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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관리편람은 서울특별시(본청,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 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에서 발주하는 설계용역의 관리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을 비롯한 건설관련법규와 규정 등을 근거하여 작성되어 있어 설계용역관리
업무 수행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편람은 법적인
구속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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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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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형적
특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여건이 다른 타 기관이나
부서에서 참고할 경우에는 이점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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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체계 : 공통편 + 사업편(토목, 건축, 조경)
□ 구성내용
구
◎ 개

분

공통편

요

○

◎ 설계업무의 구분

○

◎ 설계용역 관리 흐름도

○

◎ 감 독 의 업 무

○

◎ 설계용역 관련법규 및 절차

○

◎ 설계용역업체 선정방법

○

◎ 설계용역대가 산출방법

○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기준

사업편

○
○

◎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

○

◎ 설계업무관리 점검표

○

◎ 부

록

․ 관련서식 표준양식

○

․ 설계예산서 (예)

○

․ 과업내용서 (예)

○

․ 주요 설계기준 및 참고도서

○

제1장 과업내용서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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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목

적

본 과업내용서의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 설계용역의 표준적
지침으로서 용역의 목적을 반영한 과업내용서 작성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과업내용서 작성기준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과업의 과업
내용서 작성에 적용한다.

1.3 작성시기
과업내용서는 용역발주 심의 전에 작성한다. 또한 과업내용서는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성격에 따라 각 용역단계별로 작성한다.

1.4 구성
용역단계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용역발주단계에 따라 적용시행)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 기본설계
3) 실시설계

1.5 적용방법
과업내용서의 작성기준은 크게 일반사항과 설계 단계별 과업내용서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공사의 규모 및 성격, 공사시행 시기, 용역 수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역
업무의 관리 및 수행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삽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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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1 일반사항
1. 과 업 명
과업명을 기재한다.

2. 과업의 목적
해당용역의 사업목적을 명기한다.

3. 과업대상지역
과업의 위치를 정확히 명기한다.

4. 과업의 규모와 내용
1) 과업의 규모 및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기재
2) 과업의 내용
(1)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과업내용에 대하여 기재
(2)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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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4)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및 주요업무진행 내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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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
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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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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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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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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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2 조사업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본 편람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에 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 등을 명시한다.

2.3 계획업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 적합한 과업수행을 위해 본 편람의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 및 내용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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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추정사업비는 유사 사업에서 산출된 사업비와 비교하여 가능한 한 오차가 적도록 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형태(일괄입찰,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의 장․
단점을 분석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4 타당성조사 업무
타당성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 검토, 기술성 검토 등을
수행하며 본 편람의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의 설계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민감도분석에 의거 사업비 증액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사업비(이하 한계
사업비라 한다)를 제시하여, 추후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산출사업비와 비교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5 성과품 작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성과품은 본 편람의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타당성조사보고서(토양 및 생태 등 각종 조사보고서 포함)
2) 타당성조사보고서 별책부록(이용수요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추정수량 및 추정 공사비산출서 등)
3) 계획도면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타당성조사시에 수요예측을 수행한 자 및 기본계획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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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설계
3.1 일반사항
1. 과 업 명
과업명을 기재한다.

2. 과업의 목적
과업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3. 과업대상지역
과업위치를 정확히 명기한다.

4. 과업개요
타당성조사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결정한 사업개요를 작성한다.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설계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 불규칙에 의한 토질조사 등 조사업무가 필요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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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타당성조사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타당성조사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타당성조사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및 주요업무진행 내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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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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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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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공사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
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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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심의 등
1) 설계심의(자문)
(1) 발주기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19조에 의한 설계심의(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심의(자문)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심의는 기본설계 준공 2개월 전에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심의(자문)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심의(자문) ○○일 전까지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심의(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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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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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 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4)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5)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0. 신기술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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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을 받아야 한다.

21. 저작권 관련사항
1)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
특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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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시 타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저작
재산권상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3.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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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2 조사업무
1. 조사항목
기본설계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본 편람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
기준”에 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
등을 명시한다.

2. 조사내용
이전 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3.3 계획업무
1. 계획항목
기본설계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본 편람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 등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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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내용
이전 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기본설계단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3. 공구분할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3.4 설계업무
1. 기본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편람의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
기준”의 기본설계 설계업무 및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명시한다.
2. 기본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클 경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5 성과품 작성
1. 기본설계의 성과품은 본 편람의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의 설계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설계보고서
2) 기본 설계도면
3) 생태(식생 및 토양)조사 보고서
4) 표토보존 및 처리계획
5) 지장수목 처리계획
6) 주요 구조물의 개략 구조 및 수리계산
7) 지반 및 지질조사 보고서와 측량 성과품
8) 기본 설계예산서(기본설계설명서, 기본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2.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에
따라 작성한다.
3.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제출기준에 따라 CD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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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
4.1 일반사항
1. 과 업 명
과업명을 기재한다.

2. 과업의 목적
과업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한다.

3. 과업대상지역
과업위치를 정확히 명기한다.

4. 과업개요
기본설계를 근거로 발주기관에서 결정한 사업개요를 작성한다.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설계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이과업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 불규칙에 의한 토질조사 등 조사업무가 필요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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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및 주요업무진행 내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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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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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조사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추진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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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
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공사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 서류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 환경성 검토, 농지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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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심의 등
1) 설계심의(자문)
(1) 발주기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19조에 의한 설계심의(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설계심의(자문)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심의는 기본설계 준공 2개월 전에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심의(자문)가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심의(자문) ○○일 전까지 심의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의 반영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심의(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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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 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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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9.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L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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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저작권 관련사항
1)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
특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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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시 타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저작
재산권상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2.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3.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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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4.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L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L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4.2 조사업무
1. 실시설계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본 편람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
기준”에 명시된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
등을 명시한다.
2. 이전 단계의 조사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단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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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계획업무
1. 실시설계용역단계에 적합한 과업의 수행을 위해 본 편람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 기준”에
명시된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해당 과업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삭제될 항목 등을 명시한다.
2. 이전 단계의 계획업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단계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 작성기준에서 명시한 내용보다 상세한 기준이 필요할 경우 이를 명시한다.

4.4 설계업무
1. 실시설계 단계의 설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편람의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
기준”의 실시설계 설계업무 및 해당분야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기준을 명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클 경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4.5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의 성과품은 본 편람의 “제2장 설계용역 업무수행기준”의 설계성과품 작성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최종 성과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토양조사보고서
3) 표토보존 및 처리계획서
4) 지장수목 처리계획서
5) 지장물 처리계획서
6) 지반조사보고서
7) 구조 및 수리계산서
8) 설계도면
9)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10) 공사시방서
11) 측량 성과품
12) 지장물 도면 및 조서
13) 기 타
2.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 에 따라 작성한다.
3. 설계도서는 발주기관의 제출기준에 따라 CD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기본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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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1 범

위

이 작성기준은 조경분야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이 작성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상세한 사항은 설계 용역의 성격에 따라 각종 설계
기준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2 업무의 구분
1) 설계용역은 각 설계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공사의 규모, 특성 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시행없이
기본설계 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2) 각 설계단계별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본 편람 “공통편”을 참고로 한다.

1.3 업무의 내용
설계용역의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업무는 조사업무, 계획업무, 설계업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구

○

○

△

2. 현지조사/답사

○

○

○

○

3. 인문환경조사

○

○

○

△

4. 자연환경조사

○

○

○

△

1) 생태계(식생)조사

○

○

△

2) 토양조사

○

○

△

6. 측량

○

△

7. 지질, 지반조사

○

△

8. 지장물, 구조물조사

○

△

9.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

△

△

△

5. 세부조사

10. 용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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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고
및기본계획

○

업
무

예
비
타당성조사

1. 관련계획 조사 및 검토

조
사

분

△

구

예
비
타당성조사

분

타 당 성 조 사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비 고
및기본계획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

△

○

1. 전 단계 성과검토

2. 개발여건분석 및 평가

○

3. 전략환경영향평가

△

4. 환경영향평가

△

5.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행정,개발)

△

△

계
획
업
무

설
계
업
무

7. 경제성, 재무분석

△

△

△

8. 기본구상

△

○

△

9. 기본계획

○

△

△

10.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11. 관계기관 협의

○

○

○

설계기준작성

○

△

개 략

설 계

○

상 세

설 계

○

설계의 경제성 검토

△

○ : 수행하는 업무

△

△ : 필요시 수행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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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타당성조사
2.1 정

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함

2.2 목

적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
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2.3 대상사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2)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비투자 재정 부문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

2.4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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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모두 거친 사업
(1)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완료
(2) 해당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성에 대해 관련 기관간 협의 완료
(3) 관련 정책결정기구를 거쳐 국가 정책적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
(4)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성 인정
<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조사의 비교 >
구

분

예비타당성 조사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
(Feasibility Study)

조사의 개념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개략적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및
대안분석

관련계획검토

국민 경제적 필요성,
국토개발계획과의 부합성 등 거시적
측면 검토

분야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위치,
노선, 도시계획과의 적정성 등
미시적 측면 검토

정성적 방법 (Qualitative Method)에
의한 개략적인 조사

정량적 방법(Quantitative Method)에
의한 수요예측 모델 및 설문조사 등
구체적 방법 활용

개략적인 경제성 검토

보다 정밀한 경제성 검토

◦비용편익분석

◦B/C, IRR 등을 개략적으로
산출하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

◦B/C, IRR 등을 자세하게 산출

◦투자우선순위

◦사업간 투자우선 순위 검토

◦개별사업 수익성 여부만 검토

◦재원조달계획

◦재원조달의 적정성, 민자유치
가능성 등 검토

◦특별한 경우 외는 검토 안 함

◦적정투자시기

◦효율적인 적정투자시기 분석

◦특별한 경우 외는 검토 안 함

최소한의 기술성 검토

다각적 기술성 분석(입지 및 공법
적합성을 대안별로 검토)

수요예측

경제성검토

기술성 검토

(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
◦총사업비 추정

◦개략적인 모델 사용
(유사사업 실적공사비에 의한 추정 등)

◦대안분석

조사주체

◦구체적인 토질조사 등을 통해
공사현장여건 등을 감안한
총사업비 산출

◦노선별, 지역별 구체적 대안분석
안 함(개략적 대안제시 : 고속도로
→ 국도 확장)

◦노선별, 지역별 등 구체적 대안
제시

예산청 (관계부처 협의)

주무부처

2.5 수행방법
1)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개별사업별로 실시
2) 단일사업이 여러 개의 단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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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부사업이 대부분 건설사업인 경우 하나의 패키지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2) 세부사업 중 일부가 건설사업인 경우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당성조사 수행
3) 총액계상사업인 경우 신규 사업별로 조사 시행하되 기존 사업을 포함한 개별사업간
우선순위 조정검토
4) 발주기관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비,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함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2.6 수행절차
1)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및 계약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접수
(2) 업체선정 및 비용계산
① 평가항목 :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 접근방법, 기관평가, 추진일정별 산출율, 투입
인력평가, 용역가격의 적절성
② 참가자격 :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경험이
있는 자를 3인 이상 보유한 기관
(3) 입찰공고 및 접수
KDI와 민간기관의 경쟁을 위하여 관보에 공고
(4) 선정위원회 구성
분야별 타당성조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7인의 위원 (정부측 3인, 외부전문가 4인)
(5) 최종낙찰자 결정 및 계약
해당위원회별(시설물별)로 프리젠테이션을 청취하여 평가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은 자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최종낙찰자 선정
(6) 관련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9조(재입찰및재공고입찰), 제33조(입찰공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②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a. 예비타당성조사 시행대상
b. 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요구 방법
③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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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및 분석
(1) 사업계획서(안) 관련 조사․분석
① 사업대상지 환경분석 : 자연환경, 인문환경(토지이용 현황, 인구, 지역경제현황,
관련계획, 주변 산업입지 등)
② 대안설정 및 비교검토 : 사업의 미시행도 대안의 하나로 고려
③ 경제성 분석 : 수요예측, 비용추정, 편익추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 민감도 등)
④ 정책적 분석 : 이해당사자 의견 및 추진의지, 지역낙후도 평가, 지역경제 파급효과,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계성, 재원조달방안의 평가
(2) 사업계획서(안) 평가
①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안 비교
②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활용하여 종합판단
< AHP 평가항목 예시(국도확장사업) >
평가 항목
경제성 분석

평가 내용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B/C 분석결과 도출된
B/C, IRR, NPV 등

비

고

B/C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지역낙후도

지역균형개발 측면에서의 지역낙후도지수 및
사업필요성
순위(해당사업이 다수의
시․군에 걸쳐있는 경우
대표 시․군의 낙후도를
기준)

낙후정도가 심할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지 역 경 제
활 성 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내 부가가치유발액
지역경제 활성화효과
GRDP(지역내총생산)

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사업추진 의지

주무부처(중앙, 지방) 주민의 연구수행과정에서 얻은
사업에 대한 선호도 및 정보를 정성적으로 판단
숙원도 등 사업추진 의지

사업추진 의지가 클수록
‘사업시행’ 점수가 높음

◦국 고 조 달
가 능 성

국가 재정상태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국고조달의 가능성

＂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관련계획
일치성

정책과의

＂

◦환경성 평가

사업추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민원발생 가능성

＂

및

※ 경제성 분석과 같은 계량적 지표로 표현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정책적 분석과 같이
정성적으로 표현되는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기준분석기법의 하나인
AHP 분석을 사용

33

<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
분석기법

판

단

장

점

단

점

◦이해용이, 사업규모 고려 가능 ◦편익과 비용의 명확한 구분 곤란
편익/비용비율
(B/C Ratio)

B/C ≥ A

◦비용편익 발생시간의 고려

◦상호배타적 대안선택의
오류발생 가능
◦사회적 할인율의 파악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내부수익률
(IRR)

IRR ≥ r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평가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사업의 절대적 규모 고려하지
않음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대안 선택시 명확한 기준 제시 ◦할인율의 분명한 파악
순현재가치
(NPV)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이해 난이
NPV ≥ 0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대안 우선순위 결정시 오류발생
가능
◦타 분석에 이용 가능

(3) 투자우선순위 결정기준 제시
(4) 관련규정
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지침(기획재정부)

3)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결정
(1)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적정여부 검토 및 평가
(2) 지역주민, 사회 및 지자체 요구사항 검토
(3) 부처협의(예비타당성조사위원회 운영)
① 추진사업 : 경제성이 있으며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경제성은 있으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경제성은 다소 낮으나 지역균형개발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사업
② 추진 보류사업 : 주무부처의 사업조정 및 입지선정 후 재검토
③ 중장기 검토사업 : 경제성이 낮거나 투자우선순위가 낮아 시행시기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
(4) 투자우선순위 결정
① 경제성 분석 결과, 편익비용비(B/C)가 ‘1’ 이상, 순현재가치(NPV)가 ‘0’ 이상, 내
부수익율(IRR)이 시중금리 이상인 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경제적 타당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지역
균형개발측면과 국가 상위계획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정책적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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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중 재무성 측면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민자유치사업
으로 추진
(5)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 결정 및 통보
①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타당성조사비 및 기본설계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② 주무부처의 사업조정이 필요한 사업이나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건, 시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③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는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지,
최종결정을 내리는 정책결정보고서는 아님. 결국 최종적으로 해당사업을 추진
하느냐의 여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6) 관련규정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은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의 동시시행이 가능

2.7 성과품 작성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 해당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투자우선순위, 재원조달의
적정성, 적정투자시기 등을 종합 분석하여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여부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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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1 업무의 범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조사 분석과정(주변여
건조사, 현지측량, 자연환경조사, 인문환경조사 등)을 통한 사업시기의 타당성과 여러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의 개략적인 골격, 토지이용과 동선체계, 각종 시설 및 녹지의 위치 등을 정하는
단계이며, 실행을 위한 사업규모, 최적투자시기, 추정사업비, 사업효과, 사업비 조달
방안 등을 추정 제시해주는 업무이다.

3.2 조사업무
1) 상위 및 관련계획, 관련법규 조사 및 검토
상위 및 관련계획, 관련법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현지 조사 및 답사
(1)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서식처, 야생동물, 토지 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인문환경조사
(1) 계획지역의 지역사회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교통 및 동선, 관광․위락환경, 주변
공원 및 녹지의 분포 등을 주로 기존 자료를 통하여 조사한다.
(2) 주민, 시의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민원발생 검토
분석 사항을 추가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견하고 그에 따른 공사규모, 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반영한다.
(3)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설계변경 요구사항을 사전에 방지한다.
(4)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 도입하여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반영으로 신규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한다.

4) 자연환경조사
계획지역의 기상 및 기후, 지형, 토양 및 지질, 식생, 서식처, 야생동물, 경관, 수계

36

등을 주로 기존 자료를 통하여 조사한다.

5) 세부조사
(1) 생태조사
계획지역의 세부조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생태계 현황 또는 식생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① 생태조사는 식생과 관련하여 종, 식생구조, 식생현존량 및 식생생산량 등의 식생
조사와 서식처, 야생동물 및 관련식생의 조사·분석에 적용한다.
② 식생조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존 또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기존 식생의
조사·분석 및 식생이식, 수목의 활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야생동물조사는 계획구역과 계획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야생의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어류 및 플랑크톤 등을 포함한다.
④ 생태조사는 어느 특정 전문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대상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⑤ 조경전문가는 각 전문분야의 정보를 종합하고, 중재하며 취합된 결과를 생태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생수목, 희귀 동식물, 법정 야생생물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⑦ 이식수목 조사
a.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c.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e.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
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2) 토양조사
계획지역의 토양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토양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① 기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양조사에 적용한다.
② 표층단면은 폭 1.5m, 깊이 1.5m 정도로 땅을 파고 관찰한다.
③ 기본토양층(가능하면 암층까지)은 현지에서 조사하며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한다.
④ 토양단면조사 및 분석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O층과 A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시료 채취는 30～50m당 1개소씩을 시험구로 정하고 1개 시험구당 3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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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사항목으로는 입도분석(토성), 비중, 보수력, 치환성염기, 유기질, 전질소, 양이온
치환용량(CEC), 유효인산, 토양산도(pH), 염분농도 등이 있다.

3.3 계획업무
1) 개발여건분석
(1) 입지여건
(2) 자연환경 : 기후, 지형, 토양 및 지질, 식생, 경관, 수계, 야생동물
(3) 인문환경 : 지역사회의 특성(인구 및 산업구조 등), 토지이용현황, 교통 및 동선,
관광·위락환경, 주변공원 및 녹지 분포, 역사⋅문화 등
(4) 관련계획 및 법규
(5) 분석의 종합

2) 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대상여부 검토
(1)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 교통 및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평가
또는 분석을 위해 환경, 교통 및 재해 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환경정책과 운영)의 지속가능성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① 도로정비·하천정비·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등 : 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권
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②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사업 :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
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③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및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대상사업 : 기본
계획을 입안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 및 서울특별시 녹색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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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적

시 주관부서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환경영향
평가

경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심의위원회)

∙ 환경영향평가 조례
해당 사업으로 발생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
교통영향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개선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

대책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정책과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심의 위원회)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있는 재해 예방

하천관리과
(사전재해영향성

∙ 자연재해대책법
∙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검토위원회)

관한 조례

3) 전략환경영향평가
(1) 목

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2)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비교
환경영향평가(EIA)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의사결정 마지막 단계에서 실시

◦의사결정 초기단계에서 실시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한 수동적 접근

◦제안된 개발계획에 대한 능동적 접근

◦환경상 영향에 관한 구체적 규명

◦지속가능 발전, 환경적 연관성 규명

◦대안검토 곤란

◦광범위한 잠재적 대안 고려 가능

◦누적영향에 대한 검토 곤란

◦누적영향에 대한 조기 경고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에 중점

◦환경적 합목적성 충족 및 자연환경 유지에 중점

◦좁은 범위에서 매우 상세한 검토

◦넓은 안목에서 비전과 프레임웍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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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계획 : 101개
기존 사전환경성검토(93개) - 삭제(5개) + 추가(13개) = 총 101개

구 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101개)
정책계획(3) 도로정비기본계획, 댐건설장기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국토교통부
(51개)

개발기본계획(48) 건설공사계획(500억원이상), 도시․군관리계획,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지정및개발계획, 정비계획및정비구역의지정, 재정비촉진지
구의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물류단지개발계획및물류단지의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의지
정, 역세권개발구역의지정및사업계획, 택지개발지구의지정및택지개발계획, 공장의건축
이가능한지역의지정, 국가산업단지의지정, 일반지방산업단지의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
의지정, 농공단지의지정, 재생사업지구지정을위한재생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신항만
건설예정지역의지정,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도로의건
설공사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 철도건설기본
계획, 신공항건설에관한기본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시
행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의지정, 신발
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계획, 국제화계획지구의지정, 광역개
발권역의지정, 광역개발사업계획, 개발촉진지구의지정,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특정지역
의지정, 특정지역개발계획, 지역종합개발지구의지정, 지역종합개발지구개발계획, 골재채
취예정지의지정, 친수구역의지정또는사업계획수립, 제주국제자유도시광역시설계획, 소
하천정비중기계획

정책계획(2) 유통산업발전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지식경제부
(15개)

개발기본계획(1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및경제자유구역의지정, 지역별시행계획,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지정, 유치지역의지정, 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 전
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지정, 특구의지정, 특구육성종합계획, 특구관리계획, 폐광
지역진흥지구의지정및개발계획,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특구지정및특구계획
정책계획(2)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농식품부
(8개)

문화관광부
(5개)

개발기본계획(6) 어항의지정, 어항기본계획,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 생
활환경정비계획, 한계농지정비지구의지정, 마을정비구역지정
정책계획(2)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개발기본계획(3) 문화산업진흥지구의지정, 관광지등의지정, 체육시설사업계획
정책계획(5) 폐기물처리기본계획(환경부), (산림청 4)사방사업기본계획, 산림기본
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기 타
(22개)

개발기본계획(17) (국방부2)국방군사시설사업의실시계획, 군사기지시설보호구역
등의지정, 주한미군기지 평택시등 연차별계획, 기지구역의 결정, 해군기지구역
의 결정 (기재부1)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여가부1)청소년수련지구의지정,
(중소기업청1)협동화실천계획, (환경부4)도립공원계획의결정, 군립공원계획의결
정,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선정,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산림청 2)임업진흥계획,
산촌개발사업계획, (행안부6)온천공보호지구의지정,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온천개
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농어촌도로기본계획, 묘지중장기계획, 개발도서지정
및사업계획

* 삭제 :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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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굵은글씨

(4) 환경영향평가 업무흐름도

【 환경영향평가법】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개발기본계획)

․운영

※ 주민대표․시민단체등 민간전문가 참여
※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평가협의회 구성
(Scoping)

,

평가서 초안 작성
(

(의견

공람

․공람

)

재수렴)

주민 등 의견수렴
(

설명회, 공청회)

초안
협의

※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협의

전략평가서 작성

환경영향평가

․운영

전략환경평가시 평가관련
Scoping한 경우 생략가능)

평가협의회 구성

(

(Scoping)

(의견수렴

(간이평가절차)

생략)

※ 스코핑결과 공개 의견제출 기회부여

※

생략대상:
법률에 규정

,

평가서 초안 작성
(

공고

․공람

)

(의견

의견수렴 및
협의 일괄실시
간이평가서 작성)

(

주민 등 의견수렴
(

설명회, 공청회)

재수렴)

초안
협의

․협의

※ 주민의견 반영여부 공개

평가서 작성

협의내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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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1) 목

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2) 업무범위
① 사전협의 대상범위와 시기
a)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별표1]에 의함
②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내용
a) 공통사항 검토(행정계획, 개발사업)
b) 입지유형별 검토
c)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d) 대상사업 범위별 검토항목 적용
③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출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관련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례 등이 정확하고도 최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업무흐름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관계행정기관)
협의요청
(관계행정기관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검토의견서 작성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검토결과 통보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 요청기관)
조치결과 및 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 → 소방방재청 중앙/지역본부장)
(4) 관련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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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위원회
관련 실․과

5) 기본구상
(1) 개발 및 보전방향의 설정
(2) 이용객 수요 추정
(3)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4) 공간배치구상
(5) 대안 비교검토 및 선정

6)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
(2) 교통·동선계획
(3) 시설배치계획
(4) 시설물계획
(5) 식재계획
(6)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7) 자연보전계획(자연형 공원에 적용)
(8) 공급처리시설계획(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기계설비)
(9) 건축계획
(10) 토공 계획
(11) 수리․수문계획

7) 사업계획
(1) 총 투자계획
(2) 연차별 투자계획
(3) 관리운영계획

3.4 설계업무
타당성조사 단계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개략설계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시행 방안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형태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평면도 –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 평면배치계획도
지형도의 축척 1:5,000을 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요인을
명시하여, 주요 구조물시설 등을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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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3) 표준단면도
1/500~1/1,000 축척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에 주요구조물에 관해서 치수, 형상, 형식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한다.

3.5 성과품 작성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구분
(1) 보고서(토양 및 생태 등 각종 조사보고서 포함)
(2) 기본계획도
(3) 조감도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심의도서
(5)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서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성과품의 내용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① 표 지
②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③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④ 목 차
⑤ 위치도
⑥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⑦ 개발여건분석
a. 입지여건
b. 자연환경 : 기후, 지형, 토양 및 지질, 식생, 경관, 수계, 야생동물
c. 인문환경 : 지역사회의 특성, 토지이용현황, 교통 및 동선, 관광·위락환경, 주변
공원 및 녹지 분포, 역사⋅문화 등
d. 관련계획 및 법규
e. 분석의 종합
⑧ 기본구상
a. 개발 및 보존방향의 설정
b. 이용객 수요 추정
c.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d. 공간배치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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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대안비교검토 및 선정
⑨ 기본계획
a. 토지이용계획
b. 교통·동선계획
c. 시설배치계획
d. 시설물계획
e. 식재계획
f.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g. 자연보전계획(자연형 공원에 적용)
h. 공급처리시설계획(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기계설비)
i. 건축계획
j. 지형계획
k. 수리수문계획
⑩ 사업계획
a. 총 투자계획
b. 년차별 투자계획
c. 관리운영계획
⑪ 결론 및 종합
⑫ 부록
a.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b.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 별책부록
① 토양조사보고서
a.개 요
b. 토양의 특성
c. 토양개선방안
②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서
a. 개 요
b. 표토의 특성
c. 표토의 보존 및 처리계획
③ 지장 수목 처리계획서
a. 개 요
b. 식생현황
c. 지장수목 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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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도
① 위치도
도시계획종합도 등 위치의 판독이 용이한 도면 사용(축척 : 1/25,000)
② 조성계획 총괄도(기본계획도)
축척에 관계없이 공원 전체의 개발계획이 표시된 도면
③ 현황분석도
지형, 식생, 서식처, 수문, 토양 등 현황분석이 표시된 도면(축척 : 1/3,000～1/1,200)
④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이용계획을 표시한 도면(축척 : 1/3,000～1/1,200)
⑤ 동선계획도
동선계획이 표시된 도면(축척 : 1/3,000～1/1,200)
⑥ 시설물배치도
공원경계선을 적색으로 표시된 축척 1/3,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 현
황도를 사용하되 지역이 광범위하여 도면이 2매 이상일 때는 종합도(축척 :
1/5,000)를 추가 작성한다.
⑦ 공원조성계획도
변화된 지형 및 지적이 기입된 도면에 도로, 시설 등이 표시된 조성계획 도면
⑧ 공급처리시설계획도
상․하수, 전기․통신계획이 표시된 도면(축척 : 1/3,000～1/1,200)
⑨ 주요시설 입⋅단면, 평면도
건축물, 공작물 등 주요시설 입⋅단면, 평면도(축척 : 1/20 ～ 1/100)
(4) 조감도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의 공원전체의 조감도를 작성
(5)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서
① 심의요청서
② 심의안건
③ 조성계획조서(①총괄표, ②시설조서, ③도로조서)
④ 조성계획도면
⑤ 건축물 및 주요 공작물도면
⑥ 설명용(Power Point)자료, 심의요청서, 조성계획조서 등의 파일이 첨부된 CD
⑦ 공원시설물 설치기준 조사표(필요시)
※ 참조 : 주요업무계획추진지침(공원․녹지분야), 서울특별시
(6)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단계 사후평가표(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①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②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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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
① 각종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
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②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③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
단점을 검토․분석한다.
(2) 기 타
①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CD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④ CD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

50부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고서 별책부록
(생태조사, 토양조사, 표토보존 및 처리,
지장수목 처리 계획서 등)

20부

설계원도

1부

축소도면

20부

비

고

․ 설계도면

․ CD

5조

CD 작성기준 참조

․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있거나 발주자요구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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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 작성기준
①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①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
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②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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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본 설 계
4.1 업무의 범위
기본설계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결과의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식생조사 및 토양조사
5) 지장수목 처리 계획
6) 표토 보존 및 처리 계획
7) 기본적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8)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9)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10)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11)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2) 개략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3) 주요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4) 설계도서 및 개략시방서 작성
15)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6)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7)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4.2 조사업무
1) 관련계획, 관련법규 조사 및 검토
상위 및 관련계획, 관련법규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2) 현지 조사 및 답사
(1)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
하여야 하며,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작성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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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조사
(1) 생태조사
계획지역의 세부조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생태계 현황 또는 식생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① 생태조사는 식생과 관련하여 종, 식생구조, 식생현존량 및 식생생산량 등의 식생
조사와 야생동물 및 관련식생의 조사·분석에 적용한다.
② 식생조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존 또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기존식생의
조사·분석 및 식생이식, 수목의 활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야생동물조사는 계획구역과 계획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야생의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곤충류 등을 포함한다.
④ 생태조사는 어느 특정 전문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대상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⑤ 조경전문가는 각 전문분야의 정보를 종합하고, 중재하며 취합된 결과를 생태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생수목, 희귀 동식물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⑦ 이식수목 조사
a.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
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여야 한다.
b.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c.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자라던 환경과 유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하여야 한다.
d.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e.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2) 토양조사
계획지역의 토양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토양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① 기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토양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토양조사에 적용한다.
② 표층단면은 폭 1.5m, 깊이 1.5m 정도로 땅을 파고 관찰한다.
③ 기본토양층(가능하면 암층까지)은 현지에서 조사하며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한다.
④ 토양단면조사 및 분석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O층과 A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시료 채취는 30～50m당 1개소씩을 시험구로 정하고 1개 시험구당 3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⑥ 조사항목으로는 입도분석(토성), 비중, 보수력, 치환성염기, 유기질, 전질소, 양이온
치환용량(CEC), 유효인산, 토양산도(pH), 염분농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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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측

량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3) 삼각측량, 수준측량, 골조측량, 현황측량(1 : 1,000, 지형측량 또는 항공측량 등)을
수행한다.
(4) 중심선 측량은 평지부, 구릉지, 산지부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40～100m 간격
으로 실시한다.
(5) 측량은 측량법과 측량법시행규칙 및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
하도록 한다.
(6)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거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7)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5) 지질 및 지반조사
(1)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2) 지표지질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 등의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지표지질 조사에는 다음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① 표층지반
② 암질
③ 지질구조
④ 암반거동
⑤ 지표수 및 지하수
(4) 지반조사의 범위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추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물 및
토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구조물 계획 및 형식을 고려하여 조사위치, 조사방법 등을 선정하며, 대형구조물의
기초 등과 같은 주요 기초지반의 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6)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석회암 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기초폭의 2배이상까지 조사
심도를 충분히 깊게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7)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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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 착수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조사범위, 방법, 위치, 수량 등을 기재한다.
(9) 지반조사 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
하여야 한다.
(10) 수행절차
①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6)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사업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한다.
(2) 지장물조사
사업 시행에 저촉되는 지상 지장물(철탑, 고압전기선로, 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획시설물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 조사를 한다.
(4) 사업시행으로 구조적 변형, 손상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물을 조사한다.
(5)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6)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
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필요시)
(1) 토취장․골재원․사토장의 위치, 종류, 규모, 생산량 등을 조사한다.
(2) 공사 수행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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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토석정보공유시스템」및 우리시「사이버 흙은행」을 이용한다.
(3)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
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5)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6)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4.3 계획 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앞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공구분할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한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
기준 조건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시에 사용하도록 한다.
(3) 상기 기본계획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민원 등으로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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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설계 업무
1) 지형설계
(1)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3)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4) 공공의 도로는 개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으므로, 기존도로와의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5)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변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한다.
(6)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7)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8) 지형 설계는 원지형을 보전하거나 훼손되기 이전의 지형으로 되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친환경성을 위해 다양한 지형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배수설계
(1) 배수구역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계획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외에서도 분수령에 둘러싸인
상류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와 하류
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관의 배치
①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②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③ 대상지 여건에 따라 침투시설의 도입 및 자연배수 체계(NDS : Natural Drainage
System),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SUDS :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등 저영향개발 기법(LID : Low Impact Development)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④ 침수우려지 등의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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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체계별 장․단점 비교 >
배수체계별

주요시설

장점

단점

흄관에 의한
배수 체계

빗물받이,
맨홀, 흄관

설계 및 시공 용이.
시공후 뒤처리 깨끗

시공후 준설 등 관리비 지출이
많음
부등침하나 관거 훼손시 보수
곤란

침투시설의
도입에 의한
배수체계

침투
침투
침투
침투

친환경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지하수 확보 대책

토질 지하수위 등 주변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음
공사비가 비쌈
경관보다 지하수 확보에 관점

공사 후 관리용이
관리비 절약
수경관조성 및 학습기능 확보
지하수위를 낮추어 식생활착에 유리

배수구배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
시공기술이 요구됨
시설율이 높은 공원일수록
도입효과 감소 및 공사비 증가

트랜치,
맨홀,
측구,
관거

자연순환 체계
측구, 도랑,
(natural drainage)를 빗물연못,
고려한 배수체계
습지연못

(3) 종말처리
배수계통의 종말이 배수로, 하천, 하수도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4) 배수방식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수시키는 합류식으로 할 것인지 양자를
분리하는 분리식으로 할 것인지를 주변여건을 참고로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배수로
①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대책이 필요하다.
③ 배수로는 가급적 투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경사가 급한 곳이나 침수 우려지는 제외)
(6) 배수량 산정
우․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 우․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합류식에서 하수의 차집
관은 우천시 계획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7)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9)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10)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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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6)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11)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 259.4

t + 3.0380

- 22.5 ,

강우강도 94.3 mm/hr

(13) 우리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
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본선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ø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15) 배수암거의 유송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6)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17) 유역면적은 축척 1/3,000 또는 1/1,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18)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19)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20)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1)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2)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구조
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23)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상세도면 및 암거의 사각부 보강철근 상세도를 작성
하고, 물량은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5)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26)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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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7)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다.

3) 빗물침투 등
(1)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지표기울기에 따른다.
(2) 유속의 표준은 분류식 하수도의 오수관거에서는 0.6~3.0m/sec로,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에서는 0.8~3.0m/sec이다. 이상적인 유속은 1.0~1.8m/sec로 한다.
(3) 관거 이외의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수구가
충분한 평활면의 U형 측구일 때는 0.2% 정도까지 완만하게 할 수 있다.
(4) 잔디도랑과 자갈도랑 등 선형 침투시설의 기울기는 빗물침투를 촉진할 수 있도록
0.2% 정도로 완만하게 한다.
(5) 녹지의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식재수목에 토양수분이 적정량 공급되도록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 조성계획에서 검토해야 한다.
(6) 빗물침투시설은 투수성과 강도시험 등 성능이 안정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7) 빗물침투시설의 구조는 빗물의 저장기능과 침투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한 막힘과
퇴적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8) 관거는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하고, 관은 유량 수질
매설장소의 상황 외압 접합방법 강도 형상 공사비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9)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하여 조경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초
지반 지내력이 약해지거나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하수 함양을 통해 물순환체계를
복원하며, 지하수 배제를 통하여 식물의 생육에 적정한 토양 중의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급․관수설계
(1) 관수시설은 효과적인 관수를 위하여 관수설비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
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4)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팝업 스프레이 등을 설치한다.
(5) 사용용수는 상수와 우수 등을 사용하며, 우수를 사용하더라도 우수공급이 원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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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우수 사용시 필터장치를 설치하여 살수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7)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조성 후 유지 및 운영단계에서 과도한 에너지(전기
등)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최대한 지양한다.
(8)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9)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용량에 맞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10) 가압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가압펌프와 바이패스(by pass), 워터
디텍터(water detector)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1)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 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2) 메인 배관에는 배수밸브와 자동에어벤트를 적절히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용수의

흐름이 원활토록 한다.
(13) 상수도 수도본관은 도, 군, 시, 구, 조합, 사설 등 관리주체가 다르고, 각각의
조례, 규칙에 따라 관리되므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각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급수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수방식을 결정한다.
(14) 수도본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 수압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 유의한다.
(15) 취수가능한 수량, 관경을 검토한다.
(16) 설계, 시공상의 주의, 사용재료의 지정, 재료의 검사 및 공사지정업자의 유무를 검토한다.
(17) 수도본관의 포설 혹은 분지관에 대한 분담금의 유무를 검토한다.
(18) 부지부근에 수도본관이 조사시점에 포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까운 장래에 포설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사한다.
(19) 도로굴착의 가부, 교통사정, 굴착복구의 추정 등을 조사한다.
(20) 우물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① 지하수를 사용할 때 부근에 우물이 있는 경우의 용수량, 수질, 수온 및 동수면의
변동 (지하수 양수 규제의 유무)
② 하천 호소 등의 채수 가능성, 수리전의 관계, 채수방법
③ 중수(공업용수, 하수고차 처리수 등)를 사용하는 경우의 본관 포설위치 등

5) 식재기반설계
(1) 식재기반조성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식재기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4) 선행 토목, 건축공사 등의 결과로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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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기반조성시 제거하도록 한다.
(5)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제반 건설공사에서는
토공 시행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6)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토양기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6) 식재설계
(1) 수목식재설계
① 식재시 교목, 관목, 지피류를 수직방향으로 상층, 중층, 하층 식재로서 녹피율을
제고시키고, 현장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 식재 한다.
②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수목식재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 배수체계, 향 등 제반환경조건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⑤ 남부 수종의 북방 식재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⑥ 식재지역의 식물기후학적 수목특성조사 데이타를 식재설계시 적극 활용한다.
⑦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식재후 활착이 용이하지 않은 수목류는 컨테이너 재배품을 활용한다.
(2) 잔디식재설계
① 잔디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친환경설계를 위한 잔디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③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잔디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잔디광장, 경기장 등의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요인이 큰 지역의 잔디지반은
특별히 조성되어야 한다.
⑤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잔디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⑥ 잔디식재는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공사의 시공기계 조작,
차량운행 등에 의한 고결 토양 발생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 잔디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잔디선정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다.
⑧ 난지형 잔디류의 북방 식재한계선과 한지형 잔디류의 적응지역을 조사한다.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①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심미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을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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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피·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④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가 고사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피 및 초화류는 타 식물재료에 비해 수명이 짧고, 단기간내 집중적으로 관상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퇴비, 토양개량제 등으로 토양을 개량하여 꽃의 개화나
잎의 생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대상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기후 조사를 통해 식재에 적합한 지피 및 초화류를
선정하고, 자생수종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⑦ 식재 대상 지피 및 초화류의 생육 적정온도와 식재 북방한계선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비탈면 녹화설계
비탈면녹화공은 그 자체로서는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인 파괴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도입한 식물이 쇠퇴하거나 그 지역에 부적합한 종류인
경우에도 침식방지나 환경보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탈면녹화공의
실시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초의 안정성 확보
② 비탈면의 흙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식물의 정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탈면 녹화공을 실시하는 곳의 기반이 안정되도록 한다.
③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
④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을 확인한다.
⑤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한다.
⑥ 적절한 시공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⑦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5) 벽면녹화 설계
벽면녹화공은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입면을 식물소재로 피복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경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① 벽면녹화는 식재지 특성에 부합되는 녹화기법을 적용한다.
②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고, 단일지역 내에서도 복합적인 식재기법을 강구한다.
③ 대규모 벽면에는 상․하부 또는 내․외부에 병행식재하여 조기녹화를 도모한다.
④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식수대의 형태, 규모, 재료 등을 선정해 식물생육의 최소
유효토심을 확보한다.
⑤ 수종은 가급적 향토수종을 사용하되 식재지의 환경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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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공지반 녹화 설계
인공지반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뿐만아니라 지하 주차장 상부, 교량상판, 플랫홈, 복개도로,
지하시설물 복개공간 등 인공적인 구조물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공법으로 일반녹화와는 달리 식재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공법과 기술이 병행되어야만
성공적으로 활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① 건축물의 하중은 적재하중을 우선 검토하여 녹화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물의
적합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적재하중 이내에서 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 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대상지역에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옥상녹화시스템(단열층, 방수층, 방근층, 보호층,
배수층, 토양필터층, 토양층, 식생층 등)을 도입한다.
④ 배수불량을 막기 위하여 녹화부의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별도 고려하고, 상시관리가
가능하도록 덮개가 있는 배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⑤ 건조에 강한 수목, 바람에 강한 수목, 뿌리가 얕은 수목, 성장이 느린 수목, 관리가
용이한 수목으로 식재계획 한다.
⑥ 식재기반은 주요시설물이나 건물의 고정하중 및 이용자들의 이동하중, 습지와
같은 서식지의 물의 하중, 그 지역의 집중호우시(최대강수량 등 조사) 일시적
적체 강수의 하중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⑦ 토양 및 토심은 식재계획 유형에 적합한 토양을 선정하고, 토양의 함습비중 확인
및 적용가능 토심을 산정한다.
⑧ 바람에 의해 수목이나 초화류 등의 쓰러짐과 지상으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1.2m이상) 및 수목지지대를 설치하고 폭풍 발생 등을 대비한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⑨ 식재대상 식물은 내화성 및 내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종을 선정하고,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경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⑩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7) 이식설계
①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본 기준에 적용되는 나무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재어서 결정한다.
③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④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품의 80%만 적용한다.
⑤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근원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흉고직경과 수고를 각각 근원직경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⑥ 보호수 및 노거수 등 대형수목의 이식은 활착률을 고려하여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61

이에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운반방법 등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가로수 식재 설계
①「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전문시방서, 지침을 준수하고, 보도의 폭,
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 위치, 규격 등을 검토 한다.
② 설계시에는 보도 유효폭에 따라 보행동선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로등과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지하고 등을 검토 반영한다.
③ 노선, 가로유형, 내공해성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가로수 배치
간격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한다.

