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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은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연구과제 등을 통해 도서관 

공간 운영의 혁신과 신증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동안 도서관 노후화와 장서수

장 공간 부족, 이용자 서비스 공간 부재 및 도서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부

족 등은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왔다. 중앙도서관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존도서관 설치·운영, 일반열람실 환경 개선, 도서관 통로 및 자료실 일부 리모델링, 자료실 

재배치 등 여러 사업을 해마다 추진했지만 결국 도서관 신증축만이 중앙도서관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도서관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아래의 

표는 도서관 신증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들로 이를 토대로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신축이라는 큰 

과제를 추진할 수 있었다.

연도 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1990. 2.
서울대학교도서관 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 (1990~2001)

·도서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시설 재배치 계획과 단계별 추진 계획

1996. 1. 서울대학교 발전위원회 보고서(1차)

·자유열람도서관 신축

·대학원도서관 별도 신축

·분관 설치 

1999. 12.
교육·연구 활성화를 위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능 재설정에 관한 연구

· 학습관 신축

· 보존도서관 설치·운영

· 분관 신축

· 도서관 시설 개선 및 보수

2001. 5. 도서관 발전계획 (2001~2010)

· 학습관의 신축과 캠퍼스 공간조정

· 보존도서관의 설치

· 분관 증설

2003. 8. 서울대학교장기발전계획(2002~2011) · 도서관의 연구학습공간 부족 문제점 제시

2004. 8. 2004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 신청서 · 도서관 기초교육과정 정보실 개설

2005. 12.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기발전계획 

(2005~2014)

· 도서관 공간 및 시설확충 방안 모색

· 보존서고 조성

· 제2도서관 건립

2006. 2.
전문 연구정보 지원강화를 위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운영 방안 연구

· 이용자 중심의 자료실 운영 방안 모색

· 보존서고 설치에 따른 자료 재배치

2006. 12.
세계 수준의 대학도서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앙도서관 4개년 발전 계획

· 일반열람실 리모델링 및 자료실 환경 개선

· 도서관 옥상의 공원화

· 보존서고 신축

2010. 12.

서울대 법인화를 대비한 중앙도서관의 

인력·예산·장서관리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도서관 공간 및 시설 현황 분석

·  도서관 신축 방안 제시(신축방향, 건축 설계   

    방향, 공간 구성, U서비스 설계 등)

<도서관 신증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 >

부록 1 도서관 신증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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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관정관의 주요 시공은 건축·토목, 기계·설비, 전기·통신 3대 공종을 위주로 기술하고자 한다.

관정관 시공의 주요 특징은 4층 바닥슬라브까지는 RC골조로, 6~8층의 3개 층은 철골 

메가트러스 구조로 전체 건물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철골 메가트러스를 지조립한 후 6층 바닥라인까지 

리프팅을 실시, 4개소 코어기둥에 트레블링 레일(Traveling rail)을 설치하여 본관 방향으로 

15M 수평 이동하는 슬라이딩 공법을 채택하였다. 

시공은 공사부지의 협소함, 건물형태의 난이함으로 쉽지 않은 공정이었지만 철골 메가트러스 

리프팅·슬라이딩이라는 신공법을 적용하여 튼튼한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다. 

< 주요 공사내용 >

구분 내용

건축/토목

ㆍ공통가설(양중계획)

ㆍ계측관리공사

ㆍ토공사

ㆍ철근콘크리트공사

ㆍ철골공사

ㆍ커튼윌공사

기계/설비

ㆍ냉/난방

ㆍ소화/제연

ㆍ바닥

전기/통신

ㆍ수변전 설비

ㆍ발전설비

ㆍ동력 및 배전 설비

ㆍ태양광 발전 설비

ㆍ엘리베이터 설비

ㆍ통신설비

ㆍ소방/방송설비

* 시공 내역은 ㈜대우건설의 공사지를 대부분 참고하였다.

관정관 시공 내역*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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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명 물량 사용기간 비고

타워크레인 20t / 61.5m(붐대) 2대 2013.11.~2014.7. 9개월

리프트 저속형 Twin (속도: 40m/min) 2대 2014.5.~2014.8. 4개월

< 양중장비 설치도 > 

< 타워크레인 및 리프트 설치 > 

2. 건축/토목

가. 공통가설(양중계획)

크레인(Crane)은 자재 및 장비의 인양을 위해 러핑크레인(Luffing crane) 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인양용량이 큰 T-타워크레인(Tower crane)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리프트(Lift)는 

안전성, 운반자재, 공법,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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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항목 설치수량 설치심도 설치위치 설치시기

지중경사계 5개소 터파기심도 + 2m (지지층) 배면지반 굴착 전

지하수위계 1개소 터파기심도 + 2m 배면지반 굴착 전

변형률계    27개소 SOIL NAIL
SOIL NAIL

설치 시

균열측정계 2개소 인접건물 굴착 전

균열측정계

(자동)
6개소 기존 공동구 굴착 전

건물경사계

(E.L Beam)
6개소 기존 공동구 굴착 전

< 타워크레인 작업 >

< 계측항목별 설치수량 및 위치 >

나. 계측관리 공사

계측관리는 구조물의 거동에 대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흙막이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 주동측 지반의 토압, 수동측 지반의 지반반력 

계수 등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계측을 통한 시공관리로 

과대한 변형이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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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위계 설치도

측정장비 지중경사계 측정 기존공동구 내 경사계 설치

지중경사계 

설치

지하수위계 

설치

측정 장비 지하수위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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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일네일링 응력계 설치도 현장시공 소일네일링에 응력계 설치

소일네일 응력계 

설치

균열측정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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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계획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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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계획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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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토공사 관리 순서이다.

