)
4.7 기타 부재
1) 계단
2) 옹벽
3) 버트레스 등
5. 부재 설계(철골구조 또는 합성 구조)
5.1 메탈덱크 슬래브
1) 계산 과정(거푸집용, 합성용)
2) 결과 요약(메탈덱크 형상, 콘크리트 두께, 배근 모양 등)
3) 메탈덱크의 시공시의 지지 방법
5.2 철골보 (또는 합성보)
1) 철골보(또는 합성보) 설계 결과 요약
(1) 철골보의 형상
(2) 철골보의 이음 및 접합
(3) 합성 구조인 경우에는 단면의 크기, 형상, 배근 상태를 나타냄
2) 철골보(또는 합성보)의 설계
(1) 설계 과정(보기호, 설계 응력, 사용 강재, 응력 검토, 처짐, 진동 등 검토)
(2) 합성보(부분 합성보, 완전 합성보)설계, 스터드 볼트 설계
(3)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시 프로그램 명시
3) 철골보의 이음과 접합
(1) 계산 과정(존재 응력 이음, 전강 이음 등)
(2) 접합부 약도
5.3 철골 기둥(또는 합성 기둥)
1) 철골 기둥(또는 합성 기둥)의 설계 결과 요약
(1) 철골 기둥의 형상
(2) 철골 기둥 이음 위치, 접합 방법
(3) 합성 구조인 경우에는 단면의 크기, 형상, 배근 상태를 나타냄
2) 철골 기둥(또는 합성 기둥)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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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과정(사용 강재, 설계 응력 등)
(2)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시 프로그램 명시
3) 철골 기둥의 이음
(1) 계산 과정 및 결과 약도
(2) 하중 전달 방법(밀접합, 고력 볼트 접합, 완전 용입 용접, 부분 용입 용접, 접합
위치 등)
(3)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시 프로그램 명시
4) 베이스 플레이트 설계
(1) 철골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계산(설계 응력, 사용 구조 재료 등)
(2) 합성 기둥의 베이스 플레이트 계산
(3) 계산 결과 약도
5.4 가새
5.5 기타 철골 부재
6. 지하 공법(특수 공법 이용 경우)
지하 공사에서 특수 공법(Top Down, Slurry Wall, Dewatering System 등)을 이용한 구
조 설계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 방법 및 시공 방법 등을 설명한다.
6. 1 특수 공법 개념
6. 2 필요시 전문 기술자 의견서
6. 3 사용 구조 재료의 강도
6. 4 지반 개요
6. 5 구조 약도
6. 6 피어기초에 관련된 설계
6. 7 지하 바닥판의 설계
6. 8 최하층 바닥 슬래브 설계 등
부록 가. 응력 해석 컴퓨터 입력 및 출력 자료(컴퓨터 시트)
(연속보, 가구 평면 및 입체 해석, 내력벽 해석 등의 완전한 컴퓨터 입력 및
출력 자료)
나. 지반 조사 보고서 요약
다. 설계시 이용한 참고 자료(외국 규준, 참고 도서, 참고 논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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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계산서 주요 검토 확인 사항
항

목

세 부 항 목

① 건축개요

․건물용도, 규모(지상, 지하층수), 층고

․구조가구계획 적절성

준

(일반사항)

․건축장소

․적용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등)의 적합성

1. 구조설계
기

검 토 확 인 사 항

② 구조가구
계

획

(연직하중 및 수평하중 처리를 위한 적절한 가구계
획인가)
․지반조사서에 의한 기초 및 지정의 타당성
․부력, 수압에 대한 합당한 구조계획
․증축고려가 있을시 증축 반영여부

③ 적용규준

․적용규준의 통일성이 있느냐
․혼용이 있을시 적용근거가 제시되었는가

․건축물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한 구조재료(철근,
④ 사용구조
재

료

강재 등)선택
․시공성을 고려한 구조재료 선택
․접합재료 및 방법 선정의 적절성

⑤ 설계하중

․바닥하중 적용의 적법성검토
(특히 적재하중의 적용에서 서로 다른 규준에서 채택한 것
이 아닌지 확인해야 함.)
․지진하중
지진하중 산정을 위한 제계수를 건축물의 장소 및 형
태에 따라 적정하게 선택여부(특히 지반계수에 유의)
․풍하중
건축장소 및 형태에 따른 적정한 풍하중 및 풍력계수
의 선정(풍동실험에 의한 풍력 계수 선정의 경우
계수선정 합당성)
․적설하중
․지역에 따른 적정한 하중선택
․건물 지붕형상에 따른 영향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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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세 부 항 목

검 토 확 인 사 항

․특수하중
- 적정한 온도하중의 선정
1. 구조설계
기

준

- 기계하중 선정의 근거
⑤ 설계하중

(일반사항)

- 저층부등의 시공하중 고려
․수압, 부력 및 토압
- 선정근거의 합당성
- 구조계획의 적절성

․지반조사수행의 확인
⑥ 지내력

․판단에 전문기술자의 판단여부
․말뚝(콘크리트, 강재 등) 기초적용시에는 지지력 산정
근거 확인

․지하수 조정방법사용시 특히 Dewatering 공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술자의 의견서 첨부가 필요
․특수지하공법(Slurry Wall, Top Town 공법 등) 적용
⑦ 구조계획
특기사항

시 지반조사서 등에 의한 전문기술자의 의견서의
첨부가 필요
․사용성문제 검토가 되어있는가(수평변위, 층간변위,
처짐, 진동, 가속도 등)
․건물형태에 따른 신축이음 위치 및 방법의 합당성
․초고층건물에서의 Column Shortening 검토되었는가

․건축평면 및 단면과 상이점이 없는가(치수, 형상 등)
2. 바닥틀도

․철골구조의 경우 이음위치 및 방법의 표기가 되어있

및 가구도

는가
․특수하중작용 고려부분이 표시되었는가

3. 구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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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중조합

․허용응력도법, 극한강도법 등에 따른 합당한
하중조합선택 여부

항

목

세 부 항 목

② 가구해석
(평면가구 및
입체가구)

검

토

확

인

사

항

․가구해석에 사용된 하중의 적절성
․해석가구의 Modeling의 합당성
․적절한 해석 방법의 선택
․사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국내외적인 성과 유무 확인
- ETABS, STAADⅢ, RISA, 3D, RAM, STEEL
- SAFE, STRUDL, SWAN, SWAN88, ADOSS
- SAP2000 등(검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이용 배제)
․해석 결과에 따른 응력도의 일치성
(컴퓨터 입․출력자료는 부록에 정리토록 함)

4. 부재설계

① 슬래브

․사용 재료 강도 확인

(철근콘크

② 보

․부재 설계 방법의 합당성

리트구조)

③ 기둥

․설계 조건의 합당성

④ 기초

․치수 및 최소 배근량 확인

⑤ 내력벽

․슬래브, 내력벽의 경우 개구부 크기 및 보강방법

⑥ 기타 부재

․검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인가
(MIDAS, SAP2000 PLUS, ETABS PLUS 등)

5. 부재설계 ① 슬래브
(철골구조
또는
합성구조)

메탈덱크
② 철골보
(합성보)
③ 접합부(보,

․사용재료 강도확인
․부재설계방법의 합당성
․메탈덱크의 설계방법(합성, 비합성)
․보의 처짐검토
․보의 이음설계방법에 따른 단면설계 반영여부

기둥,베이스

․기둥의 이음(밀접합 비율 등)방법 및 시공성 여부

플레이트)

․응력해석과 베이스플레이트 설계가 일치하고 있는가

④ 기초

․개구부 보강설계방법의 합당성

⑤ 기타철골

․검정된 컴퓨터프로그램인가

부재

(SAP2000 PLUS, ETABS PLUS 등)
․합성부재의 설계방법 합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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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향상과 설계심사 개선 방안
지구환경 변화로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건축물의 안전
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모든 공공건축물에 내진성능 향상을 위
한 구조 안전 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진설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
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시장지시사항(2011.3.16) : 모든 건축물의 건축은 용도ㆍ규모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진에 안전하도록 설계 및 시공, 각종 심사 등의 업무를 추진.

1) 추진배경
내진설계 적용대상 건축물

1.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대수선 포함).
①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② 연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
③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⑤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연면적의 10% 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인 경우
내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

‣ 건축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및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
및 건축 구조기준
(1)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규모(2층이하)

건축물의 경우 지진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고 있음.
(2)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구조기술사와 건축사가 공동으로 확
인하고 있으나, 적정여부 검토는 검증되지 않고 있음.
(3) 건설기술심의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구조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으나, 심
사 이후 구조가 변경되는 사항은 내진구조 안전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2) 문 제 점
(1) 내진설계를 적용하여야 하는 법적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용역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 등)내진설계 도서검토 기준이 없어 설계도서에 반영여부 확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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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설계용역의 건설기술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심의함으로 실시설계시
내진설계에 대한 반영여부 미확인.
(3)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소규모(2층이하) 공공건축물(어린이집, 경로당등)은 다수
의 수용시설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음.
(4) 설계/시공 분리발주로 설계자와 연계 없이 시공(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도서 검
토만으로 시공함(설계자 및 구조설계자 참여 부재).

3) 내진설계 개선방안
(1) 공공건축물 건축시 체계적인 내진설계 확인을 위해 새로운 「구조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를 제정 시행(기술심사담당관)

- 전문가 자문 2회 및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의견 수렴 후 확정.
(2) 공공건축물은 용역완료 전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및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에 의한 내진분야 도서 확인 책임실명제 실시.
(3) 총공사비 100억이상(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설기술심의

실시설계용역 준공전

공사시행(착공전)

구조분야 설계자 참석,
심의결과 조건이행/반
영사항 발주청 통보
(기술심사담당관→발주청)

심의조건 반영 및 내진
설계 확인서/설계도서
Checklist 작성 확인
(발주청→기술심사담당관)

시공자ㆍ건설기술자
구조설계자 합동
사전검토 회의
(발 주 청)

사 후 평 가
(공 사 중)
시공의 적정성
확인 및
내진반영확인
(기술심사담당관)

- 건설기술심의시 구조(내진)분야 설계자 참석 직접설명.
- 건설기술심의 후 실시설계 완료한 때 구조안전 확인서/내진설계 도서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 발주청의 확인과 시공중 이행 확인(기술심사담당관).

(4) 총공사비 100억미만(건설기술심의 비대상)
설계용역 준공전

공사시행(착공전)

내진설계확인서 및 설계도서 Checklist 작성 확인
(발 주 청)

시공자ㆍ건설기술자 구조설계자 합동
사전검토 회의
(발 주 청)

- 자체 발주사업은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진설계도서 Checklist」를
구조기술사가 작성 발주청에서 확인후 용역준공.
(5) 공사시행시 내진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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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전 : 설계자(구조설계자), 시공자, 건설기술자 합동 내진설계도서 전반에 대한
사전 검토회의 후 시공(발주기관/용역발주심의시 조건 부여)
- 시공중 : 건설기술심의 사후평가시 구조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토록하여 실효성 확
보(기술심사담당관)
(6) 기존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 증ㆍ개축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작성 확인.
※ 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

4) 행 정 사 항
(1) 공공건축물은 『내진설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횡단전개.
(2) 건축허가•승인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자치구 이행 협조.
- 6층이상 건축허가 또는 승인 건축물
• 건축허가•승인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구조기술사)
• 착공신고 : 건축물 내진설계도서 Checklist 작성 확인
(3) 시행시기 : 2011. 8.

붙임

부터 시행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부.
2) 건축물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 1부.

1)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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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
2)
3)
4)

공사명
대지위치
용도
중요도

5) 규모

비고
/ 지역계수

6) 사용설계기준
7) 구조계획

지상층수 (높이)
지하층수 (깊이)

/
/

( m)
( m)

구조시스템에 대한 공통분류 체계 마련
대지 및 지반의 안
정성

8) 지반 및 기초

m2

연면적

기반암 깊이
지반분류기준면
기준면 아래
상부30m에 대한
평균지반특성

지표면 고저의 차이
액상화 가능성 여부
?? m
(있음, 없음)
GL -???(m)
기초밑면깊이
GL -???(m)
(지표면, 기초밑면)
지하수위
GL -???(m)
전단파속도
비배수전단강도값
Vs= ????(m)

표준관입시험값
N̅= ???

s̅u= ???(×10-3MPa)

지반 높이
지반 종류
?? (m)
지반분류(30m)
S A, S B , S C , S D , S E
기초 형식
직접기초 허용지내력
말뚝기초 허용지지력
말뚝 종류
fe= ???? (kN/m2)
fp= ????? (kN)
강도설계
V0=
(m/s)
기본풍속
지표면조도
(A, B, C, D)
사용성검토 V0=
(m/s)
가스트영향계수
Gf=???
중요도계수
Iw=???
X 방향
Y 방향
최고층 변위
δx-max= ???mm
δy-max= ???mm
최대층간변위
Δx,max= ???mm
Δy,max= ???mm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진하중 산정시 필요
사항
내진설계범주(A,B,C,D)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중요도계수
IE=
건물유효중량
W=
(kN)
X 방향
Y 방향
횡력저항시스템
반응수정계수
Rx=
R y=
초과강도계수
Ωox=
Ωoy=
변위증폭계수
Cdx=
Cdy=
허용층간변위
Δax= (0.010 hs,0.015hs,0.020hs)
X 방향
Y 방향
지진응답계수
CSx=
CSy=
밑면전단력
VSx=
VSy=
근사고유주기
Tax=
Tay=
최대층간변위
Δx,max=
Δy,max=
진동주기
질량참여율
진동특성
1st모드
T1=
Sec
??? %
예)X방향진동
2nd모드
T2=
Sec
??? %
예)Y방향진동
3rd모드
T3=
Sec
??? %
예)비틀림진동
피로티
유, 무
면외어긋남
유, 무
특별지진하중 적용
여부
횡력저항 수직요소의 불연속
유, 무
수직시스템 불연속
유, 무
기초밑면과 기반암 상부면 사이의 지반

9) 풍하중 개요

10) 풍하중
해석결과

11) 내진설계 개요

12) 기본 지진력
저항시스템

13) 내진설계
주요결과

14) 동적특성
(고유치해석)

15) 구조요소 내진
설계 검토사항

구조시스템에 대
한 공통분류 체
계 마련

16) 특이사항
「건축법」제48조 및 「건축법시행령」제32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건축구조기술사



연락처 :

작성자 : 건축사



연락처 :

2) 건축물 내진설계 도서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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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확

역
인

명
기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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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구조설계자

서명

구조기술사

서명

구 분

건축구조 일반사항

검토 및 확인내용
세부내용

검토의견
(구조기술사)

a. 캔틸레버구조(체육시설의 지붕지지구조,
강당의 외곽기둥, 공연장의 캐노피구조 등)
b. 무주 대공간구조(체육시설, 격납고, 공연
시설, 집회 및 관람 시설 등)
c. 초고층건물의 코어구조, 메가컬럼, 전이구
조(전이벽, 전이보, 전이슬래브, 벨트트러
∙ 구조설계의
안전성 여부 스, 벨트월 등)
d. 탑다운공법에 의한 지하구조(선기초기둥,
바닥구조, 램프구조, 코어구조 등)
e. Lifting공법을 적용한 구조(Lift-Slab, 무주
대공간지붕구조 등)
f. 합성구조의 기둥, 보의 부재
g. 합성접합부 및 PC접합부
공통
사항

a. 2개동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해석시 다
이아프램의 분리여부
b. 경기장과 같은 구조물에서의 다이아프램
의 처리
∙구조해석모델링 b. 트러스바닥구조에서의
다이아프램 처리
c. 가새구조의 수평보가 바닥개구부에 위치
한 경우에 대한 처리
d. 횡력을 전이하는 바닥구조의 처리
a. 구조도면에 지진력저항구조요소의 구분
된 표시
지진력저항요소의 구조형식에 적합한 내
∙지진력저항구조 b. 진상세의
적용여부
c. 지진하중의 영향을 받는 기초구조 및 지
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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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 및 확인내용
건축구조 세부내용
일반사항
∙건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적절한 구조형식
인지 여부
a.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b.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c. 건축구조기준 (대한건축학회)
d.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구조계산 적용 설계 e. 내진설계지침서작성에관한연구(Ⅱ)
규준이 세부 기준과 (국토교통부)
부합여부
f. 건축기초구조설계기준(대한건축학회)
g. A.C.I. CODE
h. 건축구조규칙 관련법규
i.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 기준
(각 기준은 최신판을 적용한다.)

∙구조설계에 사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적
RC조 합여부
∙상부층에 비하여 하
부층에 강성이 지나
치게 작지 않도록 하
며 인접층간의 강성
변화가 최소가 되도
록 하였는지 여부
∙힘의 흐름의 갑작스 슬래브와 기둥 혹은 벽의 모서리가 만나
러운 변화는 없는지 는 부분은 하중의 차이가 심하여 균열 발
여부
생률이 높다.
∙실제 사용하중과 설
계하중의 부합여부
∙적재하중의 저감계수
(Reduction Factor)
사용의 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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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구조기술사)

구 분

검토 및 확인내용
건축구조 - 슬 래 브 설 계
세부내용
∙슬래브 배근시 주열대 및 주간대
구간의 표현은 명확하며, 배근의
적합여부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슬래브 크기에 따라 적정한 두께
로 되었으며, 필요한 보강은 되었는
지 여부
∙슬래브 절곡부분 배근방법의 적합여
부 (보강근 추가)
∙캔틸레버 슬래브 배근은 상, 하부
이중배근 하였는지 여부
.장스팬 일방향슬래브가 있는 경우 슬
래브의 신축변형을 억제하는 Tie
Beam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지 여부
RC조 ∙차량진입로 경사로의 절곡부위는 바
퀴의 충격에 대한 하중을 충분히 고
려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보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설계 시, 처짐을 충분히
∙장스팬인 경우 Camber의 필요 여부 고려하여 선정했다면
Camber필요 없음
∙스터럽 간격 및 철근량의 적합여부
건축구조 - 기 둥 설 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Hoop의 배근방법이 적용 기준 등
과의 부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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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 및 확인내용
건축구조 - 기 초 설 계
세부내용
∙지반조사결과에 맞도록 설계하되 건물
의 수직하중(고정하중+적재하중)이 풍
하중 또는 지진하중과 동시에 작용할
경우에 대해 고려되었는지 여부
∙기초의 선정방법은 적합한 지 여부

∙기초의 유효두께는 적정한 지 여부
∙말뚝기초인 경우 간격 및 배치는 적정
한 지 여부
∙동일 건물내에서 이질기초가 발생할
경우 즉, 직접기초와 말뚝기
초가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는 부등침
하에 대한 점검
∙기초중심과 수직하중 작용점 사이의
편심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멘
트에 대한 고려는 되었는지 여부
근입 길이가 짧을 경우에 대해
RC조 ∙말뚝
적절히 설계하였는지 여부
∙기초의 주근과 부근의 위치는 적정한
지 여부
정착길이가
∙기초철근의 외단은 상부로 표준갈고리 휨철근의
확보되면 표준갈고리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가 필요 없음
∙PHC PILE 기초인 경우 파일과 기초
를 일체화하는 Anchoring 을
설계 하였는지 여부
∙온통기초인 경우 역배근으로 되었는지
여부
∙인접한 기초의 근입 깊이가 다른 경우
수평 및 수직거리의 기초가 안전하도
록 레벨조정 및 보강방법이 되어있는
지 여부
∙줄기초 (지내력 및 말뚝) 상부의 내력
벽에 개구부가 있을 경우 줄기초 상단
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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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구조기술사)