7) 시설물설계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의 문양, 색채 등은
CI개념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운동시설설계
① 운동시설은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운동시설 및 주변공간은 어린이, 노인, 장애자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한다.
③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④ 운동시설의 배치시 고려사항
a.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경기조건
b.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c.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d. 주위경관과의 조화
e. 시설의 유지관리
(2) 놀이시설설계
① 놀이시설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놀이시설의 배치는 이용동선, 놀이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 공간․추락
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③ 놀이시설의 설계는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체화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기능을 정리하고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되기
쉬운 구조물들을 설계한다.
④ 부지의 지형, 식생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조화된 시설로 설계한다.
⑤ 시설의 안전성, 쾌적성과 동시에 조형성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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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간의 자연조건 등 계획을 제약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이용과 수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⑦ 놀이시설은 그 의의를 감안하여 어린이의 연령이나 성별에 의한 놀이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시설내용과 규모가 되도록 한다. 또한, 놀이시설은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휴식시설설계
①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로서의 기능, 산책도중의 휴식, 광장에 부속된
휴식기능, 어린이놀이광장 등에 설치한다.
② 휴게소, 벤치, 야외탁자 등은 휴식시설임과 동시에 점경물(點景物)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휴게소는 피난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④ 최소량을 설치한 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⑤ 벤치, 야외탁자들은 기능, 이용방법 등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⑥ 벤치, 야외탁자 등 휴식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식시설
남측 방향의 일정거리에 녹음수를 배식하여 휴식시설에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시설설계
① 관리시설의 위치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시설과의 상호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 지질, 토양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등을 고려한다.
② 관리시설의 규모결정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
방법 등을 고려한다.
③ 시설의 내용결정시 기능상의 효율성, 시설규모와의 관련성, 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④ 조경공간의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 바람에 노출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청소,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안내표지시설설계
①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유도시스템, 안내시스템, 해설시스템, 교통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도록 한다.
②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다양한 요소들은 분리되는 것보다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안내 대상
시설물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군(群)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⑤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개의 표지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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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안내표지시설이 교통과 전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주변요소가 안내표지
시설을 가려서도 안된다. 특히 나무가지, 전주 등과의 관련에 주의한다.
⑦ 초심자에게도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써비스 기능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⑧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수 있도록 하며 각종 문양, 색채 등은
CI개념을 포함하도록 한다.
⑩ 사업의 이미지를 명료히 하고 품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며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좋은 경관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⑪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⑫ 식물안내판의 경우 식재된 식물과 식물안내판이 서로 틀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 단계에서도 자라고 있는 식물과 식물안내판의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조형물설계
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인간적 척도로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조형의장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작품이 되도록 한다.
④ 현상공모, 학술용역 등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의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작품으로 계획한다.
⑤ 자체설계의 경우 디자인 및 예산은 견적으로 처리한다.
⑥ 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기술사(토목 및 건축 구조, 조경)의 구조계산을 첨부한다.

8) 포장설계
(1) 도로 등 포장
①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②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③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④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⑤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⑥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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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⑦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
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⑧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⑨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보도설계
① 보행자 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이 없는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한다.
②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을 반영한다.
③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기상,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을 반영한다.
④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⑤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 등을 고려한다.
⑥ 포장지역은 투수성을 고려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위적인 포장 최소화와
생태면적율 향상방법을 채택한다.
⑦ 보도포장용 자재는 강우․강설시 미끄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BPN)을 적용한다.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표면 조직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
영국식 진자 실험기)로 시험한 결과값(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⑧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⑨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⑩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 한다.
⑪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9) 수경시설설계
(1) 수경시설은 물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경시설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시스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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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수경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의 장비를 선정한다.
(4)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 적설, 동결, 바람 등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다.
(6) 초기 원수 및 보충수 확보가 용이하여 항상 수경연출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우수저류
조의 물을 수원으로 할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공종과 협조해야 한다.
(7)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8)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조성 후 유지 및 운영단계에서 과도한 에너지(전기
등)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최대한 지양한다.
(9)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10)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 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1) 경관형, 생태형 수경공간으로 계획 시는 가급적 녹지를 함께 계획하여 식재가 어우러지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12) 사용 용수를 주변 관수용수로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급수원은 상수·지하수·중수·하천수 등을 현지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14)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수경시설의 종류·주변환경 및 공급원수(原水)의 수
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15) 수경시설 구체의 방수는 담수형태와 특성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다.
(16) 분수의 경우 수조의 너비는 분수 높이의 2배,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분수
높이의 4배를 기준으로 한다.
(17) 폭포 전면의 수조너비는 폭포 높이와 같도록 하되, 폭포형태와 연출방법에 따라 폭포
높이의 1/2배, 2/3배로 할 수 있다.
(18) 물의 이용형태는 일과적 이용법, 순환적 이용법, 부분순환 이용법의 3종류로 나누어 적용한다.
(19) 용도에 따른 용수의 순환횟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변공간(친수시설 : 분수, 시냇물, 폭포, 벽천, 도섭지 등) : 1일 2회
- 물놀이를 하지 않는 수변공간(경관용수 : 분수, 폭포, 벽천) : 1일 1회
-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자연관찰용수 : 공원지, 관찰지) : 2일 1회
(20) 수조가 클 경우 수조주변의 물은 정체되어 사수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10)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
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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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산림 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기본수량 및 기본공사비 산출
(1) 기본설계의 공사비 산출은 각 공종별 표준단면에서 산출되는 주요재료의 수량을
기준하고, 계획시설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최신 기존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자료를 토대로 산출한다.
(2)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12)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3)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4.5 성과품 작성
1) 기본설계 성과품의 구분
(1) 기본설계 보고서
(2)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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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4) 토양조사 보고서
(5)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서
(6) 지장수목 처리계획서
(7)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서
(8)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서
(9)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서
(11)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서
(12) 개략공사비(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공기산정
(13) 기본설계도면

2) 기본설계 성과품의 내용
(1) 기본설계보고서
① 표 지
②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③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④ 목 차
⑤ 위치도(과업범위를 1장으로 표시할 수 있는 축척)
⑥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⑦ 조 사
a. 현지조사 및 답사
b. 토양조사
c. 지장수목조사
d. 측 량
e. 지질 및 지반조사
f.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g.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필요시)
h. 기 타
⑧ 계 획
a. 전 단계 성과검토(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 검토)
b. 설계기준 작성
c. 관계기관 협의
d. 기 타
⑨ 부문별 개략(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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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형설계
b. 배수설계
c. 급․관수설계
d. 식재기반설계
e. 식재설계
f. 시설물설계
g. 포장설계
h. 수경시설설계
i. 건축설계
j. 전기․통신설계
⑩ 기본사업비
⑪ 부록 (각종 검토 및 조사자료,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①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② 주요 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
a. 조사방법
b. 조사위치 선정
c. 조사결과 분석
③ 주요 토질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역학시험, 골재시험)
④ 성과분석
a. 대형 구조물 구간 지층분석
b. 대형 구조물 기초 검토
c. 사면안정 검토
d.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⑤ 부 록
a. 지질분포 현황도
b. 토질조사 위치도 (축척 : 1/25,000)
c. 재료원 현황도
d. 지층단면도
e. 시추조사, 동적 콘관입시험 결과 주상도
f. 핸드오거 보링 주상도
g. 실내시험 성과표
h.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석산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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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조사보고서
① 개 요
② 토양의 특성
③ 토양개선방안
(4)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서
① 개 요
② 표토의 특성
③ 표토의 보존 및 처리계획
(5) 지장 수목 처리계획서
① 개 요
② 식생현황
③ 지장수목 처리계획
(6)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서
① 개 요
② 구조물별 특성
③ 구조물별 비교 및 검토결과
(7)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서
① 형식별 적용공법
② 특성비교 및 검토결과
(8)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① 주요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주요 구조계산 (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② 주요 수리계산서
a. 유역도
b. 수리계산 (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상수, 유역면적, 계수결정, 유량검토 등)
(9)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서
① 개 요
② 대안별 비교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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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타당성 검토서
① 개 요
② 경제성 분석사항 및 결과
③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11) 개략공사비 및 공기 산정
① 설계내역서
② 단가산출서
③ 수량산출서
a. 수량집계표
b. 공종별 수량산출서
④ 예정공정표
(12) 기본설계도면
① 목 차
② 위치도 : 임의 축척
③ 현황도(측량, 기존시설) : 축척 1/600 ～ 1/1,200
④ 기본구상 및 개념도 : 1/200 ～ 1/600
⑤ 종합계획도 : 축척 1/200～1/600
⑥ 부지정지계획평면도 : 축척 1/200～1/600
⑦ 부지종․횡단면도 : 임의축척
⑧ 도로 및 포장 계획도 : 축척 1/200～1/600
⑨ 도로 종⋅횡단면도 : 임의축척
⑩ 우배수 계획도 (종단) : 축척 1/200～1/600
⑪ 공급처리시설 (상⋅하수, 전기⋅통신) : 축척 1/200～1/600
⑫ 시설물배치도(구조물, 시설물, 포장) : 축척 1/200～1/600
⑬ 구조물상세도(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축척 1/20～1/100
⑭ 시설물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 축척 1/10～1/50
⑮ 포장상세도 : 축척 1/10～1/60
⑯ 녹지구적도 : 축척 1/200～1/600
⑰ 식재설계도(평면도, 단면도) : 축척 1/200～1/300
⑱ 건축설계도(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 축척 1/100 이상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기본설계 보고서
① 발주기관이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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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양조사, 지장수목조사, 지반조사는 보고서에 한 항목으로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조사량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③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조사,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층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⑤ 설계 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 기술자 및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①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2000, GT-STRUDL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④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⑤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⑥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⑦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⑧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3) 기본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설계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④ 단가산출서의 단가는 예비단가로 하며 예비단가 산출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⑤ 수량산출서는 설계내역서 및 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한다.
⑥ 설계예산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의거 작성한다.

72

(4) 기본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②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⑥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
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⑨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5) 기 타
①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보고서, 계산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 기본설계 보고서

10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 기본설계 도면

10부

․ 설계검토도면

1부

비

고

※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기본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 기본설계 보고서

10~15부

․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0~15부

․ 토양조사 보고서

10~15부

․ 표토보존 및 처리계획서

10~15부

․ 지장수목 처리계획서

10~15부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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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목

록

수 량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서

10~15부

․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서

10~15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15부

․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서

10~15부

․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서

10~15부

기본설계내역서

10~15부

․ 개략공사비 및

기본설계단가산출서

10~15부

예정공정표

기본설계수량산출서

10~15부

예정공정표

10~15부

․ 기본설계도면

설계원도

1부

축소도면

15부

비

고

․ CD

5조

CD 작성기준참조

․ 현황조사 사진첩

1식

해당사항있거나 발주자요구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3) CD 작성기준
①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
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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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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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①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
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②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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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 시 설 계
5.1 업무의 범위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4) 식재지반조사
(5) 구조물 형식결정 및 설계
(6) 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7)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8)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9)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 작성
(10)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1) 각 공종별 상세설계
(12)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13)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2) 또, 기본설계에서 확정해야 할 요건이 선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각 발주기관의 과업내용서에 근거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5.2 조사업무
1) 현지 조사 및 답사
(1)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
하여야 하며. 또한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 세부조사
(1) 생태조사
계획지역의 세부조사로서 보다 구체적인 생태계 현황 또는 식생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① 생태조사는 식생과 관련하여 종, 식생구조, 식생현존량 및 식생생산량 등의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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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야생동물 및 관련식생의 조사·분석에 적용한다.
② 식생조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보존 또는 이용할 가치가 있는 기존식생의
조사·분석 및 식생이식, 수목의 활력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③ 야생동물조사는 계획구역내의 모든 야생의 조류, 들짐승, 어류 및 플랑크톤 등을 포함한다.
④ 생태조사는 어느 특정 전문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대상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⑤ 조경전문가는 각 전문분야의 정보를 종합하고, 중재하며 취합된 결과를 생태적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자생수목, 희귀 동식물 등의 조사를 실시한다.
⑦ 이식수목 조사
a. 사업부지내의 기존 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 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조기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한 보전·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을 계획한다.
c. 이식을 위해 굴취된 수목은 가능한 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 수목의 이식 기준에서 생육이 양호한 수목을 선정할 경우, 수목활력조사를
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것을 이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e.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고려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2) 토양조사
계획지역의 토양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때 토양현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한다.
① 수목 식재 등의 설계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토양 특성(식재기반)을 조사 분석한다.
② 표층단면은 폭 1.5m, 깊이 1.5m 정도로 땅을 파고 관찰한다.
③ 기본토양층(가능하면 아층까지)은 현지에서 조사하며 각 층의 두께를 측정한다.
④ 토양단면조사 및 분석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O층과 A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⑤ 시료 채취는 30～50m당 1개소씩을 시험구로 정하고 1개 시험구당 3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⑥ 조사항목으로는 입도분석(토성), 비중, 보수력, 치환성염기, 유기질, 전질소, 양이온
치환용량(CEC), 유효인산, 토양산도(pH), 염분농도 등이 있다.

3) 측

량

(1)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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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
이어야 한다.
(5)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4) 지질 및 지반조사
(1) 기 시행한 지반조사 성과의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2) 전 단계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
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3)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
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거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
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5)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수량,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6) 대형 구조물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대형 구조물 기초
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7)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 하며,
석회암 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기초폭의 2배 이상까지 조사
심도를 충분히 깊게 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8)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9)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
하여야 한다.

5)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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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
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1) 토취장․골재원․사토장의 위치, 종류, 규모, 생산량 등을 조사한다.
(2) 공사 수행시기를 고려하여 토취장 및 사토장을 조사, 설계에 반영하되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 및 건설교통부「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설계․시공이 되도록 조사한다.
(3)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생산
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4)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5)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6)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하여 기재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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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3 계획 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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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
하도록 한다.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2) 상기 기본계획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5.4 설계 업무
1) 설계 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기재한다.
(2) 전 단계 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일반적인 설계방법, 공사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공사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2) 지형설계
(1)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3)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4) 공공의 도로는 개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으므로,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5)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노변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한다.
(6)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7)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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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3) 배수설계
(1) 배수구역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계획지역뿐만 아니라 지역외에서도 분수령에 둘러싸인
상류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와 하류
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2) 표면배수관의 배치
①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②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③ 대상지 여건에 따라 침투시설의 도입 및 자연배수 체계(NDS : Natural Drainage
System), 지속가능한 도시배수체계(SUDS : 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등 저영향개발 기법(LID : Low Impact Development)의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④ 침수우려지 등의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 배수체계별 장․단점 비교 >
배수체계별

주요시설

흄관에 의한
배수 체계

빗물받이,
맨홀, 흄관

침투시설의
도입에 의한
배수체계

침투
침투
침투
침투

트랜치,
맨홀,
측구,
관거

자연순환 체계
측구, 도랑,
(natural drainage)를 빗물연못,
고려한 배수체계
습지연못

장점

단점

설계 및 시공 용이.
시공후 뒤처리 깨끗

시공후 준설 등 관리비 지출이 많음
부등침하나 관거 훼손시 보수 곤란

친환경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지하수 확보 대책

토질 지하수위 등 주변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음
공사비가 비쌈
경관보다 지하수 확보에 관점

공사 후 관리용이
관리비 절약
수경관조성 및 학습기능 확보
지하수위를 낮추어 식생활착에 유리

배수구배를 유지하기 위한 설계,
시공기술이 요구됨
시설율이 높은 공원일수록
도입효과 감소 및 공사비 증가

(3) 종말처리
배수계통의 종말이 배수로, 하천, 하수도에 유입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
(4) 배수방식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수시키는 합류식으로 할 것인지
양자를 분리하는 분리식으로 할 것인지를 주변여건을 참고로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81

(5) 배수로
①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②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대책이 필요하다.
③ 배수로는 가급적 투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한다(경사가 급한 곳이나 침수 우려지는 제외).
(6) 배수량 산정
우․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 우․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합류식에서 하수의
차집관은 우천시 계획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7)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9)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10)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
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6)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11)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2)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 259.4

t + 3.0380

- 22.5 ,

강우강도 94.3 mm/hr

(13) 우리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
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4) 본선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ø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15) 배수암거의 유송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6)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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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역면적은 축척 1/3,000 또는 1/1,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18)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19)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20)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1)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2)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구조
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23)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상세도면 및 암거의 사각부 보강철근 상세도를 작성
하고, 물량은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25)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26)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7)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다.

4) 빗물침투 등
(1)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지표기울기에 따른다.
(2) 유속의 표준은 분류식 하수도의 오수관거에서는 0.6~3.0m/sec로,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에서는 0.8~3.0m/sec이다. 이상적인 유속은 1.0~1.8m/sec로 한다.
(3) 관거 이외의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수구가
충분한 평활면의 U형 측구일 때는 0.2% 정도까지 완만하게 할 수 있다.
(4) 잔디도랑과 자갈도랑 등 선형 침투시설의 기울기는 빗물침투를 촉진할 수 있도록
0.2% 정도로 완만하게 한다.
(5) 녹지의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식재수목에 토양수분이 적정량 공급되도록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 조성계획에서 검토해야 한다.
(6) 빗물침투시설은 투수성과 강도시험 등 성능이 안정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7) 빗물침투시설의 구조는 빗물의 저장기능과 침투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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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한 막힘과
퇴적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8) 관거는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하고, 관은 유량 수질
매설장소의 상황 외압 접합방법 강도 형상 공사비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9)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하여 조경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초
지반 지내력이 약해지거나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하수 함양을 통해 물순환체계를
복원하며, 지하수 배제를 통하여 식물의 생육에 적정한 토양 중의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급․관수설계
(1) 관수시설은 효과적인 관수를 위하여 관수설비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4)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팝업 스프레이 등을 설치한다.
(5) 사용용수는 상수와 우수 등을 사용하며, 우수를 사용하더라도 우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우수 사용시 필터장치를 설치하여 살수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7)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조성 후 유지 및 운영단계에서 과도한 에너지(전기
등)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최대한 지양한다.
(8)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9)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용량에 맞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10) 가압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가압펌프와 바이패스(by pass), 워터
디텍터(water detector)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1)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 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2) 메인 배관에는 배수밸브와 자동에어벤트를 적절히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용수의 흐름이 원활토록 한다.

(13) 상수도 수도본관은 도, 군, 시, 구, 조합, 사설 등 관리주체가 다르고, 각각의
조례, 규칙에 따라 관리되므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각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급수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수방식을 결정한다.
(14) 수도본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 수압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 유의한다.
(15) 취수가능한 수량, 관경을 검토한다.
(16) 설계, 시공상의 주의, 사용재료의 지정, 재료의 검사 및 공사지정업자의 유무를 검토한다.

84

(17) 수도본관의 포설 혹은 분지관에 대한 분담금의 유무를 검토한다.
(18) 부지부근에 수도본관이 조사시점에 포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까운 장래에 포설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사한다.
(19) 도로굴착의 가부, 교통사정, 굴착복구의 추정 등을 조사한다.
(20) 우물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① 지하수를 사용할 때 부근에 우물이 있는 경우의 용수량, 수질, 수온 및 동수면의
변동 (지하수 양수 규제의 유무)
② 하천 호소 등의 채수 가능성, 수리전의 관계, 채수방법
③ 중수(공업용수, 하수고차 처리수 등)를 사용하는 경우의 본관 포설위치 등

6) 식재기반설계
(1) 식재기반조성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식재기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4) 선행 토목, 건축공사 등의 결과로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매립된 경우에는
식재기반조성시 제거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부지내 수목식재지역이 공사중 가설도로
및 사토장 등으로 사용된 부지일 경우 경윤 등을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식재지반이
되도록 한다.
(5)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다. 따라서 제반 건설공사에서는
토공 시행전에 반드시 조경기술자와 협력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6) 건축물 및 구조물의 상단을 녹화하는 경우 구조물의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공토양기법을 검토하여 활용한다.

7) 식재설계
(1) 수목식재설계
① 식재시 교목, 관목, 지피류를 수직방향으로 상층, 중층, 하층 식재로서 녹피율을
제고시키고, 현장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 식재 한다.
②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④ 수목식재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⑤ 남부 수종의 북방 식재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⑥ 식재지역의 식물기후학적 수목특성조사 데이터를 식재설계시 적극 활용한다.
85

⑦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식재후 활착이 용이하지 않은 수목류는 컨테이너 재배품을 활용한다.
(2) 잔디식재설계
① 잔디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친환경설계를 위한 잔디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③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잔디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잔디광장, 경기장 등의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요인이 큰 지역의 잔디지반은
특별히 조성되어야 한다.
⑤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잔디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⑥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 주변의 공사로 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각목 및 기타 잔재물을
제거함으로써 피복여건을 조성한다.
⑦ 잔디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공사의 시공기계조작,
차량운행 등에 의한 고결토양 발생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⑧ 잔디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잔디선정의 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다.
⑨ 난지형 잔디류의 북방 식재한계선과 한지형 잔디류의 적응지역을 조사한다.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①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③ 지피·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④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토양의 여건을 파악한다.
⑥ 건축 또는 토목구조물 주변의 공사로 인한 시멘트, 콘크리트, 각목 및 기타 잔재
물의 제거함으로써 식재여건을 조성한다.
⑦ 지피 및 초화류는 타 식물재료에 비해 수명이 단기간내에 끝나고, 그 기간내에
집중적으로 관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양에 퇴비, 토양개량제 등의 혼입에 의한
토양성질의 개선을 통하여 꽃이나 잎의 개화 및 생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기본이다.
⑧ 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지피 및 초화류 식재적합성 여부의 판정이 중요하다.
⑨ 지피 및 초화류의 생육적온과 식재한계선을 조사한다.
(4) 비탈면 녹화설계
비탈면녹화공은 그 자체로서는 비탈면의 활동이나 붕괴의 구조적인 파괴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도입한 식물이 쇠퇴하거나 그 지역에 부적합한 종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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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침식방지나 환경보전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탈면녹화공의
실시는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기초의 안정성 확보
② 비탈면의 흙입자가 이동하고 있는 동안에는 식물의 정착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비탈면녹화공을 실시하는 곳의 기반이 안정되도록 한다.
③ 식물이 정착, 생육한 후에도 빗물, 눈, 동결, 서릿발, 바람 등에 의한 침식이나
붕괴에 취약한 비탈면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비탈면 토층의 안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다.
④ 기상, 비탈면의 경사, 토질 등 기반의 생육적합성을 확인한다.
⑤ 적절한 시공법을 선정한다.
⑥ 적절한 시공시기를 선택하도록 한다.
⑦ 이상기상과 병충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5) 벽면녹화 설계
벽면녹화공은 건축물의 벽면, 담장, 방음벽, 콘크리트 옹벽 등의 수직면과 사면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입면을 식물소재로 피복하여 구조물의 내구성 및 경관 향상를
도모할 수 있다.
① 벽면녹화는 식재지 특성에 부합되는 녹화기법을 적용한다.
② 다양한 식물을 도입하고, 단일지역 내에서도 복합적인 식재기법을 강구한다.
③ 대규모 벽면에는 상․하부 또는 내․외부에 병행식재하여 조기녹화를 도모한다.
④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식수대의 형태, 규모, 재료 등을 선정해 식물생육의 최소
유효토심을 확보한다.
⑤ 수종은 가급적 향토수종을 사용하되 식재지의 환경특성에 적용할 수 있는 수종을
선정한다.
(6) 인공지반 녹화 설계
인공지반 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뿐만아니라 지하 주차장 상부, 교량상판, 플랫홈, 복개
도로, 지하시설물 복개공간 등 인공적인 구조물위에 인위적인 지형, 지질의 토양층을
새로이 형성하고 식물을 이용한 식재를 하거나 수공간을 만들어 녹지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공법으로 일반녹화와는 달리 식재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공법과 기술이 병행
되어야만 성공적으로 활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
① 건축물의 하중은 적재하중을 우선 검토하여 녹화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건축물의
적합성이 결정된 이후에는 적재하중 이내에서 소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및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 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 대상지역에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옥상녹화사스템(단열층, 방수층, 방근층, 보호층,
배수층, 토양필터층, 토양층, 식생층 등)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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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수불량을 막기위하여 녹화부의 가장자리에 배수로를 별도 고려하고, 상시관리가
가능하도록 덮개가 있는 배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⑤ 건조에 강한 수목, 바람에 강한 수목, 뿌리가 얕은 수목, 성장이 느린 수목, 관리가
용이한 수목으로 식재계획 한다.
⑥ 식재기반은 주요시설물이나 건물의 고정하중 및 이용자들의 이동하중, 습지와 같은
서식지의 물의 하중, 그 지역의 집중호우시(최대강수량 등 조사) 일시적 적체
강수의 하중 등으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⑦ 토양 및 토심은 식재계획 유형에 적합한 토양을 선정하고, 토양의 함습비중 확인
및 적용가능 토심을 산정한다.
⑧ 바람에 의해 수목이나 초화류 등의 쓰러짐과 지상으로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1.2m이상) 및 수목지지대를 설치하고 폭풍 발생 등을 대비한 안전시설을
계획한다.(건축법시행령 제40조)
⑨ 식재대상 식물은 내화성 및 내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종을 선정하고,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피난경로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⑩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한다.
(7) 이식설계
① 이식 대상 수목은 식생조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재어서 결정한다.
③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④ 가식의 경우에는 식재품의 80%만 적용한다.
⑤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근원직경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흉고직경과 수고를 각각 근원직경으로 환산
하여 적용한다.
⑥ 보호수 및 노거수 등 대형수목의 이식은 활착률을 고려하여 사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전 작업 및 운반방법 등 제반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8) 가로수 식재 설계
①「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전문시방서, 지침을 준수하고, 보도의 폭,
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 위치, 규격 등을 검토 한다.
② 설계시에는 보도 유효폭에 따라 보행동선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로등과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지하고 등을 검토 반영한다.
③ 노선, 가로유형, 내공해성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가로수 배치
간격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한다.

8) 시설물설계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의 문양, 색채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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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개념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운동시설설계
① 운동시설은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② 운동시설 및 주변공간은 어린이, 노인, 장애자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한다.
③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여유공간을 확보한다.
④ 운동시설의 배치시 고려사항
a.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경기조건
b.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c.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d. 주위경관과의 조화
e. 시설의 유지관리
(2) 놀이시설설계
① 놀이시설은『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놀이시설의 배치는 이용동선,․놀이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 공간․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③ 놀이시설의 설계는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적절한 방법으로 구체화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기능을 정리하고 기능에 적절하게 사용되기
쉬운 구조물들을 설계한다.
④ 부지의 지형, 식생 등을 활용하여 환경에 조화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⑤ 시설의 안전성, 쾌적성과 동시에 조형성에 대해 충분히 배려한다.
⑥ 공간의 자연조건 등 계획을 제약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이용과 수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⑦ 놀이시설은 그 의의를 감안하여 어린이의 연령이나 성별에 의한 놀이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이용자에게 적합한 시설내용과 규모가 되도록 한다. 또한, 놀이시설은
어린이가 스스로 놀이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휴식시설설계
①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로서의 기능, 산책도중의 휴식, 광장에 부속된
휴식기능, 어린이놀이광장 등에 설치한다.
② 휴게소, 벤치, 야외탁자 등은 휴식시설임과 동시에 점경물(點景物)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휴게소는 피난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
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④ 최소량을 설치한 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⑤ 벤치, 야외탁자들은 기능, 이용방법 등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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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벤치, 야외탁자 등 휴식시설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휴식시설
남측 방향의 일정거리에 녹음수를 배식하여 휴식시설에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시설설계
① 관리시설의 위치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시설과의 상호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 지질, 토양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등을 고려한다.
② 관리시설의 규모결정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
방법 등을 고려한다.
③ 시설의 내용결정시 기능상의 효율성, 시설규모와의 관련성, 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④ 조경공간의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 바람에 노출된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청소,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안내표지시설설계
①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유도시스템, 해설시스템, 교통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도록 하고 CI 개념도입과 설계에 필히 전문가 의견 반영한다.
②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다양한 요소들은 분리되는 것보다는 집합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안내 대상
시설물간의 상호관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군(群)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⑤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개의 표지가 설치
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한다.
⑥ 안내표지시설이 교통과 전망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며, 주변요소가 안내표지
시설을 가려서도 안된다. 특히 나무가지, 전주 등과의 관련에 주의한다.
⑦ 초심자에게도 친절한 안내가 될 수 있는 완전한 써비스 기능을 갖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⑧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⑨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며 각종 문양, 색채 등은
CI개념을 포함하도록 한다.
⑩ 사업의 이미지를 명료히 하고 품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며 주변의 환경과 더불어
좋은 경관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⑪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⑫ 식물안내판의 경우 식재된 식물과 식물안내판이 서로 틀리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향후 운영 및 유지 단계에서도 자라고 있는 식물과 식물안내판의 내용이
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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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형물설계
①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에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인간적 척도로 위압감이 없고 친근감 있는 구조로 한다.
③ 조형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작품이 되도록 한다.
④ 현상공모, 학술용역 등을 통해 작가를 선정하고 그 작가의 독창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작품으로 계획한다.
⑤ 자체설계의 경우 디자인 및 예산은 견적으로 처리한다.
⑥ 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기술사(토목 및 건축 구조, 조경)의 구조계산을 첨부한다

9) 포장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
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보도설계
(1) 보행자 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모든 사용자들이 접근 및 이용에 불편이 없는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을 적용한다.
(2)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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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을 반영한다.
(4)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5)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 등을 고려한다.
(6) 보도포장은『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서울시)」에 의거 작성한다.
(7) 포장지역은 투수성을 고려한 재료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인위적인 포장 최소화와
생태면적율 향상방법을 채택한다.
(8) 보도포장용 자재는 강우․강설시 미끄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보도포장 미끄럼
저항기준(BPN)을 적용한다
※ BPN(British Pendulum Number) : 표면 조직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
영국식 진자 실험기)로 시험한 결과값(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
(9)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10)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
(11)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12)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한다.
(13)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11) 수경시설설계
(1) 수경시설은 물의 연출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경시설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시스템설계)
(2) 각 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되 물의 연출에 중점을 두고 주변경관과 조화되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수경시설에 적합한 시스템의 장비를 선정한다.
(4)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5) 적설, 동결, 바람 등 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한다.
(6) 초기 원수 및 보충수 확보가 용이하여 항상 수경연출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우수저류
조의 물을 수원으로 할 경우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공종과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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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구성과 안전성, 미관을 동시에 추구한다.
(8)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조성 후 유지 및 운영단계에서 과도한 에너지(전기
등)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최대한 지양한다.
(9)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10)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 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1) 경관형, 생태형 수경공간으로 계획 시는 가급적 녹지를 함께 계획하여 식재가 어우러지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12) 사용 용수를 주변 관수용수로 재활용하여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급수원은 상수·지하수·중수·하천수 등을 현지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14) 설계수질은 수경시설의 설치목적·수경시설의 종류·주변환경 및 공급원수(原水)의 수
질과 수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한다.
(15) 수경시설 구체의 방수는 담수형태와 특성에 따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다.
(16) 분수의 경우 수조의 너비는 분수 높이의 2배,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은 분수
높이의 4배를 기준으로 한다.
(17) 폭포 전면의 수조너비는 폭포 높이와 같도록 하되, 폭포형태와 연출방법에 따라 폭포
높이의 1/2배, 2/3배로 할 수 있다.
(18) 물의 이용형태는 일과적 이용법, 순환적 이용법, 부분순환 이용법의 3종류로 나누어 적용한다.
(19) 용도에 따른 용수의 순환횟수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물놀이를 전제로 한 수변공간(친수시설 : 분수, 시냇물, 폭포, 벽천, 도섭지 등) : 1일 2회
- 물놀이를 하지 않는 수변공간(경관용수 : 분수, 폭포, 벽천) : 1일 1회
- 감상을 전제로 한 수변공간(자연관찰용수 : 공원지, 관찰지) : 2일 1회
(20) 수조가 클 경우 수조주변의 물은 정체되어 사수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12) 가시설 설계
(1) 각종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조물의 위치, 가시설의 굴착공법, 지장물 이설
여부 판단 및 이설 방법 등을 설계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가시설은 기존 교통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는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시설 및 공사에 따른 단계별 교통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3) 가시설은 구조물 방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복공구간과 기존도로와의 접속부는 포장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흙막이공은 터파기의 규모, 지반조건, 지하수 상태, 주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개착공법 적용 구간의 토류벽 구조는 지하연속별, Sheet Pile, S.C.W, 기존 가시설 공법 및
신기술 공법 등을 총망라하여 최적의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시공구간의 주변 산림 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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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요소별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지장물은 이전하거나,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매달기 등 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9)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게 안전하고 공기의 최소화가 되도록 경제적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10) 공사중 가시설 계측방법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1) 공사중 홍수대책, 진동,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유지관리계획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주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14)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5) 공사 실명제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②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CD)
③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16)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본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5.5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토양조사 보고서
(3)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서
(4) 지장수목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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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6) 구조 및 수리계산서
(7)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8) 실시설계도면
(9) 공사시방서
(10) 유지관리 과업내용서
(11) 기타

2)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① 표 지
②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③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④ 목 차
⑤ 위치도
⑥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⑦ 조 사
a. 현지조사 및 답사
b. 토양조사
c. 지장수목조사
d. 측 량
e. 지질 및 지반조사
f.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g.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h. 기 타
⑧ 기본방침
a. 전 단계 성과검토
b. 설계기준 및 조건
c. 관계기관 협의
d. 기 타
⑨ 상세설계
a. 지형설계
b. 배수설계
c. 급․관수설계
d. 식재지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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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식재설계
f. 시설물설계
g. 포장설계
h. 수경시설설계
i. 건축설계
j. 전기․통신설계
⑩ 사업비분석
a. 공사개요
b. 공사비산출
c. 사업비 분석
d.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⑪ 부록(각종 조사자료,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2) 토양조사보고서
① 개 요
② 토양의 특성
③ 토양개선방안
(3)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서
① 개 요
② 표토의 특성
③ 표토의 보존 및 처리계획
(4) 지장 수목 처리계획서
① 개 요
② 식생현황
③ 지장수목 처리계획
(5)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① 표 지
② 제출문 (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③ 목 차
④ 조사개요 (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⑤ 조사내용
a. 조사위치 선정
b. 조사방법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c.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⑥ 조사결과
a. 지형 및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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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시추조사 결과
c.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d. 물리탐사 결과
e. 실내시험 결과
⑦ 성과분석
a. 구조물구간 지층분석
b. 구조물기초 검토
c. 사면안정 검토
d.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⑧ 부 록
a.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b. 주상도 (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c. 시험성과 (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d.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6)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
① 구조계산서
a. 개 요
b. 구조계획도
c.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d. 주요 구조계산 (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검토, 안정검토)
② 수리계산서
a. 유역도
b. 수리계산 (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상수, 유역면적, 계수결정, 유량검토 등)
(7) 설계예산서
① 설계설명서
a. 공사목적
b. 공사개요
c. 위 치
d. 기 간
e. 규 모
f. 공사수량
g. 관급자재
h. 상세공정표
i. 기 타
② 설계내역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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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가산출서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④ 수량산출서
a. 총괄 자재집계표
b. 총괄수량 집계표
c. 공종별 수량집계표
d. 공종별 자재집계표
e.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f.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g. 기 타
(8) 실시설계도면
① 목 차
② 위치도 : 임의축척
① 수목 및 시설물 총괄표
③ 종합계획도 : 축척 1/200～1/600
④ 현황도
a. 현황측량도 : 축척 1/600
b. 기존수목현황도 : 축척 1/300～1/600
c. 기존시설물현황도 : 축척 1/300～1/600
⑤ 부지정지계획평면도 : 축척 1/200～1/600
⑥ 종․평면도 : 임의축척
⑦ 부지횡단면도 : 축척 1/50～1/200
⑧ 공사계획평면도
a. 전체평면도 : 축척 1/200～1/600
b. 부분평면도 : 축척 1/200～1/300
⑨ 구조물배치도 : 축척 1/200～1/600
⑩ 시설물배치도 : 축척 1/200～1/600
⑪ 녹지구적도 : 축척 1/200～1/600
⑫ 식재평면도 : 축척 1/100～1/300
⑬ 배식입⋅단면도 : 축척 1/50～1/100
⑭ 포장평면도 : 축척 1/200～1/600
⑮ 우수계획평면도 : 축척 1/200～1/600
 상수계획평면도 : 축척 1/200～1/600
 구조물상세도 : 축척 1/30～1/60
 포장패턴 및 상세도 : 축척 1/10～1/60
 시설물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배수구조물도 : 축척 1/20～1/40
 식재상세도 : 축척 1/5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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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a. 기계설비계획도 : 축척 1/200～1/600
b. 기계설비상세도 : 임의축척
 건 축
a. 평면도(각층, 지붕), 입면도, 단면도 : 축척 1/30～1/100
b. 창호도, 실내재료 마감표 : 축척 1/30～1/40
c. 구조물 평면도, 단면도, 배근도 : 축척 1/20～1/40
d. 장비 및 위생기구 일람표 : 축척 1/30～1/100
e. 배관도(위생, 난방) : 축척 1/30～1/100
f. 전기설비도 : 축척 1/30～1/100
 전기설계
a. 범례 및 주기사항
b. 조명기구상세도 : 임의축척
c. 전기설비평면도 : 축척 1/200～1/600
d. 각부 전기설비평면도 : 축척 1/30～1/100
 통신설비
a. 범례 및 주기사항
b. 통신기구상세도 : 임의축척
c. 통신설비평면도 : 축척 1/200～1/600
d. 각부 통신설비평면도 : 축척 1/30～1/100
 가시설물도 및 상세도 : 임의축척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목, 조경, 건축 등으로 설계도를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되,
전체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황도, 종합계획도 등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 작성한다.
(9) 공사시방서
① 작성내용
a. 총 칙

b. 정 지

c. 관수 및 배수

d. 조경구조물

e. 조경포장

f. 식 재

g. 잔 디

h. 비탈면녹화

i. 생태복원

j. 인공지반 조경

k. 조경석

l. 유희시설

m. 수경시설

n. 옥외시설물

o.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p. 기타공사

q. 유지관리
②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 문서의 일부로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
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
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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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a.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b.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c.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d.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e.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f.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g.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h.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i.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j.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k.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l. 기타 주요 공사 사항
④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a.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b.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c.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d.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e.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f.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g.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h.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수급인, 건설기술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i.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j.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 시공상세도 작성목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과업내용서
① 점 검
② 점검요령
③ 보수방법
(11)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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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사업수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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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개월

비고
종합사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12) 기 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① 지적도 및 용지도
②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③ 사진첩 (측량, 지반조사 현황)
④ 인․허가 서류 및 도서
⑤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① 발주기관이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② 토양조사,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지장수목 처리계획,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③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④ 설계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 기술자 및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①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대형 구조물 기초의 적합성 여부, 허용 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
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①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2000, GT-STRUDL NASTRAN, ADINA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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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④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⑤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⑥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⑦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⑧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
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
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④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⑥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⑦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⑧ 유류가는 한국석유공사(http://www.petronet.co.kr)에서 발표하는 정유사 및 주유소
조합가격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⑩ 공사내역서는「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원가 구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의거 작성한다.
⑪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VE 등 경제성 검토결과를 보고서 및 설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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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⑬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
하여 적정 공사기간 산정
d.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5) 수량산출서의 작성
①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②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③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④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6) 설계도면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②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⑤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⑥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⑦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⑨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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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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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홈페이지 참조 ; eng.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③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④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조경편)”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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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④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⑤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9) 지장물조서의 작성
① 과업대상지내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②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10)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2)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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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용 자료 납품(기본설계 완료시)
납

품 목

록

수 량

․ 기본설계 보고서

10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 기본설계 도면

10부

․ 공사시방서

10부

․ 유지관리지침

10부

․ 설계예산서

10부

․ 설계검토도면

1부

비

고

※ 단,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2)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 실시설계보고서

10~15부

․ 토양조사보고서

10~15부

․ 표토보존 및 처리계획서

10~15부

․ 지장수목처리계획서

10~15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15부

․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10~15부

․ 실시설계 예산서

․ 실시설계도면

실시설계설명서

10~15부

실시설계내역서

10~1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10~1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10~15부

설계원도

1부

축소도면

15부

․ 공사시방서

10~15부

․ 유지관리 과업내용서

10~15부

․ CD
․ 지적도 및 용지도

고

5조

CD 작성기준참조

원도

1부

해당사항있거나 발주자요구시

축소도면

5부

〃

15부

〃

원도

1부

〃

축소도면

5부

〃

․ 용지조서
․ 지장물도

비

뒷면 계속

105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현황조사 사진첩

1식

〃

․ 인허가 서류 및 도서

1식

〃

․ 지반조사자료(시추조사 CORE박스 포함)

1식

CD작성 제출 2부

․ 측량원도 및 야장

1식

해당사항있거나 발주자요구시

․ 공사입찰용 설계도서

1식

〃

․ 설계 VE 등 경제겅 검토자료(100억이상)

1식

〃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3) CD 작성기준
①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a.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
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b.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c.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d.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내역서 파일
작성시 내역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CSV로 변환하여 납품한다.
(CSV파일형식이란 ASCⅡ형식으로 각 항목을 ‘,’로 구분한 형식으로서 일반 Text용 편집기로 편
집이 가능하며 엑셀프로그램에서 각 열을 유지하며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

e.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4)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①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
로 등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②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
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건설기술심의시에는 최소 10일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성과품은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106

6. 설계업무관리 점검표
6.1 설계업무관리 점검표의 운용
1) 개 요
본 설계업무관리 점검표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조경(공원)분야 설계업무의 질적
향상 및 공사의 품질향상, 관련부서 기술자의 기술향상과 설계용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작성되었다.

