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산출서
No

구분
복합판넬

산출근거
좌우측 파사드 가림막(비둘기) 2m*2m*2EA

보강파이프(하지작업) (14.58m+2.357m)*3줄

단위

물량

M2

8.0

M

50.8

비고

[ 본관 1층 주출입구 외부 파사드조명 시안 ]
90o

적용 전

측면

천정 라인

175cm

적용 후

LED채널간판 + 변색시트

광확산PC 5t + led조명

90o

동일재질로 벽면작업

천정 라인

측면

175cm

적용 전

주간에도 브릿지의 특성상 출입구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캐노피상단 비둘기들이 서식, 배설물 오염이 심각합니다.

적용 후

비둘기 예상통로 구간 벽면가림작업

주/야간 으로 은은한 LED조명으로 출입구의 정확한 위치와안전성을 확보하며, 비둘기의 서식을 막아 깨끗한 출입구 환경이 개선됩니다.

[ 본관 1층 주출입구 외부 파사드조명 입면도-1 ]

14,580
13,775

900

805

30*30 STEEL PIPE 하지 / THK1.2T 갈바 절곡 / 지정 도장 마감.

2,835

LED채널간판+변색시트

3,735

THK4.5T 광확산 PC

[ 본관 1층 주출입구 외부 파사드조명 입면도-2 ]
30*30 STEEL PIPE 하지 / 지정 금속판넬 마감.
라이트 박스

80

기존 복합판넬 마감.

2,357
배선 외 점검 시 필요한 점검구 설치

LED 채널간판

[ 본관 1층 주출입구 외부 파사드조명 상세도-1 ]

기존 복합판넬 마감.
30*30 STEEL PIPE 하지

10 10

80

기존 천장 마감선

THK4.5T 광확산 PC

95

지정 LED 8구 모듈

30*30 STEEL PIPE 하지 / 지정 복합판넬 마감.

30*30 STEEL PIPE 하지 / THK1.2T 갈바 절곡 / 지정 도장 마감.

기존 복합판넬 마감.

지정 LED 8구 모듈
THK4.5T 광확산 PC

배선 외 점검 시 필요한 점검구 설치

[ 본관 1층 주출입구 외부 파사드조명 상세도-2 ]

기존 복합판넬 마감.
30*30 STEEL PIPE 하지

기존 천장 마감선

10 10

80

THK4.5T 광확산 PC

95

지정 LED 8구 모듈

시

방

서

1. 공 사 명: 본관 1층 주출입구 외부 파사드조명 설치 작업

2. 위

치: 본관 1층 주출입구 외부

3. 내

용: 파사드조명 설치

4. 공사내용
가. 일반시방
1) 기

준 : 건설부 제정 건축 공사 시방에 준한다.

2) 의료원 지정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주간, 야간 병행 공사를 진행토록 한
다.
3) 공사에 따른 소음방지 구조를 강구하여 시공토록 하고,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또는 의료원의 내부 사정으로 의료원의 공사 중지 지
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설계 변경비
는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4) 지정 기일 내에 미 시공으로 인한 진료 차질 발생 시 이에 따른 모든 책
임은 시공사가 지며, 의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
다.
5) 각 부분별 SYSTEM 교체 위한 철거 후 재설치 포함하도록 하며 기존
시설물과 호환 가능 제품으로 한다.
6) 규격은 내역서를 참고하되 현장 확인 후 해당부서(시설팀 포함)와의 협의
를 원칙으로 하며 규격의 증가 발생 부분은 시공사가 비용 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다.
7) 설치 시 타 공정 시설물과 간섭이 없도록 주의하고 설치 위치는 관련 부
서와 충분히 협의 후 정밀 시공토록 한다.(야간 및 휴일작업 필요)
8) 작업 중 기존 시설물의 손괴 및 망실 시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고, 경미한 변경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공사한다.
9) 작업 중 일어나는 각종사고(인적, 물적)에 대하여 도급 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공사 안내 표지판을 공사구역에 설치한다.
10)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작업한다.