구 분

검토 및 확인내용
건축구조-철근콘크리트
세부내용
-벽체설계
∙지하 외벽 설계시 단부의 지지조건은
합리적인지 점검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지하 외벽인 경우 토압 및 수압 등의 철근배근이 역배근으
영향에 대한 점검
로 설계되었는지 등
∙내진벽 개구부의 보강방안으로 헌치보
(Hunch Beam)의 반영 필요성 여부 검토
∙지하 외벽 지지방향에 따른 수평보 및
버트레스 설치 여부의 점검
건축구조-철근콘크리
트- 벽체설계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지하 외벽인 경우 토압 및 수압 등의
영향에 대한 점검
∙내진벽 개구부의 보강방안으로 헌치보
RC조 (Hunch Beam)의 반영 필요성 여부 검토
∙지하 외벽 지지방향에 따른 수평보 및
버트레스 설치 여부의 점검
건축구조-철근콘크리
트- 기타설계
∙계단구조 설계 방법의 적합여부
건축구조-철근콘크리
트- 골조해석
∙건물의 부등침하와 수평이동에 대한
안전성 점검

∙수압에 의한 부력에 대한 건물의 안전 Rock Anchor 및
Dewatering 반영
성 점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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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확인내용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세부내용
- 주심도
∙도면의 축척은 적절히 표시되어 있는
지 점검
∙층별 기둥 크기의 표시에 있어서 가능
한 편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둥 중심선을 일치시켰는지 여부
∙층별 기둥 크기 및 기둥부호는 설계서
와 일치하는지 점검
∙방향성 있는 기둥의 경우 주축방향이
바뀌지 않았는지 여부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세부내용
- 기초, 각층평면도
∙콘크리트, 철근강도는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기초부호 및 단면이 설계서와 일치하
는지 여부
∙기초의 Bottom Level은 동결선 이하
인지 여부
∙기초가 인접대지 및 도로경계선을 침
범하지는 않는지 여부
RC조 ∙기초 Level이 복잡한 경우 기초 단면 단차를 주어 기초의 불
도로 표현하였는지 여부
안정 등
∙기초 저면의 Level은 표시되어있는지
여부
∙Pit의 위치는 정확하게 표시되어있는
지 여부
∙돌출부 및 개구부는 크기, 위치가 설
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바닥 Level에 단차를 두는 경우 도면
에 표시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 도면 - 철근콘크리트 세부내용
각층평면도
∙기둥 중심간 거리는 설계서와 일치하
는지 여부
∙Exp. Joint가 필요한 경우 도면에 표
시하였는지 여부
∙수평 및 수직헌치가 있을 경우 상세표
현이 되어있는지 여부
∙하나의 기둥에 다섯 개의 보가 정착될
때 시공성 점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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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구조기술사)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구 분 조 - 철건 골축 구일반사항

검토 및 확인내용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a.KS규격외 종류 여부, 특정업체 사양여부
∙재료 및 허용응 ｂ허용응력도 값 여부
력도의 적정성을 ｃ휨재의 횡좌굴
여부
ｄ재료의 선정과 선정 사유
ｅ학회 규준 및 관계법규 검토
a.실 용도와 하중은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ｂ마감하중 반영여부
ｃ내화 피복의 종류
ｄ크레인 사용조건과 사용빈도
ｅ반복하중과 피로 검토
ｆ기기의 정하중과 동하중 반영
․ 하중과 외력의 ｇ기기의
증설검토
적정성 여부 ｈ지붕 물매,
적설의 치우침
ｉ눈의 비중 설정은 정확한가
S조,
ｊ수압면적, 풍동시험 여부
SRC조
ｋ지역과 지반계수 적정성
ｌ건물의 중요도, 세장비와 지진력 산정 적정성
ｍ재연주기 검토, 종국내력과 하중 계수
a.강비의 가정, 지진요소와 그 부담률 및
변형 추정성
ｂ합성보의 산정
ｃ강역 및 치환 변단면 부재 검토
․ 응력도 산정의 ｄ주각의 고정도와 그영향
적정성 검토 여 ｅ경계조건 검토
부(해석모델, 해 ｆ상용해석과 정밀계산 했는지 여부
석결과, 변형) ｇ가정조건과 실제상황이 부합한 지 여부
ｈ동적해석 여부, 탄성해석 또는 비탄성 해석
ｉ층간 변위와 내진요소, 변형능력 및 복원 능력
ｊ거주성 평가 및 판단
ｋ익스팬션 조인트의 위치와 폭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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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검토 및 확인내용
건 축 구 조 - 철 골 - 일 반 세부내용
사항
∙부재의 처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였는
지 여부
∙보의 처짐 차이에 따른 슬래브의 추가
응력에 대한 점검
∙두께가 40mm 초과하는 Plate를 사용할
때 강도 등이 접합 및 구조 설계시
제대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압축재의 설계에서 세장비는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여부
∙주요 부재와 2차 부재 접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철골보 웨브 개구부 필요시 구조계산 및
보강방법이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철 골-골조해석

∙대각선 방향의 지진력에 대해서는 충분
S조, 히 검토하였으며, 내진벽의 위치 및 개
소수는 적절한 지 여부
SRC조
∙ X축에 관한 검토는 Y축에 장기 휨응
력도를 Y축에 관한 검토는 X축에
장기 휨응력도를 가산하여 단면검토를
하였는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Deck
Plate Slab
∙수평 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는지 여부
∙슬래브의 두께는 적절한 지 여부
∙Shear Connector의 설계가 합리적인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나란할
경우 감소계수 등은 적절히 적용되었는
지 여부
∙Deck Plate의 Rib가 철골 보에 직각으
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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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검토 및 확인내용
구 분 건 축 구 조 - 철 골 - 보(합성보 + 세부내용
S. R. C 보)
∙합성보의 처짐은 합성보로서의 실제거
동에 대해 산정하고 그 값은 구조적인
장애, 사용상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한
도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철골․철근 콘크리트 보에 사용하는 스
터럽은 적절한 지 여부
건 축 구 조 - 철 골 - 기 둥(철골기둥
+SRC 기둥)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세부내용

검토의견(구조기술사)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에 사용하는 띠
철근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
건축구조-철 골-주각부설
계
∙주각의 고정조건이 구조물의 기능에 적
합한 선정인지 여부

S조,
SRC조 건 축 구 조 - 철 골 - 접 합 부 설 계
∙진동, 충격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접합
부에는 일반볼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
였는지 여부
∙트러스 부재의 접합부는 존재응력을 충
분히 전달하고 또한 부재의 허용내력의
1/2이하의 내력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
에 대한 고려를 하였는지 여부
∙모멘트는 플랜지가 전단력은 웨브가 부담
하는 경우는 웨브접합부 검토시 접합면과
볼트 중심간 편심거리 e값에 의한 추가모
멘트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건축구조 - 철 골 - 이음부(보+기 둥)
설계
∙보 웨브에 대해서는 존재응력에 대하여
여유가 있어도 모재강도의 1/2정도의 응
력을 전달할 수 있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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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 술심의

가이드 라인

Ⅰ. 녹색건축 조성 개요
 녹색 건축물 조성 목적

○ 건축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철거 등 건축물 생애 단계별 건설자재,
에너지 및 자원의 환경 친화적 이용, 주변 환경과의 어울림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건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설계목표

○ 친환경 무독성 건축자재 사용 물사용 효율화 폐기물 배출감소 주변
환경과 어울림
○ 서울시의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
/

,

,

,

⇒ 사례 :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1), 탄소배출 제로 빌딩(Zero
Carbon Emission Building)
○

자연경관과 유기적 연계로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과 친화 및 조화를 통한 거주자의 직·간접적인 건강체험과 쾌적한
생활공간 구현
○ 서울시 공공건축물의 건축계획,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녹
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반영되도록 조치
○

1) 건물을 고단열, 고기밀로 설계하고 열교환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로 인해 버려지는 열을 회수함으로써 화석

㎡, 약 1.5리터 이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온도를 유지(연간 요구에너지량이 15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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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녹색건축 인증기준
○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13.6.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13.10.1)

(2013.5.2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4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34호)

○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기준
○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한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예규 제705호, ‘07.08.16)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1호, 2014. 4. 21)

Ⅱ. 녹색건축 조성 적용방안
 녹색건축물 조성 적용방안

○ 녹색건축물 건설기술심의 대상 추가 및 심의운영 개선
○ 녹색건축물 건설기술심의 기준(녹색건축물 인증 서울시 기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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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건축물 부문별 설계 적용기준 제시
⇒ 건축분야, 기계분야, 에너지분야, 전기분야, 토목분야, 조경분야, 유지관
리분야, 철거분야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운영
구

분

심

의

심의 운영

◦T/K 입찰 대상공사(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서울특별시

설계심의

◦기타공사(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및 설계변경, 기타
심의대상 건설공사)

-

건설기술심의

설계적격심의 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적정여부 심의

설계심의 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적정여부 심의

※ 건축유형 : 신축, 증축, 개 ․ 보수, 리모델링 건축물

위원회
용역발주심의

◦과업내용서의 녹색건축물 건축기준 적정여부 심의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포함) 및 자치구의 시비지원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용역비

기 타

2 억원

이상

- 건설기술심의 대상이 아닌 공공건축물은 발주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에 적합하도록 자체 반영
․노유자시설(보육시설, 유치원, 경로당, 노인요양원 등) : 녹색건축물
심의 가이드라인 적용 자문 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 권고

․기타 공공건축물 : 녹색건축물 심의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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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녹색건축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건축분야)
1.

연면적
㎡이상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그린 등급 취득
연면적
㎡이상 전면 개․보수 녹색건축 인증 우수 그린 등급 취득
방재·방범 기준 적용
3,000

(

2.
3.

-

1

,

:

)

3,000

:

(

2

)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Fire Code)를 준수
- 건물 전체 시스템과 독립된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기설비 및 방범․방재
시스템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도록 고려(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4.

미국방재협회(NFPA)의 국가화재코드NFC(National

지능형 건축물

(Intelligent Building)

기준

- 『 건축법 』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취득(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3,000㎡이상 업무시설 )

5. LEED

-

6.

인증 기준 적용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에서 수행하는

Silver 등급 이상의 기준을
3,000㎡이상 업무시설)

LEED BD+C2) 기준의 LEED
만족하고, Gold 등급 이상을 권장(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물 디자인 기준 적용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 전에 서울시민 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반영

7.

-

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축물 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계심의 시 철거계획을 심의도서에 포함
철거계획은 「공공시설물 해체공사 설계 매뉴얼(기술심사담당관. 2013.5.23.)참조하여
작성 하고 「해체공사계획서」를 설계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

2) LEED BD+C(LEED for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로 신축 및 리노베이션 인증
에 해당, 인증등급으로 Platinum , Gold, Silver, Certified 4개 등 급으로 구 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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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기계분야)

1.

공공건축물에 대한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
온도는 난방의 경우 ℃ 냉방의 경우 ℃를 기준으로 하되 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고시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한 설비 용량으로 산정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지역냉온수를 열원으로 이용
20

,

28

(

)

2.

-

자원 의존형 ( 화석연료 ) 에서 저탄소 , 저에너지와 기술 의존형 ( 신

․ 재생에

너지 ) 이용설비
3.
4.

-

빗물, 지하 유출수, 중수도시설 이용 설비에 의한 시수 절감계획 수립
지하수 활용
건물 지하 유출수는 하수로 직배수하지 않고 청소용수 , 화장실용수 ,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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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 등 자연에너지 이용 계획 및 배열 이용과 친환경 고효율 기자재
사용계획 수립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한 설계풍량
신선한 외기 공급계획 수립

30CMH/

인 또는

35CMH/

인의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에너지 분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연면적 합계

1.

:

㎡이상의 건축물

500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은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등급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모두 충족

2.

-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

취득

공공건축물을 전면 개보수 등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 그린2 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

(Silver) 이상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3.

-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단열성능을

강화하여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 점을

획득

4.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문 확충
-

·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 15 조 )
연도별 신

-

신재생에너지설비는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가능면적과 발전효율 등을

․시공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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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전기 분야)

1. 신축 · 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
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LED 조명을 30%이상 설치
- LED

․LED

조명 우선 적용
조명 설치로 실질적인 전기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조명 설치는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을

0.8 점

LED

이상 획득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조명이 필요한 장소 및 실내조명을 위한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비상 유도등, 다운라이트 등은 우선적으로 고효율인증제품인

LED

조명을 설치

년
조명
설계하는 공공건축물은

2. 2018

-

설치를 목표로
년부터 건축계획 및
조명을
이상 설계 반영

100%
LED

2013

3)

70%

다만, 공공건축물의 특수사항 또는 사무공간에 다음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LED

․

LED

조명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등기구를 사용 가능

건축물내 공간의 사용용도가 미술관, 박물관, 연구소, 병원,

체육관 등에

준하는 특수사항인 경우

․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 연색성, 색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x/

㎡]와 조명 전력비[w/㎡]를 만족하는 LED

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

공공건축물 사무공간의 조도를

IES 배광파일4)

및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에 의하여 광학성능을 조도기준으로 판단하여

KS A3011 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적으로는 LED 조명기술 발전속도 등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Rolling Plan』 적용

4) IES(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Photometric Data Format) 파일은 실제 조명의
이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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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값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토목 분야)
1.

대지 내 빗물관리
-

빗물이 모일 수 있는 오목형 지형 조성
도로, 녹지공간을 볼록형

⇒ 오목형으로 설치

관거형 배수 체계를 오픈 디치(open ditch) 자연형 배수체계, 도로경계부와
녹지 경계부 사이에 떼수로, 자갈수로 설치

2.

환경친화형 포장재료 이용
-

침투블록, 침투트렌치 등을 단독 또는 조합설치

-

외부공간은 투수성포장에 의한 빗물부하 저감 및 토양 생태계유지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조경 분야)
1.

옥상녹화 계획에 의한 생태환경 도입 및 이용자 쾌적성 증가 도모
-

2.
3.

5.

벤치, 그늘막, 산책로, 옥상조경, 옥상 관수설비

빗물을 잠시 저류 가능한 빗물정원(RAIN GARDEN)을 설치 권장

식생 연계된 휴게공간 조성
조경지반계획 시 미기후를 고려한 설계
-

6.

:

생태환경 고려한 벽면녹화, 담장녹화, 옹벽녹화 기법 적용
생태연못 조성(수생, 육생 비오톱 조성) 권장
-

4.

휴게정원

마운딩(mounding) 의 위치, 배식설계 등

빗물 집적을 위한 녹지 내 보도 보행자도로 등의 표고 상향
,

-

보도의 표고를 보도 경계부의 녹지보다 높게 하여 녹지부 빗물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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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유지관리 분야)
1.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유지관리 시스템
적용 권장

(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2.

System)

(FMS)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철거 분야)
1.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계심의시 철거계획을 심의도서에
포함하고 해체공사 계획서와 함께 제출
-

2.

3.

지상4 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 높이
지하2 층 이하 시설물의

10m 이상 시설물 포함)
해체공사( 굴착깊이 5m 이상 시설물 포함)

연면적

시설물

2,000 ㎡ 이상인

철거계획 심의도서 제출시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적정여부는 건설안전
기술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석면재 유무를 확인하고 석면재가 있는 경우
해체·제거 계획을 심의도서에 포함 제출

＊본 가이드라인 적용시 「녹색건축물 조성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책자)」의 별표 참조
Ⅳ. 녹색건축에 대한 행정지원

○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 시행에 의한 건물 관리비용 절감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 실적으로 인정
○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 시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 증
가분에 대한 예산 반영
○ 녹색건축물 인증 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예산 책정 시 반영
○ 턴키 대안 입찰 시 녹색건축 조성계획 및 녹색건축 반영사항
에 따라 가점 부여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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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계획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적용

○ 본 가이드라인은 2014. 8. 1. 건설기술심의 신청 건 부터 적용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 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행정2부
시장 방침 제157호, 2013. 5. 8)은, 본 가이드라인 적용 시 에너
지 분야에 대하여 준용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신청 도서 도면 설계설명서 에
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
(

,

)

⇒ 미반영 또는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 전 보완조치

509

3.4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이 서울특별시에 건설하는 신축․증축․개
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설계를 유도․촉진하기 위해 서
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설기술
심의 기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
른 설계심의와 용역발주심의 등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서울시건
설기술심의 대상 [별표-1]에 적용한다.
[별표-1]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대상
구분

설계 심의

용역 발주 심의

◦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토목, 건축 용역
(T/K 입찰 대상공사)

- 2억원 이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전기, 기계, 조경용역
(기타공사 설계심의 대상공사)
◦ 건설공사를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한
대상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 1억원 이상
◦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요청하고,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써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전기
․기계․조경공사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중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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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역 내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외 서울특별시 소유 건축물중 녹
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별표 -2]에 해당하는 공
공건축물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부기 참조)
[별표-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 적용 대상
○ 연면적 합계 500㎡이상의 건축물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
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
기준은 서울시 친환경건축물 등급 [별표-3]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신축 공공건축물은「에너지 기준」과「녹색건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녹색 건축 인증]

[서울시 친환경건축물(Platinum)등급]

[별표-3] 서울특별시 친환경건축물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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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기준
에너지 기준
EPI 95점
건물에너지
EPI 85점 이상
건물에너지

이상
효율
95점
효율

또는
1등급
미만 또는
2등급

70이상
80미만
Ⅱ
(Gold)
Ⅲ
(Silver)

80 이상
Ⅰ
(Platinum)
Ⅱ
(Gold)

60이상
70미만
Ⅲ
(Silver)
Ⅳ
(Bronze)

①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
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공공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 1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최우수 (그
린1등급) 등급을 충족하는Ⅰ (Platinum)이어야 한다.(부기 참조)

③ 공공건축물을 전면 개보수 등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
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한다.
제5조(필수적용 사항)
① 건축분야의 단열성능 강화
○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최우선적
으로 단열성능을 [별표-4]와 같이 강화하여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1점을 획득하여야 한다.
[별표-4] 성능지표상 건물외피 부위별 평균 열관류율 배점
분
단열성능
(평균열관류
율
W/㎡․K)

배 점

야
외
벽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비주거용

0.47미만

0.63미만

0.79미만

0.95미만

1.18미만

주거용

0.35미만

0.37미만

0.46미만

0.56미만

0.66미만

지붕

0.11미만

0.12미만

0.14미만

0.16미만

0.18미만

바닥

0.12미만

0.16미만

0.20미만

0.24미만

0.29미만

②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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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창에
차양장치를 설치하고, 벽면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문
○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
상인 공공건축물은 [별표-5]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에너지소비량기준
연도
공급의무
비율(%)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10

11

12

15

18

21

24

27

30

※ 단, 해당 공공건축물의 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신재생에너지설비는 현장 여건에 따른 설치 가능면적과 발전효
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
여야 한다.
④ LED 조명 부문
○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합
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LED 조명을 30%이상
설치한다.
○ LED 조명의 우선 적용
- LED 조명 설치로 실질적인 전기 에너지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LED 조명 설치는 [별표-6]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배
점을 0.8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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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성능지표상 LED부문 배점
항

목

전체조명설비 전력량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5%
이상

～ 3%
이상

※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조명이 필요한 장소 및 실내조명을 위
한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비상 유도등, 다운라이트 등은 우선
적으로 고효율인증제품인 LED 조명을 설치한다.
○ 2018년 LED 조명 100%설치를 목표로 2013년부터 건축 계획
및 설계하는 공공건축물은 LED 조명으로 70% 이상 설계 반영한
다.5)
- 다만, 공공건축물의 특수사항 또는 사무공간에 다음사항을
충족할 수 없어 LED 조명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등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건축물내 공간의 사용용도가 미술관, 박물관, 연구소, 병원,
체육관 등에 준하는 특수사항인 경우
㉯ 일반형 고효율 조명등과 동등 이상의 광학성능(연색성,색
온도, 발광면의 휘도 등), 조도비[lx/㎡]와 조명 전력비[w/
㎡]를 만족하는 LED 조명 제품이 없을 경우
㉰ 공공건축물 사무공간의 조도를 IES배광파일6) 및 조명 시
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하여 광학성능을 조도기준으로
판단하여 KS A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기
5)

장기적으로는 LED 조명기술 발전속도 등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Rolling
Plan』 적용
6) IES(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Photometric Data Format) 파일은 실제 조명의 데
이터 값이 저장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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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
⑤ 공공건축물에 대한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
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18℃,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
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
의 특성에 따라 고시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
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⑥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특
별한 환경 조건을 제외하고 구축 하도록 한다.