2) 적용범위
본 설계업무관리 점검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원)분야에 대한 설계업무
점검에 적용한다.

3) 사용점검항목
발주전 점검과 기본사항점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점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점검의 단계별로 점검하도록 구분하였다.

4) 점검방법
(1) 점검자 및 확인자
① 점검자는 발주기관의 용역감독공무원이며 확인자는 차상위자로 한다.
② 1단계 점검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③ 2단계 및 3단계 점검시기는 외부전문가와 관련부서에서 선정된 5급 이상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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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관련공무원의 자체검토로 검토 횟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2) 점검시기
점검시기는 “공통편 설계용역관리흐름도”에 준한다.
(3) 점검내용 및 항목
① 점검내용은 각 단계별 점검항목표에 준한다.
② 용역감독 및 차상위자는 과업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점검항목을 검토하여 각 단계별
점검항목표에 추가하도록 한다.
③ 설계자문회의에서 검토된 사항 중 주요항목을 추가 점검항목에 포함하도록 한다.
(4) 점검순서
점검 및 확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① 점검자가 각 단계별 점검항목을 점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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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미흡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비고란에 표시하며,
③ 확인자는 점검자가 검토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④ 계약상대자와 검검내용에 대해 협의한 후, 필요시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발주전 점검은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처리)

6.2 발주 전 점검 항목표
항

목

1. 용역의 개요

점

검

내

용

• 용역의 범위와 규모가 결정되었는지 검토
• 용역기간이 적절하게 결정되었는지 검토
• 용역비가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2. 일반사항

• 인・허가 업무의 범위 및 관련도서의 종류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여부가 결정되었는지 확인
• 타 수급인과 업무한계는 결정되었는지 점검
• 성과품작성기준의 적용에 관한사항은 적절한지 점검
• 제출도서는 분야별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는지 점검
• 공사시기 및 기간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3. 기준 및 시방서

• 적용시방서, 기준, 편람, 지침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4. 조사항목

• 필요한 조사항목, 범위, 방법, 수량 등은 결정되었는지 점검
• 관련 계획자료 조사
• 기타 필요한 조사

5. 평가업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확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확인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확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확인

6. 기존자료 및
제공자료

• 과업과 관련이 있는 기존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 기존자료 중에서 수급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조사
• 기존자료의 내용 및 문제점은 파악되었는지 점검

7. 과업내용서

• 과업의 목적, 기본방향이 잘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
• 과업에 필요한 조사업무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
• 과업에 필요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업무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
•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여부가 적합하게 수록되었는지 확인
• 세부지침이 과업내용 범위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 성과품 목록이 적합하게 수록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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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항

목

8. 설계예산

점

검

내

용

비

고

비

고

• 설계용역대가는 산출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점검
• 조사 및 관련업무 등의 용역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반영
되었는지 점검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범위내인지 점검
•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범위내인지 점검
• 직접경비는 조감도, 인쇄비 등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어 반영
되었는지 점검

9. 용역발주심의

• 용역발주심의 대상사업 여부의 파악

6.3 기본사항 점검 항목표
항

목

1. 착수신고서

점

검

내

용

• 착수신고서의 제반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 사업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자격요건이 적절한지 검토
• 보안대책이 적절한지 여부 검토.

2. 과업수행계획서

• 과업의 목적・개요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과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
• 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과업수행시 적용 또는 지침으로 해야 할 법규, 지침, 기준
등이 잘 파악되어 있는지 검토
• 과업의 수행방법이 과업내용서와 부합하며 타당하게 작성되
었는지 확인
• 과업수행조직이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
술자가 분야별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짜여져 있는지 검토
• 과업공정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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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점검항목표
항

목

1. 개발여건분석

점

검

내

용

• 자연・인문・사회환경 등 개발환경에 대한 조사를 항목별로
적정하게 시행하였는지 검토
• 토지이용, 지장물, 도시기반시설 등의 현지조사 사항과 문헌
조사사항에 대한 조사사항이 누락됨이 없는지 확인
• 조사자료의 신뢰성 검토
• 대상지의 개발여건을 토대로 현실성과 객관성이 있는 문제
점・잠재력・개선방안을 도출하였는지 여부
• 상위・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법령상 제한사항, 민원발생 소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는지 확인

2. 사업계획수립

• 지표설정 및 개발기본구상을 관련법령, 지침 등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검토
• 이용객 수요추정, 도입활동 및 시설 공간배치구상 등에 관한
내용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개발기본구상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의 결과가 객관성이 있고
적정한지 여부
• 개략공사비의 산출기준, 근거 및 방법이 적정한지 검토
•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게 추정하였는지 확인
• 적용기준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는지 여부
• 자금수지 및 예상손익분석 등 투자수익분석방법의 객관성검토

3.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 사업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에 대한 대책과
반영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자문)
4. 타당성검토

• 검토된 여러가지 요소를 가지고 입지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
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자료를 제시하였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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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항

목

5. 기본구상

점

검

내

용

비

고

• 상위계획 및 대상지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발 및 보전방향을
설정하였는지 검토
• 이용자 수요추정의 적정성 확인
• 도입활동⋅시설 규모의 적정성 확인
• 공간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
• 부지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구상안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구상안의 대안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객관적인 선정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적의 대안이
선정되었는지 검토

6. 기본계획
1)토지이용계획

• 공간구성체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공간별, 부문별 계획간의 연계성과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고려
하였는지 확인
• 주변지형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동선체계, 녹지체계, 공공편익시설배
치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검토하였는지 여부

2)동선계획

• 지역간 교통망과 공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망이
구축되었는지 검토
•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및 편리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로의
기능별 배치 및 규모의 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토지이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검토

3)시설물배치계획

• 시설지구별 시설물의 종류 및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 시설용지별 입지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
• 시설수요예측의 적정성과 규모의 산정은 적합한지 검토
• 기준면적의 산정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
• 중추적 시설은 중심부에,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권을 고려하여
분산배치하였는지 검토
• 접근성 및 교통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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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4) 시설물계획

점

검

내

용

• 시설물은 공간구성에 다양성을 줄 수 있도록 선정되었는지 확인
• 시설물의 형태, 색채 및 질감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되는지 검토

5) 식재계획

• 수종선택은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구입이 용이한지 여부
• 식재계획은 공간의 특성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였는지 확인
• 기존수림(목)의 존치 및 활용계획이 적합한지 검토

6) 건축계획

• 공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제반시설의 반영 여부
• 건축물의 입지가 자연의 스카이라인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검토
• 각 공간은 기능에 적합하고 유기적 관련성을 갖도록 계획되었
는지 검토
• 건축계획시 유지관리의 경제성을 고려하였는지 검토

7) 공급처리시설계획

• 이용자 및 계획량의 추정 및 관망․관경 등의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의 인입가능 여부는 고려되었는지 확인

8) 자연보전계획

• 훼손지의 경관생태적 복구․복원 대책의 수립여부
• 보전지역의 적합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7. 사업계획

• 사업비, 단계별 투자계획 등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공원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인력 및 장비 등의 확보
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점검

8. 성과품작성
1) 일반사항

• 성과품이 과업내용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

2) 보고서

• 보고서가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과 성과가 상세히 기
록되었는지 점검
• 발주청이 요구로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
• 보고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
• 자문, 업무협의 사항이 부록에 수록되었는지 점검

3) 인・허가도서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서가 지침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점검
• 계획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
• 조서 등 면적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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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본설계 점검항목표
항

목

1. 일반사항

점

검

내

용

비

고

• 정부발행 각종 기준・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
• 서울특별시 기준・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
• 품질향상 및 시공성을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비용의 계상은 적정한지 점검
• 인・허가 승인조건사항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 설계 및 시공공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시행여부 점검

2. 조사 및 분석

• 측량성과와 현장의 일치여부 검토
• 토양조사 실시 및 적정성 검토
• 지장수목 처리방안의 적정성 검토
• 표토보존 및 처리계획 수립여부 검토
• 현지조사내용의 적정성 검토
• 인․허가 조건이 검토되었는지 확인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설계조건과의 부합성 검토

3. 기본방향설정
및 설계기준(안)

• 조사분석내용의 문제점과 대책의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의 방향의 적정성
• 공종별 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4. 공종별 개략설계 • 절·성토계획이 경제적인지 여부
1) 정지설계

• 표토의 보전·활용방안이 이루어 졌는지 검토
• 마운딩 조성으로 지형변화의 유도가 적절한지 검토
•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점검
• 절⋅성토로 인하여 식재지역에 불량식재지반이 발생된 경우 식물
생육에 적당한 토심이 확보되었는지 점검
• 부지정지계획고가 부지주변과의 연결이 합리적인지 검토

2) 구조물설계

• 구조물설계에 적용한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을
명확히 하였는지 검토
• 기초는 동결심도 이하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 설계조건이 적정하며 누락된 요소는 없는지 점검
• 노출되는 구조물은 주변지형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되
었는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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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3) 시설물설계

점

검

내

용

• 시설물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 시설물의 재료는 내구성이 고려되었는지 점검
• 어린이 이용시설은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 이용자의 척도를 감안한 시설규모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시설물의 배치는 각 기능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
•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하였는지 점검
• 시설물간 일관된 주제하에 이미지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검토

4) 식재설계

• 수목의 선정은 지역환경 여건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
• 각 공간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점검
• 식재지반조성에 대한 사항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 인공지반인 경우 배수가 고려되었는지 확인
• 자생종이 아닌 생태교란종, 위해종 등의 도입 여부 검토
• 수목의 생태적 특성이 감안되었는지 검토
• 식재밀도는 적정수준인지 점검
• 수목식재에 적합한 토양심도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5) 도로 및 포장
설계

• 포장방법 및 두께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 내구성, 유지관리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검토
• 보도포장 재료는 내구성, 미관, 환경친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되었는지 여부
• 설계법 적용시 적용계수들은 시방서규정에 맞도록 설계에 반영
하였는지 점검
• 공간별 포장패턴 및 재료선정의 적정성 검토

6) 건축설계

•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건폐율 및 높이의 적정성 검토
• 건축물의 재료는 영구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하였는 지 점검
• 채광, 통풍, 일조는 양호한 지 검토
• 출입구의 위치와 수는 적당한 지 검토
• 각 실의 연결동선과 면적, 위치의 상호관계가 적절한 지 검토
• 층, 실번호, 실명, 마감재료, 상세번호 및 천정고 등이 적절하게
표기되었는지 검토
• 각 실의 성격에 따라 내부마감 및 천정구성 재료가 적합한 지 검토
• 방수가 필요한 곳에 방수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검토
• 설치위치에 따라 단열재의 재료는 적절한 지 검토
• 익스팬션죠인트가 건물의 규모, 형태, 지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점검
• 거더 및 홈통의 규격은 적절한 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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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하수도설계
▧ 배수설계

점

검

내

용

비

고

• 공원 내・외의 유출입 시설의 위치는 적정하며 누락부분이 없는 지
검토
• 배수구역 산정시 지형의 여건 및 장래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였는 지
점검
• 우수량 산정에 있어 배수기능(관경)별 강우강도 확률년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각 배수구조물의 규모 및 위치는 적정한 지 점검
• 계획오수량 산정은 적정한 지 검토
• 오수연결관 분기위치가 적정하고 식별이 용이한지 검토
• 공사중의 가배수시설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은 수립되었는 지
점검

▧ 상수도설계

• 급수원단위 추정방법은 적정한 지 검토
• 상수공급계획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였는지 확인
• 기존 관망에서의 분기위치는 적합한 지 검토
• 관경의 결정은 충분하고 적정한 지 여부
• 관종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향후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지 점검
• 최소 또는 최대동수압이 유지되는 지 검토

8) 전기설계

• 공간별 적정한 조명계획이 수립되었는 지 검토
• 수요율 추정, 건축전기설비 부하의 추정에 의한, 수요전력의 산정은
적절한지 검토
• 한전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수전전압을 결정하였는 지 확인
• 변전실, 배전용, 전기실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에 적절하게 배치
되었는지 확인
• 주변지역 상황등을 고려 인입위치, 수배전 루트는 적정한 지 여부
• 수전방식 및 배전방식이 적절한 지 검토
• 예비용 전원의 설치는 적절한 지 여부
• 역율개선 방식은 적절한 지 검토
•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계획
하였는지 검토
• 계장설비는 처리장, 규모, 장래 확장계획에 유의하여 계측제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하였는 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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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계설계

점

검

내

용

• 펌프의 용량, 형식, 재질 및 대수결정은 적절한 지 여부
• 전동기의 형식 및 용량은 적절한지 검토
• 밸브류의 용도에 따른 형식, 재질 및 관경은 적절한 지 검토
• 배관 용도에 따른 재질과 관경을 적절한지 확인

5. 성과품작성

• 성과품이 과업내용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

1) 일반사항
2) 보고서

• 보고서가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 지 점검
•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과 성과가 상세히 기록
되었는지 점검
• 전단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는 충분했는지 점검
• 설계내용이 누락된 것이 없는 지 점검
•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
• 보고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
•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이 부록에 수록되었는지 점검

3) 설계도면

•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은 되어있는지 점검
• 축척은 기록되어 있는지 검토
• 단면 및 수치, 단위는 일치하는 지 확인
•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된 B.M.D, S.F.D 등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도면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시공상세도)
• 시공자가 이해하도록 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
• 도면의 각종 표기사항이 표준화, 동일화되어 있는지 검토

4) 각종계산서
(1) 구조계산서

•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이 되어있는지 점검
•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점검
•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 가시설에 대한 구조계산은 되어있는지 점검
•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어있는지 점검
• 협의사항은 반영되었는지 점검
• 구조계산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2) 수리계산서

• 유역도는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설계조건은 명확한지 여부
• 수리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
• 배수의 유출량과 통수량은 조사되었는지 검토
•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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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실시설계 점검항목표
항

목

1. 일반사항

점

검

내

용

비

고

• 정부발행 각종 기준・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
• 서울특별시 기준・지침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
• 품질향상 및 시공성을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졌는지 점검
• 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제비용의 계상은 적정한 지 점검
• 인・허가 승인조건사항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 설계 및 시공공법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기술자문 시행여부 점검

2. 조사 및 분석

• 측량성과와 현장의 일치여부 검토
• 현지조사내용의 적정성 검토
• 인․허가 조건이 검토되었는지 확인
•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설계조건과의 부합성 검토

3. 기본방향 설정
및 설계기준(안)

• 조사분석내용의 문제점과 대책의 적정성 검토
• 기본설계의 적정성
• 공종별 기준(안)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

4. 공종별 상세설계 • 절·성토계획이 경제적인지 여부
1) 정지설계

• 표토의 보전·활용방안이 이루어졌는지 검토
• 마운딩 조성으로 지형변화의 유도가 적절한지 검토
•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지 점검
• 절⋅성토로 인하여 식재지역에 불량식재지반이 발생된 경우 식물생육에
적당한 토심을 확보되었는지 점검
• 부지정지계획고가 부지주변과의 연결이 합리적인지 검토

2) 구조물설계

• 구조물설계에 적용한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을 명확히
하였는지 검토
• 기초는 동결심도 이하로 계획되었는지 점검
•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 설계조건이 적정하며 누락된 요소는 없는 점검
• 노출 구조물은 주변지형과 조화가 잘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검토

3) 시설물설계

• 시설물은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 검토
• 시설물의 재료는 내구성이 고려되었는지 점검
• 어린이 이용시설은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 이용자의 척도를 감안한 시설규모로 설계되었는지 검토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 시설물의 배치는 각 기능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여부
• 장애자의 이용을 고려하였는지 점검
• 시설물간 일관된 주제하에 이미지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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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설계

점

검

내

용

• 수목의 선정은 지역환경 여건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
• 각 공간의 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식재계획이 수립되었는 지 점검
• 식재지반조성에 대한 사항이 검토되었는지 여부
• 인공지반인 경우 배수가 고려되었는지 확인
• 수목의 생태적 특성이 감안되었는지 검토
• 식재밀도는 적정수준인지 점검
• 수목식재에 적합한 토양심도를 고려하였는지 여부

5) 도로 및 포 • 포장방법 및 두께 결정에 있어서 경제성, 내구성, 유지관리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검토
장설계
• 보도포장재료는 내구성,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는지 여부
• 설계법 적용시 적용계수들은 시방서규정에 맞도록 설계에 반영하였
는지 점검
• 공간별 포장패턴 및 재료선정의 적정성 검토
6) 건축설계

•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건폐율 및 높이의 적정성 검토
• 건축물의 재료는 영구적이고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것을 사용
하였는지 점검
• 채광, 통풍, 일조는 양호한지 검토
• 출입구의 위치와 수는 적당한지 검토
• 각 실의 연결동선과 면적, 위치의 상호관계가 적절한지 검토
• 층, 실번호, 실명, 마감재료, 상세번호 및 천정고 등이 적절하게 표기
되었는지 검토
• 각 실의 성격에 따라 내부마감재료 및 천정구성 재료가 적합한지 검토
• 방수가 필요한 곳에 방수처리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검토
• 설치위치에 따라 단열재의 재료는 적절한지 검토
• 익스팬션죠인트가 건물의 규모, 형태, 지반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점검
• 거더 및 홈통의 규격은 적절한지 검토

7)상·하수도설계
▧배수설계

• 공원 유출입 시설의 위치는 적정하며 누락부분이 없는지 검토
• 배수구역 산정시 지형의 여건 및 장래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였는지
점검
• 우수량 산정에 있어 배수기능(관경)별 강우강도 확률년수 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 각 배수구조물의 규모 및 위치는 적정한지 점검
• 계획오수량 산정은 적정한지 검토
• 오수연결관 분기위치가 적정하고 식별이 용이한지 검토
• 공사중의 가배수시설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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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설계

점

검

내

용

비

고

• 급수원단위 추정방법은 적정한지 검토
• 상수공급계획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였는지 확인
• 기존 관망에서의 분기위치는 적합한지 검토
• 관경의 결정은 충분하고 적정한지 여부
• 관종이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향후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지 점검
• 최소 또는 최대동수압이 유지되는지 검토

8) 전기설계

• 공간별 적정한 조명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
• 수요율 추정, 건축전기설비 부하의 추정에 의한, 수요전력의 산정은
적절한지 검토
• 한전 전기공급 규정에 따라 수전전압을 결정하였는지 확인
• 변전실, 배전용, 전기실의 위치는 부하의 중심에 적절히 배치되었
는지 확인
• 주변지역 상황등을 고려 인입위치, 수배전 루트는 적정한지 여부
• 수전방식 및 배전방식이 적절한지 검토
• 예비용 전원의 설치는 적절한지 여부
• 역율개선 방식은 적절한지 검토
• 소방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계획하였는지 검토
• 계장설비는 처리장, 규모, 장래 확장계획에 유의하여 계측제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설계하였는지 확인

9) 기계설계

• 펌프의 용량, 형식, 재질 및 대수결정은 적절한지 여부
• 전동기의 형식 및 용량은 적절한지 검토
• 밸브류의 용도에 따른 형식, 재질 및 관경은 적절한지 검토
• 배관 용도에 따른 재질과 관경을 적절한지 확인

3. 성과품작성

• 성과품이 과업내용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

1) 일반사항
2) 보고서

• 보고서가 과업목적 내용과 일치하는지 점검
• 제출문은 작성되었는지 점검
• 참여기술자는 확인되었는지 점검
• 조사 및 계획업무의 수행에 있어 그 방법과 성과가 상세히 기록
되었는지 점검
• 전단계 성과품에 대한 검토는 충분했는지 점검
• 설계내용이 누락된 것이 없는지 점검
• 발주청이 요구한 경우 제출하게 되는 요약보고서는 적절한지 점검
• 보고서가 합리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점검
• 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이 부록에 수록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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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3) 설계도면

점

검

내

용

•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은 되어있는 지 점검
• 축척은 기록되어 있는지 검토
• 단면 및 수치, 단위는 일치하는지 확인
• 주요구조물의 구조계산된 B.M.D, S.F.D 등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
• 기능공, 초급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도면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시공상세도)
• 시공자가 이해하도록 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
• 도면의 각종 표기사항이 표준화, 동일화되어 있는지 검토

4) 설계서 작성
(1) 설계설명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용)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이 작성
되었는지 점검

(2) 설계예산서

• 설계예산서의 수량과 수량산출서의 집계수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 설계예산서는 구성은 적정한지 점검
• 노임기준은 타당한지 확인
• 각종재료, 중기단가는 타당한지 검토
• 일위대가 단가산출은 타당한지 검토
• 품셈기준은 적정한지 점검
• 관급자재 및 기타 관급사항은 적정히 포함되었는지 검토
• 운반비 산출은 적정한지 검토

(3) 수량산출서

• 수량산출서의 산출근거가 적정한지 점검
• 총괄 자재집계표는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공종별 수량집계표는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
• 사용단위는 명확한지 여부
• 오기는 없는지 점검

(4) 단가산출서

• 중기사용은 효율적인 조합장비를 선정하여 적용하였는지 검토

(5) 자재단가

•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비롯하여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비교표

참조하여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
• 견적서는 3개 이상 첨부되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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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항

목

(6) 공사시방서

점

검

내

용

비

고

• 보고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에 설계 및 공사사항이 적정히 반영
되었는지 검토
•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 공사시방서가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종에 대한 규정사항이 있는지 검토
• 설계도서의 우선순위가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

5) 각종계산서
(1) 구조계산서

• 사용프로그램의 설명이 되어있는지 점검
• 설계조건은 명확한 지 점검
• 계산상의 문제는 없는 지 점검
• 가시설에 대한 구조계산은 되어있는 지 점검
• 단면응력검토 및 안정검토는 되어있는 지 점검
• 협의사항은 반영되었는 지 점검
• 구조계산을 실시한 작성자와 검토자의 서명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점검

(2) 수리계산서

• 유역도는 작성되어 있는 지 검토
• 설계조건은 명확한 지 여부
• 수리계산상의 문제는 없는 지 점검
• 배수의 유출량과 통수량은 조사되었는 지 검토
• 협의사항은 반영되어 있는 지 확인

(3) 조도계산

• 각 조명기구별 조도계산 및 요구조도가 적절한 지 여부
• 각 장소에 적절한 조명 기구가 선정, 배치되었는 지 검토

(4) 용량계산서
(기계,전기)

• 기계용량 계산은 적절한 지 여부
• 안전율 적용은 적정한 지 검토
• 과다용량 계산된 항목(Item)은 없는지 확인
• 계산식의 적용근거는 적절한 지 여부
• 계산에 이용되는 적용 수치는 적절한 지 검토

6) 유지관리지침

• 각 시설별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작성되어 있는 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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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공원조성)공사 과업내용서(예시)
1.1 기본계획

예시 1.1

과 업 내 용 서
○○공원조성 기본계획

2○○○. ○○.

서울특별시
(○ ○ 과)

목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대상지역
4. 과업 개요
5. 과업의 수행기간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9. 용역감독 등
10. 자료요구․질의 등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2. 보안 및 비밀유지
13.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제2장 조사업무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2. 토지 및 지장물건조서

제3장 계획업무
1. 개발의 여건분석
2. 기본구상
3. 기본계획

제4장 설계업무
1. 공사시행 방안
2. 평면도 등
3. 표준단면도

제5장 성과품 작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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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의 구분
성과품의 내용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납품 및 인쇄

차

제 1 장 일반사항
1. 과업명
이 과업의 명칭은 “○○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라 하고 서울특별시 ○○○○국 ○○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공원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조성 및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구 ○○길 ○○○(○○공원)
4.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규모 : ○○○,○○○㎡ 공원조성
① 녹

지

대 : ○○○,○○○㎡(○○%)

② 연 못(2개소) : ○,○○○㎡(○%)
③ 시설물, 도로 및 기타 : ○○○,○○○㎡(○○%)
2) 과업의 내용
(1) ○○○도시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대한 과업 시행
① 현황조사 : 토지 및 지장 물건 조서
② 개발여건 분석
③ 기본구상
④ 기본계획
⑤ 사업계획
⑥ 관련 계획 검토
(2) 기본계획에 필요한 측량 및 조사 등
3) 과업의 기본방향
(1)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공원계획수립(청소년공원)
(2) 시민의 이용성향을 고려한 시설과 합리적인 개발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원
녹지공간을 확충
(3)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
(4) 환경친화적이며, 주변환경과의 조화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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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도

위

치

도

S = 1 : ○○

5.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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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공공측량 계획
4)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및 주요업무진행 내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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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
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1) ○○공원 관련서류

(2) ○○구 도시계획도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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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
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3.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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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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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2장 조사업무
1. 자료수집 및 현황조사
1)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관할구청 도시기본계획을 검토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와 관련 지침 등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검토하여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원조성에 관한 국내외 유사 계약상대자료를 수집 검토하여야 한다.
4) 대상지의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여 수목, 시설물 및 지장물의 도면 및 목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5)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수림 조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2. 토지 및 지장물건조서
1) 지명, 지번, 지적, 지목 등이 포함된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2) 현지조사를 통해 지장 물건에 대한 지장물명, 소재지, 소유자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량 등을 포함한 지장물건 조서를 작성한다.

제3장 계획업무
1. 개발의 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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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상위계획, 자연․인문환경 등을 현지조사, 문헌조사로 구분하여 세부항목별로 조사하여
개발여건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과 잠재력 등을 도출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2) 공원조성과 관련한 법규 및 상위계획 등 개발제한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한다.
(3) 대상지내 또는 인근 지역의 유․무형의 문화적․향토적 자원을 조사하여 공원계획에 반영한다.
(4) 조성계획 입안시 제기되는 민원사항을 검토한다.
2) 개발의 여건분석
(1) 자연환경
① 기 후 : 기온, 습도, 풍향, 풍속 등을 조사
② 지 형 : 경사도, 지표상태를 조사
③ 토양 및 지질 : 토양분류 등을 조사
④ 식 생 : 식생분포, 야생동․식물의 서식 등을 조사
⑤ 경 관 : 문화적, 풍토적, 역사적경관 등을 조사
⑥ 수 문 : 하천, 수로, 유수방향, 배수상태 등을 조사
(2) 인문환경
① 지역사회의 특성 : 성격, 인구 및 산업구조 등의 사회성격을 조사 분석
② 토지이용 현황 : 토지위치, 지목, 소유별현황, 현재 이용상황 등
③ 교통 및 동선 : 대상지의 접근로와 대상지내의 동선현황,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등
④ 관광 및 위락환경 : 관광자원, 문화자원, 레크레이션자원 등의 조사분석
(3) 법규 및 관련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법규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이 계획의 지표로 제시한다.
(4) 분석의 종합
각 항목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및 잠재력을 도출토록 한다.

2. 기본구상
1) 개발 및 보존방향의 설정
개발여건 분석결과에 따라 개발 및 보존 방향을 설정한다.
2) 이용자 추정
(1) 이용권을 설정하고 공원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고 수용능력을 검토한다.
(2)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계층구조,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한다.
3)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따라 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형태 등의 공원시설을 선정하고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를 고려하여 시설배치
구상을 하여야 한다.

132

4) 공간배치 구상
(1) 토지이용 공간상 시설구역과 자연보존구역을 설정하여 관계법규에 명시된 시설을 도입
하되 자연성이 최대한 보존 되도록 한다.
(2) 토지이용계획과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개발 규모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5) 기본구상(안) 작성
(1)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2) 환경적ㆍ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3.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
(1) 계획대상 공원의 입지적 성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에 특성을 부여토록 한다.
(2) 공원의 분류별로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및 부지면적 기준에 적합한 용도별 입지를 구분
하고 총량적 규모를 산정토록 한다.
(3) 여건분석에 나타난 공간상의 특성과 제한조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기능을 공간별로
구분하고 이용계획의 현실성과 관련성을 고려한 대상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
하도록 명기한다.
(4) 공간배분에 있어 상충기능은 분리, 상호보완기능은 인접 배치토록 한다.
2) 교통·동선계획
(1) 주변지역의 교통망과 접근성,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 등을 감안한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동선체계가 되도록 위계질서가 부여된 동선을 구성토록 한다.
(2) 신속성,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계획이
되어야 한다.
(3) 동선체계는 기능별로 성격이 다른 동선을 분리시켜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한다.
(4) 동선의 노선선정은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시설물 배치계획
이용자의 연령층과 기호에 맞는 유치시설 선정, 이용과 경관미, 공간기준에 적합한 배치
기준 제시, 시설의 유기적인 배치 등이 되어야 하며 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4) 시설물계획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물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원시설물의 이미지 통합(CI)을 위한 색상, 재료, 형태 등을 제시 하도록 한다.
(3)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물은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한다.
(5) 각종 시설안내판의 디자인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안내체계를 따른다.
(6) 공원내 조형물 건립계획이 있으니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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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또한 청소년 테마파크조성계획(야외롤러브레이드장, 인공암벽, 길거리농구장,
청소년소규모공연장, 청소년장터 등)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식재계획
(1) 기존의 자연식생을 적극 활용하고 보전대책을 수립한다.
(2) 이 사업대상지 주변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기존 식생과 조화를 이루는 수종을 선정토록
한다.
(3) 수급이 용이하고 향토성이 강한 수종, 이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수종을 선정한다.
(4) 나대지, 시설 인접지의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6) 건축계획
(1) 대상지의 지형,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2) 국내․외 공원내 건축물(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을 조사하고 기능적, 경관적,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공원내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4) 옥상녹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7) 공급처리시설(상․하수, 전기․통신)계획
상수도계획, 하수도 및 배수계획, 전기․통신계획, 기계설비계획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8) 사업계획
중․장기 공원개발 및 운용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1) 투자계획
총사업비, 단계별 조성계획,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작성하도록 한다.
(2) 관리운영계획
① 공원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인력 및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 공원운영에 대한 유지관리방안과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제4장 설계업무
이 기본계획 단계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개략설계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시행 방안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형태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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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면도 등
지형도의 축척 1:5,000을 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 요인을 명시
하여, 주요 구조물시설 등을 기입하는 것으로 한다. 평면도, 토지이용계획도, 시설배치계획도,
평면배치계획도 등을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비교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3. 표준단면도
1/500~1/1,000 축척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에 주요구조물에 관해서 치수, 형상, 형식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기본계획 성과품의 구분
1) 기본계획보고서
2) 기본계획도면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서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심의도서

2. 기본계획 성과품의 내용
1) 기본계획 보고서
(1) 표 지
(2)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7) 개발여건분석
① 입지여건
② 자연환경 : 기후, 지형, 토양 및 지질, 식생, 경관, 수계, 야생동물
③ 인문환경 : 지역사회의 특성(인구 및 산업구조등), 토지이용현황, 교통 및 동선, 관광․
위락환경, 주변공원 및 녹지분포, 역사․문화 등
④ 관련계획 및 법규
⑤ 분석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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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본구상
① 개발 및 보존방향의 설정
② 이용객 수용 추정
③ 도입활동 및 시설배치
④ 공간배치 구상
⑤ 대안비교 검토 및 선정
(9) 기본계획
① 토지이용계획
② 교통․동선계획
③ 시설물배치계획
④ 시설물계획
⑤ 식재계획
⑥ 자연보전계획(자연형 공원에 적용)
⑦ 공급처리시설계획(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기계설비)
⑧ 건축계획
⑨ 사업계획
(10) 사업계획
① 총 투자계획
② 년차별 투자계획
③ 관리운영계획
(11) 결론 및 종합
(12) 부록
①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② 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
2) 기본계획도면
(1) 위치도
도시계획종합도 등 위치의 판독이 용이한 도면 사용(축척 : 1/25,000)
(2) 조성계획 총괄도(기본계획도)
축척에 관계없이 공원 전체의 개발계획이 표시된 도면
(3) 현황분석도
지형, 식생, 수문, 토양 등 기타 현황분석이 표시된 도면(축척 : 1/3,000)
(4) 토지소유별 현황도, 지장물 현황도 작성
(5)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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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을 표시한 도면(축척 : 1/3,000)
(6) 동선계획도
동선계획이 표시된 도면(축척 : 1/3,000)
(7) 건축도
건축물 배치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입면도, 층별평면도 작성(1/100 ～ 1/500)
(8) 시설물배치도
공원경계선을 적색으로 표시된 축척 : 1/3,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적도, 현황도를
사용하되 지역이 광범위하여 도면이 2매 이상일 때는 종합도(축척 : 1/5,000)를 추가
작성한다.
(9) 구적도 - 녹지 및 시설물 면적산출(1/600)
(10) 주요시설물 지역의 종․횡단면도(1/100 ～ 1/500)작성
건립대상지의 지반선 계획고, 시설물 단면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
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서
(1) 심의요청서
(2) 심의안건
(3) 조성계획조서(①총괄표, ②시설조서, ③도로조서)
(4) 조성계획도면
(5) 건축물 및 주요 공작물도면
(6) 설명용(Power Point)자료, 심의요청서, 조성계획조서 등의 파일이 첨부된 CD
(7) 공원시설물 설치기준 조사표(필요시)
※ 참조 : 주요업무계획추진지침(공원․녹지분야), 서울특별시
4)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 요청도서
(1)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적사항 조치보고
(2) 조성계획결정(지구별, 시설별) 조서(총괄표, 시설조서, 도로조서)
(3) 조성계획결정 도면(전․후)
(4) 심의시 지적된 건축물, 공작물의 수정된 도면
(5) 결정도면(CAD화일, 이미지 화일) 및 조서(EXCEL화일) 수록 CD
※ 참 조 : 주요업무계획추진지침(공원․녹지분야), 서울특별시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기본계획 보고서
(1) 각종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
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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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3) 기본계획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점을
검토․분석한다.
2)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는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모든 보고서, 도면을 비롯한 성과품은 CD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4) CD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성과품 납품수량
내

용

규

격

수

량

기본계획보고서

10절 100page 내외

50 부

기본계획원도

1/3000 ～ 1/5000

1 식

기본계획축소원도
기본계획도면
조

감

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
요청조서 및 도면

CAD 자료파일
건축물 평면도, 입면도, 측면도,
단면도, 주요시설지역의
종․횡단면도
현황종합도
기

타

고

1 식
청사진

10 부

80×100㎝

1 식

서울특별시 관련지침에 의함

현 황 사 진 첩
토지소유별 조서

비

각 20 부
1 부

국,공,사유지 구분

10 부

CD로 제출

1 식

1/200 ～ 1/500

1 부

S=1/1,200

1 부
1 식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
2)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138

②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
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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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예시)

예시 1.2

과 업 내 용 서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2○○○. ○○.

