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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질의  내용 

  1.도판작성시 메인 조감도 등에 배경을 표현유뮤? 
     무배경도 가능한지? (무 배경일 때 가능 칼라?) 

  2.입체작품의 경우 933정거장의 경우 1M×2.3M는 설치바닥 면적인지?(바닥, 가로× 세로 면적, 
    높이제한등을 정확한 설명 요함  입체작품에 하중제한은? M2당 얼마인지 
 

  3. 932정거장 A,B 작품 중 1곳만 선택하여 제시된 가격(110,000천원)으로 제작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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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질의 / 답변 내용 
구
분 

질의 답변 비고 

1 
-도판 작성시 조감도 등에 배경 표현가능 유무? 
 

-무배경도 가능한지? (무 배경일 때 가능 칼라?) 

- 작가의 작품의도를 가장 잘 표현할수 있는 방법 
   으로 자유롭게 제시. 
- 무 배경일때 칼러는 자유 

- 

2 

-입체작품의 경우 (933정거장) 
  1m×2.3m는 설치 바닥면적인지? 
 (바닥, 가로× 세로 면적, 높이 제한등을 정확한 
 설명 요함)   
 
 
- 입체작품에 하중제한은? M2당 얼마인지? 

-1m×2.3m의 규격은 당초 설계시 예시된 규격 임 
  (제한한 규격이 아님)   
 ▪가로 11.2m 세로 6.6m 높이 2.2m 의  공간(8page) 
  안에 작품 제시 가능 함.(주변은 지하철 이용 승객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  되어야 함) 
 
- 바닥하중은 500KG/㎡이하 임. 

8-9P참조 

3 
-932정거장 A,B 작품 중 1곳만 선택하여 제시 
  된 가격(110,000천원)으로 제작하면 되는지? 

-작품은 A·B전부 또는 A나 B  중 선택 가능함.   
-가격은  1개 또는 2개를 선택해도 112,000천원 임 
   
- 또한 도판 제작 기본원칙은 1매(841mm*594mm) 
    이나,  작품  표현이 부족하여 더 필요할 때는  
   1매를 추가 (총 2매 까지도 가능함) 
   - (932정거장  한해서) 

5-6P참조 

3 

     발주처 당부사항 : 지하철 정거장 미술작품 은 지하 (대합실)에  위치 함으로 습기, 화재에 취약함 
                                    (유지관리에 용이한  재질이어야 함)  



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932정거장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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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미술 
작품 
규격 

 
 
생태 
조경 
규격 

 

□ 미술작품 A 
 크기 : 13.5m×3.2m×10cm 
 형태 : 평면형 

면적 : 63.27㎡ 

미술작품위치A 

조경 

□ 미술작품 B 
 크기 : 1.2m×H3.2m 
 형태 : 입체형 

※ 작품 위치는 A·B 전부 또는 A 나 B 선택가능 

932정거장 

외부출입구 #1,2 

외부출입구 #3,4 

게이트 

미술작품위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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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미술작품위치A 

● 932정거장 지하1층 평면도 

932정거장 

○ B위치 설명 

※ 작품 위치는 A·B 전부 또는 A 나 B 선택가능 

미술작품위치B 

원형기둥 

작품설치 
가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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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933정거장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삼성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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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 933정거장 지하2,3층 평면도 

933정거장 

○ 미술작품 설치 추가 설명 

미술작품위치 

색칠한 부분에 작품 
설치 가능 

생태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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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 933정거장 지하2,3층 평면도 

933정거장 

○ 미술작품 설치 추가 설명 

천장고:2.4M 
미술작품:2.2M 

미술 작품 설치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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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9호선3단계 건설공사 

정거장 주요마감재 및 색상 

대합실 및 승강장 마감 계획 

구분 바닥 걸레받이 벽 기둥 천정 비고 

마감재 
화강석 혼드마

감 
화강석 혼드마

감 
아연도강판 

(반광) 
아연도강판 

(반광) 
아연도 / AL판 

(반광) 

색상 포천석 포천석 
NCS SH S 

2002-Y50R 
NCS SH S 

2002-Y50R 
NCS SH S 

10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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