제6조(분야별 적용사항)
제1장 건축부문

【의무사항】
1. 건축물 외피의 평균열관류율은 국토교통부고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에
너지성능지표 최상 배점으로 한다.
2.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는 방습층을 단열재
의 실내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피난층 포함)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
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4.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
치되어진 경우에,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
야 한다.
5.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 부위의 창의 기밀
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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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녹색 인증 건축자재 등을 사용하여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권장사항】
1.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2.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3.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4.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하고 또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
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5.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
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6.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유리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호를 설치한다.
7.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을 위하여 태양열 차폐장치를 설
치한다.
8. 건물 옥상에는 조경(녹화)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9.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차양장치(커튼, 브라
인드, 선스크린등)를 설치한다.
11.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
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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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2. 지하주차장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
채광을 유도한다.
13.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
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제2장 기계설비부문

【의무사항】
1. 난방 및 냉방설비 장치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
거나 고시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
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
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2.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
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
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
를 하여야 한다.
4. 냉․난방기기 및 주요장비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연면적 3,000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
우에는 [별표-7]의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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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별표-7] 성능지표상 최대 냉방부 담당비율(%) 배점
항

목

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
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주
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신재생
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1점

100

0.9점 0.8점 0.7점 0.6점
90～

80～

70～

60～

100미
만

90미
만

80미
만

70미
만

6. 엘리베이터는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 층 운행, 시간대별 승
강기 제한 운행, 운휴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群관
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 할 수 있도
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공공기관은 신축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에스컬레이터는 시간대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설치 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1.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2.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
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
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
다.
3.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4. 냉난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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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
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5.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공
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
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6.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
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7.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
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
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8.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
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9. 기계환기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
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10.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
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
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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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전기설비부문

【의무사항】
1.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변압방식은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여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
단, 대용량으로 2차변전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는 2단 강압방식으로 적
용할 수 있다.
2.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표에
의한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4.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형광램
프용반사갓을 채택할 때에는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내부입구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점등후 일정시간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6.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
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
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7. 기존 사무기기․가전기기 재사용 등으로 대기전력이 소비되는 장소는 대
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
센트 개수의 30% 이상 차단 되도록 설치 한다.
9.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
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0

10.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
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
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
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권장사항】
1. 수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률, 부등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
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하며,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2.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
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3.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4.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5. 층별 및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다.
6.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하며,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7.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8.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
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
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9.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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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10.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11.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12.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옥외 광고물의 홍보전광판 등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이
될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 건축물 부문

1. 친환경 건축물 설계 반영
① 건축물 자재중 특히 페인트, 벽지, 방수재, 바닥장식재, 벽 및 천정마
감재, 접착제, 장식용 합성수지시트, 보온단열재, 창호, 투수콘크리트 등
의 자재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친환경상품
(환경표지인증, GR마크)를 사용하도록 한다.
② 토지이용, 교통, 수자원, 대기오염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 중요 평가
항목 [별표-8]을 반영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녹색성장을 유도
하는 공공건축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③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40호「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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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녹색건축물 분야
구
① 토지이용
및 교통

분

토지이용, 인접대지영향,
교통부하 저감

확인 방법
건폐율, 일조권 간섭방지대책,
자전거보관소, 도로 설치

② 에너지 및
환경오염

에너지 절약,
지구 온난화 방지

에너지소비량, 대체에너지이용,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③재료및자원

자원 재활용

유효자원 재활용 및 분리수거

④물순환관리

수순환체계 구축

우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⑤ 유지관리

건물관리, 시스템 변경

환경을 고려한 계획 운영

⑥ 생태환경

녹지공간 조성

인공 환경녹지기법 적용

⑦ 실내환경

공기환경,노약자의배려

공기정화작업 실시,노약자배려

① 에너지 절약
②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필수 항목

③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④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⑤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⑥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제5장 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이행여부 확인
1. 건축물 에너지 절약관련 규정 등의 [별표-9]에 대한 이행여부와 건
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별표-10]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한다.
2. 건축물 에너지관련 해당분야 기술사인 건축분야(건축사), 기계분야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전기분야(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환
경분야(대기관리, 폐기물처리) 등 참여여부를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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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확인 사항
주요 항목
○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사전협의제도 이행여부
(에너지사용계획)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적용 사항

○ 에너지 효율 등급

○ 녹색건축 등급

확인 할 사항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내지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12조
- 신재생에너지지 센터, 에너지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협의기
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8호, 2012. 02.
08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 대기전력저감 제품 사용
※ 의무사항 이행 계획서 확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2013.1.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8호, 산업부고시 제2013-25
호)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부 공고 제2013-27호, 산업부 공고 제2013-19
호)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호, 2012.1.12)
-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EPI점수 95점 이상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00호, 환경부 공고
제2013-11호, 2013.1.16)
-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방지,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 필수항목 이행 여부 확인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적용 사항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적용

○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

-

○ LED 조명의 사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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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49호, 2013.3.13)
건축부문 설계기준 적용
기계설비부문 설계기준 적용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적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11% 이상을 설치
급탕 부하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용량 15% 이상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154호)
해당기관의 조명 기기중 30%이상 LED제품 설치

[별표-10]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확인 사항(전부 변경)
구 분

시공 및 설치 현황

검토결과

① 에너지효율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②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성능지표(EPI) 95점 이상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③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인증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④ 에너지관리시스템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공통
사항

성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건축사

전 화 번 호

사무소 주소
전자우편

성

휴대전화 번호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 화 번 호

기계설비
설계사 사무소 주소
전자우편

성

휴대전화 번호

명

자 격 번 호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 화 번 호

전기설비
설계사 사무소 주소
전자우편

휴대전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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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축 부문
지상층:

건축 면적

연면적
㎡

층 수

지하층:

㎡

합 계:

㎡

지상:
부위별

지 붕
바
닥

최하층
바닥 난방
층간 바닥

지하층:

㎡

합 계:

㎡

지하:
단열재 종류

층

열전도율

단열재 두께
㎜

W/㎡ㆍK

W/mㆍK

㎜

W/㎡ㆍK

W/mㆍK

㎜

W/㎡ㆍK

W/mㆍK

㎜

열관류율

Ⅰ

㎡

W/mㆍK

구조
창
문

면 적

지상층:

W/㎡ㆍK

단열
종류

냉난방

층

열관류율

외 벽

㎡

일사투과율
(차폐계수*
0.87)

창의 구성

창틀 종류

기밀 성능

W/㎡ㆍK

Ⅱ

W/㎡ㆍK

Ⅲ

W/㎡ㆍK

Ⅳ

W/㎡ㆍK

외벽 평균 열관류율
(창 및 문을 포함합니다)

W/㎡ㆍK

(

)등급 이상

(

)등급 이상

(

)등급 이상

(

)등급 이상

창 면적비주)

%

Ⅲ. 기계설비 부문
난 방 용

난방기기

종류

용량

급 탕 용
효율

㎾
㎉/h

성적계수

종류

용량

효율
㎾
㎉/h

%

종류

용량

냉방기기

%

성적계수
㎾

usRT
급수용

펌 프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A효율:
㎥/분 B효율:

종류

급탕용
제어
방식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제어
방식

A효율:
㎥/분 B효율:

순환수용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제어
방식

A효율:
㎥/분 B효율:

용량 합계

용량가중 평균효율

송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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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전기설비부문
수전 전압

수전 방식

위치

수전 방식

변전설비

㎸

고효율 변압기

회선

층

[ ]있음 [ ]없음

2차측전력량계
시설

[ ]있음 [ ]없음

전동기별 시설

집합시설

자동역률
조정장치

콘덴서

[ ]있음 [ ]없음

동력설비

채 택
인버터 제어

제어 방식

전동기부하명

[ ]있음 [ ]없음

그 밖의 제어 방식

승강설비
에너지 미터링
시스템

제어 방식

수

[ ]있음

거실 조명밀도

lx

주조명광원

옥 내

조명기기

안정기
형식 등급

조명설비

조명제어
시스템
전력감시
제어반

[ ]있음

W/㎡

옥 외

W

W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설
치
장
소

고조도 반사갓
[ ]있음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대

[ ]없음

주 거실
설계조도

전력감시
제어설비

량

[ ]없음

[ ]없음

자동조도 점멸장치

[ ]있음

전체 콘센트
개수

[
]있음

[
]없음

[ ]없음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 개수

설치비율
%

도어폰

[ ]있음

[ ]없음

홈게이트웨이

[ ]있음

[ ]없음

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부문
태양열 급탕/
냉난방설비

종류

㎾
㎉/h

태양광 발전
설비

종

풍력발전
설비

종

지열이용
열펌프설비

냉 / 난 방 용
용량

류

설치면적

집열효율

급 탕 용
용량

종류

㎾
㎉/h

%

용 량

설계최대풍속

㎾

용 량

m/sec

종류(형태)

냉난방 성능
[COP]
난방[
]
냉방[
]

%

발전효율

m2

류

집열효율

날개 지름
㎾

순환펌프
동력 합계
kW

%

천공수/
깊이
( )공/
( )m

지상고
m

m

열교환기
파이프 지름
㎜

설계 유량(용량)
lp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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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업무시설에 한하여 작성)

구 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2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2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m2년)

난 방

급 탕

냉 방

조 명

환 기

합 계

○ 에너지절약계획서 적합여부
(영 제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여부 사전 확인시에 한하여 작성)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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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 확인

회사명

직위

성명



발주자 확인

소 속

직위

성명



<첨부-1> 건축물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기본배점
항

(a)

비주거
대형
소형

목

배점

㎡ (500~3,00 주택 1
이상) 0㎡미만)

(3,000

21

평점

주택

㎡․

2.지붕의 평균 열관류율
Ur (W/
K)주2) 주3)
(천창 등 투명 외피부

㎡․

분을 제외한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

3.최하층 거실바닥의 평
균 열관류율

㎡․K)

Uf (W/

주2) 주3)

31

28

축

㎥ ㎡

( /h ))
6.자연채광용 개구부(수
영장), 주된 거실에 개

폐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의 설치(기타 건축물)
문 7.유리창에 제5조제10호
타목에 따른 야간 단
열장치를 설치
8.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5조제10호너목에 따
른 차양장치 설치
9.외기에 면한 주동
출입구에 방풍실 또는
회전문을 설치 함
10.공동주택 각 세대의
현관에 방풍실 설치
11.대향동의 높이에
대한 인동간격비주5)
12.공동주택의 지하주
차장에 300m2이내
2
공 마다 2m 이상의
채광용 개구부를 설치
동
하며(지하 2층 이하
주 제외), 조명시설은
택 주위 밝기에 따라
전등군별로 자동점멸
또는 스케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
전력을 감소
부

1점

0.9점

0.8점

0.7점

0.6점

근거

～0.63미만 0.63～0.79미만 0.79～0.95미만 0.95～1.18미만
남부 0.58미만 0.58～0.76미만 0.76～0.94미만 0.94～1.12미만 1.12～1.37미만
제주 0.70미만 0.70～0.93미만 0.93～1.16미만 1.17～1.39미만 1.39～1.72미만
중부 0.35미만 0.35～0.37미만 0.37～0.46미만 0.46～0.56미만 0.56～0.66미만
남부 0.44미만 0.44～0.47미만 0.47～0.57미만 0.57～0.67미만 0.67～0.77미만
제주 0.55미만 0.55～0.65미만 0.65～0.79미만 0.79～0.93미만 0.93～1.07미만
중부 0.11미만 0.11～0.12미만 0.12～0.14미만 0.14～0.16미만 0.16～0.18미만
남부 0.14미만 0.14～0.16미만 0.16～0.18미만 0.18～0.20미만 0.20～0.22미만
제주 0.17미만 0.17～0.19미만 0.19～0.22미만 0.22～0.25미만 0.25～0.28미만
중부 0.12미만 0.12～0.16미만 0.16～0.20미만 0.20～0.24미만 0.24～0.29미만
남부 0.14미만 0.14～0.18미만 0.18～0.23미만 0.23～0.28미만 0.28～0.34미만
제주 0.16미만 0.16～0.21미만 0.21～0.26미만 0.26～0.31미만 0.31～0.38미만

7

8

8

8

5

6

6

6

4

6

6

6

70 이상 60

5

6

6

6

1등급
(1
/h 미만)

1

1

1

1

-

-

1

1

4

2

2

2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

-

1

1

적용 여부

-

-

1

1

4.제5조제10호차목에 따

른 외단열 공법의 채
택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시공 비율, 전체
외벽면적에 대한 창면
적비가 50%미만일 경우
에 한함)
5.기밀성 창호 및 문의
설치(KS F2292에 의한
건 기밀성 등급 및 통기량

2

(a*b)

중부 0.47미만 0.47

34

1.외벽의 평균 열관류율
Ue(W/
K)주2) 주3)
(창 및 문을 포함)

(b)

주거

％

㎥ ㎡

％～70％미만 50％～60％미만 40％～50％미만 30%~40％미만
2등급
(1~2
/h 미만)

㎥ ㎡

3등급
(2~3
/h 미만)

㎥ ㎡

4등급
(3~4
/h 미만)

㎥ ㎡

5등급
(4~5
/h 미만)

㎥ ㎡

수영장 : 수영장 바닥면적의 1/5이상 자연채광용 개구부 설치
기타 건축물 : 개폐되는 창부위의 면적이 외주부주4) 바닥면적의
상 적용 여부
전체 창 면적의

1.20이상

～

1.15이상
1.20미만

1/10이

20% 이상 적용 여부

적용 여부

～

1.10이상
1.15미만

-

-

1

1

-

-

1

1

적용여부

-

-

2

2

--

～

1.05이상
1.10미만

～

1.00이상
1.05미만

13.지하주차장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기계부문
15번 및 건축부문
12번에 대한 보상점수

건축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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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점
항

(a)

비주거
대형
소형

목

배점

평점 근

㎡ (500~3,00 주택 1 주택 2
0㎡미만)

(3,000
기름 보일러

0.9점

92이상

86
89미만
81
83미만

83
86미만
79
81미만

～
～

83미만

87이상

89
92미만
83
87미만

중앙난방방식

1.난방
기기 주6)
(효율%)

개별난방방식

8

7

10

7

1등급

-

-

-

그 외
또는
미설치

-

-

-

그 외
또는
미설치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기타 난방기기
원심식(성적계수,

2.냉방
기기

흡수식
(성적
계수,

COP)

①1중효용
②2중효용
③3중효용
④냉온수기

5.18

COP)

이상

0.75

이상

6

2

-

2

1.2

이상
고효율
인증제품
(신재생
인증제품)

기타 냉방기기

60

0.7점

～
～

0.6점

79미만

4.51~5.18 3.96~4.51 3.52~3.96 3.52미만
미만
미만
미만
0.73
0.7
0.65
0.65
0.75미만 0.73미만 0.7미만 미만
1.1
1.0
0.9
0.9
1.2미만 1.1미만 1.0미만 미만

～
～

～
～

～
～

-

-

-

～

～

～

그 외
또는
미설치

57.5
55
50
60미만 57.5미만 55미만 50미만
1.12E~ 1.08E~ 1.04E~ 1.04E
1.16E이 1.16E
미 1.12E미 1.08E미
상
미만
만
만
만

3.열원설비 및 공조용 송풍기의 효율(%)

3

1

-

1

4.냉온수 순환, 급수 및 급탕 펌프의 평
균 효율(%) 주7)

2

2

3

3

5.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

3

1

-

1

적용 여부

2

2

2

2

2

1

2

2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인 경우 배점)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기준의 20

2

1

2

2

스템의 도입
6.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또는 바닥열을
계 이용한 환기장치, 보일러 또는 공조기
의 폐열회수설비주8)
설
7.기기, 배관 및 덕트 단열
비
8.열원설비의 대수분할, 비례제어 또는
부 다단제어 운전
9.공기조화기 팬에 가변속제어 등 에너
문 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0.생활배수의 폐열회수설비
11.축냉식 전기냉방, 가스 및 유류이용 냉
방,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냉방 적용(주간
최대냉방부하 담당 비율, %), 신재생
에너지 이용 냉방 적용
기

12.급탕용 보일러
13.난방 또는 냉난방순환수 펌프의 대수

제어 또는 가변속제어 등 에너지절약
적 제어방식 채택
14.급수용 펌프 또는 가압급수펌프 전
동기에 가변속 제어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채택

15.기계환기시설의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에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 설비 채택

-지역난방방식 또는 소형가스열병
합발전 시스템, 소각로 활용 폐열
시스템을 채택하여 1번, 8번 항목의
16.