서울특별시
(○ ○ 과)

목
제1장 일반사항

차
제4장 설계업무

1. 과업명

1. 관련계획 검토

2. 과업의 목적

2. 기본설계 단계

3. 과업의 대상지역

3. 실시설계 단계

4. 과업 개요

4. 설계조건

5. 과업의 수행기간

5. 지형설계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6. 기초설계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7. 토목설계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 포장설계

9. 용역감독 등

9. 보도설계

10. 자료요구 · 질의 등

10. 식재지반설계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 식재설계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2. 건축설계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3. 구조물설계

14.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14. 시설물설계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 빗물침투 등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16. 급․관수설계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7. 배수설계

18. 신기술의 도입 등

18. 기계설비설계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19. 전기·통신설비설계

20. 저작권 관련사항

20. 유지관리계획

21.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21.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22. 하도급 사항

22. 공사실명제

23.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23. 녹색제품구매
24.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25.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제2장 조사업무

제5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1. 성과품의 구분

2. 조사내용

2. 성과품의 내용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4.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5. 납품 및 인쇄

제3장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3.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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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이 과업의 명칭은 “○○○○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라 하고 서울특별시 ○○○○국
○○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인)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도심 속 유일한 자연숲이나 무질서한 이용 및 개발욕구의
증가로 훼손 우려가 있는 ○○○○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험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대안검토 결과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대상지역 : ○○구 ○○길 ○○○필지 (○○○○공원)

4.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규모
(1) 설계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2) 면

적 : ○○○○㎡

(3) 주요시설
① 기반시설 : 도로, 광장, 재해방지시설 등
② 조경시설 : 생태시냇물, 그늘막, 정자 등
③ 휴양시설 : 관찰데크, 산림욕장, 휴게소 등
④ 편익시설 : 주차장, 음수대 등
⑤ 운동시설 : 실내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등
⑥ 안내표지시설 : 종합안내판, 산책로 표지판 등
⑦ 관리시설 : 관리사무소, 공원등 등
※ 시설규모는 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4) 사업비 : ○○○○백만원(부가세포함)
(5) 공원지정현황 (공원조성계획 결정도면 및 시설조서 참조(별첨1))
①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 ○○○○.○○.○○(건고 제○○○호)
②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 ○○○○.○○.○○(서고 제○○○○-○○호)
(○,○○○㎡ → ○○,○○○㎡)
③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 ○○○○.○○.○○(서고 제○○○○-○○호)
2) 과업의 내용
(1) ○○○○공원 조성에 대한 최적 설계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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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개요, 법령 등 제기준 검토(도시계획, 하천, 상․하수도, 도로, 공원관계 법규 등)
②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사항 점검․검토
③ 지형 및 지장물 등 세부조건 조사(지하매설물 및 토지, 건물, 공원시설물 등)
④ 수목현황, 지반조사(시설물설치 예정지) 및 토양조사(식재기반), 토질시험 등
⑤ 환경영향조사 및 저감대책,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⑥ 도시미관 및 환경친화적 설계를 고려한 공원시설 및 건축물 계획안
- 시설물의 기술적 대안 비교 검토(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 및 주변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개선안 제시
- 시설물 통합디자인(CI), 디자인․색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상세내용 작성
⑦ 각 공종별 상세설계(공종별 형식, 적용공법 결정 등)
- 공사 중 교통 처리계획
- 우기 및 홍수시/동절기 대비한 공사 공정계획과 안전대책 수립
⑧ 사업비 산출 및 투자계획
⑨ 폐기물 처리계획
⑩ 기본설계
⑪ 실시설계
- 공종별 형식 적용공법 결정
- 공사비(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등) 및 공사기간 산정
-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 작성
-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설계예산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등
- 기타 발주기관이 정하는 사항
⑫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또는 협의가 필요한 시점에 협의(승인)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도서작성 및 조건 부여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반영
- 도시계획시설(변경)
- 경찰청 교통규제 심의
-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계약심사
⑬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여 요구하는 사항
3)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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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소 : 서울특별시 ○○구 ○○길 ○○(○○○건물○○층)

(3) 연 락 처 : 서울특별시 ○○과
(전화 : (02) ○○○-○○○○, 팩스 : (02) ○○○-○○○○)
4) 위치도

위

치

도

S = 1 : ○○

5.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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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월간 진도보고서(필요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
으로 하여 다음달 ○○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및 주요업무진행 내용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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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5)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점검
(○개월에 ○회) 또는 수시점검(필요시)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공 자료 : ① 공원조성계획도 1부 ②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부
③ 서울시 설계용역 관리편람(건설기술 홈페이지에 공개 : http://infra.seoul.go.kr/)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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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현장여건과 불합치 및 시공의
곤란이나 불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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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공통분야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2) 건설기술진흥법
①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②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및 동시행규칙
(3) 건설산업기본법
(4) 자연재해대책법
(5)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6)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7) 환경정책기본법령
(8) 자연환경보전법령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0) 도로법령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11) 하수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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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 산업안전보건법령
(14) 경관법
(15) 서울특별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16) 서울특별시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17) 서울특별시 지반조사 편람
(18)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19) 서울특별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3) 조경분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2) 공원녹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등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 ○○구 공원녹지,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색채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
- 서울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2011.3 푸른도시국) 참조
※ 서울시 서울의공원 홈페이지(홍보마당/푸른도시정책/주요정책)에서 다운로드
(5) 기타 관련법규,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 등
4) 토목분야
(1) 콘크리트구조 설계 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도로 설계기준,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도로조명기준 KSA3701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3)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4)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5)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6)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7) 서울시 내진설계 잠정기준(서울특별시)
(8)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9)「빗물가두고 머금기 사업」가이드라인(서울특별시)
(1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11) 자전거 이용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12)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5) 건축분야
건축법, 건축기본법, 건축사법, 공중화장실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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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강구조 한계상태 설계기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 하중기준, 건축물 기초설계기준, 국토교통부제정 건축표준시방서, 기타
관련법규 및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6) 전기․통신분야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전기통신 기본법, 정보
통신 공사업법, 전파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 내선규정, 기타 관련
법규 및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7) 기계분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건축법, 수도법, 기타 관련법규 및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8) 통계자료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및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항 목

수 량

관련기관

비 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
실시계획 등 작성관련 서류

1식

시설계획과, 공원조성과,
해당자치구 등

필요시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등 관련서류

1식

공원조성과, ○○사업소,

〃

교통관련사항,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협의

1식

도시교통본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부서

〃

건설기술심의, 디자인심의 등 관련사항

1식

기술심사담당관, 공공디자인과 등

〃

문화재 관련사항(현상변경허가 등)

1식

문화재청, 문화재과, 해당자치구 등

〃

인․허가에 필요한 관련자료

1식

인․허가 해당 부서

〃

지장물 이설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식

해당 부서

〃

14. 설계자문 및 건설기술심의
1) 심의시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는 기본설계 완료 시점에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설계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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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① 착수단계
② 중간단계
③ 마무리단계
④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심의준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심의용 성과품의 표지는 본 편람 “제8장 부록”의 [별표1]을 참조한다.
3) 지적 및 자문사항 조치
계약상대자는 설계자문과 각종 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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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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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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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
(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20. 저작권 관련사항
1)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이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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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시 타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저작재산권 여부를
확인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없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저작재산권상의
제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
분할 협의서를 작성․제출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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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3. 특기사항 및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3) 기타 당해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한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안전성, 경제성,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Life Cycle Cost 검토적용)
(2)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3)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주변경관 파괴, 토양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의 발생 최소화 등)
(4) 건설폐자재 중 재생가능한 친환경자재 활용방안,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5)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6) 우리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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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
(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 설치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한다.
(7) 건물철거시 발생되는 석면은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반영하고
공사비 산출시 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
(8) 이 계획으로 인한 일시적 사유지 저촉, 진․출입 장애에 따른 민원 대처방안 및 환경피해
최소방안 검토․제시한다.
(9)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단계 추진 공정이 30～70%일 때 발주기관이 기본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12)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13)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제시한다.
(14)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조사 및 검토하여 본 설계에 반영한다.
(15)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작성을 위한 실시설계 사후평가표를 작성한다.
(16)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시공전문가 참여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3) 설계 시 주의사항
(1) 사업규모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아까시 제외)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등산로,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의 설치는 연접한 학교, 주택 등의 면학분위기,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기존 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사업부지가 학교 및 주택방향으로 급경사지가 다수 존재하고 특성상 강우 등에 의해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면, 지반조사결과 지층의 구성을 반영한 토사
유출식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반영한다.
(5) 지질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기초 및 구조를 설계한다.
(6) 유역경계와 사업부지경계가 동일하게 되어있어 사업부지외의 주변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검토하고 배수계획에 반영한다.
(7) 조경, 토목, 건축, 전기 등 각 공종간의 계획이 서로 상충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종간 시공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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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설계 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외국산 자재를 사용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9) 모든 방부목재에 대하여는 규격이나 품질을 표시하며, 방부목재 반입 후 절단, 천공,
대패질 등 현장가공할 경우 방부효과가 저해되므로 완제품 상태로 가공해 방부하도록 명시한다.
(10) 방부처리 목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품질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품질인증제품 사용이 어려울 경우, 산림청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 제품'을 사용하도록
명시한다.(서울시 목재방부처리 및 설치매뉴얼 참고)
(11)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석면
함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제2장 조사업무
1. 일반사항
1) 공원조성에 관한 국내 유사사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 유무, 이용 상태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을 첨부하여야 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며, 세부적인 조사업무는
서울시설계용역관리편람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4) 대상지의 현황조사(지형, 수문, 지장물,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현황, 인문환경, 이용객,
관리수준 등 포함) 및 개략측량을 시행하여 수목, 시설물 및 지장물의 현황도면과 목록을
작성하며, 사진과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관리한다.
5) 이 사업대상지의 개략적인 토양을 조사하고 식생이 부적합할 시 식물생육에 맞도록 토양
개량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6) 필요시 대상지 주변 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7) 기존 공원시설의 규모, 시설수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한다.
8) 접근로 등의 도로설계에 필요한 동결심도를 조사한다.
9)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개최시 주민홍보에 필요한 보고자료, 도면 등을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내용
1) 현지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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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여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형, 지장물, 식생, 하천 등의 자연현황, 주변도로, 토지이용상황, 용지조건 등을 파악
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토지의 측량 등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 답사시에는 반드시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또는 비디오), 지형정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 교통관련 조사
(1) 공원의 대중교통 접근성, 보행자 연계도로 확보성 등을 검토하여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설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계획 지역 주변 가로망 현황과 교통 관련 시설(입체
교차로, 지하차도, 고가차도, 보도 육교, 지하철 관련시설, 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교통 신호등, 기타)에 대하여 기 조사된 교통 현황 자료를 비롯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하는 등 각종 교통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2) 계획 지역 주변의 교통 유발시설(대형빌딩, 대형백화점, 학교, 공공시설, 교통운송터미널, 기타)을
조사하여 향후 공원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한다.
3) 경관조사
(1) 사업내용과 도시미관의 조화, 통행인 환경 측면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경사도․고도 등 지형분석과 주변에서 본 경관, 공원 내의 주요
조망점에서 본 경관 등을 예측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사업시행으로 인한 도시미관 영향 등을 검토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역사․문화적 환경조사
(1) 사업부지의 역사 문화적 환경조사 분석을 통해 장소성을 확보한다.
(2) 시설물 배치계획시 이용자 중심의 인본적 배려와 역사성 및 도시 전체의 맥락성
(Contexts)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3) 장소성 확보를 위해 과거의 기억과 흔적을 주요한 설계 컨텐츠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 생태적 환경조사
(1) 사업부지의 비오톱유형, 도시생태현황도, 녹지자연도 및 현장조사 분석을 통한 잠재력을 발굴한다.
(2) 도심지내의 거점 녹지와 주변 녹지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시설물 조사
(1) 공원조성 당시 자료를 검토하여 현재 시설물 상태와 비교․분석한다.
(2) 공원의 자연조건 및 현재 시설물 등을 고려한 시설물의 추가, 개량, 보완여부와 위치를 조사한다.
(3) 공원 유지관리 부서의 유지관리 상태 및 이용자의 이용행태를 확인․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노후 및 훼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반드시 시행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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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부지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8) 측

량

(1) 측량은 ○○○○공원 기본계획 수립 등 기 제작 및 보유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되 관리
사무소, 화장실 등 공원시설이 설치되는 곳에 대해서는 측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외업, 내업), 인원편성, 측량실시시기, 특기사항,
위치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3)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수치지형도(1:1,000)와 비교․평가
하여 정확도를 높이도록 한다.
(4) 측량은 지정된 폭원 외에 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작성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8)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 (전체지형 현황측량

및 사업

구역 현황측량) 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고선(간격 1m)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여유율 10%)
(9)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해당과)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하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측량
도면 등 관련자료를 확인 및 활용하도록 한다.
(10)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지형도면과 필지별 경계 등이 합치되도록 보정하여 발주 청이
요구하는 시기에 관련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시행한다.
9) 지질 및 지반조사
(1)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기 제작된 지질도와 지표지질 조사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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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인․파악한다.
∙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seoul.go.kr)
∙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
(2) 건축물이 위치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NX보링으로 지반조사(○공)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서울특별시 지반조사편람,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기존의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의 지반정보통합 관리시스템(http://surveycp.
seoul.go.kr), 국토교통부의 국토지반정보 통합DB센터(http://www.geoinfo.or.kr)를 확인
하여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5) 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6)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 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하고, 항상 조사의 안전에 유의해 현장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고, 조사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를 표시한다.
(8)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에
담아 발주기관과 서울시 공간정보담당관에 각 1부씩 제출한다.
10) 수문조사
(1) 관련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이 사업으로 인한 영향 등을 분석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조사하고, 자료는 출처가 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2) 기상현황, 수문(우량관측소, 강우량, 하천 현황 등)현황, 유사조사(하천유사량, 하상
변동량, 하상재료 등)와 계획 홍수량 및 홍수위를 조사한다.
(3)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생태습지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설계보고서에
작성 제출한다.
11) 배수시설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
하며, 필요시 과업부지 주변의 과거 침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4) 공원조성 및 도로건설에 따른 치수문제는 하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가급적 많은 양의 빗물을 침투, 저류 이용하여 유출량을 줄이도록 우수의 침투가 가능한
식생배수로, 자연지반위 녹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고 남은 양을
하수도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한다.
(6) 부지내 빗물이용시설을 만들거나 기타 우수를 집수, 저류하여 식물의 관수 및 기타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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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토양조사
(1) 기존 공원 및 임야의 토양(식생지반) 등을 조사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토양개량,
수목선정 등 식재 설계방향을 설정한다.
(2) 토양조사 시 지하수위 상태를 파악하여 적응이 잘 되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수목생육
적지가 되도록 한다.
(3) 표토는 식재지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료이므로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부지내 지장수목 전수조사 결과와 처리방안, 표토보존방안, 토양조사분석 종합결과와
개선방안 및 그에 따른 수종선정 검토과정을 제시한다.
13)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1) 조사방법
① 발주기관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하여 대상지 주변 지하
시설물도를 설계용역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된 지하 시설물도를 참고하여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여 누락된 지하시설물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협의결과 발주기관 사전보고)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서울특별시(공간정보담당관)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계획부지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은 현장조사하여 저촉여부 등을 확인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5)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계획한다.
(6)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중 위치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목록 및 도면을 작성한다.
(7) 조사 작업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8)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한다.
14) 지장수목 조사
(1) 사업부지내의 지장수목 조사는 ○○○○공원 기본계획 수립시 작성한 식생복원 계획에
근거하여 제거수목 및 이식수목에 대해 조사한다.
(2) 식생복원계획에 따라 현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지내 타 장소로 이식을
원칙으로 하며,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고 벌채수목을 활용한 생물서식처

159

조성, 파쇄목 활용 등 재활용계획을 수립한다.
15) 용지조사
(1) 이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도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한다.
(2)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3)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서울특별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 조사
(1)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
은행」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이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 제시한다.
17) 환경영향 조사
(1) 인근주거 및 주상복합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시설물 설치 후에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음방지시설 설치 등 대책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방안을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18) 소음․진동조사
(1) 과업노선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2) 소음․진동측정방법은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시험 방법에 의거한 측정방법 및 측정
기준으로 한다.
(3) 시공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의 정도를 예측하고 소음․진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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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0)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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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필요시 이용자의 요구나 이용행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 3 장 계획업무
1. 전 단계 성과검토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
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한다.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2) 상기 기본계획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3.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도록 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 4 장 설계업무
1. 관련계획 검토
1) 기본 개념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사업 프로그램을 평가
하고, 3가지 이상(또는 발주기관이 승인키 위하여 요구되는 합리적인 수량)의 기본설계안을
준비하여 발주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은 공원관련 법규 분석과 추정
공사비 산출을 포함한다.
2) 검토된 각 비교안에 대한 최적방안은 시 자문회의, 기술심의 등을 거쳐 확정하다.
3)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를 근거로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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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을 확정 후 실시설계의 기준안을 작성,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시 주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연계되는 계획이 되도록 하되
협의사항을 도면에 표시하는 등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중 이해당사자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대한 반영하되, 협의과정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르다.
5) 이용자 추정을 위하여 이용권을 설정하고 이용자의 연령분포, 성비, 계층구조, 시설욕구
등을 추정 분석하여 공원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여 수용능력을 검토하며, 관련 용역보고서
또는 관계기관의 연구결과를 기초자료 활용할 수 있다.
6) 기존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토지
이용계획과 동선계획 등을 검토하여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할 수 있는 공법의 선정 및 공간
배치계획으로 하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종합 검토한다.
7) 기존 공원시설과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도입한다.
8) 각 시설의 기본설계는 서울특별시 기존 공원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조사, 수립, 합리적인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9) 공원 부지내 녹지는 주변 수림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의 구릉지
스카이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전후의 경관을 비교․검토할 수 있게 경관
조망점 3개소 이상에서 사업시행 전 부지사진과 사업시행 후 시뮬레이션 사진을 작성한다.
10) 소음대책 검토를 위하여 인근 주거 및 주상 복합 건물 등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놀이시설,
운동시설 등 시설물 설치 후 소음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한 경우 방음시설 등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1) 환경영향검토를 위하여 주변시설과 계획시설물과의 조화, 주민들의 호감/거부감 등을
예측하여 방음 및 방진계획과 공사중 수질오염방지대책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
12) 구조물 설치로 인한 수리․수문의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에 설치된 하천 및 배수시설 조사
내용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수문 및 배수계획이 되도록 설계한다.
13)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14) 사업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제시하여야 한다.
15) 과업기간 중 주민 등 이해당사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설계안이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변경되어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주민
설명회 개최시 또는 주민홍보에 필요한 홍보자료, 도면, 팜플렛 등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가능한 주변 관련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한다.

162

2. 기본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 및 기본계획 단계에서 발주기관에 제출․승인된 결과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설계를 수행한다.
1)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사항 점검 및 검토
3)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4) 지반조사
5) 수문조사
6) 지형 측량 및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검토
7) 측량 성과도 검토
8) 부지내 기존시설의 이설․철거 대책 및 방안작성
9) 식생 및 토양조사(식재지반)
10)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11) 지장수목 처리계획
12) 훼손지 복원계획
13) 각 공종별 적용기준 검토
14) 시설물의 기능적 배치 검토
15) 각 공종별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16) 대안별 시설물의 공사비 등 경제성 검토
17) 주요 자재․장비 이용성 검토
18)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19) 개략공사비 및 공기산정
20) 기본설계도서 작성
21)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등
22) 기타 필요시 건설기술심의 자료작성,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업무 등 수행
23)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 설계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24)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3. 실시설계 단계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 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1)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2) 각 공종별 상세설계 등
(1)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하며, 당해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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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력․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한다.
(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시 지하 매설물 및 대상지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도록 한다.
3) 공사비(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공사기간 산정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태풍․혹서․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가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5) 설계서, 유지관리지침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구조수리계산서,
공사비 내역서,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공사 공정표와 입찰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2) 도면과 시방서는 이용자수와 행태를 고려한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주어진 범위내에서 입찰자들의 완벽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수량, 품질과 노무, 자재량 산출에 충분한 시방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설
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전체 소요 비용에 대한 최종 견적을 조정하여 문서로 발주
기관에 제시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도면을 수정한다.
6)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7)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 등

4. 설계조건
1) 각 분야 설계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작성은 측량
성과품을 이용한다.
2) 시설물 배치 계획 시 대상지의 자연환경, 도시 경관요소, 이용자 중심의 인본적 배려,
역사성 및 도시 전체적 맥락 고려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대상지는 위치적으로 도심지내 녹지와 도시근교 녹지와의 연결이 되는 거점녹지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야외․체육활동의 휴게공간 및 다양한 세대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공원의 상징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수목식재는 기존수림대 및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우․배수는 공원
전체 지형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다양한 생물서식환경을 유도하고, 초기 생태복원을 위한 자생식물과 자연성이 높은 식생
구조로 조성한다.
7) 차량통행로, 자전거로, 보행로로 구분하고 동선은 접근성 이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8)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계획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물 재배치를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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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9) 접근도로는 주변 현황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도보 이용시민을 고려
횡단보도, 신호등 등 안전횡단이 가능한 시설물을 반영한다.
10) 공원 내 시설물간에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간의 집중 분산의 계획이 잘 되도록 한다.
11) 시설물의 형태, 구조, 높이, 재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2) 각 공종별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3)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설계를 도모한다.
14) 시설물 설계시 지질상태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도록 구조검토를 시행
하고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5) 포장설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고,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여성들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배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6) 우기 및 홍수를 대비한 공정계획과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및 에너지 절감방안을 사업초기부터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8) 에너지절약형 설계기법 적용을 적극 반영하고, 설계에 반영한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
적용현황”을 건설기술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19)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등)와 서울특별시 제정 전문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지형설계
1)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자연지형을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 자연지형 보존지 안의 산책로 휴게공간 조성시 자연지형의 변경을 최소화시키면서 시설물
설치공간을 조성한다.
3) 지형계획시 지형에 의한 배수계획, 식재계획 및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4)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5)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 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6) 가능한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잔토처리 또는 토량의 반입을 최소화 하고, 사토 또는
토량의 반입이 필요할 경우 사토장, 토취장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6. 기초설계
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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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마찰력, 액상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
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4)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 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 제시한다.

7. 토목설계
1)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 가능한 공법들을
비교하여 최적공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공사는 최대 홍수위 및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고, 주변 현황(도로, 하천) 등을
고려하여 지반성토를 계획한다.
3)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 시에는 채택하고자 하는 공법과 관련공법을 비교 분석한 후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시 투입할 장비, 인력, 자재, 공사기간 등도 충분히 검토한다.
4) 평면도의 좌표계산을 제안서 구상 시 작성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시공구간의 주변 시설물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품질 관련 사항 시공 중 중요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
사항을 해당 도면에 기재 작성하고 도면별로 상호 연계시켜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한다.
7) 산출 소요공사비는 도면에 의한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설계예산서 작성 시 반영한다.
8) 토목구조물 설계는 타분야(전기, 기계설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타분야와
기능유지가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있게 설계한다.
9) 특수공법, 단면변화 구간,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곳 등에는 설계상세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포장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
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도로포장 구조설계요령(국토교통부)”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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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보도 설계
1) 보도관련 공사 설계 지도・점검 이행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 전(디자인 심의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심의 완료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내역서 작성
-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치 원칙 등이 반영되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 내역서 작성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작성하되, 현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각 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 할증률을 반영하여 공사중 통행불편 및 공사하자 등을
사전 예방토록 한다.
3) 설계시 준수사항 : 보도 유효폭 2m 준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등
4) 재료 선정시 주의사항 이행
KS 및 서울시 관련 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적용 한다.
5) 보도공사 설계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에 따른다.

10. 식재기반설계
1) 식재기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식재기반용 토양은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
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 기반의 여건을 파악한다.
4)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표토의 수집과 보관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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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식재설계
1) 기본방향
(1) 기존수림대 및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2) 공간의 기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조율하고 공간마다의 독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식재축을 통한 선적, 면적인 다양한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한다.
(4) 건축물 주변 식재계획은 음영 분석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식계획을 수립한다.
(5)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2) 수목식재
(1) 수목식재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수목식재시 교목, 관목, 지피류 등으로 다층 식생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현장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 식재한다.(소나무는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3)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남부 수종의 북방식재 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6) 경관과 심미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목의 개화기를 고려하여 식재 계획한다.
(7) 경관조성용 및 차폐유도, 녹음 등 각종 기능을 목적으로 식재되는 수종을 열거하고
식재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최대화 되도록 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 식재계획을 도입한다.
(8)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잔디식재
(1) 잔디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친환경설계를 위한 잔디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한다.
(3)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잔디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 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다.
(4) 답압에 의한 생육의 저해요인이 큰 지역에는 잔디식재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5)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잔디지반의 여건을 파악한다.
(6) 잔디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공사의 시공 기계조작, 차량
운행 등에 의한 토양이 굳어서 단단해질 경우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측면에서 잔디광장의 경우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심토층 배수를 계획하고 우수
활용을 통한 관수시설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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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피․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4)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여건을 파악한다.
(5) 지피 및 초화류는 각 식물의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의 반영을 검토한다.
(6)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년생 지피 초화류와 자생식물의 지피류를 활용한다.
(7)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식재적합성 여부 판정과 생육적온, 식재한계선을 조사한다.
5) 비탈면 녹화
(1) 가급적 비탈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비탈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일정높이에
소단을 조성하여 비탈면을 안정화 시키고 소단에 관목 위주의 식재를 하도록 하며,
친환경적인 녹화공법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와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이 조성되도록 한다.
(3) 비탈면의 토질과 환경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수종으로 선정하되 주변식생을 반영한
자생초화류 위주의 녹화초종을 선정한다.
(4)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향상을 목표로 설계한다.
(5)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어깨 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 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검토 반영한다.
(6) 적정한 시공법과 시공시기, 이상기상, 유지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6) 벽면녹화
(1) 단지외곽 담장이나 방음벽, 석축, 옹벽, 장식벽, 돌담, 지하주차장 노출벽면이나 출입구
등을 우선 녹화한다.
(2) 넓은 벽면을 피복하는 경우, 다양한 경관 및 단일수종 식재로 인한 병충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수종을 3종 이상 혼합하여 식재하되 주된 수종은 전면 피복하고
보조수종으로 일정 간격(10～15㎝)으로 이격한다.
(3) 벽면녹화는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담쟁이, 줄사철 등을 혼합 식재한다.
(4)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식수대의 형태, 규모, 재료 등을 선정해 식물생육의 최소유효토심을
확보한다.
7) 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1) 기존 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
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해당

169

토심에 적합한 식물종을 선정한다.
(3) 옥상 및 인공지반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옥상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근조치 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불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화부의 가장자리에 폭
40㎝ 내외의 배수로를 별도로 고려한다.
(6) 이용 요구가 전제되는 옥상조경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고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며,
폭풍발생 등을 대비한 안전시설을 계획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7) 옥상 유지관리매뉴얼을 작성한다.
7) 수목이식
(1)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2) 이식 대상 수목은 기본계획 식생 분석자료와 현지조사에 의해 선정한다.
(3)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해서 결정한다.
(4)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수목종류에 따라 설계시 근원
직경과 흉고직경을 달리 적용한다.
(5)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8) 가로수 식재 설계
(1)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전문시방서, 지침을 준수하고, 보도의 폭, 지구
지정 등에 따른 가로수 식재 위치, 규격 등을 검토 한다.
(2) 설계시에는 보도 유효폭에 따라 보행동선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로등과 간섭을
최소화 하도록 지하고 등을 검토 반영한다.
(3) 노선, 가로유형, 내공해성 등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고 가로수 배치간격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한다.

12. 건축설계
1) 배치계획에 관한사항
배드민턴장 등 건축물 배치계획은 공원조성계획된 형태 및 재료를 유지하면서 건축물과
공원간 조화롭게 구성토록 한다.
2) 입면계획에 관한 사항
(1) 건물의 외부는 창조적이고 이상적인 공간구성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내부는 채광 및 에너지 절감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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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내․외부 시설안내 sign 및 색채계획은 서울특별시 디자인본부에서 수립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다.
3) 평면계획에 관한 사항
(1) 평면계획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시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내부 칸막이 조정 등
각 실을 특성에 맞게 계획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실 (1층에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원내 모니터링과 사무가 가능토록 계획) 및 창고
② 대기실 (휴게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③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은 1층에 설치, 샤워시설 포함)
(2) 각 동선은 가급적 짧게 또는 서로 교차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평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5) 화장실은 남자와 여자를 분리하고, 변기수 등 세부 화장실 시설은 서울특별시 여행 화장실
기준을 적용하고, 샤워실은 공간효율성을 위하여 가능한 화장실 내에 적정면적으로 배치한다.
4) 구조계획에 관한 사항
구조안전은 건축구조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다.
5) 건축설계 세부 계획
(1) 채광 및 환기
① 채광 및 환기는 건축법상 규정되어 있는 면적 이상으로 계획하고, 각 실이 자연채광
및 환기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인공조명 및 공조설비를 갖추도록 계획한다.
② 강제 환기시에는 환기탑 또는 환기구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기계설비
①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②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시스템에어컨 등)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한다.
③ H.V.A.C. 설비
- 주요장비 및 자재는 신기술, 중소기업우수, 친환경인증, 고효율인증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의 최고등급(1등급) 수준을 적용하여 냉․난방 시스템을 설계함을 원칙
으로 하며,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한다.
-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ㆍ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하게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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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생설비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⑤ 도면 및 성과품
- 공원 유지용수 관련도면은 조경분야에, 건물 내 기계설비 도면은 건축분야에 작성한다.
(3) 전기설비
①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하여야 한다.
③ 조명설비공사
-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방폭 등을 고려한다.
-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한다.
④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한다.
- 용도에 적합한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하여 설계)
⑤ 소방설비공사
- 소방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도모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
①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방범, 보안에 대하여 고려한다.
③ 장래 시설확장에 대하여 고려한다.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한다.
- 통합배선 구성방식 및 전화/LAN 수구 적정수량을 검토한다.
- MDF/IDF 위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한다.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한다.
④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한다.
- CATV설비, 위성방송설비를 검토한다.
⑤ 통합접지공사
- 접지규모를 검토한다.
- 관련법규 및 기준에 적합한 통신접지공사가 되도록 설계한다.
(5) 기타사항
① 본 설계에 사용하는 자재는 친환경 인증 건축자재로서 경제성, 이용성, 내구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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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내부 공간계획은 사용자의 동선이 명확하여야 하며,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 활동의 특성에 따른 소요공간이 되도록 설계 방안을 제시한다.
③ 지붕 및 캐노피는 설해를 고려하고, 원칙적으로 빙설이 녹아떨어지지 않는 형상으로의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④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⑤ 외부바닥, 현관입구, 경사로 등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⑥ 배드민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등 부대시설(관람석 포함)의
설치 여부를 과업내용에 포함한다.
⑦ 서울특별시 중점 추진사항인 여행주차장, 여성공원, 여성 길 등 여성행복프로젝트
내용을 과업내용에 추가한다.
⑧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를 과업내용에 포함한다.

13. 구조물설계
1)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한다.
2) 구조물 설계방법은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3) 구조물의 규모가 큰 경우 심리적 압도감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다수의 소단으로 분절하여
소단에 식재를 도입하여 구조물로 인한 딱딱한 분위기를 줄이도록 한다.
4) 구조적 안정을 요하는 시설은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강도(fck)를 표기하고, 각종 강도의 단위를 SI단위로 한다.
7) 옹벽 상단에는 보행자 추락방지 시설 및 옹벽 전개도를 작성한다.
8) 계측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한다.
(2) 지반조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3)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4) 계측과 병행하여 지표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14. 시설물설계
1) 기본방향
(1) 시설물은 적절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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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에는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3)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4)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5) 공원의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설계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6)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진입로 및 주차장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조경시설
(1) 생태계류
① 대상지의 지형, 수리․수문, 토지이용 및 주변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형적
잠재력(자연수로)을 최대한 고려하고 지형에 순응될 수 있는 빗물등 자연수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② 수질보전과 수원확보를 위한 수리계획을 수립한다.
③ 수질정화기능뿐만 아니라, 생물서식처의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다.
④ 호안, 웅덩이, 여울, 방수여부, 식생도입, 식재기반조성, 주변 자연생태적 경관 및 특성,
환경공학적 측면 등 종합적 구성체계를 도모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산책로
① 산책로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② 기존 지형을 활용한 노선의 선택, 자연적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되 인위적 시설은 최소화 한다.
③ 산책로 설계시 측면 벽면의 표면배수를 고려하고, 종단 선형에 따라 자연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한다.
④ 산책로의 경사, 포장의 재료는 안전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반드시 반영한다.
⑤ 산책로의 폭은 1.5～2M을 유지해야 하며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자연적인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⑥ 이미 자연적으로 개설된 산책로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용빈도가 적거나 산책로로
인하여 주변의 훼손이 매우 우려되는 산책로는 복원하여 폐쇄하고, 개설시 기존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한다.
⑦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⑧ 기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3) 휴양시설
(1)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행태, 동선,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위치를 계획한다.
(2) 휴게소, 벤치, 파고라 등은 점경물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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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휴게소는 피난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4) 최소량을 설치 한 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5) 휴양시설은 공원 및 시설물에 어울리고 통일성 있는 친환경소재를 검토한다.
4) 편익시설
(1) 편익시설의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 시설의 안전성, 설비 조건 등을 고려한다.
(2) 규모 결정시는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3) 장애인주차장은 설치기준 및 규격 등 관련법규에 맞게 설치하고 출입구는 공원입구와
연접시켜 편의성을 도모한다.
(4) 화장실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도입하고 여행화장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서울
특별시 디자인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5) 음수대는 이용자 동선, 행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편의성과 관리적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선택한다.
5) 운동시설
(1) 실내배드민턴장의 규모, 시설기준 등은 관련 협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2) 기존 산책로는 폭 1.5～2m를 확보한다.
(3) 운동시설은 기본계획에 기 계획된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규시설을 도입하되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람 및 휴식이 가능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5) 운동시설의 배치시 고려사항
①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경기조건
②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③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④ 주위 경관과의 조화
⑤ 시설의 유지관리
(6) 야간조명은 운동시설 운용 계획에 의거 시설별 조명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 설계한다.
(7) 경관을 고려하여 운동시설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6) 안내표지시설
(1)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유도시스템, 안내시스템, 해설시스템, 교통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고 CI개념도입과 설계에 필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2)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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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종 시설안내판의 디자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서울특별시 표준공원안내체계 개선
계획」을 CI개념으로 발전시켜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표지는
영문병기를 고려하고 영문병기 시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5)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7) 관리시설
(1) 관리시설의 위치 결정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 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 지질, 토양 등), 시설의 안정성, 설비조건 등을 고려한다.
(2) 관리시설의 규모결정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한다.
(3) 시설의 내용결정시 기능상의 효율성, 시설규모와의 관련성, 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4) 조경공간의 관리시설은 집중적인 이용을 수반하므로 비바람에 노출된 조건을 고려한다.
(5) 우천시 발생되는 서비스 시설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5. 빗물침투 등
1)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지표기울기에 따른다.
2) 유속의 표준은 분류식 하수도의 오수관거에서는 0.6~3.0m/sec로, 우수관거 및 합류식 관거
에서는 0.8~3.0m/sec이다. 이상적인 유속은 1.0~1.8m/sec로 한다.
3) 관거 이외의 배수시설의 기울기는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배수구가 충분한
평활면의 U형 측구일 때는 0.2% 정도까지 완만하게 할 수 있다.
4) 잔디도랑과 자갈도랑 등 선형 침투시설의 기울기는 빗물침투를 촉진할 수 있도록 0.2% 정도로
완만하게 한다.
5) 녹지의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식재수목에 토양수분이 적정량 공급되도록 부지조성
공사를 포함한 조성계획에서 검토해야 한다.
6) 빗물침투시설은 투수성과 강도시험 등 성능이 안정된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7) 빗물침투시설의 구조는 빗물의 저장기능과 침투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그 기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사 등의 유입에 의한 막힘과 퇴적에 대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8) 관거는 외압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 및 재질을 사용하고, 관은 유량 수질 매설장소의
상황 외압 접합방법 강도 형상 공사비 및 유지관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9) 빗물침투시설과 배수시설은 지표수나 지하수에 의하여 조경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기초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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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력이 약해지거나 침식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하수 함양을 통해 물순환체계를 복원하며,
지하수 배제를 통하여 식물의 생육에 적정한 토양 중의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6. 급․관수설계
1) 관수시설은 효과적인 관수를 위하여 관수설비 및 관련 설계요소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2) 관수시설은 가압시설, 필터장치, 살수장치, 제어장치 등이 포함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유지관리 및 점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4) 녹지의 면적, 식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팝업 스프레이 등을 설치한다.
5) 사용용수는 상수와 우수 등을 사용하며, 우수를 사용하더라도 우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우수 사용시 필터장치를 설치하여 살수노즐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7) 에너지의 효율성을 고려하고, 조성 후 유지 및 운영단계에서 과도한 에너지(전기 등)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최대한 지양한다.
8)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9) 원활한 급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고, 용량에 맞는 저류조를 설치한다.
10) 가압배관에 일정한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가압펌프와 바이패스(by pass), 워터디텍터
(water detector)를 설치하여 자동급수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1) 강우 및 바람의 영향을 대비하여 강우량센서 및 풍속 풍향센서를 설치한다.
12) 메인 배관에는 배수밸브와 자동에어벤트를 적절히 설치하여 동파를 방지하고, 용수의 흐름이 원활토록 한다.
13) 상수도 수도본관은 도, 군, 시, 구, 조합, 사설 등 관리주체가 다르고, 각각의 조례,
규칙에 따라 관리되므로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각 관리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급수원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수방식을 결정한다.
14) 수도본관의 매설위치, 관경, 관종 및 수압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절기에 수압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 유의한다.
15) 취수가능한 수량, 관경을 검토한다.
16) 설계, 시공상의 주의, 사용재료의 지정, 재료의 검사 및 공사지정업자의 유무를 검토한다.
17) 수도본관의 포설 혹은 분지관에 대한 분담금의 유무를 검토한다.
18) 부지부근에 수도본관이 조사시점에 포설되어 있지 않았을 때 가까운 장래에 포설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사한다.
19) 도로굴착의 가부, 교통사정, 굴착복구의 추정 등을 조사한다.
20) 우물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① 지하수를 사용할 때 부근에 우물이 있는 경우의 용수량, 수질, 수온 및 동수면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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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양수 규제의 유무)
② 하천 호소 등의 채수 가능성, 수리전의 관계, 채수방법
③ 중수(공업용수, 하수고차 처리수 등)를 사용하는 경우의 본관 포설위치 등

17. 배수설계
1)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2) 계획홍수량은 유역면적 등 유역 특성에 따라 합리식, 유역추적법, 합성단위도법, 동수
역학적 추적법(운동파 방정식을 채택한 분포형 모형 등) 등에 의해 산정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왕의 홍수량이나 침수위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매개변수의 보정과 검정을 최대한 수행한다.
3) 강우의 지속기간은 배수 시스템에 최대의 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기간을 적용한다.
4) 강우의 시간분포형으로는 지속기간별 강우강도의 반영이 정확한 교호블록형 분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초기강우손실이 과대하여 홍수량이 과소하게 산정
되는 1분위나 2분위는 채택하지 않는다. Huff 분포 적용시에는 우량주상도의 15분, 30분,
60분 최대 강우강도를 6)항에서 제시한 강우강도식에서 구한 강우강도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확인 후 적용한다(최종 채택한 우량주상도는 그림과 표로 제시한다).
5) 유출계수는 서울시에서 제시한 값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우수유출량 산정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925.16

t + 2.4580

- 13.5 ,

강우강도 77.2 mm/hr

․ 간선관거
확률년수 : 30년, 강우강도식 :

1, 259.4

t + 3.0380

- 22.5 ,

강우강도 94.3 mm/hr

7) 우리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 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본선 횡단 배수관의 최소규격은 ø800mm이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9) 배수암거의 유송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시에는 침식 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10)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11) 유역면적은 축척 1/3,000 또는 1/1,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12)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경사를 유지토록 설계한다.
13)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14)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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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 상세한 설
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6)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7)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18)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의 상세도면 및 암거의 사각부 보강철근 상세도를 작성하고,
물량은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19)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20) 빗물받이 등 연결관의 접합부는 가능한 지관 및 가지달린관(접속흄관)을 사용하여 시공
하고, 천공기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에는 정밀하게 천공 후 단지관(Saddle)을 사용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하고 철저히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1) 천공기는 연결관의 외경보다 큰 구경을 사용하여 연결관이 하수도 본관 천공 내벽까지
삽입되도록 한다.
22)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공원 전 지역 뿐만 아니라 공원 외 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우수 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한다.
23) 건축물 등에서 발생되는 유출 지하수는 인근 하천 유지용수, 조경용수, 건물청소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활용하여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를 낭비(하수관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8. 기계설비 설계
1) 기본지침
(1) 전기실 및 통신실 등 누수에 의한 피해가 있는 실에는 가능한 배관설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2) 화장실은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변기와 세면대를 충분히 설치하고 동절기에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 및 난방시설을 설치한다.
(3) 설비분야 부하계산서 및 장비 용량 산출서를 제출한다.
(4) 건축물 에어컨 실외기 및 가스 배출구 등 외부 돌출 시설은 배기가스가 직접적으로 수목에
닿지 않도록 계획하고 주변 경관 저해 방지를 위해 주변을 수목, 목재그릴 등으로 차폐한다.
2) 설계지침
(1) 냉, 난방 및 열원설비
① 에너지절약형 SYSTEM 및 유지관리가 효율적이고 조작이 간편한 구조로 설계한다.
② 각 실 기능 및 냉난방부하특성을 고려한 Zone등을 구획하여 경제적인 유지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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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계획한다.
③ 장비류는 대수분할(에너지절약)하여 부분 부하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④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검토 선정한다.
⑤ 모든 건축물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한다.
⑥ 각 실의 기능 및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부하용량을 산출한다.
⑦ 서울특별시 친환경정책 등 적용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설비 계획을 적극 검토한다.
⑧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태양열 및 태양광 등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이용시설(급수시설, 조명시설 등)설치를 검토한다.
(2) 공기조화설비
① 24시간 공조, 시간외 공조공간 설정 등 각 실의 기능, 용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한
공조구획 및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② 부하변동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있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한다.
(3) 환기설비
① 환기설비는 건물의 각 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고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 제어가 가능하도록 회전속도 제어방법을 채택하거나 덕트 분기부에 풍량조절
댐퍼 설치를 고려한다.
② 열 발생원이나 공기오염원이 집중되는 곳은 별도의 국부 배기방식을 채택한다.
(4) 위생설비
① 급수설비는 공급과 유지관리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급수관 인입은 사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와 협의하여 인입위치 및 구경 등을 결정한다.
③ 급수, 급탕, 위생 설비기구는 절수형 기기를 설치한다.
④ 에너지 절약적인 급수 공급방식을 채택한다.(상수도는 자연수압을 이용 안정적 급수가
가능한 층까지 직수사용, 기타 층은 가압급수(부스터펌프) 및 급수 저수조 설치)
⑤ 보일러 급수 및 냉동기용 냉각수는 수처리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⑥ 수돗물의 절약을 위하여 중수도 설비의 채택을 고려한다.
⑦ 저수조(고가 수조 포함)는 수도법의 저수조 설치 기준에 따른다.
⑧ 배수 계통은 관내의 공기 유통을 원활히 하여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배수 계통내의 환기를 위하여 통기관을 설치한다.
⑨ 배수 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우수는 분뇨 정화조 계통의 오수관 또는 분류식의 오수관에 배수시켜서는 안된다.
(5) 오수정화설비
① 오수정화조의 설치는 관련법규와 에너지절약(전기), 환기,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하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분뇨 정화조(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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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방식) 또는 오수 정화 시설(합병 처리 방식)을 설치하여 적정한 방류 수질과
정화 설비의 성능을 갖도록 한다.
③ 처리 대상 인원의 산정은 KSF 1507 건축 용도별 오수 정화 시설의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에 의한다.
④ 요구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주변 주민, 유지 관리자의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
(6) 소방설비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을 기준으로 계획 설계한다.
② 소방시설은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7) 기타
① 공원유지용수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필요시 상수도와 겸용하여 공급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공원유지용수 공급계획 및 수질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방안을 제시한다.
③ 우수를 공원유지용수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활용계획을
검토 반영한다.
④ 서울특별시 수질관리기준에 의거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9. 전기․통신설비 설계
1) 기본원칙
(1)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관리사무소, 실내배드민턴장 등)에 시설하는 전기 및 통신시설은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의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서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각 설비별 에너지절감대책 및 안전․신뢰성이 높은 설비로 구성
② 전기분야 기구 등의 선정 및 디자인 계획 등을 건축설계와 부합
③ 공원의 야간이용에 필요한 공원등 등 총 전력부하를 산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전설비
(수전전압, 수전방식) 계획
④ 기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작성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를 반영하고 공원등 분
전반의 경우에는 도로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반영
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작성시 서울특별시 도로 기전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반영
⑥ 공원 등기구는 과업의 기본방향에서 제시된 주변 수목 및 공원분위기에 맞는 광원과
등기구가 선정되어야 하고, 야간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되 불
필요한 곳에 빛이 확산되는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광 계획
⑦ 공원등, 분전함 등은 서울특별시에서 지정한 서울색으로 색채계획
(2) 공원내 각종 전기설비는 유지관리비 최소화와 자연친화적이면서 능률성과 경제성이
제고될 수 있는 기법을 도입하여 설계한다.
(3) 이 용역에 사용되는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은 KS C IEC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 규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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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을 적용하여야 하며 규격 결정시에는 허용전류, 단락전류 및 전압강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다.
(4) 공원의 조명은 친환경적인 태양광전지 보안등이나 LED보안등 설치를 검토한다.
2) 전기설계
(1) 동력 및 조명의 전력간선설비
① 전력인입계획 및 경로, 배전, 포설방식 및 옥내의 관로 구분 등
② 사용전류의 허용전류 및 전압강하계산에 의한 선정 등
③ 전력간선, 수배전반 및 분전반 계통도 및 배치도 추가
(2) 동력인입 및 부하설비
① 동력제어반은 각 부하 유니트별 인출형의 것으로 각 기계실별 설치
② 자동 및 수동조작 가능, 기계설비 자동제어시스템과 상호 연동 가능
③ 동력제어반 형태 및 구성, 기동전류 및 기동방식, 역률보상방법 및 계통 검토와 냉
난방, 공조, 환기, 급배수, 오수, 설비부하 등
(3) 조명 및 전열설비
① 적정 조도계산에 의한 각 실별 등수, 등종 결정 및 가급적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절감과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② 각 분야별 분기회로별 총 부하용량을 계산한다.
③ 공원등의 배선은 격등이 가능토록 구성하고 주변지역 빛공해 방지 및 점멸은 자․수동
가능토록 설계한다.
④ 공원조명기구는 유지관리 및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⑤ 경관조명 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 시뮬레이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시민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⑥ 장비의 조작이 필요한 중요한 장소(관리실 등)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정전 시 즉시
점등될 수 있는 DC 비상조명 설비를 별도로 계획한다.
⑦ 모든 전등회로에는 접지용 전선을 시설하고 조명기구와 안정기는 접지가 되도록 계획한다.
⑧ 옥외조명의 접지는 개별접지와 더불어 외등 점멸 ZONE별로 연접 접지가 병행설치
되도록 계획한다.
(4) 공원등 분전반 설비
① 공원등 분전반에는 분기회로별로 인체 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를 계획하고, 기준치
이하의 전압강하와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이 없도록 분기회로 연장을 계획한다.
② 배전전압은 단상 220V로 계획한다.
(5) 접지 설비
① 분전반 외함, 공원등주, 조명탑 등 금속재 구조물은 접지저항이 100Ω 이하가 되도록
접지시공을 계획한다.
② 분전반 모선측에는 저압 피뢰기를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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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설비설계
(1) 통신설비(전화)
① 국선 및 내선의 회선수, 케이블 규격 및 단자반 사이 예비배관 검토
② 전력선과의 법적이격 및 사무실용도에 맞게 벽부형 또는 바닥형 수구 설치, 옥내외
공중전화 필요 개소 및 대수 결정 등
(2) 통신설비(방송)
① 공원내 방송시설은 관리실동에 앰프를 설치하여 일반 및 비상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옥외형 Column 스피커를 사용하여 공원등주에 부착한다.
4) 기타
(1) 허용전류․전압강하․부하․고장전류․접지저항․조도 계산서 및 보호계전기 계산서(협조곡선)를
용역보고서에 첨부한다.
(2) 피뢰 및 접지설비(접지종별 접지개소, 현장의 대지저항률, 통신 및 OS기기, 공용 접지와
단독 접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를 고려하여 낙뢰로부터 건물인원 및 장비보호를 검토한다.
(3) 지반 및 지질조사시 대지저항률을 용역보고서에 첨부하고 대지저항률을 고려하여 피뢰
및 접지설비 검토한다.
(4) TV공청 설비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20. 유지관리계획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주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21.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지반굴착 및 흙막이공법 적용구간 안전대책
2)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3)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4)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22. 공사 실명제
공사 실명제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1) 공사 준공표지판 부착
2) 건설공사 시공 관리대장 작성(디스켓 또는 CD)
3) 주요 공정마다 감독관이 입회한 사진촬영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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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용자재는 녹색제품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제도”를 설계에 반영한다.