나. 특기시방
1) 시공 전 공정표를 제출하며 해당부서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하고 변동
발생 시 시설팀 및 해당부서와 협의 후 진행 한다.
2) 시방서 명기가 없는 부분은 시설팀 및 해당부서의 작업 지시를 받아 조치
하도록 하며, 수량 증⦁감에 따른 설계 변경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공사 진행 시 의료원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자재반입 등을 원
활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작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시키도
록 한다.
5) 설치작업 모든 부속자재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고정부위는
두께에 알맞은 볼트를 사용하여 유격이 발생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시
키고 수평,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시공한다.
6) 벽체 또는 방화문 등에 피스홀 타공시 주변이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7) 모든 제품은 시공 후 투명보호지를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한다.
8) 현장 반입 시 모든 제품은 정교하게 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닐이나
기타의 보양소재를 사용하여 시공 장소까지 훼손되지 않게 운반되어야
한다.
9) 모든 제작물은 설치 전에 설치 위치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전기공사
가)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등 관련법에 준하여 작업한다.
나) 파사드조명 설치시 필요한 모든 전기공사를 포함한다.
다) 추후 관리를 위한 점검구 설치를 포함한다.(위치는 담당자와 협의
필요)
라) 사용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 최상품을 사용한다. (승인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제출한다)
- 전선 및 케이블류는 3사(대한, 가온, LS) 제품을 사용한다.
-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하여 의료원에 설치된 제품을 사용한다.
- LED등기구: 3개 인증 이상, 등기구와 컨버터를 함께 생산하는 업체의
제품(성안조명, 선일일렉콤)
마) 모든 배선기구에는 회로명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원고작성 및 사인판넬 부분
가) 사인 메시지의 서체는 영남대학교의료원 사인시스템의 전용서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문안은 현도(1:1) 작성 후 감독관의 검수를 득한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다) 구역별 주요 사인은 필요시 각 사인 종류별 1:1 샘플을 (화면구성)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사인판넬에 사용되는 아크릴 제품은 앞, 뒷면이 정전기 방치
처리되어야 한다.
마) 인쇄 및 특수제작된 사인판넬은 사용 시 퇴색되거나 긁힘이 없도록
표면 강화처리되거나 보호 투명 필름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사인판넬에 사용되는 금속재 표면은 미려하게 연마한 후 지정색으로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사) 사인판넬에 사용되는 그래픽의 색상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2) 도장공사
가) 소재: 우레탄페인트(외부용)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색상은 조색하여
사용하고, 알맞은 비율의 희석제(신너)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표면의
거칠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나) 시공
- 페인트 시공시 먼저 표면의 먼지/수분 등 불순물을 완벽히 제거 후
깊게 패인 곳은 지정 퍼터를 이용하여 메움 작업 후 샌딩 처리하며,
시공전 주변의 페인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보양을 실시한 후 완벽히 마감된 도장 면에 지정색 정품도료를
사용하여, 주재+희석재+경화제의 비율을 적절히 맞춰 도장면의
들뜸이나 거칠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도장후 건조시간까지 주변환경으로부터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준다.
13) 아크릴(pc-폴리카보네이트)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아크릴은 평면이 고른 압출성형 방식의
제품으로서 120℃ 스팀 가열된 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운반 및 제작 중
청결한 유지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아크릴 판넬은 도면에 의거 기계재단하여 사용한다.
다) 아크릴의 절단은 기온차에 의한 팽창변화를 감안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차에 의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라) 온도차에 따른 수축, 팽창계수를 감안하여 닿는 부분과 유격을 두고

재단한다.
마) 아크릴의 절단면에서 생기는 마모면은 연마 가공 처리한다.
바) pc판넬은 소재 특성상 열에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절삭,절곡,타공
오려내기 등의 작업시 CNC머신을 이용한다.
사) 아크릴의 곡면 가공시 레이저 절단 가공방식을 이용하여, 유려하고
미려하게 마감한다.
14) 시트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시트는 제작도면의 지정색 사양에 의거 정밀히
부착하여야 한다.
나) 부착하기 전 표면의 먼지나 기름 등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시트 후면의 종이를 벗겨낸 다음 시트의 부착면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라) 시트를 부착시킨 후 스퀴즈나 헤라를 사용하여 공기나 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시트 부착시 시트 면이 긁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부착하여야 한다.
바) 시트와 시트의 연결부위는 시트를 3mm 정도 겹쳐서 부착하여야 한다.
사) 부착된 시트의 끝 마감 부분에는 열풍기로 미열을 가하여 접착을
견고히 한다.
15) 실사프린팅
가) 컴퓨터 실사 프린팅은 외부는 SOL VENT 방식으로 내부는 INKJET 출력
후 UV Coating을 하여 시트 제작방법에 준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금속 표면처리
가) Anodizing : 알미늄 재료에 산화처리 또는 전기도금으로 표면 마감한
후 투명락카로 코팅 열처리하고 흠없이 깨끗하게 처리한다.
나) 기타 금속표면 및 내부도장: 스틸, 알루미늄과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하여 면을 곱게 처리하고 금속표면은
지정색으로 반무광 소부도장하여야 한다.
다. 현장품질관리
1) 공사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
리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