2
1

1
1

1

1
1

2

1

-

1

2

2

2

2

2

1

2

2

1

1

1

1

1

1

1

1

이상

적용 여부

％

이상 단열재 적용 여부
(급수, 배수, 소화배관 제외)
적용 여부
공기조화기용 전체 팬 동력의
여부
적용 여부

100

～

～

90
80
100미만 90미만

％ 이상 적용

60

～

70
80미만

～

60
70미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해당 보일러 적용여부
냉난방 순환수 펌프 전체동력의
적용여부

60% 이상

％ 이상 적용 여부
지하주차장 환기용 팬 전체 동력의 60％ 이상

급수용 펌프 전체 동력의

60

적용 여부

10

8

12

9

지역난방, 소형가스열병합발전, 소각로 활용 폐
열시스템은 전체 난방설비용량(신재생에너지난
방설비용량 제외)의 60% 이상 적용여부
(단, 부 열원은 기계부문 1번 항목의 배점(b) 0.9
점 이상 수준 설치에 한함)

4

3

4

4

-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개별난방 또는 개별냉난방방식주9)을
채택하여 8번, 13번 항목의 적용이
불가한 경우의 보상점수

기계설비부문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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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

0.8점

(a*b) 거

1점

이상)

가스
보일러

(b)

주거

기본배점
항

(a)

비주거

목

대형

㎡

1.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의
조명밀도(W/ )

㎡

2.간선의 전압강하(%)
3.변압기를 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 구성
4.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한 제5조
제12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

5.실내 조명설비에 대해 군별 또는
회로별 자동제어설비를 채택

6.옥외등은 고휘도방전램프(HID
램프)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격등 조명과 자동 점멸기에 의한
점소등이 가능하도록 구성
7.층별 또는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
계를 설치
전
8.BEMS 또는 에너지 용도별 미터
링 시스템 설치
기
9.역률자동 콘덴서를 집합 설치할
경우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채택
설
10.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
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시
부 스템 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
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한 시스템
문 11.전체 조명설비 전력랑에 대한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단,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
점
12.제5조제12호카목에 따른 대기전
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의 전체 콘센트 개수에
대한 비율
13. 제5조제12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시설 자동 제어시스템
을 채택
공 14.도어폰을 대기전력저감우수
제품으로 채택
동
주 15.홈게이트웨이를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채택
택

(b)

배점
주거

소형

(3,000 이 (500~3,000 주택 1
상)
미만)

㎡

평점

1점 0.9점
주택 2

0.8점

0.7점

0.6점 (a*b)

근거

8

8~
11~
14~
17~
11미만 14미만 17미만 20미만
3.5 3.5
4.0
5.0
60
미만 4.0미만 5.0미만 6.0미만 7.0미만

3

2

2

2

1

1

1

1

1

-

-

-

적용 여부

2

1

1

1

적용 여부

1

1

-

-

1

1

1

1

1

2

-

-

층별 1대 이상 전력량계 설치 여부

2

2

1

1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콘센트 구분 각각 계량시 반영

1

1

1

1

적용 여부

1

1

1

1

적용 여부

4

4

4

4

이상

1

1

1

1

이상

1

1

-

-

적용여부

-

-

1

1

적용 여부

-

-

1

1

적용 여부

미만

～

～

전체 조명부하의

～

～

％

40 이상 적용 여부

적용 여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고효율조명기기인 경우 배점)

20% 15%이상 10%이상 5%이상 3%이상
~20% ~15% ~10% ~5%

80% 70%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80% ~70% ~60% ~50%

전기설비부분 소계

․

3

3

4

3

․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4

4

-

3

․재생에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1

1

4

3

․재생에

10%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15% 이상)

4

4

4

3

2% 이상 적용 여부
(단,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4% 이상)

1.전체난방설비용량에 대한 신 재
신 생에너지 용량 비율
재

2.전체냉방설비용량에 대한 신 재
생에너지 용량 비율

생3.전체
너지
부
4.전체
너지
문

급탕부하에 대한 신
용량 비율
전기용량에 대한 신
용량 비율

신재생부분 소계

평점 합계(건축+기계+전기+신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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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8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5호
○ 제2조(적용대상)
① 규칙 제2조의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종류로서 독
립된 주거형태를 가진 건축물을 말한다.
② 규칙 제2조의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이라 함은「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 종류를 말한다.

등급

1+++

532

주거용 건축물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kWh/㎡․년)

60 미만

80 미만

1++

60 이상

9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

90 이상

120 미만

140 이상

200 미만

1

120 이상

15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

150 이상

19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

190 이상

23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4

230 이상

27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5

270 이상

32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6

320 이상

37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7

370 이상

42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첨부-3> 녹색건축 인증 등급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00호
환경부 공고 제2013-10호
○ 인증등급별 점수기준
- 업무용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그 밖의 건축물, 복합건축물
심사점수
등급

비고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80점 이상

75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70점 이상

65점 이상
100점 만점

우량(그린3등급)

60점 이상

55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 공동주택
등급

심사점수
신축건축물

기존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69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61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53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45점 이상

비고

100점 만점

- 소형주택
등급

심사점수

최우수(그린1등급)

74점 이상

우수(그린2등급)

66점 이상

우량(그린3등급)

58점 이상

일반(그린4등급)

50점 이상

비고

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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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4>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현황
○ 주택성능등급 인정 등급
등 급 기 준
등급

★★★★
★★★
★★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평점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이 기준은 2013년 5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부기> "서울특별시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중 일부 조항 시행 일자
○ 제3조(적용범위)의 [별표-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은 2013.9.1일부터 시행
- 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 대한 부칙 제2조
○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의 ①항은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가 마련된
이후부터(2013.9.1. 예정) 시행
- 근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제2조(적용대상) 및 제4조(인증기준)
○ 그 이전에는(일반적 경과조치)
- 제3조(적용범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공공건축물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 ①항의 용도구분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 위 기준은 서울특별시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Rolling Plan』 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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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가이드라인(주택정책실)
Ⅰ. 총칙
1. 목적
1.1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축물 중 세계적 수준
의 건물이 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서울시의 건축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기구의 유치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대상
2.1 공공 건축물 중 그 용도가 업무시설의 용도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
2.2 외국인 투자기업지원시설 또는 국제기구 유치대상 건축물에 적용한
다.

3. 적용방법
3.1 공공기관, 설계자, 시공자, 건설기술자 등은 이 가이드라인을 고려하
여 업무를 수행한다.
3.2.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자치구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적용대상
건축물의 설계, 건설사업관리, 공사, 유지관리, 평가 및 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활용한다.
3.3. 이 가이드라인은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
물의 특성과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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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제기구”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
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 등 『서울특
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2 “공공기관” 이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및 SH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을 말한다.
4.3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의 사용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건립 및
소유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4 “연면적”이란 건축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하나의 건
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4.5 “의무사항”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시 필수적으
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하며, “권장사항”이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4.6 ″녹색건축물″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에 따른 건축
물을 말한다.
4.7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
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
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
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8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9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
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10 “LEED”란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GBC)에서 개발한 국제적으로 인
정받는 녹색건물인증제도(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을 말한다.
4.1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쾌적하고 기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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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보전하기 위한 제어․관리․경영시스템을
말한다.
4.12 “지능형 건축물(IB : Intelligent Building) 인증”이란 국토교통부 고
시인「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4.13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범죄
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 피해자, 장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설계를 말한다.
5. 참고규정
5.1

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국내외 관계규정․기준은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본 가이드라인 활용시점에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Ⅱ. 서울시 공공건축물 신축 기준
6. 기준 적용 일반사항
6.1 서울시 건축물은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환경 친화적 건물이 되어
야 하며, 최고 수준의 안전과 방범․방재 기능을 확보한 건축물로 내
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사용에 편리하며 쾌적하여야 한다.
6.2 세계적 건축물의 구현을 위해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설비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6.3 건축물 입지조건은 비즈니스 중심지역 또는 도로 및 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하되 각종 테러나 데모로부터 보안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방재/방범 기준
7.1 소방시설은 국내 소방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하고, 기타 국내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국방재협회(NFPA :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National Fire Code(NFC)를 준수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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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 소방관련 법령과 미국 방재협회의 NFC가 서로 상반될 경
우에 국내 소방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2 국제기구 유치를 고려하여 건물 전체 시스템과 독립된 냉난방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및 방범․방재 시스템을 용이하게 갖출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건물 계획시 추후 국제기구 유치시 보안 장비 등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의 확보와 함께 추가 배관 및 배선 등 설치를 위한 공간을 확
보하여야 한다.
7.3 도시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하
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근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는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등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수
립하여야 한다.
7.4 침입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가시권을 최대화
시켜 건물을 배치하는 등 자연적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출입통제장
치 등으로 침입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자동 팝업볼라드 등을 설치
접근 통제수단을 제시하고, 울타리․로비계단 표지판 및 조경 등을 통
하여 영역을 구획하여야 한다.
7.5 지하주차장 등 범죄피해가 염려되는 장소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
하주차장은 비상벨, 썬큰주차장, 천창, CCTV, 조명 등 설계기준을 제시
하여야 한다.
8. 지능형 건축물(Intelligent Building) 기준
8.1 『건축법』제65조의2(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따른 지능형 건축물
인증 1등급 예비인증 및 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방범․방재를 고려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증 평가 기준 중 일부
평가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제한 할 수 있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 -512호 / 2012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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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건물 :

1. 공동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교육연구시설 5. 업무시설 6. 숙박시설 7. 방송통신시설
* 인증심사 기준은 크게 ① 공동주택, 숙박시설과 ②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
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로 구분
* 인증 등급

등 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심사 점수
90% 이상 득점
85%이상 ~ 90%미만 득점
80%이상 ~ 85%미만 득점
75%이상 ~ 80%미만 득점
70%이상 ~ 75%미만 득점

비고(600점(100%) 만점
540점(90%) 이상
510점(85%) 이상
480점(80%) 이상
450점(75%) 이상
420점(70%) 이상

* 평가분야 항목 및 점수
·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 시
설경영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 24개의 필수항목, 67개의 평가항
목, 34개의 가산항목으로 구성되어 필수항목 총점 600점, 가산항목
60점으로 총 660점으로 구성됨.
*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 : 별첨 1 참조
8.2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 설비의 최적운전을 통
한 에너지절감·효율적인 건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 건물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은 에너지원별, 사용용도별, 열원장비별
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하며,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에너지 모
니터링의 범위를 달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권장한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3-71호 : 201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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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②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친환경․녹색 건축물 기준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인증항목 및 등급》

인증기준
인증항목
등급

평가 항목

비고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의 7개분야 33개 항 *현행「공공
목에 대하여 점수(총 98점)로 평가
관련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 건축물
지침」에
(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4개 등급 따름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kwh/㎡·y)으로 평가.
· 10개 등급 : 1+++등급 ~ 7등급
미국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 등 *기준신설
4개 등급으로 구분
*현행「공공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산업통산자원부)에 의거 년차별 공급의무 건축물
지침」에
비율 산정(2014년도는 12%임)
따름


91. 녹색건축
인증

우수(그린2)
등급이상

92. 에너지효율 에너지효울
등급인증 1등급이상
Silver등급
93. LEED인증 인증기준
만족
94. 신재생에너지 총에너지
공급 비율 사용량의
12%이상

9.1 녹색건축 인증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우수
(그린2등급)등급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 획득
을 권장한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호, 2013.6.28]
제13조(녹색건축 인증의 취득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에서 연면적의 합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국토교통부장관과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용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우수(그린2등급)등급 이상의 녹색
건축 예비인증 및 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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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립·공립학교

- 녹색건축 인증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 환경부 고시 제
2013-84호 : 2013.6.28)
*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

등 급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일반(그린4등급)

신축건축물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기존건축물
75점 이상
65점 이상
55점 이상
45점 이상

* 녹색건축 인증 등급기준
․ 총 10개 건물의 종류별 인증심사 기준이 있음
① 공동주택 ② 복합건축물(주거) ③ 업무용건축물 ④ 학교시설
⑤ 판매시설 ⑥ 숙박시설 ⑦ 소형주택 ⑧ 기존 공동주택
⑨ 기존 업무용 건축물 ⑩ 그 밖의 건축물
* 평가분야 항목 및 점수 (업무용 건축물 기준)
․ ① 토지이용 및 교통, ② 에너지 및 환경오염, ③ 재료 및 자원,
물순환 관리,

⑤ 유지관리, ⑥ 생태환경, ⑦ 실내환경의

분야 33개 항목(리모델링시에는 2개항목 추가)에 대하여

④
7개

점수(총

98점/ 리모델링시 107점)로 평가

* 평가항목 중 필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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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성능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생활용 상수절감 대책의 타당성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사용

* 인증 마크

9.2 에너지효율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
정된 1등급 이상의 등급을 획득하여야 하며, 1+ 등급 이상의 획득을 권장
한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에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및 동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3,000㎡이상
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한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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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1+++
1++
1+
1
2
3
4
5
6
7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80 미만
80 이상 140 미만
140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60 미만
260 이상 320 미만
320 이상 380 미만
38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520 미만
520 이상 610 미만
610 이상 700 미만

9.3 LEED 인증은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GBC)에서 수행하는 LEED
BD+C (LEED for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기준의 LEED
Silver 등급 이상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LEED Gold 등급 이상
의 기준 만족을 권장한다.
- LEED 등급은 가능한 LEED 등급을 직접 획득하는 것을 권장하되,
LEED 등급의 획득 여부 자체 평가서는 전문기관의 확인서 제출로 가
름할 수 있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건축물의 LEED 인증은 LEED BD+C(LEED for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이 주로 해당되며, 신축 및 주요 리노베이션의
인증에 해당됨.
- LEED 인증은 건물 타입, 용도, 프로젝트 범위에 따라 신축(NC),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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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건물(EB), 임대건물(CS), 교육시설, 주거건물, 단지개발로 구분되
며, 각각 별도의 인증 시스템이 있음.

- 평가분야 항목 및 점수
* 지속가능한 부지, 에너지 및 대기, 자재 및 자원, 혁신설계과정, 실내 환
경수준, 지역선도평가, 효율적인 물이용 등 7개 분야 56개 항목에 대하
여 점수(총 110점)로 평가
- LEED 인증 등급

*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 4개 등급으로 구분함

등
급
Platinum
Gold
Silver
Certified

모든 건축물
80점 이상
60점 ~ 79점
50점 ~ 59점
40점 ~ 49점

- 전세계 63,544 인증 실적이 있으며, 국내에서도 총 174개 Project
LEED 인증을 받았음
- 서울시 소재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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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D 인증 획득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음.

건물명
GRAN SEOUL
Seoul Finance Centre
Recertification
Gangnam Finance Centre
Recertification
Tetra Tech
KoreaInternational
Inc

위치 인증등급 획득점수 획득연도 기타(인증 종류)
서울 Gold 62/110 2014 Core and Shell v2009
O+M: Existing
서울 Platinum 85/110 2013 LEED
Buildings v2009
O+M: Existing
서울 Platinum 82/110 2013 LEED
Buildings v2009
LEED ID+C:
서울 Silver 57/110 2011 Commercial
Interiors
v2009
SamsungHQC/T
Corporation 서울 Gold 63/110 2012 LEED
O+M: v2009
Existing
Building
Buildings
O+M: v2009
Existing
Seoul Finance Centre 서울 Gold 68/110 2011 LEED
Buildings
COEX Convention and 서울 Silver 52/110 2011 LEED O+M: Existing
Exhibition Center
Buildings v2009
O+M: Existing
Kukdong Building Seoul 서울 Gold 66/110 2011 LEED
Buildings v2009
LEED ID+C:
ERM Korea
서울 Silver 57/110 2012 Commercial
Interiors
v2009
BD+C:v2.0
Core and
Mirae Asset CENTER1 서울 Silver 30/62 2011 LEED Shell
JW Marriott Square
Seoul
LEED BD+C:v2009
New
서울 Gold 65/110 2013 Construction
Dongdaemun
BD+C: Core and
State Tower Namsan 서울 Gold 62/110 2011 LEED Shell
v2009
9.4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
정』에 따라 산정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한
다.

■ 해설 및 참고사항
-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 공급의무비율은「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심의기준」적용

해당 201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 2012
이후
공급의무 10 11 13 15 17 19 21 23 25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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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산정방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100
예상 에너지사용량
* 예상 에너지사용량 산정방법
예상에너지사용량=건축연면적×단위에너지사용량×용도별보정계수×지역계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방법
신·재생에너지생산량= 원별설치규모×단위에너지생산량×원별보정계수
* 용도별 보정계수, 원별설치규모, 단위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4-19호)에 정한 값 적용

※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 별첨 2 참조

10. 디자인 기준
10.1 건축물 디자인은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되, 주변 경관과 어
울리도록 하며, 사용자들의 편리성과 쾌적성 등을 고려한 디자인
이어야 한다.
10.2 서울시 공공건축물 기준의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설물들이 효과적
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을 하여야 하며, 유효공간이 최대
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3 건축물 외관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 전에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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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지능형건축물 인증심사기준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방송통신시설 공통 적용
부문

범 주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필수 건 축 계 획 A1-01-01 에너지절약형
항목 및 환경
건축계획

평 가 기 준

배점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의한 EPI 평점 70점 이상 혹은 건물에
너지효율등급 3등급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

(3개)

A1-01-02 친환경자재 사용 부위별(바닥, 벽, 천정)친환경 인증 자재의 일정 기준이상 사용
에 따른 평가로서 ‘친환경자재 사용면적/전체 마감면적×
100’의 60% 이상을 만족 하여야 한다.
A1-02-01 건축설비를 위한 장비반입구의 유무, 최대장비크기, 도식화된 장비반출입구 경
유지관리공간
로 및 출입문의 적절한 크기 확보와 업무공간의 가변 및 기기
용량 증설에 대응 가능한 설비 공간을 확보 한다.
기계설비 M1-01-01 열원설비의 선정 열원설비는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건물전체에 에
너지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

(5개)

건물의 용도, 부하특성, 사용시간대 별로 공조조닝이 되어야
하며, 공간의 요구조건에 맞게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하
였는지를 평가한다.
M1-03-01 급배수 조닝 및 적정 수압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닝 및 운전을 통해 급수
운전
및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M1-04-01 제어 및 감시

중앙에서 공조설비에 대한 자동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M1-05-01 TAB실시

TAB를 실시하여 모든 설비가 설계의도와 맞게 운영되도록 계
획 및 시공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전기설비 E1-01-01 비상전원 확보

비상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공급용량은 총 수전 용량의
20%이상이어야 한다.

-

(5개)

적정한 크기의 EPS 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M1-02-01 공조조닝 및
환기

E1-01-02 배선공간 확보

-

-

-

E1-02-01 쾌적한 조명환경 사무실 조명은 균일조도이어야 하며 눈부심을 최소화하여야
구축
한다.

-

E1-03-01 감시제어

전력설비와 조명설비는 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E1-04-01 건물내 등전위
구성

민감한 장비의 안정적 운전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공간
은 등전위로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T1-01-01 구내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보통신부 고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 업무시
설 1등급 이상의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한다.

-

(4개)

T1-02-01 외부망 연결

외부와의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위한 광통신 선로를 인입 받
아야 한다.

T1-02-02 네트워크 관리
및 보안

건물 내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서 방화벽(Fire Wall)과 NMS가
설치, 운용되어야 한다.

-

T1-03-01 망 및 망 관련
장치 구성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와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은 따
로 설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통합

S1-01-01 통합서버의
이중화 여부

통합서버는 메인서버와 보조서버로 구성되어 이중화 되어야
한다

-

(3개)

S1-01-02 통합대상 시스템 건물의 기본이 되는 설비인 기계설비제어, 전력제어, 조명제어,
출입통제, CCTV, 방재시스템은 통합 대상이 되어야 한다.

-

S1-02-01 연동운영
시나리오

통합 연동대상 시스템의 연동 운영 시나리오가 있어야 한다.
(빌딩에서 침입감시, 화재 등 비상상황 혹은 특정 상황에 대한
관련시스템 간의 운영시나리오가 1개 이상 있어야 한다.)
대상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대상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시스템
(FMS)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시설관리시스템(FMS)의 운용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가 구축되
어 있어야 한다.