25.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구분
1) 설계보고서
2) 설계보고서 별책부록(토양조사, 표토보존, 지장수목 처리, 생태적 사면처리 등)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유지관리 지침서
8)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9) 조감도
10) 기타

2. 성과품의 내용
1) 설계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지형 및 경관분석,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토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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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환경영향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기타)
(8) 계 획
① 전 단계 성과검토
②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수리수문검토 등(필요시)
③ 구조물 계획
④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⑤ 관계기관 협의
⑥ 민원검토(필요시)
⑦ 기타
(9) 상세설계
① 일반사항
지형설계, 기초설계, 토목설계, 포장설계, 식재지반설계, 식재설계, 건축설계, 구조물설계,
시설물설계, 급․관수설계, 배수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통신설비설계, 유지관리계획 등
② 주요 상세
- 토목분야 : 구조 및 수리계산서(구조 단면결정 계산 및 사유,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건축분야 : 구조계획서(설계구조기준,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구조의 형식선정,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구조, 지붕구조, 구조계산서, 각부 짐
무게 계산, 기타 필요사항), 구조안전확인서
- 조

경 : 수종 선정기준, 생태적 기준, 방위, 주변지형, 지물 등

- 기계설비 :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등), 상․하수도 연결관계, 정화조,
배수계획, 소화,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사항, 옥외공동구 관리 등
- 전

기 : 각종설비(전력, 통신, 소방, 계장, 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 등의 설비에
대한 설명)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 조도기준, 조도계산서,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전화, 방재,
방송설비 등의 산출서, 전압강하 계산식 등

(10) 사업비 분석(공사개요, 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각종 설계자문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승인된 설계VE 제안 반영 내용 등)
2) 설계보고서 별책부록
(1) 토양조사보고서
개요, 토양의 특성, 토양개선방안, 토양도
(2)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서
개요, 표토의 특성, 표토의 보존 및 처리계획
(3) 지장 수목 처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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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식생현황, 지장수목 처리계획
(4) 생태적 사면처리에 관한 조치계획서
① 개요
② 현황
③ 대안의 검토-공법의 비교
④ 사면조치계획서
3) 구조․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① 개

요

② 구조계획도
③ 설계조건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④ 주요 구조계산(개요,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 안정검토)
(2) 수리계산
① 유역도
② 수리계산(설계빈도, 강우강도, 단면상수, 유역면적, 계수결정, 유량검토 등)
4) 설계 예산서 작성
(1)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공사수량,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① 총괄 자재집계표 및 수량집계표
② 공종별 수량집계표 및 자재집계표
③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④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⑤ 기타
5) 설계도면 작성
(1) 표지, 목차
(2) 위치도
(3) 수목 및 시설물 총괄표
(4) 종합계획도
(5) 현황도(기존수목 및 기존시설물)
(6) 부지정지계획 평면도
(7) 주요 종․평면도
(8) 부지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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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계획평면도(전체, 부분평면도)
(10) 구조물(배치도,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환경조형시설 등))
(11) 시설물(배치도, 상세도)
(12) 식재(수목총괄표,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상세도, 배식입․단면도)
(13) 포장(평면도, 포장패턴 및 상세도)
(14) 건축(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마감재료표, 구조물 평면도, 배근도, 전기설비도)
(15) 배수 및 관수시설(배수 및 관수시설 계획평면도, 상수계획 평면도, 구조물상세도)
(16) 우수․배수(평면도, 배수계통도, 구조물상세도)
(17) 전기 및 통신(범례 및 주기사항, 평면도, 조명기구 및 통신기구 상세도, 각부 전기 평면도,
전력간선 계통도 및 평면배치도, 접지 계통도)
- 기계설비(계획도, 계통도, 평면도, 상세도)
- 가시설물도 및 상세도(옹벽 등 구조물 설치시)
6) 공사시방서 작성
(1) 총 칙

(2) 정지

(3) 관수 및 배수

(4) 조경구조물

(5) 조경포장

(6) 식재

(7) 잔디

(8) 비탈면녹화

(9) 생태복원

(10) 인공지반 조경 (11) 조경석

(13) 수경시설

(14) 옥외시설물

(16) 기타공사

(17) 유지관리

(12) 유희시설

(15)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7)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실시설계 사후평가표(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1)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2)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추 정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년
○○개월

사업수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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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종합사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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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 보고서
(1) 설계보고서에는 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등 각종 조사사항 내용기재, 설계기준,
세부시행계획, 공정계획,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2) 각종 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
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3) 토양조사,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지장수목 처리계획,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4)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5)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수록한다.
(6) 기본계획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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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에 유리한 공사발주 형태(턴키, 대안, 기타공사 등)의 장․단점을
검토․분석한다.
2)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
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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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13)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4) 수량산출서는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15)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7) 공사 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설계도면
(1) 도면의 작성
① 표준도의 작성
- 표준단면도는 도로, 옹벽,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평면도 작성
- 도로부지선을 표시하고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 형식, 규격 등을 기입하며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③ 종단면도 작성
-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종단경사, 곡선반경, 편경사 등을 기입한다.
- 종단면상에 보링주상도를 기입한다.
④ 횡단면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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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목을
하고 남은 나무뿌리부분(밑둥) 제거(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⑤ 구조물도 작성
-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등 각종 구조물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 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 규격을 제시하고 동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게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⑥ 전기시설도면
- 배관도, 등주의 위치, 수전반 위치 및 배선도, 등주, 등기구 등을 상세하게 작도한다.
- 입체시설의 배관도, 조명등 위치, 등기구, 전원함 및 설치위치, 배관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 변전실, 전기실, 자동제어 평면도, 장비계통도, 전기실 기기배치 및 전등 전열 설비
계획, 전등계획, 소화기 설치계획, 라디오 재방송 설비, 가로등 상세, 조명기구 등의
상세도를 작성한다.
- 필요시 빛 공해 및 안전조도 확보를 위해 경관조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한다.
⑦ 기계시설 도면
지하차도의 장비 일람표, 소화기함 설치 평면 및 상세도, 배수배관 평면 및 단면도,
펌프 및 파이프 슬리브 상세도 등을 작성한다.
⑧ 가시설도 및 상세도
- 옹벽 등 구조물설치에 필요한 가시설 도면 및 상세도
- 거푸집 설치도 및 상세도
- 기타 가시설에 필요한 도면
⑨ 교통처리계획도
- 시공시 기존도로 및 가도 등의 교통처리계획도
- 시공 완료후 본 구간 및 연결구간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 및 시설도(신호등, 표지판 등)
- 보행자 이용도로 계획도
-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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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지장물도 작성
-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한다.
-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조경, 토목, 건축, 전기, 기계 등으로 설계도를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되, 전체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황도, 종합계획도 등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 작성한다.
(2) 도면 작성시 유의사항
①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
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⑦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⑧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⑨ 모든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백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 가능하여야 한다..
⑩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
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⑪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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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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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조경편)”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5) 유지관리 지침서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계절별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6) 용지도․지장물 조서 및 인․허가 서류
(1)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①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한다.
②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2)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 작성
① 과업대상지내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②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관련 서류 작성
7) 조감도 작성
필요시 설계 자문과 기술심의 등을 위한 조감도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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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감도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작성한다.
(2) 조감도는 A0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조감도 작성을 위한 항공촬영시에는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성과품 납품수량
(1) 건설기술심의용 자료 납품(기본설계 완료시)
납

품

목

록

수량(부)

․ 종합보고서

15

․ 요약보고서

15

․ 기존 시설물 현황도

10

․ 설계도면

10

․ 설계 예산서(개략설계 내역서)

10

․ 각종 조사 보고서 및 구조․수리계산서

10

․ CD

비

고

5

※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 부수 변경 가능

(2)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
납

품

목

록

수량(부)

․ 설계 보고서

15

․ 요약 보고서

10

․ 조감도(A1)

2

․ 지반조사 보고서
․ 설계예산서
(조경,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비

고

10
설계내역서

10

설계단가산출서

10

설계수량산출서

10

․ 설계도면(A3)

10

․ 공사시방서(공통, 토목, 조경,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 폐기물)

10

․ 지장물도(A3)

10

․ 측량원도 및 야장

1

․ 용지도 및 용지조서(지장물 포함)

1

․ 유지관리지침서
․ CD
․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설명서 포함
반책, CAD FILE

CAD FILE

10
5
10

․ 현황조사 사진첩

1

․ 인허가 및 심의 서류, 도서

1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

(1)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2) CD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 보고서, 측량도면 등은 관련 책임기술자(기술사 등)가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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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①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
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②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한다.
(3)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이 수반되어 사업시행이 늦어질 경우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요구 시기에 맞추어 관련 도서 등을
납품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 중 설계내역서는 사업연도가 변동되어 단가 등이 달라질 경우 변동된
단가에 맞게 재작성 후 납품하여야 한다.(준공 후 2년까지)
(5) 공원조성사업 시행시(공사시) 및 완료시까지 시공업체의 자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성과품의 인쇄용지는 친환경상품으로 한다.
2)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개략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종합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고로 한 문헌을 수록하고 관련학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194

1.3 설계공모(예시)

예시 1.2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0 – 000호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설계공모
우리시에서는 ○○구 ○○동 ○○일대 ○○정수장 부지 및 주변지역을 서남권역 대표적인
테마․체험형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설계공모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

2. 사업시행기관 : 서울특별시장
3. 사업 개요
가. 위

치 : 서울시 ○○구 ○○동 ○○일대

나. 면

적 : ○○,○○○㎡

다. 사업내용 : ○○정수장 부지 및 인접지의 환경테마형 공원조성
라. 추정공사비 : 000백만원(부가세 포함)
마. 추정설계비 : 000백만원(부가세 포함)
바.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공휴일 포함)
사. 예정공사기간 : 2000. 00 ～ 2000. 00(계약일로부터 00개월)

4. 설계공모의 목적 등
가. 설계공모의 목적
: ○○정수장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테마형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우수한 기본계획(안)을 선정하고,
이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공원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원으로 제공
나.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 기존 정수시설 및 기반시설과 울창한 숲, 연못을 최대한 활용한 자원재활용,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
○ 인공연못의 생태기능과 호수 주변의 시민 휴식기능 강화
○ 장기적으로 온수자연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이동로(생태육교)를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동선
체계 개선 및 녹지벨트 구축
5.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6. 응모자격
가. 아래의 ①항 및 ②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분야)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분야)에 대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중인
등록업체 또는 「건축사법시행령」제21조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무 수행을 계약한 자
나. “가”항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경기술사를 보유한 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 위의 자격자 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개인, 법인, 외국인 포함)는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응모할 수 있음.
7. 공모일정 및 방법
- 2000. 00. 00 ································································· 설계공모 공고
- 2000. 00. 00 ～ 00. 00 (09:00~18:00) ·············· 응모신청서 등록 및 지침서 교부
- 2000. 00. 00 (00:00) ················································· 현장설명회(○○정수장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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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0. 00 ～ 00. 00 ·············································· 질의기간
- 2000. 00. 00 ································································· 질의회신
- 2000. 00. 00 ～ 00. 00 (09:00~18:00) ·············· 응모작품 접수
- 2000. 00. 00 ································································· 심사위원 선정
- 2000. 00. 00 ································································· 응모작품 심사(예정)
- 2000. 00. 00 ································································· 당선작 발표(예정)
- 2000. 00. 00 ～ 00. 00 ············································ 낙선작 반환(예정)
※ 상기 일정 변경시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E-mail로 별도통지

8. 응모신청서 등록
가. 일

시 : 20000 00. 00(월) ～ 00(화) 09:00～18: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관 1동 ○○층 (○○과)

다. 방

법

① 다음 “라”목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②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함
라. 등록시 구비서류
① 응모신청서 1부(서식1)
- 공동 응모시 : 설계공모 참여자명단(서식2),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3),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1부(서식4)
② 응모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등 사본

9. 현장설명
가. 일

시 : 2000. 00. 00.(수) 10:00

나. 장

소 : ○○구 ○○동 ○○일대 ○○정수장

10.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 : 2000. 00. 00 ~ 2000. 00. 00
나. 질의방법 : 질의기간 내 따로붙임 “서식”에 의한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글쓰기로 질의
(제목은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_질의서 제출”로 기재)
다. 유의사항 :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197

반드시 기재
라. 응답방법 : 2000. 00. 00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에 일괄 기재(별도의 서면회신 갈음)
11. 공모작품 접수
가. 일

시 : 2000. 00. 00(화) ~ 0. 00(수) 09:00~18:0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층)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2호선 시청역 12번 출구)〕

다. 접수방법 : 공모작품 제출도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제출
라. 제출 도서 :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설계도판 A1

: 1매

◦ 설계설명서

: 20부 (A4 20쪽 이내)

◦ CD 자료(모든 제출도서 내용 수록) : 1점
※ 공모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음

12. 당선작 선정 및 시상
가. 선정방법 : 우리시에서 별도의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선정
나. 심사방법
○ 채점방식 : 항목별 구분평가 /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 선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개념적 측면

‧ 생활권 주변 공원의 개념
‧ 역사성 및 공원녹지체계의 위상

○○

형태적 측면

‧ 표현의 독창성
‧ 심리적 조형성과 주변환경의 연계성

○○

기능적 측면

‧
‧
‧
‧

○○

환경적 측면

‧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 조성
‧ 경관 생태학적 연관성 및 녹지축의 네트워크화

○○

기

‧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

○○

타

접근성을 포함한 배치계획의 적합성
기존 자원의 재활용 적합성
공간활용의 효율성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평가
방식

상대
평가

○ 평가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 산출평균값으로 결정하되 고득점자순으로 함
○ 제출도서의 규격 위반시나 불필요한 모형 등 자료 제출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항목별 세부사항의 적정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토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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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사결과 발표 :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 및 개별 전화통지
라. 시상계획 : 당선작 3점 이내
○ 최우수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권 부여
○ 우수작 1점 : 상금 ○백만원
○ 가작 1점

: 상금 ○백만원

※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거나 선정 작품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이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응모하여 당선되었을 경우 입상을
무효로 할 수 있음
마. 출품작 전시 및 반환
○ 심사 후 응모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전시할 수 있음
○ 입선작품을 제외한 응모 설계도서는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단, 기한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작품은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분 가능함

13.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작품 중 입상작의 저작권은 우리시에 귀속됨
나. 최우수작 당선자는 심사위원회 및 발주기관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기본계획
(안)을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하거나 서울특별시 ○○국 ○○과 ○○○팀
(☎02-○○○-○○○○, 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 설계공모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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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SUMMARY)

A. PROJECT TITLE : BASIC DESIGN FOR THE CONSTRUCTION
OF "○○ PURIFICATION PLANT PARK PLAN "
- CONSTRUCTION AREA : ABOUT ○○○㎡

B. TIME-LIMIT FOR DISTRIBUTION OF APPLICATION FORMS :
○○am~○○pm, MAY ○○(MON) ～ ○○(○○○), 2○○○

C. DATE OF PRESENTATION : ○○am, MAY ○○(○○○), 2○○○

D. TIME-LIMIT FOR REGISTRATION FOR ENTRY :
○○am~○○pm, MAY ○○(○○○) ～ ○○(○○○), 2○○○

E. PROJECT PERIOD : 2○○○. ○○. ○○ ～ 2○○○. ○○. ○○

F. FOR MORE INFORMATION :
- TEL : 82 - 2 - ○○○○ - ○○○○
- FAX : 82 - 2 - ○○○○ - ○○○○
-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10, SEJONG-DAERO, CHUNG-GU, KOREA

○○○공원조성공사 설계 공모

설계공모 지침서

20○○. ○○.

주

관 :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과
연 락 처 : 우편번호 100-00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신청사 ○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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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의 배경
❍ 기존 정수시설과 주변 자연환경, 토지이용 및 시민수요 등을 감안, 서울 서남권역 테마형
공원으로 조성
❍ 0000년 00월 이후 현재까지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정수장 부지로서 그간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된 지역으로 기존 자연자원 훼손이 적고, 정수장내 인공연못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서남권의 대표적인 테마․체험형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함
❍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별 공원녹지의 분포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남권역에 대표적인 거점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 사업의 목적
❍ 공원녹지가 부족한 서남권역에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수장 부지 공원화 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 면
적 : ○○○㎡
┏ 정수장 내부 : ○○○㎡
┗ 정수장 외곽 : ○○○㎡
❍ 도시계획 : 자연녹지, 수도, 일부 공원․일반주거
❍ 추정공사비 : ○○○백만원(부가세 포함)
❍ 추정설계비 : ○○○백만원(부가세 포함)
❍ 설계기간 : 착수일로부터 00개월(공휴일 포함)
❍ 예정공사기간 : 2○○○년 ～ 2○○○년
┏ 정수장 내부 : 2○○○년
┗ 정수장 외곽 : 2○○○년
❍ 사업시행 : 서울특별시

Ⅱ

설계공모 개요

1. 설계공모의 명칭 및 범위
가. 설계공모명 :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설계공모
나. 사업위치 및 범위 : 서울특별시 ○○구 ○○동 ○○일대
2. 설계공모의 목적
❍ ○○정수장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테마형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수준높은 우수한 기본계획(안)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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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공원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품격
있는 공원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설계공모의 방법 : 일반설계공모
4.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국 ○○과
․ 우편번호 : 100-000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신청사 ○층)

․ 전화번호 : (02)○○○○-○○○○ / Fax : (02)○○○○-○○○○
․ 담 당 자 : ○○○(E-mail : ○○○@seoul.go.kr)

Ⅲ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추진일정

1. 설계공모 참가자격
가. 아래의 ①항 및 ②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조경분야)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조경분야)에 대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업체
②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중인 등록
업체 또는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2에 의한 외국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국내 건축사
사무소 등록자와 공동업무 수행을 계약한 자
나. “가”항의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여건을 갖춘 다른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응모가 가능하며, 이 경우 조경기술사를 보유한 자(업체)가 대표자로서
계약권 및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함
다. 위의 자격자 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개인, 법인, 외국인 포함)는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참여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응모할 수 있음
2. 설계공모 추진일정(예정)
- 2000. 00. 00 ································································· 설계공모 공고
- 2000. 00. 00 ～ 00. 00 (09:00~18:00) ·············· 응모신청서 등록 및 지침서 교부
- 2000. 00. 00 (00:00) ················································· 현장설명회(○○정수장內)
- 2000. 00. 00 ～ 00. 00 ············································ 질의기간
- 2000. 00. 00 ································································· 질의회신
- 2000. 00. 00 ～ 00. 00 (09:00~18:00) ·············· 응모작품 접수
- 2000. 00. 00 ································································· 심사위원 선정
- 2000. 00. 00 ································································· 응모작품 심사(예정)
- 2000. 00. 00 ································································· 당선작 발표(예정)
- 2000. 00. 00 ～ 00. 00 ············································ 낙선작 반환(예정)
※ 상기 일정 변경시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또는 E-mail로 별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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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모신청서 접수
가. 등록방법
⑴ 등록일시 : ○○○○. ○○. ○○(월) ～ ○○. ○○(화) ○○:○○까지
⑵ 등 록 처 : 서울특별시 ○○과(서울특별시청 신청사 ○층)
⑶ 방

법 : 응모지침에 첨부된 소정양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제출

⑷ 문의전화 : 서울시 ○○국 ○○과(☎02-○○○○-○○○○)
나. 등록시 구비서류
⑴ 응모 신청서(서식 1), 서약서(서식 2), 보안각서(서식 8) : 각 1부
⑵ 위임장, 재직증명서 : 각 1부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에 한함)
⑶ 응모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기술사 자격증
-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건축사 면허증
⑷ 대표자 선임계(서식 9) - 공동 응모하는 경우에 한함
⑸ 공동응모자의 경우 상기 해당 서류를 각 각 제출
4. 질의응답
가. 응모지침서, 제공도서 또는 이 용역에 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답변은 응모 등록자에 한하여 서면으로 일괄 통지함
나. 질의방법은 (서식 7)에 의한 우편물 또는 전송으로 질의 가능하며, 응모업체별로 1회에
한함(전송은 접수사실을 반드시 구두로 확인)
다. 공동응모의 경우 반드시 대표업체를 통해 질의하여야 하며, 대표업체가 아닌 공동업체의
질의는 접수하지 아니함
라.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마.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이 설계공모의 응모지침에 우선한 효력을 가짐 (답변의 내용이
이 응모지침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응모지침에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Ⅳ

응모작품 작성 및 제출

1. 응모작품 제출
가. 제출방법
⑴ 제출일시 : ○○○○. ○○. ○○(화) ～ ○○. ○○(수) ○○:○○까지
⑵ 제 출 처 : 서울시 ○○○국 ○○○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동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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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방

법 : 응모작품 제출도서는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제출

나. 제출도서
⑴ 작품제출서 (서식 3) ············································································································· ○부
⑵ 설계도판 1, 2 또는 3 ··································································································· 각 ○매
⑶ 설계설명서 ·························································································································· ○○부
⑷ CD 자료 ·································································································································· ○점
⑸ 응모 참여자 인적사항 (서식 4) ························································································· ○부
⑹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5) ··································································································· ○부
⑺ 개략공사비 산출서 (서식 6) ··························································································· ○○부
2. 제출도서의 익명성 확보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의 확보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모든 설계공모 기간
동안 적용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음
⑴ 정부규격봉투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를 넣어 봉인한 후 제출도서와 함께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하여야 함
⑵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음
⑶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식)할 수
없음
⑷ 제출도서는 스프링 및 클립 등의 사용은 불가하며, 접착제로 제본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⑸ 심사 전까지 심사위원을 접촉하여 사전 작품설명을 할 수 없음
3. 제출도서 작성지침
가. 일반사항
⑴ 모든 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함
⑵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⑶ 모든 제출도서의 표현은 흑색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색채를 사용할 수 없음 (단, 검정색
음영비율에 따른 명도조절은 가능하며, 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칼라사용이 가능함)
⑷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상단에 정확히 표현함.
⑸ 응모자는 응모작품 1점에 한하여 제출하며, 도서를 제출한 후에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⑹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문 및 영문은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할 수 있음
⑺ 도면에는 방위, 축척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단위는 미터법 사용을 원칙으로 함
⑻ 제출도서에는 아래와 같이 고유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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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판(A0규격)

: 도판의 우측 상단

- 설계설명서(A4규격) : 표지 우측 상단
- CD

: 케이스 우측 상단

1㎝
2㎝

1㎝
2㎝

2㎝

<고유번호란 작성 예시>
⑼ 제출도서의 표지에는 아래와 같이 제목을 흑색으로 표기함
- 설계설명서 :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설계설명서
- CD 케이스 :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관련 파일
⑽ 제출도서의 여백 및 앞․뒷면에 내용과 관련없이 작성자 암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금함
⑽ 응모작품 제출시 각 도서의 종류별로 백색포장지로 분리포장 후 함께 밀봉하여 제출함
나. 제출도서의 종류 및 수량
구 분

수량

설 계
0～0매
도 판

설 계
설명서

CD

00부

○점

규 격

A0
(841×1189㎜)

A4
(210×297㎜)

CD-R
(12㎝)

작성방법

- 장변을 수직으로 제작
- 압축스티로폼(폼보드 10㎜) 에
부착
- 표현에 있어 color 등 제한없음

-

백상지 (80g/㎡)로 단면인쇄
장변을 수직으로 제본(좌철)
표지는 백색아트지
모든 표현은 흑백tone으로
color 사용금지

- CD를 케이스에 담아 제출

내
-

용

전체 배치도 및 계획개념도
조감도
주요부분 상세도
기타 필요한 도면, 사진 및 설명 등
○○가압장 사업구역은 정수장 부지 사업구역과
구분될 수 있도록 얕은 tone 또는 별도 tone
으로 표시

- 응모작품 설명 (○○쪽 이내)
- 양면 인쇄시 2쪽으로 간주
- 간지 삽입시 1쪽으로 간주

- 설계도판 jpeg, psd파일
- 설계설명서 hwp파일

다. 설계도판 작성방법
⑴ 도판에는 액자나 장식물 등을 부가할 수 없음
⑵ 도면의 표현방식은 자유이며, 각 도판의 여백에는 설계를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다이어
그램이나 모식도, 투시도, 스케치, 사진 등을 삽입할 수 있음
⑶ 전체 평면도, 계획개념도, 주요부분 상세도 외 기타 입면도, 단면도, 주요시설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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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식재계획, 조명계획 등은 필요시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도판의 수는
총 2매이어야 하며, 최대 3매까지 가능함
⑷ 전체 배치도 외의 도면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표현상 조정 가능
- 도판 작성방법
도판번호

도면명

축 척

1

전체배치도
계획개념도
조감도
기타

1:3,000
none

2

주요부분
상세도
기 타

B4 가로방향
(364㎜×257㎜)
임의축척

내

용

- 전체배치도
- 배치개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이미지 컷 가능
- 기타
- 공원 전면부, 공원 경계부, 그 외 주요시설물 상세도
- 기타

※ 기타 강조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도면 및 사진 등의 삽입, 표현 및 배치는 각 도판의 여백
또는 도판 1매에 추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음
※ 필요시 도판 2매를 병풍식으로 붙여서 제출 가능함

라. 설계설명서 작성방법
⑴ 표지는 “○○부지 공원화 사업 기본계획(안) 설계설명서”만 기재
⑵ 설계설명서는 설계개요 및 개념설명, 경계부 처리계획, 주요시설물 계획, 포장계획, 식재
계획, 식재수종, 조명계획, 개략공사비 산정내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그 외 설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첨부하여 작성
⑶ 설계지침이 어떤 형태로 계획에 반영되었는지를 명시하여야 함
⑷ 쪽번호는 가운데 하단에 표기하고 설계설명서의 전체 쪽수는 단면인쇄 30쪽 이내로 하되,
표지 및 목차는 전체 쪽수에 포함되지 않음
⑸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은 “글 20○○”로 통일하며, 설계설명서내 color 사용은 금지함
⑹ 표지, 제목, 부제목을 제외한 내용의 글자크기는 10포인트로 하며, 글자체는 신명조로
통일함
※ 작성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Ⅴ

응모작품 심사 및 시상

1. 심사, 입상작 선정 및 시상
가. 심사(평가)기준
- 다음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한 배점기준은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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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개념적 측면

‧ 생활권 주변 공원의 개념
‧ 역사성 및 공원녹지체계의 위상

○○

형태적 측면

‧ 표현의 독창성
‧ 심리적 조형성과 주변환경의 연계성

○○

기능적 측면

‧
‧
‧
‧

○○

환경적 측면

‧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 조성
‧ 경관 생태학적 연관성 및 녹지축의 네트워크화

○○

기

‧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

○○

타

접근성을 포함한 배치계획의 적합성
기존 자원의 재활용 적합성
공간활용의 효율성
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평가
방식

상대
평가

나. 입상작 선정방법
⑴ 우리시에서 추후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⑵ 응모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하여 심사
⑶ 심사종료 후 당선작을 포함, 입상작을 공표하고 개별 통지
⑷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되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⑸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시상내용
⑴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⑵ 우수작 ○점 : 상장 및 상금 ○○○만원(세금 포함)
⑶ 가 작 ○점 : 상장 및 상금 각 ○○○만원(세금 포함)
※ 우리시 사정으로 사업변경 및 취소시 당선작에 대한 설계보상금 ○○○만원(세금포함)을
지급
2. 기타 관리규정
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실격처리됨
⑴ 응모신청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분명한 허위기재의 사실이 있는 경우
⑵ 제출도서에 응모자를 특정하여 기록한다든지 암호를 기재하여 심사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제출된 작품이 제시된 공사비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⑷ 기타 이 응모지침을 위반한 경우
나. 제반 권리 및 제출도서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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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당선작의 저작권은 우리시에 귀속되고 우수작 등 입선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지만 우리시는 출판 등 공표에 따른 권리를 무료로 사용 가능함
⑵ 당선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설계내용은 설계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선정한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므로 최종 설계안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⑶ 입선작품을 제외한 응모 설계도서는 입상작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에 따른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함. 단, 기한내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작품은 우리시
에서 임의로 처분 가능함
다. 설계업무의 위탁 및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⑴ 당선작의 설계자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⑵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가짐.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⑶ 설계용역 계약을 할 때 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분야 등 설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분야 등 설계자격자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는 기본계획(안) 설계공모 당선자가 수행
하여야 함
⑷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와 관련하여「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설계자는 자료제공 및 수정설계 등과 관련 주요업무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함
①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전에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이하 CM계약
상대자 또는 발주기관)에 다음을 제시하여야 함
1. 설계도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및 설계
업무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요구되는 제공
가능 자료
② 설계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
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하고 VE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함
③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하며, 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음
④ 설계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 제안서를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며, VE 실행을 위한 설계부서의 최종 적용성 검토시 이의
채택여부를 설계부서 담당자와 함께 협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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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설계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고, 승인된 VE 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함
⑸ 당선작의 설계자는 이 지침서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를 준수해야 함
⑹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용역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을
참조하여 우리시에서 별도로 산출한 금액으로 정함
⑺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무 외에 추가업무(공원조성계획, 사전환경성검토 등)가 부가될
수 있음
⑻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에 따름
라. 출품작 전시
⑴ 심사 후 응모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 전시할 수 있음
마. 기본 및 실시설계권 부여
⑴ 당선작의 설계자의 귀책사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설계보상금
으로 ○○○만원(세금포함)을 지급함
⑵ 최우수 당선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기할 경우 차점자(우수작 설계자)에게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차점자의 기 수령 상금은 반환함
바. 기타 특기사항
⑴ 이 공모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름

Ⅵ

설계공모 설계지침

1. 공원조성 기본방향
❍ 기존 정수시설 및 기반시설과 울창한 숲, 연못을 최대한 활용한 자원재활용,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
❍ 인공연못의 생태기능과 호수 주변의 시민 휴식기능 강화
❍ 공원 내 에너지 자립형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
❍ 장기적으로 온수자연공원과 연계할 수 있는 이동로(생태육교)를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동선체계 개선 및 녹지벨트 구축
2. 일반사항
⑴ 앞서 제시한 공원조성 기본방향과 다음의 일반설계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응모자의 컨셉에 맞는 공원의 명칭을 제안하여야 함
⑵ 공원계획의 범위는 첨부된 도면상에 표기된 구간으로서 기존 정수장 시설과 인근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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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상호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⑶ 정수장 침전지 남측지역(약 ○○○㎡, 별첨 도면 참조)은 잔디야구장 조성계획지로 별도의
설계와 사업비로 추진될 지역으로서 동 기본계획안에서는 제외하되, 상호 이질감이
없도록 연계되는 계획안을 수립할 것
⑷ 2000년 00월 현재 추정공사비는 ○○○억원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일반설계지침
⑴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쾌적한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용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함
⑵ 장애인 등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배려하여 설계 시 검토하여야 함
⑶ 이 부지는 공항소음 피해예상지역(3종)임을 감안하여 건축물 등 시설물 도입 구상시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태양광
및 지열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도입하여야 함
⑷ 노후시설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침전조 및 펌프실 등 과거 정수장이었던 시설물은
최대한 재활용하여 체험형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⑸ 청소년을 위한 자연체험시설, 문화시설 및 관리시설 등 공원시설의 위치․적정규모 등을
제시하여야 함
⑹ 현재 폐기물 중간처리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인고속국도변 북측에 대해서는 전체
공원계획 시 적합한 시설계획 또는 산지 복구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⑺ 기존 정수장 주변 담장은 배수시설 보안 및 공원관리나 이용자의 안전 등 부득이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철거를 원칙으로 계획하여야 함
⑻ 정수장내 연못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현재 별도의 수원이 없으므로 향후 수질정화
및 급수체계 도입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⑼ 향후 공원조성시 정수장 부지 남측 거주민들의 이용편의를 감안, 충분한 보행동선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공원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이 연결교량에 대한
디자인을 제안하여야 함
⑽ 인접한 ○○시 지역은 해당 자치단체와 실무협의를 통해 공원화 추진을 검토할 계획
이므로 전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되, 정수장 부지 공원 구역과의 이질감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⑾ 이 부지의 서측 및 북측은 단독․연립주택 및 학교 등이 위치한 지역이므로 공원조성으로
인한 주변 시설의 토사유출 및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계획안 계획시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여야 함
⑿ 경인고속국도변 통과차량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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⒀ ○○가압장의 경우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되, 장래 이전계획이 수립될 경우 정수장 부지
공원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⒁ 공원내 주차장의 경우 주변 주차여건 및 공원이용자들의 적정수요를 감안하여 계획하되,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함
⒂ 공원의 야간 활용을 고려하여 계획안에 적합한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⒃ 산책로 포장 등 각종 사용재료는 가능한 한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4. 기타 설계 시 유의사항
⑴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고 주변여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함.
⑵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 및 제반 규정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Ⅶ

설계공모 제출서식

1. 응모신청서 ························································································································· (서식 1)
2. 서약서 ································································································································· (서식 2)
3. 작품제출서 ························································································································· (서식 3)
4. 응모참여자 인적사항 ······································································································· (서식 4)
5. 관련법규 검토서 ··············································································································· (서식 5)
6. 개략공사비 산출서 ··········································································································· (서식 6)
7. 질의응답서 ························································································································· (서식 7)
8. 보안각서 ····························································································································· (서식 8)
9. 대표자 선임계 ··················································································································· (서식 9)

Ⅷ

설계공모 제공자료

1. ○○정수장 내․외부 현황사진(한글화일) ····································································· (별첨 1)
2. ○○정수장 내․외부 지적도(dwg화일) ········································································· (별첨 2)
3. ○○ 내․외부 수치지형도, 배관망도(dwg화일) ·························································· (별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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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접수번호
접수확인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FAX)

E-mail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전화번호(FAX)

공동응모
소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 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함.
2○○○ .

.

.

신청인 :

(인)
(대표자)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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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소

전화번호(FAX)

서식 2

서

약

서



귀 시에서 시행하는「○○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구비서류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어떠한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본 현상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표업체인 ○○○업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2○○○.

연 번

성 명
(업체인 경우 대표자)

1
(대표업체)

(인)

2

(인)

3

(인)

4

(인)

5

(인)

소 속
(업체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전화 및 Fax)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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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접수번호
접수확인

작 품

제 출 서


귀 시에서 시행하는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에 응모
할 작품을 제출합니다.
※ 제출도서
1) 설계도판 1, 2 또는 3 : 각 ○매
2) 설계설명서
3) CD 자료

: ○○부
: ○점

4) 응모 참여자 인적사항 : ○부
2○○○.

업 체 명

.

대 표 자

대표업체

제 출 자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 - -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접수번호
접수확인

작 품 접 수 증

귀 사에서 제출하신「○○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현상설계 공모」작품을 접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대표업체

(인)
2○○○. .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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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인)

서식 4

응모참여자 인적사항
구 분

성명

소속

보유자격,면허

참여분야

주요경력

총 괄
책임자

참여진

※ 참여분야는 총괄책임자(1인)를 반드시 적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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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관련법규
관련법규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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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검토서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6

개략공사비 산출서
공 종

세부시설

단 위

단 가

수 량

금 액

비고

식재공사

포장공사

건축공사

배수공사

전기공사

부대공사

○○공사

○○공사
제잡비
총공사비
※ 작성요령
1. 공종분류는 가능한 위 분류공종에 맞추어 작성하되, 응모작품 내용에 맞게 작성 가능
2. 공종별 세부시설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
3. 제잡비율은 40%로 하여 계상
4. 구체적인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을 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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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서 면 질 의 서
대 표 자

(인)

접수번호

대표업체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설계지침서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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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보 안 각 서
1. 제공받은 (연속․편집)지적도면,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자료 등은 법적 지적도면과는
그 성격과 용도가 다르므로 사용목적대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국가안보나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연속, 편집)지적도면,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자료 등은 행정 내부적인 참고 자료로
재산권 및 소유권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며, 측량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공받은 도면은 임의로 수정, 편집하거나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않는다.
4. 사업 종료시 위탁된 전산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 하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인수자 및 그 소속장(대표자)이 책임을 진다.
5. 임의로 외부공개(인터넷 등) 및 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
6. 인수내역
- 인 수 자 :

성명

(서명)

- 사용목적 :
- 인 수 물 :

편집지적도,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본인은 위 도면을 양여 받음에 있어 이 자료가 중요한 행정자료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반 보안책임을 지겠으며, 상기 사항을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
을 서약함.
서기
수령자(대표자)

2○○○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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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대 표 자

선 임 계

본인은 ○○ 사무소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동응모자 ○○ 사무소 대표 ○○○를 응모자의 대표자로
선임하며 현상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 ○○○ .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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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참고자료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안전행정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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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
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
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년 월 일
○○○ (인)
○○○ (인)
- - - - - - - - - - - - - - - (인) - - - - 절취선 - - -- - (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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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정수장 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안) 설계공모」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용역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되는 우리시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0000-0000~2
FAX

0000-0000

2○○○.

.
서울특별시 00000000장

서울특별시 분임경리관

000 (인)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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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유형별 과업내용서 (예시)
2.1 옥상녹화

예시 2.1

과 업 내 용 서
○○기관 옥상녹화·텃밭조성공사 실시설계

2○○○. ○○.

서울특별시
(○ ○ 사업소)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대상지역
4. 과업 개요
5. 과업의 수행기간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9. 용역감독
10. 자료요구 · 질의 등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4. 설계자문
15. 보안 및 비밀유지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8. 신기술의 도입 등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제2장 조사업무
1.
2.
3.
4.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현지조사 및 답사
국내외 사례조사
구조안전진단 결과 반영

제3장 계획업무
1. 공간이용과 녹화방법의 검토
2. 체계적인 구상안 작성

제4장 설계업무
1.
2.
3.
4.
5.
6.

기본설계 단계
실시설계 단계
설계조건
유지관리계획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의무 피드백

제5장 성과품 작성
1.
2.
3.
4.
5.

성과품의 구분
성과품의 내용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납품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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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 OO기관 옥상녹화·텃밭조성공사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도심 내 유휴공간인 옥상을 활용하여 도시의 자연 생태 기능을 복원하고, 도심열섬화 현상
이나 대기질 개선, 냉난방에너지 절약, 생물서식공간 확보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을 위하여
옥상녹화 · 텃밭조성을 실시하고자 실시설계 시행

3. 과업의 대상지역
대상지
OO 기관

면적(㎡)

개략공사비

000

000,000,000

4. 과업 개요
○ 구조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른 옥상녹화의 유형과 이용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여 계획방향 설정-(구조안전진단 업체에 설계내용 및 하중 검토 확인)
○ 현장조사,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현황 분석
○ 설정된 계획방향 및 기본계획에 의거한 실시설계 수행
○ 시공 완료 후 옥상녹화의 유지․관리․활용에 대한 교육 실시
○ 기타 용역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과의 협의사항 수행

5.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OO개월(OO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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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
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보고(1회)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건축주 및 이용자, 발주기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내용
- 현황조사 내용
- 계획방향 및 기본계획안(대안 2개 제시)
(2) 준공 보고(1회) : 준공일로부터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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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보고 회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
- 계획평면도(식재, 시설물)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은 발주기관의 설계심사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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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이 표준시방서 등 설계기준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 현장여건과 불합치 및 시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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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이나 불가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 준공 후에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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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과업은 서울시 옥상녹화시스템 설계지침 및 관련도서 작성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3) 모든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발주기관의
방침, 정부제정 표준시방서(조경, 건축, 전기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 이 용역은 설계도서를 구조진단결과에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구조안전진단 업체에 확인을
받아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완료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및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4. 설계자문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조정한다.

1) 착수단계
2) 중간단계
3) 마무리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받을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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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해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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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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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제2장 조사업무
1.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를 근거로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의
기준안을 작성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 관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기본계획을 분석 검토하고,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공종별로 기본 설계안을 작성한다.
4) 기존의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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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현지조사 및 답사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지형정보자료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국내외 사례조사
옥상녹화에 관한 국내·외 유사사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점 유무, 이용 상태 등 사례분석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한다.

4. 구조안전진단 결과 반영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적재하중과 방수상태 등을 검토하며, 지장물, 배수성능(바닥구배,
드레인 설치 위치 및 개수)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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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획업무
1. 공간이용과 녹화방법의 검토
계획방향 설정에 따라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한다.

2. 체계적인 구상안 작성
1)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2) 상기 기본계획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제4장 설계업무
1. 기본설계 단계
1) 기본설계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목적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며,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개략설계를 수행하고,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한다.
2) 대안제시
- 기본구상안을 기초로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을 선정
- 대안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
3) 기본설계
- 기본설계의 원칙과 기준안 제시
- 식재수종과 생태적 특성, 공간이용, 시설물 사용 등을 종합하여 설계

2. 실시설계 단계
1)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
계산서 등을 작성한다.
2)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존 외벽에 필요시 “안전보호대”를 설치하되 적정한 높이와
보호대 간격을 유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하되, 주변 조경 시설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한다.
3) 옥상이 외기와 직접 접촉되고 조경시설로 인하여 우수가 장기간 체류되는 취약성을
감안하여 “방수”를 철저히 하고, “배수시설”은 갈수기를 대비한 저수기능과 우수 배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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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고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우수용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철저히 고려한다.
4) 조경식물에 급수가 용이한 시설로 “급수시설”을 고려한다.
5) 조경시설과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조명시설”을 고려한다.
6) 이용자의 편리한 시설안내를 위해서 “안내게시판”을 디자인 및 적절한 장소에 계획하고, 각
부분 시설(조경식물 및 Biotop 등)에 대해서도 별도 안내판(표찰 등)을 디자인하여 계획한다.
7) 전반적인 조경시설(부대시설 포함)과 “동선체계”는 이용자의 편리한 이용 및 관리자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조경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견학 등 학습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이용프로그램과 텃밭을 기획한다.

3. 설계조건
1) 계약자는 옥상녹화 대상지의 건축주, 주요 이용자 및 관련 전문가가 옥상녹화의 계획과
설계에 참여하는 과정을 1회 이상 포함하여 계획방향을 설정한다.
2) 건축물 옥상녹화는 특수상황(추가 활하중, 수목성장에 의한 하중의 변화, 방수·방근·
배수, 풍압 등에 의한 문제와 안전관련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이 정밀하게 검토되어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설계에 앞서 국토교통부 지정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옥상녹화에 따른 구조안전
진단결과를 적용하여 설계한다.
4) 옥상녹화의 계획 및 설계는 반드시 구조안전진단 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하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5) 설계는 충분한 기초자료 수집과 현장조사에 의하여 설계하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6)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조사를 근거로 각종
시설물 및 수목식재에 대한 사전 검토분석을 행하여 공종별로 실시설계 기준을 수립
ㆍ설계하여야 한다.
7) 계약당사자는 실시설계에 임하기 전 공사에 사용될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8) 배수, 조명 등 준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9) 특히, 건축물 옥상녹화의 유지․관리․활용에 대하여 시공자, 건축주, 이용자 등에게 발주
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정의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4. 유지관리계획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주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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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2)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3)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6.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설계서(도면포함)는 조경(부대시설포함) 및 방수를 구분하여 별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술적 검토 및 현황 조사 후 작성한다.
- 공사개요, 사전조사사항, 설계기준, 공법, 공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조경, 건축,
전기 등)로 작성한다.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3) 실시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5) 유지관리 지침서
6)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2.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설계보고서에는 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등 각종 조사사항 내용기재,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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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계획, 공정계획,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지형 및 경관분석, 수리․수문조사, 토양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환경영향조사, 기타)
(9) 기본방침
① 기본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서에 대한 성과검토
② 설계기준 및 조건
③ 관계기관 협의 등
(10) 상세설계
식재지반설계, 식재설계, 건축설계, 토목설계, 포장설계, 구조물설계, 시설물설계, 급․관수
설계, 배수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통신설비설계, 유지관리계획 등
(11) 사업비(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등)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각종 설계자문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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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실시설계 예산서 작성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① 총괄 자재집계표 및 수량집계표
② 공종별 수량집계표 및 자재집계표
③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④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⑤ 기타
3) 실시설계도면 작성
(1) 일반사항
①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 표지, 목차
- 위치도
- 수목 및 시설물 총괄표
- 종합계획도
- 현황도(기존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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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종․평면도
- 공사계획평면도(전체, 부분평면도)
- 식재(수목총괄표,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상세도, 배식 입․단면도)
- 구조물 및 시설물(배치도,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환경조형시설 등))
- 배수 및 관수시설(배수 및 관수시설 계획평면도, 상수계획 평면도, 구조물상세도)
- 전기(범례 및 주기사항, 평면도, 조명기구 상세도 등)
- 기계설비(계획도, 계통도, 평면도, 상세도)
4) 공사시방서 작성
(1) 총 칙

(2) 정지

(3) 관수 및 배수

(4) 조경구조물

(5) 조경포장

(6) 식재

(7) 잔디

(8) 비탈면녹화

(9) 생태복원

(10) 인공지반 조경 (11) 조경석

(13) 수경시설

(14) 옥외시설물

(16) 기타공사

(17) 유지관리

(12) 유희시설

(15)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유지관리지침은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①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②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 단면도
③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④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⑤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⑥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실시설계 사후평가표(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3)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4)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실시설계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사업수행성과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추 정
공사비
(백만원)

추
정
공사기간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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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종합사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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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 보고서
(1) 각종 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
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2)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3) 실시설계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실시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
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 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는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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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6)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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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조경편)”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5) 유지관리 지침서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계절별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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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 실시설계 보고서
․ 설계예산서
(조경, 토목, 건축,
전기, 기계설비)

수량(부)

비

고

15
설계내역서

10

설계단가산출서

10

설계수량산출서

10

․ 설계도면(A3)

10

․ 유지관리지침서

10

․ 공사시방서(공통, 조경,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 폐기물)

10

․ CD

5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1

설계설명서 포함
반책, CAD FILE

※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2)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도서 전체를 한글, PDF등 전산파일로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2)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3)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
록)하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과업수행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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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생물 서식공간 조성

예시 2.2

과 업 내 용 서
2○○○년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2○○○. ○○.

서울특별시 ○ ○ 구
(공원녹지과)

목
제1장 일반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과업명
과업의 목적
과업의 대상지역
과업 개요
과업의 수행기간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용역감독
자료요구․질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설계심의 등
보안 및 비밀유지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용역수행자의 교체
신기술의 도입
친환경 재료의 사용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2장 조사업무
1.
2.
3.
4.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현지조사 및 답사
생태적 환경분석
기타 관련사항 조사 및 세부조사

제3장 계획업무
1. 기본계획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3. 관계기관 협의

제4장 설계업무(세부기준)
1. 기본설계 단계
2. 실시설계 단계
3. 설계조건
4. 지형설계
5. 연못설계(pond 비오톱 조성)
6. 식재설계
7. 안내판설계
8. 유지관리계획
9.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10. 건설공사 사후평가결과 의무 피드백

제5장 성과품 작성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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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품의 구분
성과품의 내용
성과품작성의 특기사항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납품 및 인쇄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 2○○○년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OO구 OO산 내 생태계류 및 생태습지를 조성하여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여 생태적 안정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대상지역 : OO산(OO구 OO길 OO-OO)
4. 과업 개요
1) 과업의 규모 : O,OOO㎡
2) 과업의 내용
(1) 설계방향 및 설계안 제시
(2) 공종별 상세설계 및 설계서 작성
(3) 실시설계
① 설계개요
② 각 공종별 적용기준 검토
③ 주요자재․장비사용성 검토
④ 설계도서 작성
⑤ 각 공종별 상세설계 등
⑥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⑦ 상세공정표의 작성
⑧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작성 등
3) 과업의 기본방향
(1) 설계단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참여 유도 및 의견 수렴
(2) 도입하려는 소생물을 목표종으로 선정하여 해당 생물종에 맞는 먹이식물, 보호 및 관찰시설,
은폐 및 서식공간을 조성
(3) 이용객들의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완충 공간을 조성하고, 편익시설, 진입로 등의 시설물 설치 최소화
(4)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5)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을 통한 생태계 관찰, 체험학습 공간 제공
(6) 도시 내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도모

5.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 국․공휴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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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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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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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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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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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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및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충분히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특별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은 용역초기에 인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관련 행정기관과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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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설계자문 및 심의 등
1) 설계자문
(1)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업무관련 기관의 심의를 구한다.
(2)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용역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심의이행
(1) 기본설계 완료시점 혹은 실시설계완료 이전에 필요한 경우 사전심의를 받는다
(2) 설계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주민설명회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를 시행한다.

15.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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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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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작권 관련사항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9.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기 위해 같은 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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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20. 특기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1) 기본설계 과업은 추진하되, 기본설계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 과업으로 과업을 진행한다.
(2)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3)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4) 기타 당해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이 사업관련 각종 법규 검토 및 향후 유지관리 계획 반영
(2) 공사비가 경제적이고, 시설은 견고하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할 것
(3)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제2장 조사업무
1.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1) 계약상대자는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
하고 관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의 기준안을 작성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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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공종별로 기본 설계안을 작성한다.
4) 기존의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한다.

2. 현지조사 및 답사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
하고, 사진, 지형정보자료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 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생태적 환경분석
이 부지의 비오톱 유형과 평가 및 현장분석을 통한 결과를 분석하여 잠재력을 발굴하도록 하며,
도심지내의 거점 녹지와 주변 녹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4. 기타 관련사항 조사 및 세부조사
1) 지장수목 조사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 지장수목으로써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 또는 벌채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수목은 가능한 광장내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한다.
(3)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2) 기존 생태현황 조사
사업부지내의 양서류 파충류등 양서류와 초화류의 현황을 조사하여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사람들의 접근 동선 조사
사업부지를 통과하는 동선을 조사하여 생물서식공간에 위해한 별도 우회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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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조사한다.
(2)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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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필요시 이용자의 요구나 이용행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시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제3장 계획업무
1. 기본계획
1) 부지의 역사적, 지형적인 특성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의 검토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CONCEPT을 설정하여 전체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한다.
2) 인근 녹지와의 연계 방안을 작성하고 계획단계에서 생물 서식이 가능한 조건을 작성한다.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 기준을 작성
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3.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4장 설계업무
1. 기본설계 단계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기본계획사항 점검 및 검토
3) 식생조사 및 토양조사(식재기반)
4) 각 공종별 적용기준 검토
5) 기본적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6)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7)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8)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9)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0)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1) 기타 필요시 심의자료 등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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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시설계 단계
1)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2) 각 공종별 상세설계 등
3) 공사비(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공사기간 산정
4)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5)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7)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 등

3. 설계 조건
1) 각 분야 설계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작성은 측량 성과품을 이용한다.
2) 이 부지의 자연환경, 인문, 역사적 환경 및 생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식재는 기존수림대 및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우․배수는 전체 지형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시설물 설계시 내구성 및 안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방지한다.

4. 지형설계
1)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
수목을 결정한다.
3)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변경한다.
4) 기존 지형의 경사나 침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비탈면의 적절한 경사를 정한다.
5)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6) 생물이 살기 좋은 기복을 준 지형(물이나 녹지 포함)을 구성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속과
같은 분위기를 인위적으로 계획한다.

5. 연못설계(pond 비오톱 조성)
1) 조성개념 : 양서․파충류의 알과 올챙이시기를 보낼수 있는 공간 조성
2) 조성방향 : 못(pond)만들기
(1) 섬(island) : 연못의 내부에 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섬을 만듬
(2) 규모 : 사방 10m 이상의 폭은 유지하고 주변의 식생대를 고려하여 여유 있게 설계
(3) 호안 및 바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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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곡선 등의 자연에 가장 가까운 다양한 형태로 물가를 구성
② 못가를 수직으로 조성하지 말고 돌 등을 이용해 경사지게 설계
③ 양서류 연못으로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연못의 깊이나 바닥에 경사를 주어 평균 수심은
15cm 내외로 하되 수심 50cm정도 되는 웅덩이를 3개소 정도 조성
④ 수심과 물가를 자연스럽고 복잡하게 설계하여 생물서식공간 조성
⑤ 바닥 경사는 1～2%로 설계하여 물고기의 배설물이나 먼지 배출
⑥ 바닥 및 호안설계 시 누수방지에 주의
(4) 물
① 자연수․상수·중수·빗물 등 오염되지 않은 물을 수원으로 설계
② 겨울의 동결 및 청소를 고려한 설계
(5) 배식
① 못 면적 중 수목에 의한 녹음률이 40% 이상 되도록 하여 피난처 제공 및 급격한 수온 변화 방지
② 못 안에 마름·물달개비·붕어말·연 등의 수생식물 설계
③ 연못 주변에는 버드나무 등의 호습성 수목을 식재하여 그늘을 형성
(6) 다른 시설과의 연계
① 기존 연못과 계곡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못 비오톱』이 되도록 관목 숲이나
다공질 공간 등 다른 비오톱과 연계되도록 계획
② 생물서식지(biotop)로서의 연못이므로 친수공간으로서의 연못과는 다른 개념으로 설계
③ 불연속일 경우 생태통로로 각 서식지를 연결토록 계획(동산과 인접하여 실개울을 도입하며,
그 아래에 못을 배치하여 각 서식지를 연결)
(7) 오수정화 연못 : 유기물 분해 흡수를 위한 수질정화식물 식재 설계
(8) 기타 : 세부적인 내용은『서울시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 이론과 실무』책자 제5장「늪지
생태 복원을 위한 생태연못 조성」부분을 참조

6. 식재설계
1) 수목식재설계
(1) 수목 식재 시 녹지축 또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목, 관목, 지피류를 수직으로
상층, 중층, 하층식재로서 다층 식생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현장주변의 지역에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으로 식재하도록 한다.
(2)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한다.
(4) 수목식재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5) 남부 수종의 북방식재 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6)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255

(1)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한다.
(3) 지피․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등을 고려한다.
(4)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년생 지피 초화류와 자생식물의 지피류를 활용한다
3) 이식설계
(1) 이식 대상 수목은 기본계획 식생분석자료와 현지조사에 의해 선정한다.
(2)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재어서 결정한다.
(3) 수목의 규격을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는 별도 기준에 의해 환산한다.
(4)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수목종류에 따라 설계시 근원직경과
흉고직경을 달리 적용한다.

7. 안내판 설계
안내판은 종합안내판과 생태해설판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서울시 도시공원 안내체계 매뉴얼을
참조하여 목재로 계획한다.
1) 종합안내판은 서식지와 우회 등산로를 같이 표기하여 등산객들이 생물서식 공간을 통과
하지 않도록 한다.
2) 생태해설판은 목표종인 양서류와 파충류, 곤충류 설명판과, 수목 및 수생식물 안내판으로 구분 계획한다.

8. 유지관리계획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주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9.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2)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3)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0.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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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3) 실시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5) 유지관리 지침서
6)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2.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설계보고서에는 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등 각종 조사사항 내용기재, 설계 기준,
세부시행계획, 공정계획,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지형 및 경관분석,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토양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환경영향조사, 기타)
(9) 기본방침
① 기본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서에 대한 성과검토
② 설계기준 및 조건
③ 관계기관 협의 등
(10) 상세설계
식재지반설계, 식재설계, 건축설계, 토목설계, 포장설계, 구조물설계, 시설물설계, 급․관수
설계, 배수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통신설비설계, 유지관리계획 등
(11) 사업비(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등)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각종 설계자문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3)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257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설계예산서 작성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① 총괄 자재집계표 및 수량집계표
② 공종별 수량집계표 및 자재집계표
③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④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⑤ 기타
3) 설계도면 작성
(1) 목

차

(2) 위 치 도 : 임의축척
(3) 수목 및 시설물 총괄표
(4) 종합계획도 : 축척 1/200 ～ 1/600
(5) 현 황 도 : 축척 1/300 ～ 1/600
(6) 공사계획평면도: 축척 1/200～ 1/600
(7) 식재평면도 : 축척 1/100～ 1/300
(8) 배식입․단면도 : 축척 1/50～ 1/100
(9) 연못 상세도 : 축척 1/50～ 1/100
4) 공사시방서 작성
(1) 총 칙

(2) 정지

(3) 관수 및 배수

(4) 조경구조물

(5) 조경포장

(6) 식재

(7) 잔디

(8) 비탈면녹화

(9) 생태복원

(10) 인공지반 조경 (11) 조경석

(13) 수경시설

(14) 옥외시설물

(16) 기타공사

(17) 유지관리

(12) 유희시설

(15)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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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실시설계 사후평가표(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1)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2)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사업수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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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개월

비고
종합사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토양조사,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지장수목 처리계획,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설계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 기술자 및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합본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자격 등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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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한다.
(1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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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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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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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조경편)”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5) 유지관리 지침서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계절별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 실시설계보고서

․ 실시설계 예산서

수 량

비

고

5부
실시설계설명서

5부

실시설계내역서

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5부
축소도면(반접 2부 포함)

․ 실시설계도면

5부

․ 공사시방서

5부

․ CD

1조

CD 작성기준참조

․ 기타 감독원 요구자료

1식

설계심의, 계약심사 관련자료 등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 부수는 변경가능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설계도를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황도,
종합계획도 등 주요 도면을 수록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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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조서 전체를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 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
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
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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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공원 보수정비

예시 2.3

과 업 내 용 서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

2○○○. ○○.

서울특별시 ○ ○ 구
(공원녹지과)

목

제1장 일반사항

차

제4장 설계업무

1. 과업명

1. 업무의 범위

2. 과업의 목적

2. 설계 조건

3. 과업의 대상지역

3. 지형 설계

4. 과업 개요

4. 토목 설계

5. 과업의 수행기간

5. 산책로 설계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6. 기초 설계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7. 배수 설계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 식재기반설계

9. 용역감독 등

9. 식재 설계

10. 자료요구 · 질의 등

10. 시설물 설계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1. 구조물 설계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2. 동선 설계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3. 포장 설계

14. 설계자문 등

14. 녹색제품 구매

15. 보안 및 비밀유지

1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16. 유지관리계획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7.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18. 신기술의 도입

1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20.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2장 조사업무
1.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2. 현지조사 및 답사
3. 지형 및 경관분석
4. 역사 문화적 환경분석
5. 생태적 환경분석
6. 용지 조사
7. 기타 조사

제3장 계획업무
1. 기본계획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3. 관계기관 협의

264

제5장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구분
2. 성과품의 내용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4.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5. 납품 및 인쇄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 시공원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공원 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시설물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고 휴게·운동시설을 설치하여
공원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3. 과업의 대상지역 : OOOO공원(OO구 OO로 OO-OO)
4. 과업 개요
1) 규 모
(1) 면

적 : O,OOO㎡

(2) 주요내용
① 시설물 보수 : 목계단 설치, 노면정비, 흙막이 설치, 횡단배수로 설치, 샛길폐쇄, 경계목 설치등
② 휴게시설물 및 운동시설 설치
③ 등산로변 식생 개선 : 피해목(아까시) 제거
④ 기

타 :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3) 사업비 : OOO백만원
(4) 위치도 : 따로 붙임
2) 내 용
(1) 지형 및 장애물 등 세부조건 조사
(2) 각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의 세부 적정성 비교․검토
(3)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 검토를 통하여
최적안 선정
(4)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 작성
(5) 각 공종별 상세설계(공종별 형식, 적용공법 결정 등)
(6) 공사비(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예산서 등) 및 공사기간 산정
(7) 기본공정표 및 상세 공정표의 작성
(8) 시설물 통합디자인(CI), 디자인․색채계획에 대한 검토 및 상세내용 작성
(9)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3) 설계의 기본방향
(1)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 실시설계의 기본 방향은 공원주변 현황 및 재해발생요소를 사전에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여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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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익을 제공한다.
(2)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그동안 접수된 공원이용 불편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설계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지형을 활용하여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공간배치의 기능성과 공간활용의
합리성을 고려한다.
(4) 계획하는 시설물의 형태 및 색채기조는 서울시 종합경관계획(http://sculture.seoul.go.kr) 및
서울시 공원시설 색채디자인 개선, 도시공원 안내체계 개선을 준수하여야 하며 디자인
심의 및 설계심의 등 관련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공원경계와 도로, 주택가 등이 접하는 공원경계부의 토사유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보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6) 조성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고려하고 향후 효율적이고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OO개월(OO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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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 1회 이상의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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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공자료 : ① 공원조성계획도 1부.
② 도시계획시설결정도 1부.
③ 서울특별시 설계용역 관리편람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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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관련법령 및 제규정의 적용
(1) 공통분야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② 건설기술관련 법령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및 동 시행규칙
③ 건설산업기본법
④ 건설기술진흥법
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⑥ 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⑦ 환경정책기본법
⑧ 자연환경보전법
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⑩ 도로법령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⑪ 하수도법
⑫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⑬ 산업안전보건법
⑭ 서울시 건설분야 업무처리지침
⑮ 도로설계요령〈제1권～제5권〉 (한국도로공사)
⑯ 서울시 지반조사 편람
⑰ 서울시 전문시방서
⑱ 서울시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⑲ 서울시 종합경관계획 시행 지침
(2) 조경분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
② 공원녹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서울시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등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④ 공공공지 등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 색채 등 디자인 가이드 라인
⑤ 기타 관련법규 및 표준시방서, 지침서
(3) 토목분야
① 콘크리트구조 설계 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구조물 기초 설
계 기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 도로조명기준 KS A 3701
②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69호, 2014.2.14)

269

③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35호, 2009.11.11./2011.7)
④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2013년)
⑤ 빗물관리 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13년)
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2009년)
(4) 기타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및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충분히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특별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은 용역초기에 인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관련 행정기관과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문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착수단계
2) 중간단계
3) 마무리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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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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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20.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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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비가 경제적이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할 것
(2) 환경친화적 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3)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 검토 제시
(4)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5)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방기준 제시
(6) 에너지절약차원 및 녹색환경 정책에 부합되도록 태양열․태양광 등의 신재생 에너지 활용방안 검토
(7)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8) 공원 조성 완료후 시설물 운영비와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방안 검토
(9)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목록 제시
2) 설계 시 주의사항
(1) 사업규모 및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아까시 제외)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
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등산로,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의 설치는 연접한 학교, 주택 등의 면학분위기, 프라이버시 침해 등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기존등산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추가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무분별하게 조성된 등산로는 폐쇄하여 자연환경을 복원한다.
(4) 이 대상지는 학교 및 주택방향으로 급경사지가 다수 존재하고 특성상 강우 등에 의해 토사 유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반조사결과 지층의 구성을 반영한 토사 유출식으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반영한다.
(5) 지질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한 기초 및 구조를 설계한다.
(6) 유역경계와 사업부지경계가 동일하게 되어있어 사업부지외의 주변 배수체계를 고려하여

집수

면적을 검토하고 배수계획에 반영한다.
(7) 건축, 전기, 조경 등 각 계획과 상충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종간 시공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 2장 조사업무
1. 관련계획의 점검 및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기본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를 근거로 설계에 필요한 공간분석 및 동선,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분석을 실시하고 관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실시
설계의 기준안을 작성한 후 설계에 임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 관한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설계를 진행한다.
3) 기본계획을 분석 검토하고, 타 계획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공종별로 기본 설계안을
작성한다.
4) 기존의 지형이나 식생 등 자연환경을 보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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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지조사 및 답사
1)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장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을 파악․확인하여야 하며, 측량을 실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지형정보자료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3. 지형 및 경관분석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경사도․고도 등 지형분석과 주변에서 본 경관, 공원 내의 주요 조망 점에서
본 경관 등을 예측 분석하여 경관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4. 역사 문화적 환경분석
사업부지의 역사 문화적 환경분석을 통한 장소성을 확보한다.

5. 생태적 환경분석
사업부지의 비오톱유형, 도시생태현황도, 녹지자연도 및 현장분석을 통한 잠재력을 발굴하도록
하며 도심지내의 거점 녹지와 주변 녹지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6. 용지조사
1)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수목 등)로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조사
1) 지장수목 조사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서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 지장수목으로써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이식 또는 벌채처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수목은 가능한 광장내로 자라던 환경과 흡사한 곳을 선정 또는 조성하여 이식한다.
(3)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2) 토양조사
(1) 기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토양의 특성(식생기반)을 분석하기 위한 토양조사에 적용한다.
(2) 토양조사 시 지하수위 상태를 파악하여 적응이 잘되는 수종으로 선택하여 수목생육 적지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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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계획부지의 각종 지하매설물․지상시설물은 현장조사하여 저촉여부 등을 확인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목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사 작업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한다.
4) 지질 및 지반조사
(1)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질 및 지반특성은 기 제작된 지질도와 지표지질조사를 이용하여
확인․파악한다.
(2) 지반조사에 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및 국토 교통부 ｢지반정
보통합DB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파악한다.
5) 설문조사
세부조사 분야별 항목은 이용자의 요구나 형태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거나 설계주제를 정한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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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계획업무
1. 기본계획
1) 부지의 역사적, 지형적인 특성과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자원의 검토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CONCEPT을 설정하여 전체의 계획 및 설계에 적용한다.
2) 인근 녹지와의 연계 방안을 작성하고 계획단계에서 생물 서식이 가능한 조건을 작성한다.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 기준을 작성
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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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4장 설계업무
1. 업무의 범위
<기본설계>
기본설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기본계획사항 점검 및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부지내 기존시설의 이설․철거 대책 및 방안작성
5) 식생조사 및 토양조사(식재기반)
6) 지장수목 처리 계획
7) 표토 보존 및 처리 계획
8) 각 공종별 적용기준 검토
9) 기본적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10)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11)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12)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13)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4) 개략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15) 주요자재․장비 사용성 검토
16) 기본설계도서 작성
17)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작성
18)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9) 기타 필요시 심의자료 등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실시설계>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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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2) 각 공종별 상세설계 등 설계도면
3) 공사비(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공사기간 산정
4)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5)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7)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 등

<기타사항>
1) 건설기술심의 자료작성, GB관리계획 승인에 필요한 계획서 작성 등
2)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

2. 설계 조건
1) 각 분야 설계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작성은 측량 성과품을 이용한다.
2) 대상지의 자연환경, 인문, 역사적 환경 및 생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대상지는 위치적으로 도심지내 녹지와 도시근교 녹지와의 연결이 되는 거점 녹지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충실히 수행 할수 있도록 한다.
4)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야외․체육활동의 휴게공간 및 다양한 세대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
하고 공원의 상징성을 강조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수목식재는 기존수림대 및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우․배수는 공원
전체 지형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다양한 생물서식환경을 유도하고, 초기생태복원을 위한 자생식물과 자연성이 높은 식생구조로 조성한다.
7) 공원 내 시설물간에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물간의 집중 분산의 계획이 잘 되도록 한다.
8) 시설물의 형태, 구조, 높이, 재료로 인한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9) 가급적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 설계를 도모한다.
10) 각 공종별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1) 시설물 설계시 지질상태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도록 구조검토를 시행하고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12)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동선을 계획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물 재배치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13) 복잡한 포장계획 대신 이용자의 이용형태에 의거한 공간위주의 설계를 할 것.
14) 우기 및 홍수를 대비한 공정계획과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토목,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등) 표준시방서와
서울시 제정 전문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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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형설계
1) 현황 및 분석도면을 준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2)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3) 가능한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잔토처리 또는 토량의 반입을 최소화 하고, 사토 또는 토량의
반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취장을 조사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4)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 한다.
5) 지형계획시 지형에 의한 배수계획 및 경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한다.
6)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 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7) 지형설계는 물의 흐름이 자연유하식으로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토목설계
1) 지역여건 및 환경조건을 파악하고 지반조사 결과에 의거 그 지점에 적용 가능한 공법들을
비교하여 최적공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구조물 공사는 최대 홍수위 및 지하수위 등을 고려하고, 주변 현황(도로, 하천) 등을
고려하여 지반성토를 계획한다.
3) 특수공법 및 신공법 적용 시에는 채택하고자 하는 공법과 관련공법을 비교 분석한 후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시 투입할 장비, 인력, 자재, 공사기간 등도 충분히 검토한다.
4) 평면도의 좌표계산을 제안서 구상 시 작성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설계를 추진하되 현지
여건변경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는 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시공구간의 주변 시설물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침하량 등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품질 관련 사항 시공 중 중요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해당 도면에 기재 작성하고 도면별로 상호 연계시켜 관련 도면명을 별도 공간에
표기한다.
7) 산출 소요공사비는 도면에 의한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설계예산서 작성 시 반영한다.
8) 토목구조물 설계는 타분야(전기, 기계설비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타분야와
기능유지가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 있게 설계한다.
9) 특수공법, 단면변화 구간, 시공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곳 등에는 설계상세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5. 산책로 설계
1) 산책로는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 되도록 최적의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기 자연적으로 개설된 산책로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용빈도가 적거나 산책로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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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산책로는 복원하여 폐쇄하고 개설시 기존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산책로의 폭은 1.5~2M을 유지해야 하며 최대한 기존 지형을 활용한 자연적 포장을 하여야 한다.
4) 기존 지형을 활용한 노선의 선택, 자연적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되
인위적 시설은 최소화 한다.
5) 기타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6. 기초설계
1) 기초설계는 충분한 조사근거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내력 및 침하 등을 고려하여 기초형식을 결정한다.
2) 토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부마찰력, 액상화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3)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시공 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 하여야 하며, 구체적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 시방내용을 분명히 한다.
4)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 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 제시한다.

7. 배수설계
1) 배수구역
배수구역을 검토할 때에는 공원 전 지역 뿐만 아니라 공원외 지역의 유입구역도 고려함과
동시에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에 의한 우수 유출량의 증대와 하류지역에 대한 영향 을 고려
하며 또한 주변부의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작성하고 사업시행지 내에서는 우․오수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 표면배수관의 배치
(1)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
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2)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3) 배수관로는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최단거리로 배치한다.
(4) 인공시설(체육시설 등) 주변에 배수기능을 도입하여 노면수 침범으로 녹지경계면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4) 배수시설 설계는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2009)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한다.
5)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
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6) 도로 횡단 배수관의 규격은 신중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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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수암거의 유속은 1.0~1.8m/sec 범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구배를 설계하고 부득이
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우수는 0.8~3.0m/sec, 오수는 0.6~~3.0m/sec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방지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8) 기존의 경험에 의한 용․배수 구조물 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 하도록 한다.
9) 실시설계 : 유역면적은 시에서 작성한 1/500 하수관망도에서 산출하여야 한다.
10) 하수시설물은 세굴 및 퇴적이 되지 않도록 규정된 유속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11) 서울특별시 하수도기본계획, 기존자료, 현지답사, 수리․수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배수계통계획 재검토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12) 중요 배수시설에 대한 강우강도의 설계기준을 기재한다.
13) 입체시설 설치구간에 대한 표면배수 처리체계와 지하 주요 배수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적용 개소별로 작성한다.
15) 암거의 설계 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에 따른 고정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단차방지시설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6) 암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필요시 유․출입시설 설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도로배수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설계기준의 배수공 관련기준을 적용한다.
18) 배수방식은 하수도에 방류하는 경우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합류식으로 결정한다.
19) 배수로
(1)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영향을
최소화 한다.
(2)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3) 우수배수로는 표면 배수를 원칙으로 하고, 돌, 잔디등 친환경적인 소재나 공법 사용을 검토한다.
20) 배수량 산정시 우․오수관은 계획시간 최대 우․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합류식에서 하수의
차집관은 우천시 계획오수량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21) 측구 횡경사는 7%이상으로 한다.
22) 연결관 연결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포함)과 천공기를 사용토록 한다.
23) 우수유출량 산정에서 확률년수 등 적용기준은 다음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지선관거
- 확률년수 : 10년
- 강우강도식 :
▷ 간선관거
- 확률년수 :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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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6

t + 2.4580

- 13.5 ,

강우강도 77.2 mm/hr (60분 지속시간 기준)

- 강우강도식 :

1, 259.4

t + 3.0380

- 22.5 ,

강우강도 94.3 mm/hr (60분 지속시간 기준)

24) 토피는 1m이상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토피 유지가 곤란한곳은 1.0m 이하로 할 수 있다.
25) 지반조건에 적합한 관 기초를 계획하되 기초형식은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형식으로 설계한다.
26) 공사준공 표지판을 맨홀은 1개소 당 하수관은 2본당 1개소에 부착한다.
27) 개착공법으로 부설한 모든 우․오수관은 준공 전에 내부검사를 실시한다.
- 관경 800mm이상 : 육안검사(필요시 CCTV검사)
- 관경 800mm미만 : CCTV검사
28) 연결관 연결시 수밀성이 양호한 단지관(새들 포함)을 사용하여 연결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연결관 접합을 위한 천공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한다.
29) 맨홀설치의 최대간격을 제한한 기준은 관련 기준에서 삭제된 내용이니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한다.
30) 우리시「빗물 가두고 머금기사업」에서 시행중인 식생수로(도로, 콘크리트배수로를 식생형
수로로 조성), 빗물조성(볼록한 화단 등을 오목한 지형으로 조성), 빗물침투시설(침투통,
침투트랜치, 침투측구, 투수성포장 등) 등의 설치를 검토한다.

8. 식재기반설계
1) 식재기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2) 식재기반용 토양은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 기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4) 표토는 식재기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표토의 수집과 보관 그리고 재활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9. 식재설계
1) 기본방향
(1) 기존수림대 및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2) 공간의 기능에 따라 열림과 닫힘의 공간을 조율하고 공간마다의 독특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3) 식재축을 통한 선적, 면적인 다양한 경관연출이 되도록 설계한다.
(4) 건축물 주변 식재계획은 음영 분석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식계획을 수립한다.
(5)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2) 수목식재
(1) 수목식재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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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식재시 교목, 관목, 지피류 등으로 다층 식생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여, 현장주변의
지역에 적응력이 강한 자생수목을 우선 식재한다.(소나무는 재선충 감염여부 확인)
(3) 수목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4) 친환경설계를 위한 수목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남부 수종의 북방식재 한계선을 파악하여 사업 대상지의 식재 적합성 여부를 판정한다.
(6) 경관과 심미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수목의 개화기를 고려하여 식재 계획한다.
(7) 경관조성용 및 차폐유도, 녹음 등 각종 기능을 목적으로 식재되는 수종을 열거하고
식재로 얻을 수 있는 기능이 최대화 되도록 하며, 안전관리 측면에서 시야가 가리지
않는 식재계획을 도입한다.
(8)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 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친환경설계를 위한 지피 및 초화류의 생태적, 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지피․초화류 식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4) 표토의 상태, 지하매설물과 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
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여건을 파악한다.
(5) 지피 및 초화류는 각 식물의 개화기 등을 고려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경관이 연출될 수
있도록 다양한 종의 반영을 검토한다.
(6)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년생 지피 초화류와 자생식물의 지피류를 활용한다.
(7) 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지피 및 초화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식재지역의 기후조사에 의한 식재적합성 여부 판정과 생육적온, 식재한계선을 조사한다.
4) 비탈면 녹화
(1) 가급적 비탈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되 비탈면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면 일정높이에
소단을 조성하여 비탈면을 안정화 시키고 소단에 관목 위주의 식재를 하도록 하며,
친환경적인 녹화공법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기존 녹지와의 연계성 확보와 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식물군락이 조성되도록 한다.
(3) 비탈면의 토질과 환경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수종으로 선정하되 주변식생을 반영한
자생초화류 위주의 녹화초종을 선정한다.
(4) 비탈면의 침식과 세굴방지를 위하여 비탈면 안정과 보호를 도모하고, 야생동물의 먹이와
은신처 제공 및 경관향상을 목표로 설계한다.
(5) 표면수 또는 용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되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어깨 배수구,
소단 배수구, 종 배수구, 비탈면 밑 배수구, 암거, 유공관 등의 배수시설을 검토 반영한다.
(6) 적정한 시공법과 시공시기, 이상기상, 유지관리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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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목이식
(1) 현 식생의 상태, 유용성, 이식비용, 대치비용 등을 고려․평가하여 보존, 이식, 제거 등의
대상수목을 결정한다.
(2) 이식 대상 수목은 기본계획 식생 분석자료와 현지조사에 의해 선정한다.
(3) 이식 대상 수목의 크기는 현지조사를 통해 직접 측정해서 결정한다.
(4) 이식을 위한 규격은 원칙적으로 근원직경을 적용하며, 수목종류에 따라 설계시 근원
직경과 흉고직경을 달리 적용한다.
(5)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10. 시설물 설계
1) 기본방향
(1) 시설물은 적절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2) 이용자 행태와 요구조건을 반영시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휴게공간에는 그늘을
만들 수 있도록 구조물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3)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4)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하고 특히 보도는 투수성 또는 반투수성
재료를 사용한다.
(5) 공원의 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목적에 의하도록 설계하여 장애인 등의 보행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6)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7) 진입로 및 주차장은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휴양시설
(1)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행태, 동선,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위치를 계획한다.
(2) 휴게소, 벤치, 파고라 등은 점경물로서 공간구성 요소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휴게소는 피난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이용권, 즉 거리를 고려하고, 자체의 공간기능과
전망 등을 감안하여 배치한다.
(4) 최소량을 설치 한 후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설치한다.
(5) 휴양시설은 공원 및 시설물에 어울리고 통일성 있는 친환경소재를 검토한다.
3) 운동시설
(1) 실내배드민턴장의 규모, 시설기준 등은 관련 협회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2) 기존 산책로는 폭 1.5～2m를 확보한다.
(3) 운동시설은 기본계획에 기 계획된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신규시설을 도입하되
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83

(4) 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람 및 휴식이 가능한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5) 운동시설의 배치시 고려사항
① 적절한 방위, 양호한 일조 등 쾌적한 경기조건
② 지형, 식생 등 자연환경
③ 타 시설과의 기능적 연관성
④ 주위 경관과의 조화
⑤ 시설의 유지관리
(6) 야간조명은 운동시설 운용 계획에 의거 시설별 조명기준을 정하여 제시하고 설계한다.
(7) 경관을 고려하여 운동시설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차폐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4) 안내표지시설
(1)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유도시스템, 안내시스템, 해설시스템, 교통시스템 등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하고 CI개념도입과 설계에 필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2)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시설안내판의 디자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서울특별시 표준공원안내체계 개선
계획」을 CI개념으로 발전시켜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 (Identity)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4)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표지는
영문병기를 고려하고 영문병기 시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5)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11. 구조물설계
1)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미관, 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한다.
2) 구조물 설계방법은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3) 구조물의 규모가 큰 경우 심리적 압도감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다수의 소단으로 분절하여
소단에 식재를 도입하여 구조물로 인한 딱딱한 분위기를 줄이도록 한다.
4) 구조적 안정을 요하는 시설은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간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강도(fck)를 표기하고, 각종 강도의 단위를 SI단위로 한다.
7) 옹벽 상단에는 보행자 추락방지 시설 및 옹벽 전개도를 작성한다.
8) 계측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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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반조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3)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4) 계측과 병행하여 지표 및 지질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토록 한다.