-

시 설 경 영 F1-01-01 시설관리 조직
관리
유무
(4개)

F1-02-01 시설관리
시스템(FMS)
활용
F1-02-02 시설관리시스템(
FMS) 기본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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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범 주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구축
F1-03-01 유지관리매뉴얼 대상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한 매뉴얼을 확보하고 있어
보유 유무
야 한다.
지표수

배점
-

24

평가 건 축
항목 계 획
및 환
경

A2-0
1-01

기준층 평면계획, 기준층 평면형태, 코어의 위치, 기둥 계획 등을 통한 업무공간의
공간활용 융통성 개방성 및 효율성과 쾌적하고 융통성 있는 평면과 가변성 있는 공
간계획을 유도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 1 0
개)

A2-0
1-02

공간규모

A2-0
2-01

천장고 및 층고 적절한 천장고(반자높이) 및 층고 계획

A2-0
2-02

이중바닥구조

A2-0
3-01

인터랙션(Interactio 건물의 규모 및 용도, 목적에 적합성과 공간의 설치위치 개소 및
n)
10
구성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스페이스
일사차폐시설
여름철일사차단을 통해서 냉방 부하절감
10

A2-0
4-01

1인당 점유면적

업무공간 가변배치 대응 가능한 바닥배선수납공간 확보

10
10
10

A2-0
4-02

일조차폐시설

외부일조유입량 차폐시설(블라인드, 롤스크린 등)의 조절작동 기
10
능성 및 편의성 평가

A2-0
4-03

외벽단열성능

건물 외피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통합하여 열손실/열획득량
10
을 줄여 사용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함

A2-0
5-01

바닥적재하중

구조적 안정성확보 및 실의용도변경에 대한 유연성확보

외부소음차단
A2-0
6-01
평가 기계설비 M2-01-01 열원설비 효율
항목
(10개)
M2-01-02 열원반송방식

외부소음도 측정결과, KSF 2808에 의한 창(커튼월 포함)의 차
음성능 측정 결과평가

고효율장비의 적용을 유도하여, 공조에너지사용량의 절감과
CO2 방출량 저감효과를 달성한다.
열원설비(냉온수)에서 생산한 열원을 각 시스템으로 반송하는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M2-02-01 공조항목
실내환경제어 요소의 적용종류에 따라 평가한다.
M2-02-02 공조조닝
실내부하의 변동, 시간외 공조대응 및 재실자들의 요구에 따른
제어와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정한 공조조닝 적
용여부를 평가한다.
M2-02-03 공조방식
건물의 전체에 적용된 주 공조방식을 평가한다.
M2-02-04 외기의 도입
실내에 공급되는 신선외기의 도입량에 따라 평가한다.
M2-03-01 수원
건물에 공급되는 용도별 수원의 분리와 위생적인 음용수 제공
및 재활용에 대해 평가한다.
M2-03-02 절수설비설치비율 전체 위생기구에 대한 절수형 위생기구 적용률로 평가한다.
M2-04-01 통신프로토콜
건축기계설비 제어시스템 통신프로토콜 방식을 평가한다.
M2-04-02 자동제어에 의한 에너지 절약 기법의 적용 개수에 따라 평가한다.
에너지 절약기법
평가 전기설비 E2-01-01 전기 관련실
전기실을 침수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관련실이
항목
최하층 바닥면 보다 높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11개)
E2-02-01 UPS 시설의
중요 부하용 무정전 전원시스템 공급능력을 평가한다.
공급능력
E2-02-02 전원설비구성
단선결선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압기 고장 시 조
치의 신속성을 평가한다.
E2-02-03 전력 간선설비 전력공급의 신뢰성과 부하증설에 대한 유연성을 평가한다.
E2-02-04 고조파 및 노이즈 정보통신설비, 전자장비, 컴퓨터설비 등의 고장 및 소손을 방
저감설비
지하기 위한 고조파 및 노이즈 저감을 위한 프로텍터 설치여
부를 평가한다.
E2-02-05 업무공간 자유 적절한 EPS(Electrical Pipe Shaft)의 크기확보여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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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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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
5
5
10
10
5
15
10
10
10
10
10

부문

범 주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선공간(EPS)
적절한 EPS의 보호대책을 평가한다.
E2-03-01 업무공간 소전력 전기기기의 코드를 직접 연결할 수 있어야 하며 좌석이동에도
공급설비(콘센트) 연장코드의 이용이나 몰드설치 등의 별도 공사가 불필요한 정
도의 소전력 공급설비(콘센트)를 구비토록 한다.
E2-03-02 엘리베이터 설비 엘리베이터 군관리시스템 및 평균대기시간과 수송능력을 평가
한다. 중앙감시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집중감시, 제어 및 분
산관리여부를 평가한다.
E2-04-01 전력/조명/주차관 주요 전기설비(전력설비, 조명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방재설비,
제/
주차관제 등)를 원격관리와 집중감시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엘리베이터
관련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E2-05-01 피뢰 및 접지
뇌 보호시스템 보호등급적용 여부를 평가한다.
시스템
공통접지 및 등 전위 본딩 여부를 평가한다.
E2-05-02 소방설비
동별, 층별, 세부적인 평면도를 표시하고 주며, 고장, 경보 등
각종 정보표시, 저장, 출력이 가능한 CRT 일체형 수신기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평가 정보통신 T2-01-01 회선용량 확보율 도면과 교환기 장비 명세서 및 용량 산출 근거 서류를 통해
항목
예비율을 평가한다.
도입교환기의 부가기능 명세서를 통해 기능을 평가한다.
(14개)
T2-02-01 구내 정보통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와 항목별 심사결과서를 통해
기반시설
평가하고, 시스템박스 설치를 위한 평가척도별 단위면적 기준
을 도면에 표시하여 평가한다.
T2-03-01 백본장비 및
백본장비 및 사용자연결장비의 구성도와 장비명세서를 통해
사용자연결 장비 네트워크 속도를 평가한다.
T2-03-02 백본장비 및
백본 및 간선 이중화 채용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
간선구성
성도와 도면을 가지고 평가한다.
T2-03-03 네트워크 관리 및 LAN 관련 장비들의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성도와 명세서를
보안
가지고 평가한다.
T2-04-01 다목적회의 지원 다목적 회의지원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설비들의 도입 여부
시스템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인한다.
T2-04-02 회의지원 시스템 회의지원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회의실 도입 여부를 검토
한다.
T2-05-01 전송대역폭
CATV 설비의 전송 능력 평가 기준의 대역폭을 검토하고,
Headend 장비와는 관계가 없는 전송대역폭을 평가한다.
T2-05-02 망관리
CATV 설비의 운영 및 시스템, 망 관리 능력을 평가한이다

배점

10

5

10
5
5

10

25
10
5
5
5
5
5
5

T2-06-01 단말형태 및
시스템 기능
T2-07-01 출입통제카드
시스템 설치위치
T2-07-02 출입통제카드
시스템 서비스

평가 시스템
항목 통합
(12개)

종합 안내 시스템의 단말 설치 여부 및 설치 형태와 건물을
5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
카드리더기의 적정 설치 개소를 확인하고, 건물의 기능실별 보
5
안상태를 파악하여 출입보안 상태를 평가한다.
건물에 적용된 카드시스템을 이용하여 건물의 출입통제 보안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 5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T2-08-01 CCTV 설치개소 CCTV 설비 시스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치위치 및 설치개
5
소를 평가한다.
T2-08-02 CCTV 녹화방식 CCTV 설비 시스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CCTV 카메라의 녹화
5
방식을 평가한다.
S2-01-01 개방형표준통신 개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interface) 개방형 표준화 프로토
프로토콜
콜(protocol)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10
준수여부
S2-01-02 서버 백신 및
통합시스템서버의 운영체계/데이터베이스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보안 기능
(MS-Windows, Unix, SQL. Oracle 등) 범용성 있는 것을 사용하 5
였는지 확인 평가한다.
S2-01-03 매뉴얼 제공
제공된 운영 매뉴얼의 제공서비스의 내용을 확인 평가한다.
5
(사용자용)
S2-02-01 통합대상시스템 통합시스템과 인터페이스(interface) 된 기본 대상시스템과 추
15
가 대상 시스템 개수를 확인한다.
S2-02-02 운영관리
통합시스템의 운영관리 소프트웨어의 작동방식을 평가한다.
5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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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범 주

분류번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S2-03-01 방범연동
시나리오
S2-03-02 화재발생 연동
시나리오
S2-03_03 연동 시나리오
S2-03-04
S2-04-01

S2-04-02
S2-04-03
평가 시 설
항목 경 영
관리
( 1 0
개)

F2-01-01

침입상황 발생 시 연동되는 대상 시스템의 종류 및 연동시나
리오를 확인 평가한다.
화재발생 시 연동되는 대상 시스템의 종류 및 연동시나리오를
확인 평가한다.
근무자 및 강사의 지원요청에 따른 연동시나리오에 의한 연동
을 확인 평가한다.
연동 시나리오 방범/화재/근무지원 외에 건물운영에 필요한 기타 연동시나리
구성
오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 평가한다.
장비성능, 에너지 주요장비의 가동정보, 에너지원의 사용량 자동 수집을 확인 평
분석
가하고, 열원설비, 발전기, 수반송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환기
시스템, 급탕,급수시스템으로부터 냉온수 입/출구온도, 유량, 급
기, 환기, 혼합온도, 급기풍량 등의 데이터가 최소 60분 단위로
수집되는 것을 확인 평가한다.
정보수집 대상 열원설비, 발전기, 수반송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환기시스템,
설비
급탕,급수시스템 등 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수로 평가한다.
체감 설비
외기 온습도, Zone별 온도, Zone별 습도, Zone별 CO2계측을
하여 데이터가 수집되는 개수로 평가한다.
시설 관리조직 구성된 조직도 및 법적 선임자수로 평가한다.
구성원의 수준

F2-02-01 작업관리 기능
사용 수준
F2-02-02
F2-02-03
F2-02-04
F2-02-05
F2-02-06
F2-02-07

F2-03-01
F2-03-02

작업관리 기능의 구현 및 사용 수준을 일반작업처리, 예방정비
관리, 작업현황통계분석관리, 상태평가관리와 같이 4단계로 구
분하여 평가한다.
자재관리 기능 자재관리 기능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현되고 사용되어지고 있
사용 수준
는지 그 수준을 평가한다.
에너지관리 기능 에너지관리 기능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현되고 사용되어지고
사용 수준
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한다.
FMS의 통합 및 다양한 시스템과 연동 및 통합되어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정보
연동범위
를 제공하거나 관리하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모바일관리 기능 모바일관리 기능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현되고 사용되어지고
사용 수준
있는지 그 수준을 평가한다.
임대관리 기능 임대관리기능의 구현 및 사용수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평가한
사용 수준
다.
운영데이터 축적 데이터가 저장관리되도록 설계구축된 기능대비 데이터가 축적
수준
관리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한다. 데이터축적조견표에 있는 각
테이블의 데이터축적수준을 산술평균하여 전체 데이터축적수
준을 산정한다. 단, 준공시점은 기초데이터구축 수준으로 평가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 시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다양성
업무의 다양성 을 평가한다.
설비운영매뉴얼 관리대상설비(FMS 기본 데이터)가운데 운영 매뉴얼을 비치하
의 비치 수준
고 있는 비율로 평가한다.
지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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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배점
10
10
5
10

10

10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600

[별첨 2] 단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보정계수 및 지역계수

< 건축물 용도별 보정계수>
단위에너지사용량 용도별
(kWh/㎡·yr)
보정계수
교정 및 군사시설
392.07
1.64
공공용
방송통신시설
490.18
1.31
업무시설
371.66
1.73
문화 및 집회시설
412.03
1.56
종교시설
257.49
2.50
의료시설
643.52
1.00
교육연구시설
231.33
2.78
노유자시설
175.58
3.67
문교․사회용
수련시설
231.33
2.78
운동시설
235.42
2.73
묘지관련시설
234.99
2.74
관광휴게시설
437.08
1.47
장례식장
234.99
2.74
판매 및 영업시설
408.45
1.58
운수시설
374.47
1.72
상업용
업무시설
374.47
1.72
숙박시설
526.55
1.22
위락시설
400.33
1.61
구 분

<지역계수>
구분
서울
인천
경기
춘천
강릉
대전
충북
전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전남
제주

지역
계수
1.00
0.97
0.99
1.00
0.97
1.00
1.00
1.04
0.99
1.01
1.04
0.93
1.00
0.93
0.98
0.99
0.97

< 단위에너지생산량 및 원별보정계수>
신․재생에너지원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
4.14

고정식

1,358

추적식

1,765

BIPV

923

평판형

596

kWh/㎡․yr

1.92

단일진공관형

745

kWh/㎡․yr

1.76

이중진공관형

745

kWh/㎡․yr

1.56

수직밀폐형

2,045

개방형

2,045

집광

프리즘

94.7

채광

광덕트

139.7

연료전지

PEMFC

9,392

태양광

태양열

지열

kWh/kW․yr

3.59
11.70

kWh/kW․yr

kWh/set·yr
kWh/kW․yr

0.70
0.64
11.70
11.70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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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매뉴얼
해체(철거)공사시 각종 안전사고에 많이 노출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적용 대상
• 지상4층 이상 시설물의 해체공사(높이 10m 이상 시설물 포함)

• 지하2층 이하 시설물의 해체공사(굴착깊이 5m 이상 시설물 포함)
• 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물
○ 해체공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적정여부는 건설안전기술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다.

1. 해체공사 계획
1-1. 해체공사계획서의 작성
1-1-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 주변의 안전 확
보, 건설폐기물의 최소화 및 적정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
을 포함하여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① 해체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공정 등을 포함한 일반사항.
② 해체공사의 진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시설물(전기･가스ㆍ상하수도 등)
의 이동, 철거, 보호 등에 대한 사항.
③ 해체공사 작업계획(해체작업순서, 작업안전대책, 해체공법, 화재 및 공
해 방지 등)과 이에 따른 구조안전계획.
④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해체물의 처리계획.
⑤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과 같은 마무리 작업사항
⑥ 현장의 화재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 등.
⑦ 해체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 시설 등의 목록
1-1-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률(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
전보건법, 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1-2 내지 1-5을 참고한다.

1-2. 해체공사 사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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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 시설물 등의 형태･규모 및 공사주변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반
출을 위한 도로사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① 시설물 등의 준공시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 관련자료 입수.
･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시설물 등의 규모,
구조 등 해체대상 시설물의 특성을 파악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등 조사.
･ 시설물 등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등을 조사한다.
･ 시설물이 PC 경우 접합방법에 따른 해체순서 등 사전에 확인 후 해
체순서를 정한다.
③ 공지의 확인
･ 가설건축물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작업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폐기물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 시공 당시의 관계자와 해체공사에 경험이 많은 철거업체 관계자로
부터 해체공사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
⑤ 공사현장 주변 매설물 확인
･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매설물(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선로 등)을 조사한다.
⑥ 잔존부위 조사
･ 부분 해체의 경우, 해체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
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⑦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 해체작업(대형기계사용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지 내의 매설물(가
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을 조사한다.
⑧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
벽･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해체공사계획시 건설중장비
를 사용하거나 흙막이재를 이용하는 경우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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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 해체대상 시설물 등의 화재, 침수 및 지진 피해 상황과 잔존시설
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의 침전물 유무 및 조치 상황을
조사 한다.

1-3. 구조부재 상태조사 및 구조안전계획 수립
1-3-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구조안전계획 수립에 앞서
해체대상 시설물 등의 구조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용된 구조재료, 구조형식, 시공방법.
②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저하의 정도.
③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④ 지하층, 지하탱크의 구조형식과 구조상태.
⑤ 노출되거나 숨겨진 가새 부재의 유･무.
⑥ 구조 벽, 철근콘크리트 벽, 벽돌 벽, 내력벽 또는 간막이 벽의 특성.
⑦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⑧ 시설물 등에 부착된 장착물(사인판, 햇볕 차단장치 등).
1-3-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특별히 다른 해체방법이나 절차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
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1-3-3.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1-1-1의 제③항을 작성함에 있
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해체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해체 시설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주변건물, 도로, 시설물 등에 손상을 유
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가새･가설지지대 등)에
대한 구조 안전성 확인.
③ 해체작업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시설물 등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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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관한 사항.

1-4. 해체공법의 선정 및 안전확보
1-4-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대상 시설물 등의 구조와 규
모, 입지조건, 해체공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
한다.
① 가능한 수작업과 고소(高所)작업을 작게 하고, 기계해체를 주로 하는 공법
은 작업자의 안전 및 제 3자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한다.
② 해체공사 중의 소음, 진동, 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해체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1-4-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공사현장 내에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해체작업 사전에 작업원
을 대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해체파편 등과 같은 낙하‧비산물이 해체현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위험방지대책을 실시한다.
③ 해체작업에 따른 중장비 기계 작업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해체도중의 구조물과 구조부재가 불안전한 상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
체작업을 중지하고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다.
⑤ 해체 전에 상부 고압선 등을 사전에 검토 후 제거 또는 방호조치 확
인 후 철거작업을 실시한다.

1-5. 해체공사시 환경보전 및 부산물 처리
1-5-1.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시 환경보전을 위
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다.
①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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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체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순서의
변경, 저소음형기계로의 변경, 소음발생원에 대한 차음 등의 소음저
감대책을 강구한다.
③ 해체작업에 의해 분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살수, 분진방지 및 차단
시설의 변경, 해체작업순서의 변경, 해체공법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한
다.
④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석면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산업안전보건
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작업 및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
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기초와 지하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1-5-2. 건설업자 등, 시공자 및 철거업체는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각
종부산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① 반출공정은 철거부산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다.
②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부산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필요해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한다.
③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철거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
하여 현장내부 또는 현장외부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⑤ 철거폐기물을 위탁 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
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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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반조사지침 “지반조사편람, 서울특별시, 2006. 9”참조
1. 총

칙

1.1 적용 범위
1) 이 표준 과업 지시서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지반 조사 및 시험에 관한 업무(이하
“조사”라고 한다.)에 적용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 표준과업지시서에 우선한다.
3) 이 표준과업지시서는 조사 시행에 관한 일반적 공통적인 사항을 나타내며 특별한 조
사 사항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준에 의한다.

1.2 일반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서울특별시 지반 조사 편람, 한국 공업규격 및 기타
관련 공인 규정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3) 조사와 관련한 실적 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 수량과 상이할 때는 계약 단가를 기준으
로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4) 감독관이 서면 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 조사에 대한 추가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5) 인․허가(토지 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6) 조사 내용 중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하여
야 하며, 조사한 내용이 미비하거나 부적당할 경우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를 보완,
수정 또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

1.3 조사 계획
1) 계약상대자는 지반 조사 세부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
에 착수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서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반 조사 편람 등을 참고하
여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 내용 (목적․개요)
(2) 조사의 순서 및 방법
(3) 조사 공정표
(4) 조사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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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 기계의 종류․명칭․성능
(6) 가설비 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추 조사 위치에서 지하 매설물(전화선, 송전선, Gas관, 상하 수도관 등)이 예상되
는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위치, 규모,
구조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4 현장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안전관리 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 현장에 별도 조사 또는 공사 등이 병행될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조사 실시 중 감독 직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조사 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계약상대자는 조사 개소에 대하여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기존 및 가설 구조물
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게 필요한 배치를 사전 조정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호우 및 그 외의 천재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기상 예보 등에 대해 충분
한 주의를 하고 항상 대처 가능한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화약, 가솔린,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
에 대해 관계 법률이 정한대로 따르고 보호의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즉시 감독관에게 사용 계획
을 제출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조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
펜스, 로프 등으로 둘러치는 것은 물론 출입금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도로상에서 조사를 행하는 경우는 교통 안전에 대해 감독관, 도로 관리
자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안전 표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추 완료 후 노면
을 원상 복구하고 현장 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조사중 인명 및 재산에 미치는 사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
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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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시험
2.1 기존 자료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시 실시한 지질조사 결과 및 지형도,
지질도,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 기록 등 기존 자료
를 수집하여 대상 지역의 지형 및 지질 특성을 파악하여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
사의 성과 분석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다.