12. 동선설계
1) 차량통행로, 자전거로, 보행로로 구분하고 동선은 접근성 이용성,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접근도로는 주변 현황도로와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하고, 도보 이용시민을 고려 횡단보도,
신호등 등 안전횡단이 가능한 시설물을 반영한다.

13. 포장설계
1)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설계한다.
(1) 이용목적, 이용상황 등의 사회적 조건
(2) 지형, 지질, 배수상황, 지하수위, 지반조건, 동결심도 등의 자연적 조건
(3) 유지관리의 정도, 경제성 등의 조건
(4) 포장면에 요구되는 기능성 및 경관적인 특성
2) 포장은 이용목적에 따라 달리하되 식별성을 높이고 이용에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 사용을 검토하여 적합한 자재로 선정하여 설계하되, 포장면적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 포장 파괴원인이 지반의 유동과 동결 및 배수처리에 기인하는 바, 포장을 최소화하고, 토질
조사에 따른 포장두께 및 다짐으로 지반의 안정을 기하고 우수가 지반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계획하는 등 포장기초 구조설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
4) 보도포장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2013)」을 준용하여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한다.

14. 녹색제품구매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사용자재는 녹색제품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제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계획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주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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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2)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3)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8.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3) 실시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5) 유지관리 지침서

2.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설계보고서에는 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등 각종 조사사항 내용기재, 설계
기준, 세부시행계획, 공정계획,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지형 및 경관분석,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토양
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환경영향조사, 기타)
(9) 기본방침
① 기본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서에 대한 성과검토
286

② 설계기준 및 조건
③ 관계기관 협의 등
(10) 상세설계
식재지반설계, 식재설계, 건축설계, 토목설계, 포장설계, 구조물설계, 시설물설계, 급․
관수설계, 배수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통신설비설계, 유지관리계획 등
(11) 사업비(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등)
(12) 부록(각종 조사자료, 각종 설계자문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업무
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3) 설계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
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① 총괄 자재집계표 및 수량집계표
② 공종별 수량집계표 및 자재집계표
③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④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⑤ 기타
3) 실시설계도면
목차, 위치도, 수목 및 시설물 총괄표, 종합계획도, 현황도(기존수목 및 기존시설물),

공사

계획평면도, 전체평면도, 부분평면도, 구조물배치도, 시설물배치도, 식재평면도, 배식입․단면도,
포장평면도, 우수․배수계획 평면도, 구조물상세도, 포장패턴 및 상세도, 시설물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배수구조물도, 식재상세도, 주요 종·횡단면도, 녹지구적도 등

4) 공사시방서 작성
(1) 총 칙

(2) 정지

(3) 관수 및 배수

(4) 조경구조물

(5) 조경포장

(6) 식재

(7) 잔디

(8) 비탈면녹화

(9) 생태복원

(10) 인공지반 조경 (11) 조경석

(13) 수경시설

(14) 옥외시설물

(16) 기타공사

(17) 유지관리

(12) 유희시설

(15)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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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실시설계 사후평가표(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1)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2)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 실시설계 사후평가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별표 1)
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사업수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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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개월

비고
종합사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토양조사, 표토 보존 및 처리계획, 지장수목 처리계획, 지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설계보고서에는 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등 각종 조사사항 내용기재, 설계기준,
세부시행계획, 공정계획,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4)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5) 설계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 기술자 및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합본으로 작성한다.

288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3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자격 등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10)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1)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한다.
(12) 설계내역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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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
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3)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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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도록 한다.
4)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
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

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
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조경편)”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5) 유지관리 지침서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계절별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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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실시설계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 실시설계보고서

수 량

비

고

5부
실시설계설명서

5부

실시설계내역서

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5부

․ 실시설계 예산서

축소도면(반접 2부 포함)

․ 실시설계도면

5부

․ 공사시방서

5부

․ 유지관리 과업내용서

5부

․ CD

1조

CD 작성기준참조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설계심의, 계약심사 관련자료 등

(1)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2) CD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2)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조서 전체를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 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
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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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등산로 정비

예시 2.4

과 업 내 용 서
20○○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20○○. ○○.

서울특별시 ○ ○ 구
(공원녹지과)

목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대상지역
4. 과업개요
5. 과업의 수행기간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9. 용역감독 등
10. 자료요구․질의 등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4. 설계심의 등
15. 보안 및 비밀유지

차

제4장 설계업무
1. 기본설계단계
2. 실시설계단계
3. 설계조건
4. 등산로 정비기준
5. 노면처리
6. 안전시설
7. 목재데크
8. 계단
9. 다리
10. 휴게시설
11. 안내시설
12. 식생부문
13. 유지관리계획
14.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15.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8. 신기술의 도입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20.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2장 조사업무

제5장 성과품 작성

1. 현황조사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2. 지장물 조사

2. 성과품의 내용

3. 배수시설 조사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4. 구조물 조사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5. 용지조사

5. 납품 및 인쇄

6. 관련계획 자료조사

제3장 계획업무
1. 분석 및 구상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3. 관계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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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사항
1. 과업명 : 2014년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집중호우로 훼손이 심한 등산로를 집중·정비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안전
사고 예방

3. 과업의 대상지역 : OO산 OOO일대 (OO구 OO길 OO)
4. 과업 개요 : 등산로 OO㎞ 정비
5.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OO개월(OO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 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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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보고(1회)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건축주 및 이용자, 발주기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내용
- 현황조사 내용
- 계획방향 및 기본계획안(대안 2개 제시)
(2) 준공 보고(1회) : 준공일로부터 5일 전
- 1차 보고 회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
- 계획평면도(식재, 시설물)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은 발주기관의 설계심사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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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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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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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및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의 충분히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특별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은 용역초기에 인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관련 행정기관과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문
설계자문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2회 이상 받도록 하되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착수단계
2) 중간단계
3) 마무리단계
4)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5.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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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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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7.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8.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19. 친환경 재료의 사용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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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기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1) 기본설계 과업은 추진하되, 기본설계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받지 않는 과업으로 과업을 진행한다.
(2) 과업수행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 할 수 있다.
(3)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4) 기타 당해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적정한 규모의 친환경 사방시설 설치(과다시설 차단)
(2) 공사비가 경제적이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 할 것.
(3) 현지 채취자재 최대 활용 및 자연 친화형 대용자재 사용 검토
(4)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한 친환경 공법 선정
(5) 장비시공이 가능한 공정은 기계경비로 설계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7)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방기준 제시

제 2장 조사업무
1. 현황조사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조건이 설계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형, 지질 등의 자연 및 인문사회현황(용지 및 지장물, 도시계획, 토지이용현황)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한다.
3) 등산로 정비 대상지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훼손된 등산로를 조사하여 산림복원 방안을 설계시 반영한다.

2.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상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상․하수도관, 가스관, 맨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고안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한다.

3. 배수시설 조사
관계자료 수집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횡단배수, 노면배수, 지하배수 등의 위치, 규격,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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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4. 구조물 조사
1) 구조물 조사는 현존 구조물 현황의 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 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타시설물과의 관련성을 평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사항 최소화 및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조사한다.

5. 용지조사
1) 이 과업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작성하여 손실 보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공사 추진을
원활히 하고 보상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2) 민원발생 예정지역 및 협의사항을 조사 검토한다.

6. 관련계획 자료조사 등
1) 이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검토 반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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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계획업무
1. 분석 및 구상
1) 입지조건의 분석과 경관의 조화 검토
2) 공종별 설계기준 작성 및 합리적 설계방향 설정
3) 시설물의 이용성, 편리성 및 규격, 구조, 재료 등 선정
4) 시설별 위치의 적정성 및 배치상 기능의 연계성 검토
5) 부지이용과 진․출입, 통행과 휴식 등 공간의 합리적인 계획수립

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 기준을 작성
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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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4장 설계업무
1. 기본설계 단계
1)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의 검토
2) 기본계획사항 점검 및 검토
3)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4) 부지내 기존시설의 이설․철거 대책 및 방안작성
5) 식생조사 및 토양조사(식재기반)
6) 각 공종별 적용기준 검토
7) 기본적 구조물 형식의 비교․검토
8) 구조물 형식별 적용 공법의 비교․검토
9) 기술적 대안 비교․검토
10)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11)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12)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본설계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13) 기타 필요시 심의자료 등 발주기관이 계약서 또는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단계
1)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2) 각 공종별 상세설계 등
3) 공사비(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공사기간 산정
4)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5) 공사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에서 정하는 사항
7) 이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인․허가 등 업무수행 등

3. 설계 조건
1) 각 분야 설계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작성은 측량 성과품을 이용한다.
2) 이 부지의 자연환경, 인문, 역사적 환경 및 생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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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는 기존수림대 및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우․배수는 전체 지형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시설물 설계시 내구성 및 안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의
설치를 방지한다.

4. 등산로 정비기준
구

노선
정비

주변
정비

분

계 획 방 향

급경사지, 저습지 구간

목재데크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설치

답압피해, 토사유실 구간

노면정비/횡배수로 설치

돌이 많은 완만한 구간

노면정비/횡배수로 설치

계단이 낡고 훼손된 구간

목계단 설치

등산로 입구, 갈림길

안내표지판, 벤치편의시설 설치

자투리 공간, 폐쇄구간

소나무, 상수리, 산벚나무, 철쭉, 싸리 등
수목식재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후 식생복원

5. 노면처리
1) 노면상태는 인위적 정비 여부에 따라 길의 가치 및 이용객의 육체적 피로와 직결되므로 흙
길을 우선 고려
2) 급경사지, 상태가 불량한 지반 등은 가능한 피하고 인공적인 포장이 불가피한 경우 포장구간은
반드시 최소한으로 하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투수성과 내구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측면 고려
3) 노면 포장은 이용객수, 바닥재질, 보행감, 심리적 적합성, 경비 등을 고려하여 설계
4) 노면은 견고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방해가 없는 노폭은 최소한 0.9m가 되어야 하며
노면경계를 확실히 구분
5) 상습 배수불량지는 노면 확대방지와 보행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을 설치

6. 안전시설
1) 위험표지판, 보행자펜스, 경계시설등 안전시설은 미끄럽거나 경사가 심한 지역, 도보위험
구간 등 위험이 있는 지역에 설치
2) 위험지역은 반드시 노출시키고 위험지역 전후에 위험안내표시 필수
3) 내구성이 좋은 소재를 사용하고 안전뿐만 아니라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시공
4)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위한 보행자 펜스, 안전봉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5) 도로횡단이 불가피할 경우 횡단보도나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전자가 횡단이 잦은 지역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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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시를 볼 수 있게 설치
6) 마을을 관통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보호시설 도입

7. 목재데크
급경사지, 저습지구간, 식생양호구간에 설치하여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계 획 방 향

종단경사 30% 이상 ㆍ경사도가 심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의 보행이 어려운 경우 목재데크 설치
급경사지역
ㆍ노면세굴이 심해 지형복원이 어려운 경우 목재데크 설치
경관적 가치가 있는 ㆍ식생 및 암반 등 경관적 가치가 우수하여 주변지역 훼손방지가 필요한 구간
탐방시설지
목재데크 설치
ㆍ급경사지역으로 노선의 확보가 어렵거나, 우회등산로의 설치가 불가피한 지역에
급사면 암반지역 및
목재데크 설치
등산로 폭 확산
ㆍ등산로의
폭이 필요이상 확산되어 주변 녹지의 훼손이 우려 되 는 지역에 등산로의
예상지역
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데크 설치

데크 폭원기준

데크 경사도기준

ㆍ1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75Cm를 기준으로 2인이 교행하여 통행이 가능한
1.5m를 최소폭으로 설정하여 목재데크 설치
ㆍ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 중 일반 등산객 중복 이용 이 불가피한 지역은
교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폭2m의 목재데크 설치
ㆍ노선의 경사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1/12 이내가 되도록 목재데크 설치

8. 계단
1) 가능한 한 계단을 배제하며 토사유실이 많거나 미끄러지기 쉬운 급경사지에 목계단 설치
2) 우수에 의한 침식, 식생의 보전, 이용객의 안전확보의 관점에서 30∼40%이상의 급구배에 계단 설치
3) 계단높이는 15∼18cm, 노폭은 25∼30cm를 최소규격으로 하며 높이는 낮고 노폭은
넓을수록 이용에 편리하나 기존의 노선폭을 고려하여 조화롭게 설치
4) 계단 설치시 시. 종점은 횡단배수대를 반드시 설치
5) 종단경사가 급한 경우 돌채취가 쉬운 곳은 돌계단 설치

9. 다리
1) 계곡부 및 하천부에 목재다리 또는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집수구역과 최대 시 우량을 계산하여
안전한 다리의 형태를 선정
2) 다리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게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사용
3) 자연적소재를 활용하여 주변환경의 색감 및 질감의 조화를 고려

10. 휴게시설
1)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형태를 고려하여 길의 진입부, 완충지역 또는 결절점에 위치 선정
2) 길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지역으로 탐방객의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
3) 원활한 동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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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관조명이 양호한 곳으로 안정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5) 시설물은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색채를 선정하고 재료는 가능한 목재로 하되 내구성 및 실용성을
고려하여 석재나 철재 등 사용
6) 대표적 휴게시설인 의자의 경우 높이는 35∼43cm, 너비는 38∼45cm, 의자간 간격은 90cm가
표준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

11. 안내시설
1) 안내시설은 상징적 분위기가 표출되도록 하고 꼭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주변경관 및 시설과
조화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
2) 이정표는 길의 분기, 결절점 및 주요시설 입구에 설치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루되 어느정도
식별성을 가져야 함
3) 안내판 소재의 내구성과 크기, 형태, 색상과 재료, 질감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며 시점을 고려하여
눈높이 기준으로 설치(서울시 도시공원 안내체계 개선매뉴얼 적용)
4) 안내시설의 내용은 길의 명칭, 목적 및 기능, 주요지점, 노선등 명료하게 작성하고 디자인과
색채의 통일성 유지
5) 가급적 친환경 소재 및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시설행위가 주변 생태계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설치

12. 식생부문
1)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식재수종은 노선별 경관에 어울리는 기능에 따라 선정하고 경관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고 구입이 용이한 수종을 위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초종으로서, 향토수종을 그늘에 적응하는 등 기능적 초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지역적 특성과 지형에 맞게 조화롭게 식재한다.
5) 대상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채택한다.
6) 식물생육이 불리한 식재기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13. 유지관리계획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주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14.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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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3)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15.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5장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3) 실시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2.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1) 표

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서명)
(4) 목

차

(5) 위치도
(6) 과업의 목적
(7)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설계보고서에는 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등 각종 조사사항 내용기재, 설계기준,
세부시행계획, 공정계획, 공법비교 및 대안 채택의 타당성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 및 분석(현지조사 및 답사, 지형 및 경관분석, 수리․수문조사, 토양조사, 측량, 지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환경영향조사, 기타)
(9) 기본방침
① 기본계획 및 기타 업무보고서에 대한 성과검토
② 설계기준 및 조건
③ 관계기관 협의 등
(10) 상세설계
식재지반설계, 식재설계, 건축설계, 토목설계, 포장설계, 구조물설계, 시설물설계, 급․관수
설계, 배수설계, 기계․설비설계, 전기․통신설비설계, 유지관리계획 등
(11) 사업비(공사비산출, 사업비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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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록(각종 조사자료, 각종 설계자문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내용,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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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2) 실시설계 예산서 작성
(1) 설계설명서 : 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예정공정표 등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공사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① 총괄 자재집계표 및 수량집계표
② 공종별 수량집계표 및 자재집계표
③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④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⑤ 기타
3) 실시설계도면 작성
(1) 목차
(2) 위치도 : 임의 축척
(3) 종합계획도 : 축척 1/100 ～ 1/300
(4) 현황도
- 기존수목현황도, 기존시설물현황도 : 축척 1/100 ～ 1/300
(5) 정지
① 부지정지계획평면도 : 축척 1/100 ～ 1/300
② 부지종․횡단면도 : 임의 축척
(6) 공사계획평면도 : 축척 1/100 ～ 1/300
(7) 구조물․시설물
① 구조물․시설물배치도 : 축척 1/100 ～ 1/300
② 상세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부분상세도) : 축척 1/10 ～ 1/60
(8) 식재
① 녹지구적도, 식재평면도 : 축척 1/100 ～ 1/300
② 지주목, 식재상세도 : 축척 1/10 ～ 1/60
(9) 포장
① 포장평면도 : 축척 1/100 ～ 1/300
② 포장패턴 및 상세도 : 축척 1/10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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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시방서 작성
(1) 총 칙

(2) 정지

(3) 관수 및 배수

(4) 조경구조물

(5) 조경포장

(6) 식재

(7) 잔디

(8) 비탈면녹화

(9) 생태복원

(10) 인공지반 조경 (11) 조경석

(13) 수경시설

(14) 옥외시설물

(16) 기타공사

(17) 유지관리

(12) 유희시설

(15) 운동 및 체력단련시설

5) 유지관리 지침서
유지관리지침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기타
(2) 구조계획도 : 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3) 구조특성 : 구조의 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재의 특징
(4)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5) 보수방법 : 신축이음장치, 도장, 용접부위, 유지관리 및 교체에 대한 사항 등
(6) 유지관리장비, 안전점검시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실시설계 사후평가표(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1) 경제성 분석 등 세부 계산과정 데이터 등 부록 제출
(2) 사후평가표상 비고란에 특이사항 및 용역 수행자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실시설계
사업명

용역비
(백만원)

수행기간

추 정
공사비
(백만원)

년 월 일
년 월 일

공사비 증가시 재검증
추
정
공사기간

사업수행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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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개월

비고
종합사후
평가시
활용토록
상세하게
작성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설계보고서

각종 조사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작성하며,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한다.
(1) 자문내용,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2) 실시설계용역의 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실시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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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
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 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수량산출서는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 별책으로 작성한다.
(14)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6) 공사손해 보험료 산정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309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도록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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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조경편)”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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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 지침서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계절별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 실시설계보고서

수 량

비

고

5부
실시설계설명서

5부

실시설계내역서

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5부

․ 실시설계 예산서

축소도면(반접 2부 포함)

․ 실시설계도면

5부

․ 공사시방서

5부

․ CD

1조

CD 작성기준참조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설계심의, 계약심사 관련자료 등

※ 과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2)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조서 전체를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 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
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
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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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시설물의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도서를 마이크로필름, CD 등의 사본으로 제작하여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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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예방사방사업

예시 2.5

과 업 내 용 서
20○○년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

20○○. ○○.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

목

제1장 과업의 개요

차

제4장 계획업무

1. 과업의 명칭

1.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2. 과업의 목적

2. 관계기관 협의

3. 과업의 대상지역
4. 과업의 내용
5. 과업의 수행기간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제2장 일반사항

제5장 설계업무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사업별 적용기준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 구조물 및 시설물

3. 용역감독

3. 유지관리계획

4. 자료요구․질의 등

4. 녹색제품 구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6.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6.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7.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7.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8. 설계자문 및 심의 등

8. 실시설계 사후평가표

9. 보안 및 비밀유지
10.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2. 신기술의 도입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3. 친환경 재료의 사용

2. 설계서 작성

14. 저작권 관련사항

2.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5. 하도급 사항
16.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3장 조사업무
1. 설계 조건
2. 적용 기준
3. 측량
4. 지형 및 경관분석
5.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6. 기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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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성과품 작성

3.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4. 납품 및 인쇄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20OO년 예방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사방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3. 과업의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등 5개소
연 번

위

치

사업내용

1

00구 00로 산1-2(1)

바닥막이 등

2

00구 00로 산1-2(2)

바닥막이 등

3

00구 00로 9-417

낙석방지시설, 임시배수로 정비 등

4

00구 00로 산5-6

낙석방지망 정비, 배수로 정비 등

5

00구 00로 산1-5

배수로시설 보강 등

비 고

4. 과업의 내용
1) 현황조사 및 측량
2) 설계방향 및 설계방안 제시
3) 공종별 상세 설계
4) 도면 및 내역서 작성, 각종 심의 수행 등
5)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5.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개월(○○일간, 국․공휴일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이행수량 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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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제2장 일반사항
1.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사업책임자 및 분야책임자)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 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보고(1회) : 착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건축주 및 이용자, 발주기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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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조사 내용
- 계획방향 및 기본계획안(대안 2개 제시)
(2) 준공 보고(1회) : 준공일로부터 5일 전
- 1차 보고 회의 협의사항 이행 여부
- 계획평면도(식재, 시설물)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실시설계에 대한 최종심사 결정은 발주기관의 설계심사를 거쳐 확정하여야 함
4)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성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수행업무

비 고

6/1
.
..
6/31

3.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용역 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4.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
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2) 설계 단위별 사업비 내역 및 위치도
(3)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 등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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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
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1) 관련법령 및 제규정의 적용
(1)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산림청 발간 사방기술 교본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서울시 2010년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요령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7.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요구한 시점 및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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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의 충분히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특별히 문화재와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은 용역초기에 인지하여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용역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후 관련 행정기관과 조속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설계자문 및 심의 등
1) 설계자문
(1)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업무관련 기관의 심의를 구한다.
(2) 용역시행 중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용역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심의이행
(1) 기본설계 완료시점 혹은 실시설계완료 이전에 필요한 경우 사전심의를 받는다
(2) 설계자문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주민설명회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를 시행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및 문장의 구성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 (교육부)
(2) 외래어 표기법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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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 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 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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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2.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2조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환경 신기술 등 타법에 의해 지정된 신기술도 필요시 설계
반영 여부 검토)

13. 친환경 재료의 사용
1) 공사에 사용하는 각종재료와 제품은 한국산업규격(K.S),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경제성(LCC 고려), 사용성, 내구성,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재료를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재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에 따른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며, 가능한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고려한다.

14. 저작권 관련사항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5. 하도급 사항
이 과업의 수행(조사, 설계)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
공학기술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321

16. 특기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특기사항
(1)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따른다.
2)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적정한 규모의 친환경 사방시설 설치(과다시설 차단)
(2) 공사비가 경제적이고, 시공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3) 현지 채취자재 최대 활용 및 자연 친화형 대용자재 사용 검토
(4)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한 친환경 공법 선정
(5) 장비시공이 가능한 공정은 기계경비로 설계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7) 주요자재에 대한 품질기준 및 시방기준 제시

제3장 조사업무
1. 설계 조건
1) 각 분야 설계시 관련법에 의거 반드시 유자격자가 설계하도록 하고 도면작성은 측량 성과품을 이용한다.
2) 시설물 설계시 지질 상태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에 이상이 없도록 구조검토를 시행하고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 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 수목식재는 기존수림대 및 수목을 최대한 보존․활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우․배수는 전체
지형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표준시방서와 서울시 제정 전문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5) 구조물 설계시 내구성 및 안전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안전사고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물은 제외한다.
6) 각종 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 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7) 공사원가 절감을 위하여 기계화시공, 대용자재 활용공법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우기 및 홍수를 대비한 공정계획과 안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서울시에서 시행중인「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 및 대책 연구」용역의 결과 및 개선복구
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사항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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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기준
1) 현지조사
(1) 구역면적․구역형상 및 산사태의 원인과 특성 조사
(2) 지황(地況)․임황(林況) 및 기상인자(최대시우량, 연속강우량, 호우빈도 등)
(3) 사업 대상지 및 연접지에 습지․희귀․특이․멸종위기식물 등이 있는지 여부
(4) 사업의 대상지, 연접지의 식생․산림생태의 구성(상층목, 하층목, 관목, 초본류의 종류
및 그 분포와 특성)
(5) 공작물의 종류와 수량, 사용자재의 종류 및 규격
(6)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유관공사와의 관계 조사
(7) 법령상의 공사 제한사항, 사업시행의 제반 장애요인
(8) 공작물을 설치할 장소 선정
(9) 토공(土工)관계 조사 : 절․성토량과 현지여건에 따른 중장비 활용가능성 등
(10) 자재관계 조사 :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석재․떼 등 모든 자재에 대하여 현지채취 및 구입
여부를 조사․판단
(11) 편입용지 및 지장물 조사: 편입용지도는 해당 지역의 최근지적도 및 임야도를 사용하며, 용지
조사는 지번별․지목별순서로 면적, 지장물 및 소유자를 조사
(12) 설계인자 조사
(13) 시공자재의 활용가능성 여부와 채취장소․운반거리․기계화시공 및 레미콘 차량의 진입 가능성
등을 조사한다.
(14) 설계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단가는 조달청이나 공인기관에서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되, 이에
없는 것은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적용한다.
(15) 각종 자재 및 골재운반 거리는 현장에 반입할 수 있는 최단지역의 운반거리를 조사하여
적용하되, 자재단가와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을 적용한다.
(16) 가급적 현장에서 채취 가능한 자재는 채집량, 운반거리를 조사한다.
2) 야계사방사업의 경우
위 1)의 공통조사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조사한다.
(1) 집수구역의 면적, 계류바닥의 상태(침식정도, 물매, 구성인자의 크기 등)
(2) 계류의 폭, 기초지반 상태(암반유무, 토질, 풍화정도 등)
(3) 계류의 지형․지질 및 수문의 특성, 지하수위 및 홍수수위 등
(4) 계류에 서식하는 주요 수생동물과 수생식물의 종류․서식처

3. 측량
1) 일반사항
측량은 산복황폐지의 주변을 포함하여 충분한 범위까지 실시해야 한다. 시공지의 면적결정, 비탈면
다듬기 공사의 토사량 산출, 공작물의 수량산출과 위치결정 등을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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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법령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 지형측량,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측량실시시기, 주요기기, 특기사항,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3) 작업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의거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5)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7)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
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8)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필요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
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다.
2) 중심점 설정
(1) 중심점의 간격은 20미터로 한다.
(2) 지형상 종․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이나 구조물 설치지점 등에는 보조점을 설정한다.
3) 종단측량
(1) 종단측량의 범위는 시점 및 종점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류를 포함하고, 중심선 및
보조점에 따라 좌․우로 측량한다.
(2) 계류의 경우 중심선을 따라 측량하되, 주요구조물 주변은 임시기표를 하고 평면도에 이를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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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의 각 측점․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의 중심선에서 양방향의
현지지형을 설계도면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측정한다.
5) 지형현황 측량
(1) 지형지물을 기점으로 하여 필요한 지역은 측량기로 중심선 좌우의 지형을 측정하되, 구조물
설치지점은 도면과 현지에 세부현황 측량의 측점을 표시한다.
(2) 구조물의 위치 및 유역에 대한 지형․집수면적․유수상태․유량 등을 조사한다.
6) 사업의 면적 산출
(1) 사업 대상지 면적은 수평거리와 평면적으로 산출한다.
(2) 사업의 실제 수량은 사거리와 사면적으로 산출한다.

4. 지형 및 경관분석
작성된 지형도에 의거 경사도․고도 등 지형분석과 주변에서 본 경관 주요 조망 점에서 본
경관 등을 예측 분석하여 경관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5. 하천현황 및 수리․수문조사
1) 하천정비 및 배수계획 등 건설관련 자료를 활용 검토한다.
2) 과업구간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구조물의 처리시설 등을 조사한다.
3) 도로 건설 등에 따른 치수문제는 하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4) 과업구간의 주변 도로와 하천 등의 현황을 조사한다.
5) 과업구간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한다.
6) 과업구간 주변의 과거 침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6. 기타조사
1) 지장수목 조사
사업부지내의 기존수목(림)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주변수목(림)과의 조화, 환경친화적 식재
공간의 확보 등의 측면에 가능한 보존․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1) 현 상태로의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식 등을 계획한다.
(2)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벌채하여 생태적으로 재활용(다공질 공간, 곤충 서식처 등)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지장물 조사
(1) 계획부지의 각종 지하매설물․지상시설물은 현장조사하여 저촉여부 등을 확인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맨홀,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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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이설 가능여부를 판단,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3)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공사중 위치 착오 및 불명확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한 지장물 조사목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조사 작업중 지하 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6) 지장물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의 현황을 조사하여 제출한다.
3) 토취장, 골재원, 사토장조사
(1) 기존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추이 등을 조사한다.
(2)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한다.
(4)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예정인 각종 공사장과 우리시 「사이버 흙은행」
및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토취장, 골재원 및 사토장을 조사하여 본 과업에 사용 여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계획업무
1.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 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2. 관계기관 협의
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제5장 설계업무
1. 사업별 적용기준
1) 계류보전
(1) 계류의 유속을 줄이고 계류의 바닥 또는 양쪽사면의 침식을 감소 또는 방지하는 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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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적용한다.
(2) 유역면적, 지형, 임상, 지피물, 계상구성물의 크기, 강우량, 지질, 투수성 등을 조사하여
유량을 산정한 후 계상의 단면적을 결정하되 가능한 넓게 시설한다.
(3) 상류 계류에는 골막이ㆍ바닥막이 등 물매를 완화하고 계류를 안정시키는 시설을 설치한다.
(4) 계류의 본류와 지류의 합류점은 예각(銳角)이 되도록 한다.
(5) 곡선부 양쪽 사면이나 기슭을 보호해야 할 곳에는 기슭막이를 시공한다.
2) 사방댐 설치
(1) 시설재료는 사방댐의 설치 목적과 입지를 고려하여 선택하되, 전도․활동․내부응력 및 지반
지지력 등 외력에 대한 안정을 갖도록 설치한다.
(2) 상류에서 유출되는 나무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목(流木) 차단이 가능한 사방댐을 설치한다.
(3) 사방댐의 높이는 시공목적, 지반의 상황, 계획물매, 시공지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과 서울특별시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업무 지침에 따른다.

2. 구조물 및 시설물
1) 기본방향
(1) 시설물은 적절한 유지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성에 유의하여 설계한다.
(2) 시설물은 각각의 요소가 갖는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되 전체적인 통일감을 유지하도록 설계한다.
(3)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을 고려한 재료로 설계한다.
(4) 경제적 설계방안 및 사후관리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구조물 형식 및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안정성, 경제성, 환경친화적 조화 등을 종합
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방법은 공인된 설계기준에 따른다.
4) 구조물의 규모가 큰 경우 심리적 압도감을 최소화하도록 가급적 다수의 소단으로 분절하여
소단에 식재를 도입하여 구조물로 인한 딱딱한 분위기를 줄이도록 한다.
5) 구조적 안정을 요하는 시설은 구조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공간 특성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와 재료를 선택한다.

3. 유지관리계획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계절별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4. 녹색제품 구매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사용자재는 녹색제품으로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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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직접 구매제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위험공종 목록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위험공종을 목록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을 검토
하여 설계시 반영토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구조물 시공시 안전대책
2) 우기시 및 동절기안전대책
3) 유지관리 종합안전대책 등

7.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 의무 피드백
동일 또는 유사공종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3) 설계예산서(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4) 실시설계도면
5) 공사시방서
6) 유지관리 지침서

2. 설계서 작성
1) 실시설계서 작성기준
측량 및 설계를 할 때에는 사업별․공사별로 다음의 내용을 근간으로 현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지침서를 작성한다.
(1) 현지조사(측량․설계인자) 및 제도방법
(2) 축조물의 위치․규모․크기․형상
(3) 공법 및 공사시방서
(4) 사용중기의 종류 및 용도별 명세
(5) 주요재료의 품명․규격․수량 및 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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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골재원․지질․토취장․배합설계 등 사전조사 자료
(7) 축조․공작물의 구조․공법․규모․형상
(8) 공사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공순위
(10) 필요할 경우 주변시설의 활용성 및 타당성(도면 포함)
(11) 설계변경조건
(12) 공사기간 산정기준 근거
(13) 그 밖에 설계도 작성의 지침이 되는 사항
2) 실시설계서 작성
(1) 설계서는 목차, 위치도,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예정공정표, 지적조서, 공사
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각종 중기경비계산서, 공종별 수량
계산서, 각종 소요자재 총괄표, 토적표, 산출기초 등 순으로 한다.
(2) 설계에 필요한 각종 단가산출서의 적용기준은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되, 실적공사에 의한
예정가격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3) 환율은「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매매기준율)을 기준한다.
(4)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된 시중노임단가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5) 중기노무비는「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6)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수수료), 부가가치세, 경비(특허권사용료․운반비․보험료․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말한다)의 요율은「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맞추어 산정한다. 이 경우 특허권이
설정된 사항에 대하여는「특허법」제94조, 제100조 및 제102조에 따라 미리 특허권자
(공무원직무발명에 의한 국유특허권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말한다)로부터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7) 기계화 시공시 중기 작업효율 등은 보편적인 현장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공사 현장의 여
건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적용한다.
(8) 단가산출 기초는 공통된 사항이므로 설계자가 공사비를 산출할 때에는 신공법 등의 설계와 시공
면에서 합리적이고 기술적인 발전과 저렴한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조정한다.
(9) 관급자재 등 자재구입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 설계서는 공구별(1.2.3)로 작성하여 성과품으로 납품한다.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각종 설계도서에 표기하는 문자 및 부호, 범례 등은 사방사업 기술교본 기준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시공 및 적산이 가능하도록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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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사전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3) 설계실명화를 위해 과업 참여 기술자 및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2000, GT-STRUDL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
되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별 첫 쪽(Page)마다 우측 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
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 임을 명시 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
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3)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4) 노임의 기준은 납품전 공사노임단가(당해연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한다.
(5) 공사원가 계산서는 당해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를 우선 적용한다.
(6) 유류가는 조달청 유류가격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7) 재료비는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매월 가격정보지에 제재하는 가격과 기획재정부장관에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발행한 물가정보지 등 3개 이상의 물가자료를 비교하여 산출한다.
(8)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
환율 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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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0)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에 의거 작성한다.
(11) 설계예산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12)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① 설계서의 표지
② 설계 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③ 공사예정공정표 :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및 시민불편 유발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④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⑤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⑥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13)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와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용(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계상한다.
(15) 공사손해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4) 수량산출서의 작성
(1)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각 종종별로 수량을 산출 집계하여야 한다.
(3)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각종 자재수량은 별도 집계조서를 작성한다.
5) 설계도면 작성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설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 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6)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7)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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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한 후 사용한다.
(9)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차를 작성하도록 한다.
(10) 구조물도 축척은 1/100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일 경우는 변경하여 제도할 수 있으며,
구조물 내역과 재료별 규격 및 물량계산서를 기입한다.
(11) 설계홍수량은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과 홍수도달시간을 이용한 합리식으로 계산된
최대홍수유출량의 1.2배이상으로 하고, 사방댐 등 횡공작물의 방수로 등은 2.0~5.0배로
설계하되, 급류지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2) 평면도에는 측점번호, 주요공작물의 위치, 곡선반경 등을 기입하여야 하며, 사유토지의
지점경계를 표시하고, 공작물의 위치는 사방공종 부호나 공종명을 기입한다.
(13) 종단면도에는 측점, 측점간 거리, 누계거리,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절․성토 단면적, 토적량,
계획물매 등을 기입하고 시공계획고는 피해방지․경관 유지가 가능하도록 결정한다.
(14) 횡단면도
- 횡단면도에는 절토고․성토고, 절토․성토 면적 및 구조물을 표시한다.
- 횡단기입의 순서는 좌측하단에서 상단방향으로 기입한다.
- 절토부분은 토사․암반으로 구분하되, 암반부분은 추정선으로 기입한다.
- 각 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토고, 성토고, 단면적, 지장목 제거, 사면
보호공 등의 물량을 따로 기입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
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해당공사의 특성에 맞게 편집, 수정하여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히 수록
하고,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종 분류체계(서울특별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참조 ;
infra.seoul.go.kr)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3)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 상호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한다.
(4) 기타 해당공사에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조경편)”에 따라
작성하되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정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작성한다.
(5)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 설계도서 검사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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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 사항
7) 유지관리 지침서
(1) 조성 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2) 계절별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4. 성과품 납품수량 및 CD 작성기준
1) 최종 성과품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 실시설계보고서

․ 실시설계 예산서

수 량

비

고

5부
실시설계설명서

5부

실시설계내역서

5부

실시설계단가산출서

5부

실시설계수량산출서

5부
축소도면(반접 2부 포함)

․ 실시설계도면(A1, A3)

5부

․ 공사시방서

5부

․ CD

1조

CD 작성기준참조

1식

설계심의, 계약심사 관련자료 등

․ 설계기초조사 야장, 임야 및 토지대장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서류, 도서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 과업의 특성 및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가능
(2) CD는 “준공도서 사본 작성 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참조하여 제작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 보고서 등은 관련 책임기술자(기술사 등)가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한다.

2) CD 작성기준
(1) 해당 용역 납품조서 전체를 CD에 저장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 각각의 도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호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면 : 도면 작성은 CAD 시스템을 사용하고 사용된 한글 Font를 함께 수록하여야 하며,
종류별로 디렉토리를 구성하여 도면을 분류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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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고서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③ 예산서 : 워드프로세서, 엑셀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 으로 작성된 파일을 수록하되,
필요시 이미지파일 및 그림 파일을 함께 수록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필요한 데이터 : 기타 필요한 데이터는 호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3) 기술용역 성과품 공개 및 관리 강화 방안
(1) 용역 완료시 용역 보고서를 정보소통광장(opengov.seoul.go.kr)에 공개(PDF파일로 등록)하
고 전체 용역성과품 3부 및 CD 1부(표준포맷)를 서울도서관 제출
(2) 용역 준공 시 정보소통광장 공개현황(화면출력) 및 서울도서관에서 발급받은 제출확인서 재무
부서 제출

5. 납품 및 인쇄
1)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최종 성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3) 성과품의 인쇄용지는 친환경상품으로 한다.
4) 수급인은 최종 성과품을 과업수행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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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심의도서 작성기준
3.1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배치․입면․단면․재료․공사비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
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 위치․면적․범위․개략공사비등
○ 사전조사사항
․ 지질 및 지형, 토양, 강우량, 바람, 기온, 일조, 기존식생, 경관,
주변토지이용 등의 현황 분석

설계설명서

․ 관련법규 사항
○ 계획 및 방침
․ 계획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과정의 설명
․ 수종선정기준과 상태적 특성
․ 시설물개요(종류․규격․재료)
․ 지역별 조경계획
- 공간성격, 식재 및 시설물 계획

구 분

표 시 하 여 야 할 사항
도 면 종 류
위

치

도

기본구상 및 개념도

축

척

임

의

임

의

사

항

방위․도로․대지경계․주변지형지물 등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조경계획의 기본구상
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종 합 계 획 도

1/200～1/600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 안 동선의 위치,
폭, 각 시설지의 위치, 크기 등의 기본적인 배치
사항, 지반고

설계도면

종․횡단면도

임

의

주요시설지의 종단면도, 횡단면도에 식재, 시설
물의 단면을 표기
전체적 배식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범례를 상록

배 식 계 획 도

1/200～1/600 교목․낙엽교목․상록관목․낙엽관목․초화류․지피류 등
으로 구분 수종규격 개략적 수량은 표를 작성
주요부분의 배식계획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출선에

부분배식계획도

1/100～1/300

녹 지 구 적 도

1/200～1/600 녹지면적 산출근거

수종․규격․수량을 구체적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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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 하 여 야 할 사항
구 분
도 면 종 류

축

척

사

항

놀이터․공원․휴게소․광장․수경시설․체육시설 등의 평면
시 설 배 치 도

1/100～1/300 배치와 이에 시설되는 각종 시설물의 종류․위치․
규격을 표기

설계도면

시 설 물 도

시설물의 평면도, 입면도, 형태, 규격, 주요재료를

1/10~1/50

표기

※ 조경계획시 필요한 부지조성계획도, 포장계획도,

기 타 사 항

상하수 및 전기시설 계획도 등을 첨부할 것.