2.2 지표 지질 조사
축척 1:25,000 지형도와 기존 지질도를 이용하여 계획 지역 일대에 노출되어 있는 지
층의 다음과 같은 특성을 위주로 지표 지질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암석의 종류 및 분포 상태
2) 풍화의 심도
3) 절리나 단층 등 지질구조의 발달 상태
4) 계획 지역 자연 사면의 안정성
5) 구하천이나 매립지의 분포
6) 지반의 투수성, 자연 지하 수위, 피압용출수 등 지하수 특성
7) 풍화대, 퇴적층 및 연약 지반 특성, 층후 및 분포 상태
8) 기타 구조물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지형 및 지질적 주변 상태

2.3 시추 조사
1) 터파기
지하 매설 지장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인근 지점에서 시추를 실시하되
도심지에서는 시추전 일정 심도까지 인력 터파기를 실시하여 반드시 지장물을 확인
하여 지장물의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시추조사
(1)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
를 사용하고 시추 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 시료 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 공경, 시추
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2) 시추간격 및 심도는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의 규정을 윈칙으로 하나 지질 상태
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 중 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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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추시 사용하는 용수는 굴진시 순환수나 스라임의 색조를 이용하여 지층 변화 상
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청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벽 붕괴 등으로
시추가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니수를 사용할 수 있다.
(4) 암반층 시추시에는 반드시 다이아몬드빗트를 사용하고 이중 코아베럴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율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굴진 속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층별로 구
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 지반 강도가 낮은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 또는 파쇄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코
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코아베럴을 이용하여 시추한다.
이 경우 코아 회수율이 최소한 60% 이상이어야 삼중 코아베럴에 의한 시추 단가
로 정산한다.
(6) 시추 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표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경사
시추를 수행하여 최대의 시추 효과를 얻도록 한다.

3) 자연 시료 채취
연악 점토층에서는 시추 조사와 병행하여 실내 시험용 불교란 자연 시료를 채취하여
야 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
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4) 지하 수위 측정
(1) 시추공내의 지하 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
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2) 지하 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 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5) 시추공 보존
(1)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 수위 측
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이용 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
시켜야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4 오거 시추 조사
지지대의 토성 파악을 위하여 인력으로 굴착 가능한 위치까지 혹은 지표면하 3m까지
오거 시추 조사를 실시하여 채취된 시료 중 대표적인 것을 토성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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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험굴 조사
1) 현장 답사를 통하여 성토 지역 또는 퇴취장 지역에서 지표 토질 조사를 실시한 후 토
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 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
정한다.
2)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 1～2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
를 채취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 시험, 다짐 시험, 실내 CB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
도록 5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토량 환산 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m 및 2m 깊이에서 자연 상태의 현장 밀도 시
험 각 1회, 굴착해 놓은 느슨한 상태에서 1회의 현장 밀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 현장 시험
1) 표준 관입 시험
(1) 표준 관입 시험은 KS 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
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 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
지하고 그때의 관입 깊이와 타격 회수를 기록한다.
(3) 채취된 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200g 이상으로 2개의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
킨 후 시추 번호, 심도 및 N치, 현장 토질 분류 등 제반 정보가 기록된 규정된 명
패를 부착한다.

2) 현장 투수 시험
(1) 토사층의 투수 계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수두(Constant Head) 또는 변수두
(Falling Head)시험법으로 현장 투수 시험을 시행한다.
(2) 시험 결과로부터 투수 계수의 산정은 지반조사편람(서울특별시 1996.) 제6장을 기
준으로 산출한다.

3) 수압 시험
(1) 암반층에서의 투수 계수 측정을 위한 수압 시험은 Double Packer Method를 원칙
으로 하며 시험 단위 길이는 3.0m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에 따라 조정한다.
(2) 수압 시험 중 Packer 윗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할 때에는 Packer의 위치를 상향 이
동시킨 후 시험한다.
(3) 주수량 측정은 주수율이 일정하게 된 후 시행하며, 각 단계별도 압력 부하 시간은
10분 이상 되어야 하며, 각 측정 시간은 1분 간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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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입수의 주입 압력은 시험 지점에서의 상재 토압을 상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의의 압력하에서 펌프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Packer 위치를 펌프 용량에
일치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 시험 단위 길이를 짧게 하여 실시한다.
(5) 수입 시험시 시추공 저부심도, Packer의 위치, 지하 수위, 시추공 상부에서 압력계
까지의 거리 등 필요한 사항을 측정 기록한다.
(6) 시험 결과에서 루젼치(Lugeon Value : 압력 10㎏f/㎠ 하에서 길이 1m의 Nx 시추
공에서 1분간 주입량은 Liter로 표시하며, 1Lu = 10～5㎝/sec)를 산출하여 지반의
투수 계수를 결정한다.

4) 공내 재하 시험
(1) 수치 해석에 필요한 암반의 변형 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추공내에서 공내 재하
시험을 실시한다.
(2) 시험은 지반 강성에 적합한 허용 압력을 가지는 시험기로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시험은 시추공내에 시험기를 삽입하여 유압이나 수압을 사용, 공벽에 압력을
가한 후 시험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는 공경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압력 증가에 따
른 공경의 변화 정도, 즉 지반 변위량을 측정한다.
(4) 압력 조건은 다단계로 하여 반복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풍화대 및 연암층
에서는 각 압력 단계에서의 Creep 변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15, 30, 60, 120초 간
격으로 측정한다.
(5) 공벽에 가한 압력과 지반의 변위량에 의거 압력-변위량 곡선을 작성하여 지반의
변형 계수를 산출하여야 하며 세부지침은 지반 조사 편람 제6장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 현장 시험
특정 구간의 현장 여건으로 인하여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
자는 다음과 같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가시험의 합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의견서를 첨부한 시험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험 소요 경비는 실비 정산한다.
(1) 양수 시험
(2) Sounding
(3) 물리 탐사

2.7 실내 시험
1) 토질 시험
(1) 표준 관입 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 시료에 대하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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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시험은 KS 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① 함수비시험(KS F 2306)
② 체분석시험(KS F 2309)
③ 액성한계시험(KS F 2303)
④ 소성한계시험(KS F 2304)
⑤ 비중 시험(KS F 2308)
(2) 연약점토층에서 채취된 자연시료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역학시험을 추가한다.
① 일축 압축 강도 시험(KS F 2314)
② 삼축 압축 강도 시험(KS F 2346)
③ 압밀 시험(KS F 2316)

2) 암석 시험
(1) 채취된 암석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시험
의뢰시는 감독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① 단위 중량 시험 : 단위 중량
② 변형율 측정 병행 일축 압축 강도 시험 : 압축 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③ 직접 전단 시험 : 전단 강도, 점착력, 내부마찰각
④ 간접 인장 시험(브라질리안 시험) : 인장 강도
⑤ 실내 탄성파 속도 시험 : 동탄성 계수, 동포아송비

3) 기

타

(1) 토질의 물성 시험은 노선 전구간에 대하여 교란된 시료를 대상으로 흙의 물성이
변화되기 이전에 실시하고 역학 시험은 교란되지 않은 시료가 채취될 경우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지점 및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질 및 암석 시험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인된 시험 기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시험 결과의 기록 및 제출은 시험 성과표 및 시험 계산서를 포함해
야 한다. 단 암석 시험은 시험의 정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험 기관은 서울특별시
와 협의하여 시험토록 하며 토질 및 암석 시험의 회수, 제 시험의 수수료 등이 과
업지시서나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실제와 부합되게 실액 정산한다.

4) 시료 상자 정리
(1) 시료 상자의 규격은 75×40×6㎝로 하고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
공 번호, 상자 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코아를 채취 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 상자는 천역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
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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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
표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2)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 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5) 사진 촬영
조사전․후 및 현장 시험 광경 중 검사 및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조사 전 과정을 천연
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소형 흑판에 조사명, 공번, 일자, 기타 감독이 지시한 사항을
기록하여 앨범에 정리한다.

6) 보고서 인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보고서의 규격 : A4
(2) 표지 지질 : 레자크기
(3) 본문 지질 : 백상지(양면 인쇄)

3.3 측량 지침
1) 일반지침
(1) 지형 측량은 토량 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공사비 산정

및 대지

조성 계획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변과의 연계성 및 시설물 등을 상세히
측량한다.
(2) 측량 면적은 일반적으로 대지 면적의 15～20% 정도의 여유를 주어 측량하되, 주
위의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3) 측량 일수는 측량 면적, 축척, 지형 조건, 인원수 등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산정 한다.
(4) 측량은 공공 측량 작업 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사전
에 세부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측량에 사용된 원점(가B.M.)은 검측에 필요하도록 영구 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측량에 대한 성과는 대지에 대한 지형 측량시 설치한 삼각점 및 수준점에 대한 성
과를 이용한다.
①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② 각 측량 성과는 공공측량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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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지침
(1) 트래 버스 측량
① 답사 : 대지의 위치 및 경계를 확인하고 트래버스 측량을 위한 사전 답사로서 대
지 주위 현황을 개괄적으로 조사한다.
② 선점 : 평판 측량시 시준이 용이하고 측점간의 시준이 양호한 지점을 선정하여
점간 거리는 10m 이상, 120m 이하로 한다.
③ 조표 : 측점의 말뚝은 임시용으로서 목항, 석항, 도로 경계석, 맨홀류 및 노출 암
반 등을 표지로 사용한다.
④ 관측
a. 거리 측정 : 광파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연직각 측정 : 경사 보정시 연직각을 사용하며 60″미만은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c. 방위각 측정 : 최초 또는 최종 측선에 대한 방위각을 측정하여 진북방위각으로
환산 표시한다.
⑤ 계산
a. 측각오차 : 배각법 사용시 정반 각각 2배각으로 관측시 차 60″이내로 한다.
b. 폐합오차 : 다각 측량의 폐비는 1/1,000 이상으로 하며, 오차 배분은 콤파스
법칙에 따른다.

(2) 수준 측량
① 기준점 : 기본 수준점, 공공 기준점을 원칙으로 하나 소규모 대지의 경우에는 가
수준점(TBM)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선점 : 수준점 표석의 배설 위치는 파괴망실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
며, 수준점간의 거리는 4km 이내로 한다.
③ 관측 방법 : 직접 수준 측량으로 왕복 관측한다.
④ 정확도 : 왕복 오차 및 폐합 오차의 한계는 10√s㎜이며, 단 s는 편도 거리 ㎞단
위임.
⑤ 표척과 수준의와의 거리 제한 : 70m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평판 측량
① 좌표 사용 : 평면 직각 좌표를 사용한다.
② 기준점 : 기준점은 다각 측량의 성과로 한다.
③ 선점 : 점의 결정은 전진법으로 하고 부득이 할 경우는 교회법으로 한다.
④ 측정의 제한 : 방향선의 거리는 도상 10㎝정도로 한다.
⑤ 지형 표시 : 지형 표시는 등고선법으로 하며 측정 방법은 방사법에 의하여 점의
위치를 결정하고 높이는 시거측량에 의거 결정한다.
⑥ 평판 측량 : 평면 위치의 오차는 도상 0.5㎜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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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고저 측량 : 고저차는 수직 거리를 표시하며 등고선 삽입에 있어 주곡선은 1m,
계곡선은 주곡선의 5배로 표시한다.

(4) 지형도 표시 항목
① 방위 및 축척
② 경계
③ 주변 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선
④ 철탑 및 전주
⑤ B.M(가 B.M) 표시
⑥ 수로, 농로
⑦ 지하 구조물
⑧ 지장물(가옥, 창고, 공작물 등)
⑨ 기타

(5) 제

도

① 단위 도면의 제도시 도면 여백에는 전체 인접 도면과 단위도엽 번호를 표시한다.
② 인접 도면과의 접합에 있어 도엽 경계선 및 등고선의 접합 오차는 0.5㎜ 이내로 한다.
③ 제도는 착묵 제도로 하고, 등고선과 지형선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여 제도한다.

3.5 토목 설계지침
1) 일반지침
(1) 대상지 주변의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에 따른 민원 검토 및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
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부지내의 지하에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
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
종 규제 조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공법의 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 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가설공사
①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는 과학기술부에 신고된 토질 및 기초분야 또
는 토목 구조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업체의
소속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하 굴토 공사를 위한 흙막이 방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지반조사보고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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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시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하수 유
무, 굴착에 따른 민원 검토, 주변 구조물의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
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③ 구체 공사의 시공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 정수는 지질조사 결과 또는 관련 전
문 서적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적용 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 사항(흙막이벽의 지보공의 변형량 측정, 토압
및 지하 수위 측정 등)에 대하여는 계측기의 종류 및 설치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a. 지반의 거동 관리
b. 지보공 효과의 관리
c. 안전 상태의 관리
d. 근접 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e. 설계, 시공의 경제성 도모
⑥ 재료는 구조 역학상의 하자가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재료의 허용 응력도는
관계 제법규의 규준에서 정하는 장기 허용 응력도와 단기 허용 응력도의 평균값
으로 한다.
⑦ 설계 하중은 배면 지표에서의 작업 하중, 토압 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⑧ 굴토 공사에 따른 주변 지반의 토사 이동으로 인한 지반 침하, 균열, 함몰 등의
위해현상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차수 및 주변 토사의 이동을 방지할 수
있는 보강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

(2) 하수도
① 국토교통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서울특별시제정 하수도시설설계지침서에 의하
되 기존 및 시공 중인 배수 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 방
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배수 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 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
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 경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 시설까지 분류식으
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④ 관경 최소치는 우수관 D=450mm, 오수관 D=300mm 이상 흄관으로 한다.
⑤ 두개의 관의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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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 관거를 상류관거보다 2cm 이상 낮게 부설한다.
⑦ 관거내의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m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우수는 0.8m～3.0m/sec, 오수는 0.6～
3.0m/sec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⑧ 우수 맨홀 뚜껑은 차도에는 주철뚜껑을 사용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
와 조화되는 재질의 뚜껑으로 하고 오수 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재 뚜껑을
사용한다.
⑨ 오수받이는 우수가 유입되지 못하도록 밀폐된 뚜껑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부에는
하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인버트(Invert)를 설치한다.

(3) 포장 공사
① 도로 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주변 도로와 유
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도, 가로 시설물 등을 합
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설계 및 시공은 국토교통부제정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서울특별시도로
지침상의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③ 도로 및 광장 포장 두께는 기능에 따라 적정 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
른 CBR시험치에 의거,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 심도를 고려한 최소 두께로 설치하
여야 한다.

(4) 공동구
① 공동구 수용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공동구 수용 시설물을 선정하고 협의 결과에
의거 공동구의 단면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선형 검토시 기존 지하 매설물과의 관계, 이설 용이성 여부, 시공의 난이
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평면 선형 및 종단 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 단면에 따른 구조 계산을 하여 구조물이 안전하게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은 구조설계지침에 의한다.
④ 연약 지반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세밀한 검토를 실시한 후 적정한 처리 공
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현장 여건을 충분히 조사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설계에 의한 공
사로 인하여 부지 주변 및 사유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가
시설 및 지반 개량을 위한 특수 공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공동구 단면은 도로 구조, 토질 조건 등에 의한 시공 조건 및 장래 배수 계획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단면을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유지관리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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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계 설비 설계지침

설계착수
정보수집

건축 설비 설계의 흐름도

건축계획의 검토

∙발주기관 요구 조건
∙공사 범위
∙건축 의도
∙예산

∙입지조건
∙공정
∙건물규모 및 용도
∙관계자

관 계 자 협의 ∙경과의 파악 ∙공정 확인 ∙방침 확인
관련법규검토
발주 기관 협의 ∙담당자 ∙건물사용목적 ∙GRADE
∙예산
∙공사구분
∙공정
∙사용자 요구사항 ∙기타

설계방침의 설정

현 지 조 사
관계 기관 협의

∙입지조건

∙기반시설

∙기반시설

∙법적 지도

사 내 협 의

∙Grade
∙공정

∙Cost
∙개략설비공간

설계조건 분석, 정리 ∙발주기관 요구조건 ∙법적규칙 ∙설계방침
설

계

각설비계획
경제성분석
배 치 계 획
설비공간계획
발주기관 확인, 조정
성과품작성

∙기계용량
∙배관, 배선, 덕트크기
∙설비방식 ∙조닝 ∙변전설비용량
∙InitialL Cost
∙기기배치

∙Running Cost
∙배관, 배선, 덕트배치

∙관계자 협의
∙설계도서(방침․방식)

설계완료
569

건축 설비 설계의 공정별 업무 내용
공

정

업

무

내

용

․건축 규모와 용도 파악 및 장래 계획의 전망
․기본 조사 및 현지 조사, 적용 법규의 검토
․예상 공사기간 및 공사비 예산 고려
1. 사전조사

․공조의 수준, 에너지 절약 계획 검토
․설비 시스템 및 열원 계획 등의 구상
․자료 수집, 유사 사례의 조사
․각종 인증제도에 따른 등급 확인 및 신재생에너지계획
․수집자료의 검토
․실내 환경 조건의 설정과 공조 방식 검토

2. 기본계획

․설계 방침의 결정, 설비 시스템 계획
․설계 공정표 및 설계 개요서 작성
․계통도, 배치도 및 기본계획서 작성
․계략 부하 계산 및 장비용량 계획
․공조 방식 및 열원 방식의 검토
․기계실 장비 및 기기의 배치

3. 기본설계
․기본설계도면 작성
․설계 설명서 작성
․주요 자재․장비 사양 개요서 작성
․냉난방 부하 계산, 장비 용량계산 및 세부 사양 결정
․열원방식 및 공조방식 결정
․설계 도면의 종합 및 조정 협의(관련 타기술 분야)
4. 실시설계

․장비 용량 계산 및 세부 사양 결정
․실시설계 도면의 작성
․부하 열량 계산서 및 장비 용량 계산서 작성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비 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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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지침
(1)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의 억제나 방지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
(2)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이나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4)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 투자비, 운전 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설비 방식을 고려한다.
(5) 자동 제어와 컴퓨터 제어에 의한 운전 관리를 통하여 업무 효율의 극대화와 인력
절감을 기한다.
(6)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방식을 추구한다.
(7) 대기오염, 소음 및 진동 등의 공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거주 환경의 조성을 고려한다.
(8)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①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②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③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④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⑤ 하수도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⑥ 에너지절약설계기준
⑦ 한국지역난방공사열사용시설의기술기준
⑧ 기타 관련법규 및 규칙

2) 공기 조화, 냉난방 설비
(1) 공조 조건별(부하 특성별, 사용 시간별, 방위별)로 구역을 분할 제어한다.
(2) 냉난방 설비 장치의 용량 계산을 위한 외기 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열원 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및 전 부하 운전 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 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
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한다.
(4) 환기 시스템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중간기 등에 외기 도입에 의하여 냉방
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때에는 외기 냉방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5) 기계 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 환기를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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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 설비
(1) 급수, 급탕, 위생 설비에는 절수형 기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2) 보일러 급수 및 냉동기용 냉각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3)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중수도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4) 저수조(고가 수조 포함)는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 기준에 따른다.
(5) 배수 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
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6) 배수 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7) 우수는 분뇨 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된다.

4) 오수 정화 설비
(1)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 분뇨 정화조(단
독 처리 방식) 또는 오수 정화 시설(합병 처리 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
과 정화 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2) 처리 대상 인원의 산정은 KS F 1507 건축용도별오수정화시설의처리대상인원산정
기준에 의한다.
(3) 요구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 주민, 유지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
해야 한다.
(4) 정화조 설비의 관리 작업 공간 내 환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배기덕트에 대하여 취
기가 문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도시가스 설비
(1) 건축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해당 지역 가스 공급 사업자와 협의하여 가스 설비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한다.
(2) 가스 기구 선정시는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공급 가스 종류, 압력, 유량에 적합한 기구를 선택할 것
② 열에 의해 주위의 손상이 없을 것
③ 연소에 필요한 급배기가 가능할 것
④ 가스 기구의 손질이나 점검이 가능할 것
⑤ 가스 미터는 전기 개폐기, 전기 미터에서 60cm 이상 떨어질 것
(3) 배관 경로와 위치는 안전성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① 외력과 부식, 온도 변화에 의한 손상이 우려되지 않는 경로와 위치로 한다.
② 시공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엘리베이터 통로내나 건축물 구조체의 기초면 하부, 현관, 차고, 정원 등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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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한다.
(4) 초고층 배관 설계시 압력 변동과 신축을 고려한다.
(5) 배관이나 가스 기구 부근에 설치된 가스 센서로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집중 감시
반에서 신호에 의해 긴급 차단 밸브를 개폐하거나 경보를 발생시킨다.

6) 자동 제어 설비
공조, 냉난방 설비, 위생 설비 등 에너지 사용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해 중앙 관제식 자동 제어 시스템을 채택한다.

7) 소화 및 방재설비
(1)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시설기준규칙과 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계획 설계한다.
(2)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조합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3) 각 설비는 중앙 방재 센터에서 조작 및 감시, 유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8) 지역난방 공급 설비
(1) 설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사용시설의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사전 조사 단계에서 지역난방 공급 설비의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관
계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과 전체 사용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다.
(3) 기본계획 단계에서 소요되는 난방 부하를 산정하고 지역 난방 공급 설비의 적용
방식과 규모를 추정한다.
(4) 설계 단계에서 유입되는 지역난방 공급 위치와 분기점, 기타 세부 계획은 관계 기
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5) “열사용시설의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1차측 배관
② 열 교환 설비
a. 난방열 교환기
b. 급탕열 교환기
c. 흡수식 냉동기
③ 기계실 열계량 장치
④ 열 교환 설비의 기기 제어장치
⑤ 2차측 배관
⑥ 순환 펌프
⑦ 팽창 탱크
⑧ 기타 열교환설비에 부속되는 다음의 기기 및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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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기 조화기(AHU)
b. 휀코일유니트(FCU)
c. 방열기(Radiator)
d. 냉각탑(Cooling Tower)
e. 기타 난방․급탕 및 냉방 관련 기기

9) 기타 사항
(1) 출입이 빈번한 기계실 및 배관 피트 등은 점검, 보수, 유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2) 동절기 동파가 우려되는 배관 및 장비는 열선, 보온 등의 보호장치를 고려한다
(3) 기계설비관련 제실에 대한 건축도면의 반영 유무 확인과 합리적인 건축 계획이 수
립되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4) 일반시방서, 특기비방서, 부하계산서, 장비용량 계산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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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전기․통신설비 설계지침
1) 기본계획 지침
(1) 경제성, 기능성, 친환경성을 고려하고 정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할 것.
(2)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에 역점을 둘 것
(3) 에너지 절약에 역점을 둘 것
(4) 장차 부하 변동에 따른 신축성이 있는 계통을 구성할 것
(5) 고장이 적고 고장시 수리 교환이 용이한 구성으로 할 것
(6) 관련 설비와의 경제적 균형을 이룰 것
(7) 기술 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8) 변압기, 발전기, 간선 등의 용량 결정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련 업종의 자료를 참고
하여 작성할 것
(9)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할 것
① 한국산업표준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
② 전력기술관리법
③ 전기사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④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⑤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⑥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
⑦ 소방기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⑧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⑨ 전기통신기본법, 동법시행령
⑩ 전파관리법, 동법시행령
⑪ 건축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⑫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기타 관련법규 및 규칙

2) 기본 지침
(1) 배전반, 분전반 등은 가급적 부하 중심점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2) 기계, 배관과 전기적 요구 사항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하고 타 시설들과 부적절한
배치를 피하여 전기 시스템을 설계한다.
(3) 모터와 MCC에 공급되는 전력을 설계한다.
(4) 비상 전원 시스템을 설계한다.
(5) 임시 조명과 전력 설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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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측면에서 전력 부하를 검토한다.
(7)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조명과 전력 판넬을 설계한다.
① 회로 번호
② 차단기의 형태
③ 부하
④ 여유치
(8) 전기 설비와 통신 설비를 적절하게 계획한다.
(9) 적절한 피뢰시스템(피뢰기, 접지)을 설계한다.

3) 특고압 수․변전설비, 예비 전원 설비 및 간선 설비
(1) 수전은 22.9KV 3상 4선식 2회선(예비1회선 포함)으로 하고, 지하 인입방식을 채택
할 것. 단, 한국 전력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2) 주 변전소는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3) 변압기 용량 결정시 건축물 용도 및 각종 시설의 부하 밀도를 고려하여 계획할 것
(4) 예비 발전기 설비 :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 계통이 정전시에도 최소 필요한 동력
및 건물의 방재상 필요한 전원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용량의 발전기를 설비
할 것. 이때, 비상등의 점등 시간 등은 방재관계법규에 부합토록 할 것
(5) 축전지 :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이 정전시 예비 발전기의 전압이 일정치에 도달할
때까기 주요 부분의 비상등용 및 변전소의 제어(UPS)용으로 적절한 용량의 축전지
를 설비할 것.
(6) 안전성, 효율성 및 장차 설비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한다.
(7) 배전 전압은 3상 4선식 380/220V로 계획할 것
(8) 간선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한다.
(9) 전압 강하의 기준은 내선 규정을 따른다.

4) 무정전 전원 설비 (UPS설비)
(1) 전산실, 중환자 의료시설, 방재시설 등 순간정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부하의
용량을 산출한다.
(2) 최종 단계시 3대중 2대로 정상 운전이 가능하게 단기 용량 산정하고 축전지
Back-Up시간은 30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주차장은 중앙 방재실과 주조정실 및 기타 용도의 용량을 산출한다.

5) 전등 및 전열 설비
(1) 조도의 기준은 KS A 3011 및 IES기준에 따른다.
(2) 조명기구는 사용 가능한 범위에서 절전형 및 고역률의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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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기구 설치는 증설 및 위치 변경에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천정형 콘센
트 및 인서트 설치 고려)
(4)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조명등 점멸 개소수를 설정하고, 창측에는 별도의 스위치
를 고려한다.
(5) 옥외 보안등 설치 : 조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6) 콘센트 설비 : 전열 및 동력용을 고려할 것

6) 전력 간선 설비
(1)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되, 가급적 부하 중심점에 설치한다.
(2) 각 층은 각종시설에 충분한 전력이 공급되도록 하고 차후 부하 변동을 고려한다.

7) 통신 설비
(1) 전화 및 인터폰 설비
① 구내 통신 선로 설비에는 및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 및 사
업용 전기 통신 설비와의 접속이 쉽도록 설치한다.
② 구내 통신 선로 설비의 국선 등 옥외 회선은 지하로 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같
은 구내에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거나 사업자의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
주로부터 거리가 40m 이하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및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시설은 설치된
후 배선의 교체 및 증설 시공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구내 통신 선로 설비 및 이동 통신 구내 선로 설비의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정보
통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⑤ 구내 통신 선로 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
말 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한다.
⑥ 주거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위 세대당 국선이 1회선 이상일 것
⑦ 업무용 건물의 경우에는 단위 장소(1실)당 단위 면적(10㎡)별로 다음 의 표준회
선수 이상일 것
※ 주거용, 업무용 건물의 구내 통신 회선수 산출 기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대상건축물

회선 수 확보기준

1. 주거용건축물 단위세대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2. 업무용건축물 각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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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예비회선수로 20%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 시설의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전자식 교환기로 DID/DOD 가능 방식.
⑩ 각 실마다 소요 회선수에 필요한 전화용 단자함을 설치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
여 설계할 것
⑪ 필요한 장소에 외래객 전용의 공중전화를 설치할 것.
⑫ 필요한 장소(경비 초소 등)에 설치하여 장비의 운전 또는 보수 유지시 안전하고
신속․편리하도록 상호식 인터폰(전자식)을 설치할 것
⑬ 기계실 계통, 전기실 계통, 보안 설비 계통별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⑭ 사무 자동화 추세에 따른 각종 사무 기기 설치를 고려하여 장차 증설을 고려하여
소요 회선수 및 제반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8) 방송 설비
(1) 일반 방송(안내 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
토록 한다.
(2) 비상 방송 설비는 소방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3) 환경 음악 방송(BGM)의 대상은 시설에 용도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한다.
(4) 경기장에는 칼럼형 스피커를 음반사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5) 구간별 방송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6) 경기장에는 경기 외의 행사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7) 필요한 장소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방송을 할 수 있게 한다.

9) 공시청 설비
(1) 시설은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CATV망을 이용한 교육 및 강의 등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TV Out-Let까지
70dB 이상 수신 레벨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향후 증설 및 종합 유선방송 선로 설비 등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10) 방재 설비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및 기타 법규에 준하여 설계
할 것
(2) 감지기는 연기감지기, 정온식, 차동식 및 기타 적당한 감지기로 할 것.
(3) 자동 화재 경보 주 수신반은 방재 센타에 둘 것.
(4) 비상용 백열등 시설: 무창층에는 축전지 회로로서 정전과 동시에 점등이 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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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규정 시간 계속 공급하도록 할 것. (DC - 사용)
(5) 비상 방송 시설은 일반 방송 회로를 이용하여 출화 발생층에 화재 발생 경보 또는
수신반과 연락, 자동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6) 비상 전화를 설치하여 비상시 방재 센터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
(7) 승강기 및 기계실의 경보 또는 기타 부속 장치를 설계하고 승강기 운전 감시를 방
재 센터에서 감시 할 수 있도록 할 것.
(8) 비상시 방화문의 개폐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조작 장치를 방재 센터에 둘 것.
(9) 각 전력 사용 기기에 대한 접지를 계획할 것.
(10) 컴퓨터 및 프로그램 실습실의 기기 접지는 소음에 의한 유도 장해방지상 등 전위
접지 방식 채택을 검토한다.
(11) 유도등(피난구, 통로)은 실용도 및 소방법에 적합한 규격을 알맞은 장소에 설치한다.
(12) 유도등 간의 배선을 3선식으로 하여 소등이 필요할 때 소등하여 절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토록 한다.

11) 기타 사항
(1) 컴퓨터실 설치시에 소요되는 모든 전기 장비 및 자재는 전자파가 나오지 않는 장
비나 전자파 차폐 장치를 하여야 한다. (체육시설은 불필요)
(2) 모든 시설은 장래 확장(초기, 중기, 최종)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각종 설비 용량을
감안하여 부하 상정되어야 한다.
(3) 낙뢰로부터 건물 인원 및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피뢰설비를 고려한다.
(4) 건물 입구의 장애자용 경사로 등에는 해빙 설비를 고려한다.
(5) 방범 및 안전을 고려한 CCTV 등의 감시 설비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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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IBS 설계지침
1) 설계지침
(1) IBS는 정보 통신, 사무 자동화, 건물 자동화가 집적화된 체계이므로 각분야의 긴밀
한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사업 계획에 따라 IBS의 수준을 정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하도록 한다.
(3) 각 부분들을 집약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서로 다른 정보 기기들을 네트워크화 하
는 기법을 검토한다.
(4) IBS는 정보화 사회의 성장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
응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 설
계한다.
① 행정조직의 변화 및 사무 기기의 발전에 따른 교체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야 한다.
② 업무실의 공간 배열에 있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낮은 칸막이의 설
치와 거주자간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픈플래닝(Open
planning)을 고려한다.
③ 사무자동화기기의 증가에 따른 배선 계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사무기기의 설치 계획에 따른 바닥 하중의 증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⑤ 배선의 증가에 따른 수직 공간 이용시에는 구조 및 방화나 방연에 대해서도 충분
히 고려한다.
⑥ 다수의 사무 기기 설치에 따른 발열량의 증가 등 공기 조화 설비의 부하 증가에
대해 고려한다.
⑦ 수평 방향의 배선 방식은 마상(Floor), 마내(Duct), 천정 등으로 구분하여 유연성
있게 계획한다.
⑧ 사무실의 조명은 시인성의 확보와 적절한 조도의 확보 및 눈부심의 방지에 대해
서도 충분히 고려한다.
(5) IBS설계는 다양한 분야의 고도 기술을 통합하는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구
조 해석 설계와 기계 설비 설계, 전기 설비 설계, 전자 제어 시스템 설계가 유기적
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개

념

인텔리전트 빌딩은 높은 수준의 지적 건축물로서 빌딩 내에 구축된 LAN과 고도의
다양한 사무 자동화 장비에 의해 네트워크(Network)화된 사무 자동화 기능, 디지틀
교환기와 광섬유 등을 이용한 고도의 정보 통신 기능 그리고 빌딩 관리, 보안,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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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관리를 제어하는 빌딩 자동화 기능, 위 기능을 수용하는 건축 기술 기능, 쾌적 환
경 기능 등에 최신 기술이 가미되어 구축된 각 기능들의 체계적 설계, 상호 유기적
통합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미래지향적인 인간 중심의 빌딩을 말한다.

3) 기

능

(1) 빌딩 자동화 (BA)
① 각종 건축 설비의 고도화, 통합화 (공기 조화, 소방 제어, 엘리베이터 등)
② 에너지 절약
③ 안전성 : 재해, 전원, 공조, 방재, 방범

(2) 사무 자동화 (OA)
① 근거리 통신망 구성 (LAN)
② 네트워크화된 단말기, 고도의 워드프로세서, 전자 우편
③ 영상 회의
④ 각종 정보의 Date Base 서비스 (경영 정보, 빌딩 안내 등)

(3) 정보 통신 (TC)
① LAN, VAN등 고도의 네트워크화
② 고기능의 구내 교환기
③ 위성통신, CATV

(4) 건축 기술 및 쾌적 환경
①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건축 기술 기능
② 열 환경, 빛 환경, 음 환경, 색채 환경

4)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구축을 위한 Grade의 설정 (IBS 수준에 따라)
(1) 0 등급 : 현재까지의 비계획적인 일반 업무용 빌딩
(2) 1 등급 : 빌딩의 기능(BA, OA, TC)이 부분별로 계획, 도입되어지며 독자적인 기능
을 수행하는 수준
(3) 2 등급 : 빌딩의 기능이 1등급수준으로 도입되어 업무를 수행하나 부분적으로
통합이 되어있고, 향후 확장 및 변경을 고려한 건축 및 시스템 계획이 반영되어
입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
(4) 3 등급 : 정보화 사회의 거점으로서 고도 통신 기능을 갖추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
해 대부분의 기능이 통합되며, 타 빌딩과의 정보교환이 가능하여 지역정보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으며 미래 기술의 도입 및 확장에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
(5) 4 등급 : 국제적 Teleport로써 위성통신을 이용한 광역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완벽
한 부가통신망서비스(ISDN)를 받을 수 있는 최첨단 정보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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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텔리전트 빌딩의 제공하는 시스템
(1) 건

축

① Flexible Planning System
② Office Furniture
③ Economics Planning System
④ Amenity Planning System
⑤ Maint Ainability Planning System
⑥ VZ Life Cycle Planning System

(2) 통

신

① 운송, 교환 서비스
② 전자 Mail 서비스
③ 통신회의 서비스

(3) OA 시스템
① 문서 처리 서비스
② 정보 처리 서비스

(4) BA
① 빌딩 관리
a. 설비 기기 최적 제어 시스템
b. 엘리베이터 관리 시스템
c. 건축 설비 정보 계측 시스템
d. 자동 요금 시스템
e. 설비 상태 감시 시스템
f. Tenant별 설비료
g. 주차장 자동 관리 시스템
② 서비스
a. 방범 시스템
b. 소화·방화감시 시스템
c. 방재 감시 시스템
d. 엘리베이터 방재 시스템
③ 에너지
a. 조명 설비 최적 제어 시스템
b. 전력 설비 효율화 제어 시스템
c. 에너지 공조 시스템
d. 태양열 이용
e. 급탕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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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텔리전트 빌딩의 실현 기술
(1) 건

축

① Infrastructure
a. 평면, 단면 계획
b. 바닥 하중 계획
c. 빌딩 시스템
d. 건물 채광, 통풍 계획
e. 외벽, 외부 구조물 설계
f. 축열조 설계
g. 위성안테나 공간 설계
h. 공조실 외벽 치장 설계
i. 케이블 인입로 설계
j. 케이블 Shaft 설계
l. 설비 Shaft 설계
m. 안전 방재 설계
② Substructure
a. 시스템 천정
b. 시스템 파티션
c. 배선 방식
d. 바닥 방수 공법
e. 컴퓨터실
③ 내장, 가구, 집기
a. OA 가구설계
b. 내장재 이용 기술
c. 각종 차광 장치 기술
d. 기기, 집기 내진 공법

(2) 통

신

① 구내 교환기, 전자 Business Phone 등
② 외부 운송기
③ 음향 계단 말기
④ 문서 계단 말기

(3) OA
① LAN 시스템
② Workstation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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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rver
④ Computer
⑤ Data-통신용 기기

(4) 건축 설비
① 기간 설비
a. 전력 설비
b. 공조 설비
c. 열 반송, 축열조 기술
d. 소화 설비
e. 태양열 이용 기술
f. 중수도 설비
g. 쓰레기 처리 설비
h. 건물 내 반송 설비
② 일반 설비
a. 조명 설비
b. 절수형 자동 설비 방식
c. 건축 설비 내진 기술
d. OA기기 Out-Let 방식
e. AV기기 이용 기술
f. ITV 이용 기술
g. 센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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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시 체크 사항
시스템계획

기

본

계

획

- 시스템의 제안과 수준의 설정
- 배치, 평면, 단면

- 마루, 벽, 천정시스템과 배선수용방식
등의 설계

- 내․외장 장치 사양

- 사무실에 적합한 Amenity의 도입

- 기본 모듈 및 공간

- 모듈과 기구 Layout(조명, 공조, 방송,

- 활 하중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방재 등)

- Shaft 계획

- 모듈과 마루, 벽, 천정시스템 등의 설계

- 배선 수용 계획

- 전용 기능실 설계

- 면적 배분, 조닝(Zonning), 전용기

- 워크스테이션, OA 가구

능공간
- Amenity 관련 시설

- 필링 시스템과 서류 반송 시스템
- 조명 계획, 색채 계획

- 조명 시스템
- 사무실 Layout Pattern
- 코어 계획
- 전용 기기실 Layout

BA

- 시스템 설정

- 배선 수용량과 수용 공간

- 옥내 환경 조건 설정

- 음향 계획과 재료 선정

- Entry Grade와 시큐리티 계획

- 에너지 용량과 장래 계획

- 엘리베이터, 공조, 조명, 반송설비

- 폐열 처리 용량과 방법

계획

통신

OA

- LAN 형태, 규모, 성능, 단말기종류,

- 각종 센서 설치 계획

- 사무실이용형태에 대응하는 시스템 및

설치밀도

하드웨어 시스템의 결정

- 배선 방식

- 각 시스템간 인터스페이스

- 케이블 포설과 이중화

- 소프트웨어 설계

- 위성통신 안테나

- 성능 시험

- 전용 기능실 레이아웃

585

3.11 조경 설계지침
조경 공사의 공종은 식재 공사, 구조물 공사, 포장 공사, 시설물 공사를 포함하며, 부
수적으로는 시설물 및 구조물의 제작 설치에 따른 방수 공사, 배수 공사, 도장 공사
등의 공종을 포함한다.