3.2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설계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 위치․면적․범위․공사기간․공사비등
○ 사전조사사항
․ 지질 및 지형, 토양, 강우량, 바람, 기온, 일조, 기존식생, 경관, 주변토지
이용 등의 현황분석

설계설명서

․ 관련법규 사항
○ 계획 및 방침
․ 계획원칙 및 기준제시 안 채택과정의 설명
․ 수종선정 기준과 생태적 특성
․ 시설물 개요(종류․규격․재료)
․ 지역별 조경계획
- 공간성격,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시 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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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방서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
도 면 종 류
위 치

도

기 본 구 상
및 개 념 도

축

척

임

의

임

의

사

항

방위․도로․대지경계․주변지형지물 등
토지이용 및 동선계획
조경계획의 기본구상
축척․방위․대지경계선․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

종합계획도

1/200～1/600

내 동선의 위치․너비, 각 시설지의 위치․크기 등의
기본적인 배치사항, 지반고

종․횡단면도

배식평면도

설계도면

배 식 입 ․
단

면

도

임

의

1/100～1/300

주요시설지의 종단면도나 횡단면도에 식재․시설물의
단면을 표기
위치표시도 인출선에 수종․규격․수량을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수량표를 작성할 것.
프랜터․구조물상단녹지․성토지․사면 보호식재 등에

1/50～1/100

유효토심․배수․식재 지반조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식재상세도

1/10～1/50

녹지구적도

1/200～1/600

관목군식․생울타리조성․수목지지대 설치
녹지면적 산출근거
놀이터․공원․휴게소․광장․수경시설․체육시설 등의 평면

설치배치도

1/100～1/300

배치와 이에 시설되는 각종시설물의 종류․위치․
규격을 표기

시설물상세도

기 타 사 항

시 방 서

1/10～1/50

시설물의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조경계획시 필요한 부지조성계획도, 포장계획도,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계획도 등을 첨부할 것.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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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계변경
구

분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공사개요

설계설명서

○ 설계변경 개요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표시하여야 할 사항

구 분
도 면 종 류

축

종합계획도

1/200～1/600

종․횡단면도

척

임

사

항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의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식평면도

1/100～1/30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배식입․단면도

1/50～1/10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식재상세도

1/～1/5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녹지구적도

1/200～ 1/60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시설배치도

1/100～1/30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시설물상세도

1/10～1/50

원안과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

시 방 서

변경설계에 대한 특기사항

3.4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 부수
구

분

기본설계
(설계도면)

규 격(ｍ/ｍ)

지 질

소요 부수

A₁(594×841)

-

10부

-

10부

실시설계

Aο(841×1,189)

(설계도면)

A₁(594×841)

각종 서류

16절지(190×268)

(설계설명서 등)

A₃(297×420)

임

의

임

비

고

투시도․조감도는 전용지 사용

의

※ 다만,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지질 및 소요 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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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공모 운영기준
- 설계공모 운영요령 비교 검토(건축은 별도)
착 안 사 항
○ 공모대상 :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 제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공모방식 : 2 이상의 공모안 중에서 우열을 심사하여 결정(수의계약)
(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사업의 특성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

○ 공고기간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90일 이상
- 사업의 특성, 시급성 등 필요시 : 90일 이하
○ 공고내용 :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연도 사업비, 사업시행 예정 시기, 응모자격,
질의응답, 제출도서,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분야별 배점기준,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요령 등
○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 :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 준수
○ 투명성 강화 : 심사과정과 결과(점수와 평가서 등) 실명공개(발주기관 필요시 비공개)
※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절차 및 방법 등)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4-271호) - 건축 제외

 적용기준
설계공모 (건축은 별도)
구분
창의성 설계공모

창의성+기술력 설계공모

근거규정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4(설계꽁모에 의한 낙찰자결정)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의2항(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공모절차 및 방법 등)

절차규정

설계공모 운영요령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행부 예규 제73호)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4-271호) - 건축 제외

적용대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을 할 때 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가장 뛰어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제도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34호, 2014.6.12.)
: 공공기관에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시 (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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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공모 시행공고
○ 설계경기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공고사항을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 나라장터)에 게재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14-271호) 규정
1.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 공모방식 :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2. 응모자격

※ 응모자격 제한 시 그 근거와 내용 명시

3.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 공모의 단계 : 사업특성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실시 가능

4.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5.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6.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 포함)
7.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심사위원은 심사결과 공개시 공개 가능)
8. 분야별 배점기준(건설기술진흥법규칙 제29조(별표2 제3호)규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9.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10.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방법
11.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설계공모 일정
○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의 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발표일 등 구체적으로 명시
○ 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
- 다만 해당사업이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음
○ 공모의 방식
: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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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건축은 별도)

구분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지명초청공모

×
×

○
×

○

설계자 자격 제한
설계자 지명

☞ 비교)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설계공모 (건축의 경우)
구분
일반설계공모
주요
내용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발

2단계 설계공모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설계안 선정

제안공모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설계자 선정

○ 공모의 단계 : 사업의 특성에 따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

 등록
○ 등록시 설계지침서, 설계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교부
○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 가능
○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 포함) 관계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다른 심의 위원을 재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함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고
- 심사 제외시 계약대상자는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함

 설계지침서
○ 발주기관 등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공모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도 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추척, 도면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사용, 칼라표현의 허용여부, 음영처리 등)
- 도면표기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 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제작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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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관련 참고사항
- 공모안 작성요건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점의 범위 명시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일정점수 감점 가능하고 감점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

- 감점의 반영방법
☞ 참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 감점대상
☞ 참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심사대상자가 공모안에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여야 함

 질의응답
○ 등록한 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등에 서면으로 질의 가능
○ 발주기관 등은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을 공고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 가능.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 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 : 「설계공모 운영요령」
Ø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개설명회 개최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공모안의 제출
○ 심사에서 제외대상여부 확인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고
- 심사 제외시 계약대상자는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함 : 「설계공모 운영요령」
Ø 발주기관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함
1.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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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입찰 등의 검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제출공모안이 없거나 1개 뿐인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방법 적용 가능
Ø 새로운 입찰은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 적용 가능

 제출도서 등
○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 확보해야 함

 설계공모 평가항목
○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음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 2 제3호) 평가기준
(별표 2 제3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구분

세부사항

가. 설계팀의

배점범위
30

경력ㆍ역량

평가항목
1) 참여기술자의 경력
2)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3)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나. 수행계획ㆍ

1) 수행계획

20
1)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방법 및

2)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기술 향상

3)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4)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수행방법

35

1)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2)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3) 각종 영향평가 수행방법,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4) 경관 설계 등
5)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3) 기술향상

15
1)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2)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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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의 자격
○ 심사위원의 자격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공기업 또는 지방공사,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3. 건설, 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자
5. 당해분야의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자
6. 기타 당해분야에서 4~5까지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
○ 심사위원의 제척․회피기준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됨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 사업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Ø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척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함
Ø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서식)
Ø 심사위원은 제척사유 해당시 위원장에게 회피신청 해야 함(서식)
Ø 심사위원장은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함
Ø 심사위원은 제척사유 해당시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으로 구성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

○ 발주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 배척 :
「설계공모 운영요령」
Ø 발주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음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 다만,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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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등
○ 심사위원의 명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시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심사결과 발표시 공개할 수 있음
☞ 비교)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심사위원회 명단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개하여야 함

○ 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 시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 원칙
-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시 예외
○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해야 함
○ 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함
○ 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 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추가선정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 가능 : 「설계공모 운영요령」
Ø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 가능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공모 등의 평가
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 발주기관 등은 공모안 등의 평가 시 다음 검토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설계공모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지침서의 부합여부
2. 공모안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3.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
4. 기타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 설계공모안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의 과정 및 결과(전문분야별 평가점수 포함)는 점수와 평가서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 가능

345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심사위원회 진행 :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함
Ø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가능

○ 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 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 가능
○ 단서에 의한 비공개 심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 등
에게 공모안에 대해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심사위원 등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함
○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개최 전 사전검토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함 : 「설계공모 운영요령」
Ø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함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 심사위원장 선출 등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심사위원장 :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
Ø 위원장 역할 :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사전배부 참고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배부

○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확인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함
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 위원 참석숫자 확인 시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위원장 포함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참여, 과반수 미만시 다시 개최

 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 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함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작품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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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함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당선작 없이 입상작만 선정 가능

○ 심사결과 발표시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심사결과를 빠른 시일 안에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

○ 심사결과 공개시 참고
☞ 참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해야 함
Ø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Ø 심사대상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해야 함.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대상 검토시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또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낙찰탈락자)로서 4인 이내로 함 : 「설계공모 운영요령」
Ø 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함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 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함
○ 발주기관 등은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비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시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낙찰자 결정 :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 제출자를 낙찰자로 결정, 2인 이상인 때는 추첨으로 결정
Ø 낙찰자 통지 : 낙찰자 결정되면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Ø 낙찰자 부적격 :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 판명되어 결정취소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
이행불가시,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 선정하거나 낙찰자 정하지 않을 수 있음
Ø 미계약 조치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창보증금 귀속
Ø 계약체결 :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기한 조정 가능
Ø 관련규정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 따름

347

○ 공모안이 많을 경우 참고
☞ 참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모안이 7개 이상일 경우 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저작권
○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 예외

 공모작의 전시
○ 발주기관 등은 심사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함

 공모안의 반환
○ 발주기관 등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 예외

○ 미 반출시 처리요령 등 참고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고,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리 가능 : 「설계공모 운영요령」

○ 반출비용 등 참고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및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의 경우
Ø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 :
「설계공모 운영요령」
Ø 전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 부담 :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 파손시 실비보상 등 참고
☞ 참고)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시 실비보상

 세부기준
○ 발주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 가능
☞ 비교) 「설계공모 운영요령(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의 경우
Ø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 가능

☞ 설계공모 운영지침 재검토 기한 : 2017.5.22.
※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 폐지(‘09.8.21.) 및 지침통합 → 건축분야 설계공모 제외(’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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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등 근거 참고
Ø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2항[대통령령 제12579호, 2014.5.14]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①

「

」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3
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
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설계에 대하여는 「건축사법」 제 조에 따라 건축사사
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 公募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③ ⑤ 생략
제 조 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1

(

23

.

(

36

(

)

)

.

.

,

36

~

)

발주할 수 있다.

② 제 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
1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제2항제1호~제5호[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 설계공모시 공고내용

①

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

」

② 발주청 제 조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
(

3

2

6

7

,

7

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 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2

.

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대통령령 제25358호,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2014.5.22]

①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
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

·

·

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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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3조, 54조[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공모절차 및 방법 등)(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3조, 54조)

①

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② 제 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나.

「
」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대형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

1

95

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대상자

2.

79

1

1

1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①

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 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1
,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 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

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9조[국토교통부령 제94호, 2014.5.22]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 분야별 배점기준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9조(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별표

(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제3호)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제28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29조제2호에 따른 평가대상용역)

구분
가. 설계팀의
경력 역량

세부사항

ㆍ

ㆍ

나. 수행계획
방법 및
기술 향상

배점범위
30

1)
2)
3)

1)

수행계획

20

1)
2)
3)
4)

2)

수행방법

35

1)
2)
3)
4)
5)

3)

기술향상

15

1)
2)

350

2.

평가항목
참여기술자의 경력
참여기술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
참여기술자의 업무중첩도 등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과업단계별 작업계획 및 체계
관련 계획, 법령 등 검토 및 설계적용 방안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작업수행기법(사전조사 및 작업방법 등)
수행용역에 대한 특정 경험 및 해당 용역 적용성
각종 영향평가 수행방법, 친환경 건설기법 도입
경관 설계 등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과 그 활용성의 검토 정도 및 관련 기술자료 등재
시설물의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설계기법 등

ㆍ

 비교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적용 근거
○ "공공건축" :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건축서비스" :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

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대통령령 제11865호, 2013.6.4. 제정, 시행 2014.4.6.5]
제21조(낙찰자 결정,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①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등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
축물등의 설계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 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

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70호, 2014.6.5]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①

제17조(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등)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
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2.

「
「

」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 및 제2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

제3호바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같은 표 제10호가목에 따른
유치원, 같은 표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설계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의 건축물
1

② 제 항 각 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등의 설계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법 제

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
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거쳐 공모방식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비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
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23

」

③ 공공기관은 법 제

21조제2항에 따른 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모에 참가한 자 중 당선되지 아니한
입상자에 대하여 공모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⑤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4

,

공모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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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관련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시행 2014.2.7.] [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2014.2.5., 일부개정]
2.

용어의 정의

· ·

가. 공동계약 : 공사 제조 그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계약사무를위탁받은기관을
말함)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
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3.

공동도급의 유형

·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
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

」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라.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2014.5.23.] [법률 제11794호, 2013.5.22., 타법개정]

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8.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5.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
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
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
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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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관련 법규
5.1 “대지안의 조경” 관련법규 및 지침
1) 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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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4)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등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5.「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 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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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09.11.11.>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
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10.27.>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군사시설
4.「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12.11.1.>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제1호, 제2호, 제3호 삭제 <2012.1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5)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6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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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6. 〈 삭 제 〉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을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교목”이라 함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18.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교목을 말한다.
19. “낙엽교목”이라 함은 참나무․밤나무 등과 같이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잎이 나는 교목을 말한다.
20. “관목”이라 함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21.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등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을 말한다.
22.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3.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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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
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그늘식재) 〈 삭 제 〉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
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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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제8조의2(식재수종의 품질) ①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교목은 줄기가 곧고 잔 가지의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상록관목은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
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은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4. 낙엽관목은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식재하려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화류는 가급적 주변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초본류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때 생육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피식물은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파종식재의 경우 파종
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조경시설의 설치

제9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차폐식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관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차폐식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0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 또는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충분히
차단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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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
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3조(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해당
토심에 적합한 식물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
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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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ㆍ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 건설기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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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시행 2012.1.1.] [서울특별시조례 제5208호, 2011.12.29.,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조경과) 02-2133-21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18)
제2조 삭제 (2009.03.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3.18)
가.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도로(고가도로와 지하도로는 제외한다) (개정 2003.07.25, 2009.03.18)
나. 특별시도, 구도 등 도로법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로 (개정 2009.03.18)
다.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개정 2009.03.18)
2. "관리청"이란 별표1에 따라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7.05.29, 2009.03.18)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3.18)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
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개정 2009.03.18)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03.18)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 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03.18)
7.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03.18)
8.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양질의 가로수 증진과 정비 방안 (개정 2009.03.18)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1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제2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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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개정 2009.03.18)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09.03.18)
제6조(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개정
2009.03.18)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식재할 경우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
까지의 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원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제7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
가. 식재간격은 6∼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
보정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2. 관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할 수 있다.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7조의2(가로수 심의위원회) (신설 2009.03.18) 관리청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9.03.18)
1.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3.18)
2. 가로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 (신설 2009.03.18)
제8조(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② 삭제 (2009.03.18)
③ 관리청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 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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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원칙으로

제3장 가로수 관리
제10조(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개정 2009.03.18)

①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3.18)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썩어서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바꿔심기 또는 메워심기를 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 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제11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시장 및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이수교육 또는 조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9.03.18)
⑤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03.18)
⑥ 시장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 중 서울특별시도에서 시행하는 가지치기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3.18)
제12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03.18)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5. 월동중인 유충을 잡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제업무를 제1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제13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

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제1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형과 토양 보호) 관리청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03.18)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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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성토
다.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성토
라.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09.03.18)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3.18)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한다.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시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제16조(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
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개정 2009.03.18)
③ 정기점검은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메워심기·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제17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개정 2009.03.18)
③ 모든 주민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④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관리청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시행령」제7조 관련 별표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

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② 제13조에 따라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별표1 제3호의 수목피해진단·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
법」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제19조 ① 삭제(2009.03.18)
② 삭제(2009.03.18)
③ 삭제(2009.03.18)
제20조(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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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관리청이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03.18)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④ 관리청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관리청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03.18)
제21조(부담금의 징수) (개정 2009.03.18)

① 관리청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8)
② 삭제 (2009.03.18)
③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제22조(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해당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관리청은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관련자료의 유지·보고 등
제23조(가로수관리대장) ①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② 가로수 관리대장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리청별로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4조(보고) ① 관리청은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실적을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해년도 1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208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리청란 중 “푸른도시사업소장”을 “공원녹지사업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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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1.12.29.)

가로수관리청(제3조제2호 관련)
구

분

1. 자동차 전용도로의 가로수 설치․관리와 특별시도

관리청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설시의 가로수 설치

2. 세종로, 시청 앞의 가로수 설치․관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의 가로수 설치 및
관리

구청장

[별표 2]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

1. 수형이 정돈 될 것
2. 발육이 양호할 것
3. 지엽이 치밀하게 발달되었을 것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5. 이식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일 것
6. 재배품이 아닐 경우에는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떠서 이식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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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부담금(제20조제3항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1.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2.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및 강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 작업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3. 약도의 가지치기의 경우 : 부담금 = 수목비의 10% + 작업비
4. 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이식비
※ 이식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5.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 설계비
※ 도급공사 설계비 : 세외수입 조치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비
※ 제거비 : 상용인부 활용시 세외수입 조치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수목 등 재료비 포함)하여 산정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 시가
적용

예치금납부방법 :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가능
예치금예치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예치금 환불 등 : 예치기간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를 판단
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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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2.26.] [서울특별시조례 제4595호, 2007.12.26., 제정]
서울특별시 (조경과) 02-2133-21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
2.도시지역의 일정한 구역의 수림지 등을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일정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
4.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시장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의하여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
소유자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
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6.“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7.“단일토지”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8.“나무은행”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시행이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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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4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
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공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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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팸플릿 등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공원·녹지에 관한 문학(시·수필대회, 낭송회 등)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2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300㎡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300㎡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④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⑤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토지가 속한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면을 첨부한다.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산책로·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
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가.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나.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다.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 체결된 토지나 계약의 해지 이후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의 묘목이나 교목의 식재는 피하고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하게 정하도록 한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가.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고사된 나무 또는 부러지거나 쓰러진 나무의
벌채,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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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
라.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
마.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계약체결) ①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로부터 녹지활용계약의 신청이 있거나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적지로 선정한다.
④ 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한다.
⑤ 협의가 성립되면 시장은 토지소유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지활용계약서(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시설의 설치·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정비한다.
1.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한다.
2.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및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한다.
3.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한다.
4.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꼭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공고)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이 체결된 후(녹지활용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를 말한다)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에게 개방되는 토지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18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지활용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19조(계약의 갱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위반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
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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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지관리 등)

시장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22조(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3.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
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및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23조(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
(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의하여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1) 녹화계약지역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영향을 주는 장소로 한다.
(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
(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
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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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및 지원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
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
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5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등은 제24조에 의한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계약서(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5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7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6조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28조(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9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23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등이 녹화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2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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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녹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에 따른 조경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운동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옥상녹화·창문화단녹화·벽면녹화·담장개방녹화 및 실내조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지관리청을 통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제21조와 「건축법」제32조 등 건축 인·
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34조(시민참여) ① 녹지관리청은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 및 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녹지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법인이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5조(나무은행) ① 녹지관리청은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또는 공동주택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및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하고 수형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녹지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녹지관리청은 개발사업 승인 시 계획구역 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6조(녹지의 실명관리) ①녹지관리청은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회사, 단체·법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녹지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녹지관리청은 위촉장을 수여하여 실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녹지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실명관리지원자에 대한 인센티브)

녹지관리청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관리에 참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지역 환경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포상
3.초·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4.관리대상 녹지에 관리자 실명을 표기한 표지판 설치
부칙 <제4595호, 2007.12.26>
부 칙 (200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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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공모 관련 지침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3호, 2014.2.5.)

제7장 설계공모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및 적용대상
가.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공사의 설계용역이나 물품 제조 디자인용역(이하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할 때 공모에 당선
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공모”란 지방자치단체가 2인 이상으로부터 공모안을 제출받아 심사하여 설계용역을 수
행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
나. “공모안”이란 “가”에 따른 설계공모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제출한 설계안이나 제안서 등을 말한다.
다. “입상작”이란 공모안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작품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5개
이내로 선정한 공모안을 말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란 설계공모 입찰공고에 따라 등록 후 제출기한 안에 공모안을 제출하는 자
(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총 예정사업비”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써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비”란 계약담당자가 낙찰자(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가를 말한다.

제2절 입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1) 설계공모의 목적
2) 공모 개요
- 사업명, 위치, 사업의 내용, 공모의 특징, 총예정사업비, 설계비 등
3) 응모자격
- 응모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내용
4) 공모일정 및 방법
- 응모신청서 접수, 설명회 개최, 질의응답의 기간․절차 등
- 평가결과 공개방법, 공모작품 접수, 입상작 및 당선작 발표방식 등
5)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375

6) 공모안의 심사방법
7) 분야별 배점기준
8)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와 보상의 내용
9)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방법
10)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4)”의 공모일정 중 입찰참가등록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마감일까지의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 90일 미만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입찰에 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로서 특수한 기술의
보유이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지명입찰에 의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금액의
범위 안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등록
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참가등록자”라 한다)에게 공모안에 대한 작성지침서 및
설계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참고자료 등(이하 “설계지침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설계지침서 등을 게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의 설계지침서 등에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도면
- 도면의 종류, 범위, 축척, 도면 방향, 도면의 크기, 재질
- 도면의 표현기법(기호 사용, 칼라 표현의 허용 여부, 음영 처리 등)
- 도면표기(실명, 치수, 단위)
- 그밖에 도면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설명서
- 설계공모의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설계공모 관련 내용
-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기준
- 그밖에 공모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
3) 모형이 필요한 경우 모형 제작 관련 사항
라. “다”에 따른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제출도서를 완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
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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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참가등록자는 해당 설계지침서 등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의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응답내용을 모든 참가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다. 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그 밖에 과반수 이상의 참가등록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4. 공모안의 제출
가.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모 일정상 정한 기한 안에 설계지침서 등에 따라 공모안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마”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자는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서를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로 진행
해야 하며, 새로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아닌 다른 입찰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5. 심사위원회의 개최
가. 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해야 한다. 다만, 발주
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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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다”의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설계지침서 등에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
가. 입상작은 당선작과 그 밖의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그 밖의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 안에 서면이나 지정정보
처리장치 게재, 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계약담당자는 “7”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낙찰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낙찰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낙찰자를 선정하거나 낙찰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귀속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예규를 따른다.
9. 입상작에 대한 공모안 작성비용 보상
가. 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낙찰탈락자에게 공모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총 예정사업비의
10/1000에 해당하는 예산(이하 ‘보상예산’이라 한다)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상 보상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한다.
1)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 10분의 1를 지급
2)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
10분의 2를 지급
3)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 4, 10분의 3를
지급
4)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예산의 1/3를 지급
다.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제조 디자인용역의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의 변경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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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안의 작성에 소요된 실비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낙찰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보상액을
낙찰자에게 지급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응모하여 입상자가 된 경우에는 “나”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출자비율(분담비율)에 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따라서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낙찰탈락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해야 한다.
10. 그 밖의 사항
가. 공모안의 저작권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공모 참가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전시가 끝난 공모안을 반환해야 하며,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심사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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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나”의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위원은 “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바. 심사위원장은 “라” 및 “마”의 기피․회피 대상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3. 심사위원 선정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30%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나. 설계공모 심사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목적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라”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은 불참자를 고려하여 구성인원 정수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 운영
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나.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의 심사방법, 기밀유지 사항 및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
위원회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심사위원에게 미리 배부해야 한다.

제4절 세부기준의 제정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를 준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
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설계지침서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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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

설계공모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절차

정량적 평가(선택적용)

정성적 평가

(Pass or Fail)

(심사위원회)

당선작 선정

□ 평가항목

평가분야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평가 항목(예시)
․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공사
설계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주) 1.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 발
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공고 기간 중 세부평가기준을 배부 또는
공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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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

※ 접수번호
업체명
대 표 자 대표자명
주 소
E-mail
체명
공동응모 업
주 소

응모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FAX)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FAX)
(발주기관명)에서 주최하는 (공모명칭) 설계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
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별첨 1〕․〔별첨 2〕의 공동수급협정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함.
201 .

신청인 :

.

(대표자)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절 취 선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수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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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발주기관명)에서 시행하는 (공모명칭)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위

성명

20
응모대표자 : 소속

.

주 소

.

전화번호

.

직위

성명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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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
□ 기피․회피 위원

성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년
제 출 자

소
속 :
연 락 처 :
직
위 :
성
명 :

설계공모심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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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인)

일

< 별지 제4호 서식 >

심사위원 위촉 동의 및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일『 』의 설계공모 심사위원
으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
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
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소 속:
직 위:
성 명:

년

발주기관의 장

월 일
(인)

귀하
385

< 별지 제5호 서식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 사 업 명 :

세부 심사항목

합

배점 작품A 작품B 작품C 작품D …

계
년
심사위원 :
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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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인)

< 별지 제6호 서식 >

평 가 사 유 서
□ 사 업 명 :
작품명

세부 평가 내용

작품 A
작품 B
작품 C
작품 D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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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1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해양부 제2012-446호,
2012. 7.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
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지방
공사”라 한다)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설계공모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이에 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설계공모”라 함은 제2조의 발주기관 등이 2인 이상의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로
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그 우열을 심사·결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2. “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에 의한 설계공모 평가(이하 “설계공모 등의 평가”라 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기관과 이에 준하는 전문기관 등으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일반공개공모”라 함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4. “제한공개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설계공모방식을 말한다.
5. “지명초청공모”라 함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발주기관”이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 등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설계공모 등에 참여한 자”라 함은 설계공모 등의 입찰에 참가한 자와 설계공모안을 제출
하는 자(대표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공모안”이라 함은 설계공모 방식에 따라 참여하는 설계자가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는
설계안, 기술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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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①설계공모는 참여설계자의 제한 또는 지명여부에 따라 일반공개공모,
제한공개공모 및 지명초청공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2단계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설계공모등의 시행공고) ①발주기관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1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가. 설계공모의 목적 및 방식
나. 응모자격
다. 설계공모의 단계·등록절차 및 일정
라. 설계시 고려하여야 할 조건
마. 질의 응답의 기간·절차 및 그 공개방법
바.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개략적인 기본계획도서를 포함한다)
사.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아. 규칙 제29조[별표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배점기준
자. 입상의 종류 및 그 권리·보상의 내용
차. 응모작의 전시 및 반환 요령
카. 기타 설계공모의 시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설계경기 등의 평가시행공고는 일간지 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공모의 일정) ①발주기관 등은 제5조에 의하여 설계공모 등의 평가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설명회 개최일시, 등록기간, 질의응답기간, 공모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일정 중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90일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 ①설계자 등은 발주기관 등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작성지침서(이하
“설계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제11조에 의한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과 친·인척관계, 동업(공동참여를 포함한다)
관계 등 발주기관이 정하는 특정관계에 있는 자가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배제하고, 다른 심의위원을 재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지침서) 발주기관 등은 제7조제2항에 의한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공모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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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질의응답) ①제7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는 당해 설계지침서의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등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한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6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도서 등) ①제5조제1항 바목에 의한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당해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익명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위원의 자격) 설계공모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설계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당해분야에 5년 이상 경력자
2. 공기업 등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에 소속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
건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3급 이상 기술직렬 직원으로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의 5년
이상 경력자
3. 건설․문화예술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4. 당해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자
5. 당해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자
6. 기타 당해분야에서 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이 인정한 자
제12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발주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
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발주
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직무 및 전문분야 경력자가 부족한 발주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시설물인 경우 해당 문화예술분야의 심사위원을 10～30%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선정 및 방법 등) ①심사위원의 명단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 시행공고시 공개
하여야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이 과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심사위원의 사전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사전공개하지 아니하고, 제12조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발표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②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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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5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설계평가전문기관의 특례) ① 영 제52조제4항 및 규칙 제29조에 의하여 발주기관 등에서
설계공모 등의 평가심의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시행예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의한 공모안 등의 평가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5조에 의한 설계공모의 시행공고 내용과 설계지침서의 부합여부
나. 공모안이 중대한 결격사유 등 하자가 있는지 여부
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건설관계 법령 등에 의한 적정성 여부
라. 기타 발주기관이 특히 필요하여 요구한 사항
③설계공모안 등의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심의결과 등에 대한 명백한 서류를 당해
발주기관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 ①심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공공의 발전과 공간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과정 및 결과(제5조제1항 아목에 의한 전문분야별 평가점수를 포함한다)는 점수와
평가서 등 모두를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실명을 비공개
할 수 있다.
③공모안은 전 심사과정을 통하여 익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등과 그 대리인 또는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심사과정을 참관하여 심사위원의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⑤제13조제1항 단서에 의한 비공개심의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심사결과 발표 이전에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며,
심사위원등은 이를 평가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상작)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한다.
②입상작은 당해 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③발주기관 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설계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⑤발주기관 등은 제3항에 의한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
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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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저작권) 공모안의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공모안의 전시) 발주기관 등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일정기간 공모안 또는 입상작을
전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공모안의 반환) 발주기관 등은 제5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에 참여한 설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0조(세부기준) 발주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08호(2009. 8. 21)로 공포한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12. 7. 23〉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4. 5.

〉

이 고시는 2014년 5월23일부터 시행하며,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분야 설계공모는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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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45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 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
정한 설계공모질서를 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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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설계자(공동참여를 포함한다) 2인 이상으로부터 각기 공모안을
제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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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와
관련한 발주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기관 등”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발주기관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을 발한다.
5. “일반 설계공모”라 함은 공모작 모두를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
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발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말한다.
6. “2단계 설계공모”라 함은 아이디어 등에 대한 1차 심사를 통하여 2차 심사에 참여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2차 심사를 통해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7. “제안 공모”라 함은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 공모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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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안,
제안서 또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0. “총 예정사업비”라 함은 설계용역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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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발주기관은 사업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당해 설계공모를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 공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①발주기관이 설계공모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에 명시하여 지정정보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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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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아. 설계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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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로만 제한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을 제한하여 공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자는 총 예정사업비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금액을 산정하고 산정된 설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설계비를 결정하여 공모공고에 명시한다.
제6조(등록) ①설계자 등은 발주기관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당해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공모안 작성지침서(이하 “설계
지침서”라 한다.)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지침 및 자료 등의 교부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등록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설계지침서) ①발주기관은 설계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가
설계시 고려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술하여 자의적으로
설계공모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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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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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면 및 설명서 작성 기준
차. 모형 및 조감도가 필요한 경우 제작 관련 사항
카. 공모안의 심사방법 및 분야별 배점
②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공모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도서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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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한 공모안이 당초 설계지침서 등에서 제시한 공모안
작성요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점하는 점수의
범위는 설계지침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질의응답) 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는 설계지침서 등 당해 공고 내용 중 모호한 부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그 응답내용을 제5조제1항에 의한 일정에 따라
모든 등록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 등에서 공고시 별도의 통보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보할 수 있다.
③질의내용이 복합적이거나 복잡한 사업내용인 경우 등 발주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과 계약담당자가 참여하는 공개설명회를 개최하여 질의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나온 새로운 결과는 설계지침서 등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9조(공모안의 제출) ①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 내용에 따라
공모안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모안은 발주기관 등이 익명성 확보을 위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③발주기관 등은 공모안이 설계지침서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조건을 위배하여 심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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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발주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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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건축설계 분야 조교수급 이상으로서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타 건축설계 관련 분야에서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발주기관 등이 인정한 사람
제11조(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발주기관 등은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계공모심사
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발주기관 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 5∼9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발주
기관 소속 임‧직원은 전체 위원수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각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공모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서면으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 및 전문위원에게 당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 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포함한 심사의 방법·표결
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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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심사위원의 명단은 제1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일부터 20일
이전에 공개하여야한다.
②설계공모를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의 심사위원은 모두 동일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신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당해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가. 심사위원이 당해 심사대상 사업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나. 심사위원이 당해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사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라. 그 밖에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공동참여를 포한한다), 또는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심사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이 제3항 및 제4항의 기피·회피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비하여 20퍼센트 내외의 예비심사위원을 사전에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 ①계약담당자는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별 평가점수표 및 평가사유서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진행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결과의 발표 및 공개) ①발주기관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
②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당선작 등 입상작 선정) ①입상작은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으로 구분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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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계약담당자는 입상작 중에서 해당 설계공모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당선작이 없다고 심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작 없이 기타 입상작만을 선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서면이나 지정정보
처리장치 게재하거나, 공고에서 별도의 통지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사후 활용 등) ①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발주기관이 공모 등에
참여한 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심사결과를 발표한 후 공고한 대로 일정기간 입상작 등 공모안을 전시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전시가 끝나면 공고한 요령에 따라 각 공모안을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전시대상에 포함되는 않는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한다.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공모안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7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출도서 등) ①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은 심사위원이 해당 설계공모안의 내용을 이해
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감도,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심사 대상자가 제출물에 조감도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출물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모 공고 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발주기관 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모안이 7개 이상일 경우 심사를 2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③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심사위원은 전문위원회가 제출한 검토의견을 평가에 참고한다.
④발주기관 등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와 심사위원간의 공모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⑤발주기관 등은 【별표1】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신설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⑥평가방식은 채점제와 투표제 중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0조(공모비용의 보상) ①발주기관은 당선자 외 기타 입상자에 대해 공모안 작성비용을 보상
하여야 한다.
②기타 입상자는 당해 심사위원회가 정하며 4인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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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주기관은 기타 입상자의 공모안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최대 1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정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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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발주기관은 공모안 작성비용의 보상비용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2단계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21조(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발주기관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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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2단계 설계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공고시 2단계 설계공모임을 명기
하여야 하며,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90일 이상으로 하며, 1차 공모
기간은 30일 이상, 2차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퍼센트 미만의 범위로 단축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1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설계자의 이해도,
주요 계획개념, 특화방안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제출도서에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은 【별표2】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심사 대상자가 공모안에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여야 한다.
제24조(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①2차 제출도서는 심사위원이 공모안의 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제25조(1차 공모의 평가) ①1차 공모의 평가는 서면심사 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로 진행하며,
서면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병행하거나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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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발주기관 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④발주기관 등은 【별표3】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신설 또는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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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평가방식은 채점제와 투표제 중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26조(2차 공모의 평가) 2차 공모는 평가는 제19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2차 공모의 보상) 2차 공모의 보상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제안 공모 운영방법
제28조(제안 공모의 적용대상 등) ①발주기관은 당해 사업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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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되는 않은 경우
②제안 공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공모 공고시 제안 공모임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1장과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일정) 등록 마감일부터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까지 기간은 총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30조(제공 정보) 일반 설계공모와 같이 구체적인 설계지침서가 없는 경우 제7조의 설계지침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참여자의 제안서 작성을 위해 공고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일정
2. 사업의 기본 방향
3.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4. 토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과 관련한 주요 사항
5. 주요 기능별 면적
6. 책임건축사의 경력, 실적 등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에 관한 작성요령
7.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 과제, 수행계획 등 수행계획 및 방법에 관한 작성요령 등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제안요청 과제)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 대지조건, 건물규모, 사업일정, 사업의 기본
방향, 대지이용, 배치계획, 시설기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히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1조(제출도서 등) ①공모자는 심사위원이 설계안이 아닌 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과제에 대한 제안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출도서에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 대상자는 문장을 보완하기 위한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
안에 포함할 수 있다. 발주기관 또는 공모기관은 공모안에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 등은 【별표4】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평가) ①발주기관 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 공모안이 7개 이상일 경우
심사를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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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발주기관 등은 감점기준에 따라 공모안에 대한 감점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설계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③설계팀의 경험 및 역량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등이 사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④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한 평가를 위해 발주기관 등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와 심사위원간의
당해 내용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⑤발주기관 등은 【별표5】를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신설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⑥평가방식은 채점제와 투표제 중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며, 투표제를 채용할 경우
심사위원은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3조(공모비용의 보상) ①발주기관은 당선작 외 기타 입상자를 선정하고, 기타 입상자에 대
하여는 제5조에 의해 공고한 내용에 따라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대가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칙
제35조(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체결
①계약담당자는 제15조 및 제32조에 따라 당선작으로 선정된 공모안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이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②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을 귀속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결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 사업의 추진여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체결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⑥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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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반 설계공모의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18조제5항 및 제24조 관련)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배치 계획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경관 및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주변과의 조화 ○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기술 계획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배점

(20)
(30)
(30)
(15)
(5)

[별표 2]

2단계 설계공모에서 1단계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2조제2항 관련)

순서

항 목

세 부

사 항

1
표지
2
○ 계획방향 및 기본개념
주변환경 분석
3
계획개념 ○
○ 동선 및 배치개념
4
○ 컨셉 디자인 / 스케치 등
5
기타
○ 추가 제안사항 (특화사항)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백색바탕으로 모든 내용은 무채색으로 제작하며 기타 색 불가
∘ 구체적인 설계도면, 조감도 및 이에 준하는 표현은 불가

매수

1
1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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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2단계 설계공모에서 1단계 공모 배점기준 및 평가항목 (예시)

(제24조제3항 관련)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 기본개념 설정 단계에서의 설계자의 철학
○ 건축물의 기능 수행을 위한 계획방향의 적합성
○ 동선계획 및 배치 개념의 합리성
○ 컨셉 디자인의 창의성 및 예술성
○ 기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간구성 개념
○ 계획개념의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
○ 설계자가 제안한 특화계획 내용의 우수성

계획 방향
주요 계획
특화계획

배점

(20)
(60)
(20)

[별표 4]

제안 공모에서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예시)

(제29조제3항 관련)

순서

항 목

1
2

표지

3
4
5
6

세 부

사 항

매수

1
○ 책임건축사의 경력
○
책임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최근
10년간)
(별도제출)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책임건축사의 대표작품 2건의 포트폴리오 (최근 10년간) 작품당 1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1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수행계획 ○ 제안요청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당 1
및 방법 - 과제 1, 과제 2, 과제 3 등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1
수행체계 등

<비고>
∘ A3횡용지 좌철(무사무선철)로 제본
- 책임건축사의 경력 및 실적, 업체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은 A4종용지로 증빙자료와 함께 별도 제출
∘ 백색바탕으로 하되 내용은 컬러 가능
∘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항공사진, 구체적인 설계도면, 조감도, 투시도, 시뮬레이션, 모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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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제5항 관련)

평가항목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책임건축사의 경력

책임건축사의 (10) 12년 이상 9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경력
10
9
8
7
6
설계팀의 책임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경험 및 유사프로젝트 (10) 5건 이상 4건
3건
역량
10
9
8
실적
(30)
대표작품의 (20)
포트폴리오
업무에 대한 (10)
이해도

수행계획
및 방법
(70)

과제에 대한 (45)
기술제안
수행계획

(10)

제안서 발표 (5)
및 면접

2건
7

2건 미만
6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작품당 10점)
A
10

B
9

C
8

D
7

∙업무내용 및 추진배경 등에 대한 이해도
A
10

B
8

C
6

D
4

E
6
E
2

∙기술제안의 적절성, 독창성, 실현성 등 (과제당 점수
를 합산하여 계산)
A
15

B
12

C
9

D
6

∙공정계획의 타당성, 과업수행체계의 적절성 등
A
10

B
8

∙추진의지의 적극성 등
A
5

B
4

E
3

C
6

D
4

E
2

C
3

D
2

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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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 홈페이지 및 시스템
1) 서울시 ‘건설기술’ 홈페이지
[목록]
(1) 건설기술소식
(2) 건설기술심의제도
(3) 품질시험소
(4) 자료실

[주소] (http://infra.seoul.go.kr/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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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용역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목록]
(1) 심사심의관리
① 타당성 심사
② 기술심의
③ 기관별 자문
④ 기타 회의
(2) 심의위원관리
① 위원관리
② 참여현황
(3) 통합검색
(4) 통계
① 타당성 심사현황
② 심의현황
③ 위원현황
[주소] (http://98.33.1.64/tisms/common/main.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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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목록]
(1) 건설공사기준 현행정보
① 표준시방서 : 조경
② 전문시방서 : 서울시 - 조경편
③ 설계기준 : 조경

[주소] (http://www.codi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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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현황
◦ 1997.09 : 설계용역관리편람(조경편) 제정
◦ 2002.01 : 1차 개정
◦ 2007.12 : 2차 개정
◦ 2009.12 : 3차 개정
◦ 2011.12 : 4차 개정
◦ 2014.08 : 5차 개정[건설기술용역 관리편람(조경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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