1) 기본 지침
(1)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경분야가 적극 참여하여 재해 방지, 식생의 보존 등 환
경 안전 대책의 수립과 생태계의 변화 예상, 경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이러한 내용이 설계 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와 서로 협조한다.
(2) 조경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은 토지이용, 동선 체계, 녹지 체계, 공급 처리 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3) 자연 수림과 인접한 경우에는 기존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4) 기존의 자연 식생에 대한 보전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5) 공간구성, 동선 및 부지 이용, 시설물 계획 및 다양한 공간프로그램 설정에 계획의
주안점을 둔다.
(6) 조경 면적 및 수종, 규격, 상록 비율, 식재 밀도, 녹지대 토심, 일조 조건, 주변 여
건, 수목 특성 및 수급 관계를 고려하여 배식 계획을 수립한다.
(7) 인공 지반 상부(지하 구조물, 지하 저수조, 공동구 등)에 녹지대를 조성할시에는
수목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심 및 배수, 구조물에 미치는 토량하중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시설물 계획은 각 공간의 기능 및 형태를 분석하여 적절히 배치하되, 시설물 디자
인은 감독원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옥외 휴식 공간은 이용자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마운딩은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전체 구성상 강약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11) 유지관리계획은 공종별로 수립한다.
(12) 각종 관련 계획(토목, 기전, 건축 등)을 검토, 지하․지상구조물을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배식 및 보완 조치를 강구하고 토목포장재료 및 배수처리관계, 가로등,
공중전화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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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 구성 계획 지침
(1) 주요 공간구성 체계
구

분

구

성

형

태

주 요 지 침

출 입 공 간

출입문
내부도로

대문, 담장, 화단
진입로, 내부 통로

시설물
포장

단위기능공간

주차장
작업장

승용차(외래/직원) 등

공간구성
포장

대·중·소규모
대·중·소규모
정구장 등

공간구성

휴게·체육공간

대외휴게공간
대내휴게공간
체육공간
관상정원
건물연접녹지
경계완충녹지
외부녹지

잔디밭

경 계 공 간

부지경계
내부공간경계

담장, 옹벽, 사면
화단, 화계, 담

시설물

기

유휴지
소각장

대·중·소규모

활용 및 대체방안

녹 지 공 간

타

접도구역, 외부진입로

비 고

장치물

수종선정
식재
구조물

(2) 공간 구획
법적 구분 : 대지 경계선에 의한 부지의 구분은 인접 대지와의 구획과 전면 도로
와의 구획으로 나누어진다.
① 전면 도로의 구획
a.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특히 지역, 지구의 지정)과 도로의 기반 시설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조경 기준을 적용한다.
b. 법적 요구 사항의 세부 내용은 건축선 후퇴에 의한 전면 시설의 제한, 미관 기
준, 기타 특기 조례 등으로 구성된다.
c. 도로 기반 시설은 도로의 구조, 보도의 유무와 행태, 공공 지하 구조물, 기타
공공 공급 처리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d. 이와 같은 법적 요구 조건과 기반 시설 조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해당 부
지의 특수한 기회 요소로 파악하여 공공 영역을 함께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한다.
② 인접 대지의 구획
a. 법규의 사항 중 “대지 내의 공지”조건과 “대지 내 도로”조건 등에 의한 관련
시설의 이격거리 확보가 요구된다.
b. 시설별로 요구되는 관리와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제외하고는 폐쇄감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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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부 공간 구획
차량 출입/배제 공간의 구분
① 부지를 차량 출입 가능 공간과 배제 공간으로 구분하여 차량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② 주차 수요를 감안하되 주차 공간과 출입 구역을 가능한 한 축소 조정한다.
③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주차 수요가 필요한 경우를 위하여 차량 출입 및 주차 가능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되 통제 시설을 두어 평상시의 사용을 억제한다.

(4) 구획의 기준
① 식재 및 시설물에 의한 구분
a. 식재 및 시설물의 높이, 밀도를 조정함으로써 물리적․심리적으로 공간을 구분한다.
b. 식재에 의한 공간 구획의 정도는 높이 및 밀도에 따라 방향 지시, 통행 조절,
공간 분할, 시선 차폐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c. 울타리, 담장 등 경계 시설과 옹벽 등 건조물은 적극적으로 공간을 한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포장 재료 / 단차에 의한 구분
a. 연속되는 공간의 구획에 있어서는 통행 수단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재료를 구
분한다.
b. 공간의 분위기 및 통행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포장 재료의 질감, 색채를 조정
한다.
c. 광장, 보행 동선 등은 목적에 알맞도록 포장 패턴의 방향성과 인식성을 갖도록
한다.

3) 세부지침
(1) 식재 설계
①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 기법, 수종의 선택, 기존 수목의 활용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한다.
② 기존 수목의 존치 및 활용 등을 고려한다.
③ 인공 구조물 위에 조성되는 식재의 지반 조성에 대하여 고려한다.
④ 진입로의 유도식재, 휴게 시설 주변의 녹음 식재, 인접 시설 사이의 차폐식재,
주요 지점의 경관식재 등을 위주로 한다.
⑤ 방풍, 차폐 기능의 완충적 기능, 건물 배치에 따른 조망, 도로, 주차장 계획에 따
른 구획 차단 기능, 지형에 따른 마운딩 처리 등 효과 있는 배치 및 기능 식재를
위주로 한다.
⑥ 수목 선정 및 방법
a. 외곽 녹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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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고, 지나친 밀식은 배제하며 낙엽 교목을 주목으로
하되 상록수종을 반드시 포함시킨다.
b. 주차장
진입부에는 관목류로 유도식재를 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식에
유의한다.
교목은 지하고가 높은 낙엽, 활엽 교목의 식재로 주차장내 그늘을 제공하고,
차량 진․출입시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한다.
c. 휴게소
동선을 고려한 녹음수 및 경관수 위주로 식재한다.
d. 건물 전정
계절감 있는 배식으로 경관을 조성토록 한다.
e. 건물 측면, 후정
일조량을 감안한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식재토록 하여야 한다.
f. 부대 시설 주변 플랜터, 녹지대
건물 출입구 및 일조, 우수, 배수, 토심관계를 확인한 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배식하도록 한다.

(2) 구조물 설계
① 조경 구조물은 옹벽, 화계, 담장 등 구조적으로 안전함이 요구되는 것과 분수,
벽천 등 수경 및 상징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대별된다.
② 각 구조물의 고유하고도 독특한 기능이 충족되어야 하며 인간 척도와 관련하여
심리적 압박이 배제될 수 있도록 외부 공간과 건물의 비례에 알맞은 크기를 설
정한다.
③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의 조경 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
와 재료를 선택한다.
④ 기능과 형태적 특성을 발휘하면서 경제성과 실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포장 설계
① 공간의 기능에 따라 포장의 변화를 유도한다.
② 대상(帶狀)의 포장이나 선적인 형태의 포장은 방향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③ 포장의 폭과 줄 눈의 반복, 재료의 질감에 따라 통행 속도 및 리듬감을 조절한다.
④ 단위 줄눈의 작고 방향성이 없는 포장 패턴은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 곳에 사용한다.
⑤ 높이 차이에 따라 포장 패턴을 달리하여 흥미 있는 장소성을 창출한다.

(4) 시설물 설계
① 조경 시설물의 형태, 재료, 규격, 수량, 배치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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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성 있는 형태와 외양 및 전체적으로 단순화된 디자인으로 조화와 통일성을 유
지한다.
③ 인간공학에 근거한 기능적인 스케일로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치수를 선택한다.
④ 다양한 시설 요소들을 분리하지 않고 가급적 집합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⑤ 스케일, 재료, 형태에 있어서 상호 관련성을 도모한다.
⑥ 통일성 유지와 경관 혼란 방지, 그리고 분위기의 안정을 위하여 시설물의 표준
화, 체계화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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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건설공사기준 및 관련법규
1) 관리주체별 건설공사기준
(1) 표준시방서(18종)
연번

표 준 시 방 서

관 리 주 체

1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대한건축학회

2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대한토목학회

3

도로공사표준시방서

한국도로교통협회

4

도로교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터널공사표준시방서

대한터널협회

6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

대한토목학회

7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한국상하수도협회

8

하천공사표준시방서

한국수자원학회

9

콘크리트표준시방서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표준시방서
(내구성편)
콘크리트표준시방서
9-2
(유지관리편)
9-1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10 가설공사표준시방서

한국건설가설협회

11 건설환경관리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12 건설공사비탈면표준시방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대한주택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산업환경설비공사
14
표준시방서
건축전기설비공사
15
표준시방서
13

비고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16 조경공사표준시방서

한국조경학회

17 농업토목공사표준시방서

한국농촌공사

18 항만및어항공사표준시방서

한국항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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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시방서

연번

전 문 시 방 서

관 리 주 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1. 토목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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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1-4.
1-5.
1-6.
1-7.

건축편
건축기계설비편
건축전기설비편
건축정보통신설비편
산업설비공사편
조경편

서울특별시

2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2-1. 토목편
2-2. 건축/기계/전기/조경편

한국도로공사

3

철도공사 전문시방서
(토목편)
(건축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토지공사건설공사 전문시방서

LH공사

5

주택건설 전문시방서

LH공사

6

고속철도공사 전문시방서
(궤도)
(노반)

한국철도시설공단

7

댐및상수도공사 전문시방서

한국수자원공사

8

농어촌정비공사 전문시방서

한국농촌공사

9

항만및어항공사 전문시방서

한국항만협회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사
전문시방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비고

(3) 설계기준(22종)
연번

설

계

기

준

관리주체

1

건축구조설계기준

대한건축학회

2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

대한설비공학회

3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4

도로설계기준

한국도로교통협회

5

도로교설계기준

한국도로교통협회

6

철도설계기준
3-1. 철도교편
3-2. 노반편

한국철도시설공단

7

터널설계기준

대한터널공학회

8

상수도시설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9

하수도시설기준

한국상하수도협회

10

하천설계기준

한국수자원학회

11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한국콘크리트학회

12

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한국지반공학회

13
14

허용응력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기준

비고

한국강구조학회
한국강구조학회

15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16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17

지하공동구내진설계기준

한국지진공학회

18

공항시설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19

도시철도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

댐설계기준

한국수자원학회

21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한국항만협회

22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

한국농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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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관련자료
(1) 서울특별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2)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서울특별시)
(3)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 (서울특별시)
(4) 서울특별시 하수도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지침 (서울특별시)
(5)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국토교통부)
(6)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국토교통부)
(7) 하천시설기준 (국토교통부)
(8)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9) 도로설계요령(한국도로공사)
(10) 도로설계편람(국토교통부)
(11)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요령(국토교통부)
(1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13)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1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15)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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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법규
분야

법률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기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하자보수
실손보상 업무처리지침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건설공사의 발주요령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예산·회계
재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민간투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지정내역 고시
시행령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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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기준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제재처분시
업무처리요령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적용기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
건설기술용역업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공사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 지침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건설사업관리 업무 지침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기준
건설공사 시공평가 지침
품질시험비 산출단위량 기준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세부기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시행지침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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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예규,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의 유지보수등에 관한
규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시설물종합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

안전·품질
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승강기 검사기준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도시철도시설 성능시험기준

도시철도시설 안전기준에
도시철도 용품의 품질인증 요령
관한 규칙
도시철도운전규칙
도시철도 차량관리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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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환경

조경

사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기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건법

대기환경보건법 시행령

대기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 시행령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물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도법 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하천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문화예술진흥법

지하수법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방사업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관한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시행규칙

공연법

공연법 시행령

공연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관한 규칙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건축․
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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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에너지법 시행령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에너지법 시행규칙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분야

소방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예규,기준

내화구조의 인전 및 관리 기준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화재안전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

건축물의 냉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 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방송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전기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무선설비규칙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기준
방송공동수신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가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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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별

표

[별표1] 건설기술심의용 성과품 표지양식 (예시)

건설기술심의용

예 시

○○ 회관 실시설계용역

종

합

보

고

서

○○○○. ○○

확

인

자

감

독

원

감

독

괄

홍

총

괄

별 건축분야

이

건

축

책임기술자 구조분야

강

구

조

설비분야

소

설

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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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김

총

서 울

성

야

특 별 시

서 명

건설기술심의용

예 시

○○ 회관 실시설계용역

구

조

계

산

서

○○○○. ○○

확

인

자

감

독

원

명

김

감

독

괄

홍

총

괄

별 건축분야

이

건

축

책임기술자 구조분야

강

구

조

설비분야

소

설

비

총
분

서 울

성

야

서 명

특 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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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심의용

예 시

○○ 회관 실시설계용역

수

량

산

출

서

○○○○. ○○

확

인

자

감

독

원

감

독

괄

홍

총

괄

별 건축분야

이

건

축

책임기술자 구조분야

강

구

조

설비분야

소

설

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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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김

총

서 울

성

야

특 별 시

서 명

[별표2]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
(단위 : 월)
기본설계
공종
100-500억

500-1,000
억

실시설계

1,000억 이상 100-500억

500-1,000
억

1,000억 이상

도로

8

9

14

8

12

14

철도

12

13

15

12

15

18

지하철

13

16

17

24

27

30

공항

12

13

16

12

13

15

하천

12

18

24

7

10

12

항만

12

13

14

10

11

12

댐

13

14

15

14

15

16

상하수도

16

19

21

14

16

18

건축

4.5

7

9.5

7

7.5

8

4

-

-

7

-

-

단지
조성

비고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10%의 범위 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 기
간의 1.3 ～ 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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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공종분류 및 운영체계
분 항

1
류 목
종
1
토목공사전문시방서
류

2

3

4

건축공사전문시방서

조경공사전문시방서

지하철공사전문시방서

1. 공원 조경공사
1. 각종 토목시설물공사 1. 모든 건축물공사
∙부대
토목․건축․설비
∙부대 건축설비
∙토목조경공사 부대건
(기계․전기․정보통신)
(기계․전기․정보통신)

2

축물공사 포함

공사 포함
∙문화재
∙상하수도관로공사 포함
포함

공

∙정수시설․하수처리시 ∙모든 건축물 부대설

‘토목공사전문시방

신호․정보 통신․기계설

사

설 공사 제외
∙부대건축물공사 제외

서’, ‘건축공사전문
시방서’

비공사 포함

→

건축물공사 ∙토목․건축시설
부대 1. 지하철공사
조경공사 제외 → ∙지하철 토목․건축․전기․

비(기계․전기․정보통
신)공사 포함

‘건축공사전문시 ∙지하철 내부시설공사 ∙부대 건축물공사 제

방서’

제외

외 → ‘건축공사전문
시방서’

제1장 총칙
제2장 지반조사

제 1장 총칙

제3장 지반개량공사

공

3

제4장 토공사
제5장 말뚝공사

제1편
00000 총칙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2편

제7장 상하수도공사
제8장 강구조물공사

00000 건축공사
제3편

종
제9장 교량가설 및
00000 건축기계
분
부대공사
설비공사
류
제10장 도로 및 포장공사 제4편
체
제11장 철도 및 궤도공사 00000 건축전기
계
(내용없음)
설비공사
제12장 터널공사
제5편
제13장 하천공사

00000 건축정보통신

제14장 항만공사
(내용없음)

설비공사

제15장 기타공사
제16장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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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포함

포
함

제 2장 조경정지
제 3장 관수 및 배수
제 4장 조경구조물
제 5장 조경포장
제 6장 식재
제 7장 잔디
제 8장 비탈면 녹화
제 9장 생태복원
제10장 자연석
제11장 유희시설
제12장 수경시설
제13장 옥외장치물
제14장 체력단련시설 및
운동장
제15장 옥상조경
제16장 기타공사
제17장 유지관리

∙국토교통부제정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준용

3.14. 도면 양식 표준안 (예시)
1) 적용 도서 : 청사진 도면(A1 반책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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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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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2

3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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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0 15

5

6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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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①
② ③
④

⑤

표 현 내 용

예

시

도면명 표시

서울특별시청사

공종 및 제작 년월일 표시

건축 0000. 00. 00

사업 주체명 표시
(지정로고로 표시)
도면명 표시
(상단 10cm에서 40cm범위 안에 들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청사(건축)

도면명 표시
⑥

(좌측에서 20cm범위 안에 들 것)

서울특별시청사(건축)

고무인 표기

2) 적용 도서(A4크기)
백도 (1/4 크기) 반책, 공사시방서, 예산 내역서(실내역, 공내역), 각종 설계계산서,
자재 내역 및 구입서, 각종 설계 기준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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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

( 210 X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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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변
경

20

실
시
설
계

40

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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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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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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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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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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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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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10

a. 기재 방법 : ④번을 제외한 모든 글씨체는 고딕체로 통일할 것
구 분
①
② ③
④

⑤

표 현 내 용

예

시

도면명 표시

서울특별시청사

공종 및 제작 년월일 표시

건축 0000. 00. 00

사업 주체명 표시
(지정로고로 표시)
도면명 표시,
(상단 3cm에서 20cm범위 안에 들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청사(건축)

3) 적용 도서(A4 크기)
지반조사 보고서, 설계 설명서

607

5

30

30

40

3

40

40

40

27

4

10

150

297

2

10

30

1

10

60

( 210 X 297 )

210

a. 기재 방법 : ④번을 제외한 모든 글씨체는 고딕체로 통일할 것
구 분
①
② ③
④

⑤

표 현 내 용

예

시

도면명 표시

서울특별시청사

공종 및 제작 년월일 표시

건축 0000. 00. 00

사업 주체명 표시
(지정로고로 표시)
도면명 표시,
(상단 3cm에서 15cm범위 안에 들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청사(건축)

4) 적용 도서(A3크기)
축소 원도 [백도 (1/4 크기)], 산출 조서(수량, 단가), 공사 예정 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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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20 X 297 )

130

30

1

10

130

3

150

297

2

10

150

140

5

150

37

4

10

150

420

a. 기재 방법 : ④번을 제외한 모든 글씨체는 고딕체로 통일할 것
구 분
①
② ③
④

⑤

표 현 내 용

예

시

도면명 표시

서울특별시청사

공종 및 제작 년월일 표시

건축 0000. 00. 00

사업 주체명 표시

(지정로고로 표시)
도면명 표시,
(상단 3cm에서 15cm범위 안에 들것)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청사(건축)

5) 적용 도서(B4크기)
설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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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57 X 364 )

50

50

257

80

1

15

4

150

60

2

15

150

130

22

3

15

130

364

a. 기재 방법
구 분

표 현 내 용

시

①

도면명 표시

서울특별시청사

②

공종 및 제작 년월일 표시

건축 0000. 00. 00

③

④

사업 주체명 표시
(지정로고로 표시)
도면명 표시
(25cm범위 안에 들것)

6) 적용 도서(A1크기)
(1) 설계도면 (예시)

610

예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특별시청사 설계보고서

830

25
730
60
15
15

30 30 30 20 20 20
1515

180
590

85

30

85
15

(2) 표제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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