< 토공사 주요 공종 및 수량 >

< 토공사 관리 순서 >

구  분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소일네일링 HD29 m 3,414

어스앙카 P.C STRAND Φ12mm*4EA m 140

터파기

토사 ㎥ 17,552

풍화암 ㎥ 14,608

연암 ㎥ 5,777 무진동

연암 ㎥ 16,798 겔파쇄

다. 토공사

토공사의 주요 공종 및 수량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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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계획 평면도 > 

< 현장 적용 암굴착 공법 > 

굴착공사는 A구역, B구역, C구역 순서로 진행하였다. 

관정관 건물의 지반 조성을 위해서는 겔파쇄공법을 사용하였다. 관정관 건물이 들어설 

토지의 지질이 연암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공사지 주변의 소음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여러 굴착공법(Back hoe, B/H breaker, 겔파쇄, 화약발파) 중 겔파쇄공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선택하였다.  

구  분 적 용

적용공법 - 겔파쇄 공법, 무진동 공법(할암, 브레이커)

파쇄공법의

개념

- 겔파쇄 공법

  겔상태의 액체에 화학반응을 시키면 순간적인 고온, 고압 상태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힘으로 암석이나 암반을 파쇄

- 무진동할암 공법

  천공구멍에 유압셀을 삽입하고 유압실린더의 압축력에 의하여 암반을 벌려    

   균열을 발생시키는 무진동의 대표적인 공법(천공소음만 발생, 진동이 없음)

적용범위 - 지하 터파기. 사면절취, 트렌치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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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정관 겔파쇄공법 시공 순서 >

Ⅲ 겔파쇄부위 고무매트 덮개 설치

Ⅰ 겔파쇄를 위한 암천공 Ⅱ 겔파쇄 폭약 삽입

Ⅳ 겔파쇄 시 소음측정

겔파쇄공법 시공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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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정관 흙막이 공사 >

흙막이 공사는 소일네일링·숏크리트(Soil nailing·Shotcrete)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Ⅰ지반굴착

Ⅲ 천공

Ⅳ 와이어메쉬/띠철근/지압판 설치

Ⅱ 1차 숏크리트

    Ⅳ 네일삽입 및 그라우팅   

Ⅴ 2차 숏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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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공동구 보호공사 시공 프로세스 >

기존 공동구 보호공사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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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정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주요 공종 및 수량은 아래의 표와 같다. 

< 기존 공동구 보호공사 실시공 >

< 철근콘크리트공사 주요 공종 및 수량 >

공종 수 량 비  고

거푸집

(데크)

27,767㎡

(27,334㎡)

철근 1,374t

콘크리트 1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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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기초 타설 >

매트기초 철근배근

매트기초 콘크리트 타설

매트기초 수화열 측정: 4개소매트기초 타설구간 조닝

강재집수정 설치

1) 철근콘크리트 공사 주요 마일스톤(Mile stone)2)

관정관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주요 관리사항은 아래와 같다.

2) 마일스톤(Mile stone) : 주요 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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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동 골조공사 (철골 지조립기간) >

2층 바닥슬라브 시스템동바리 설치

2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슬라브 데크PL. 설치 및 철근배근

편의시설동 옥상철골브릿지 앙카 매립

편의시설동 보거푸집 설치

편의시설동 옥상 콘크리트 타설

< 2층 바닥 타설 (메가트러스 지조립장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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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층 잔여 골조>

< 거푸집 실시공 >

2) 철근콘크리트 공사 주요 공정

관정관 철근콘크리트 공사 주요 공정은 크게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 콘크리트 공사, 

가설비계 공사, 공동구 하부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나눌 수 있으며 공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거푸집 공사  

지하1층 합벽구간 지지대: 솔저 스터디가든 슬라브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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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근 공사

타워1호기 기초 철근배근

데크플레이트 배력근/연결근 설치

철골기둥 기초 앵커매립

기존공동구 하부 슬라브/보 철근배근

< 철근 설치 실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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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콘크리트 공사

1STEP : 5층 슬라브 1차 타설

3STEP : 7층 슬라브 1차 타설

2STEP : 6층 슬라브 1차 타설

4STEP : 5~7층 연결 철골보 본조임

 5F~RF 분리타설 계획(Delay joint)

① 가설 Gate 1, 3에서 펌프카 세팅 후 타설

    Gate 3 → A-zone 콘크리트 타설

    Gate 1 → B-zone 콘크리트 타설

② 주요 레미콘 공급사별 공장 위치

한일레미콘: 안양공장 35분 소요

렉 스 콘: 안양공장 45분 소요

     아주레미콘: 광명공장 40분 소요

③현장 콘그리트 주요 수량표 (24 MPA 강도)

주요부재 수 량 비  고

매트기초 7,100 m3

B1F~1F 4,908 m3

2F~7F 4,546 m3

- 각 트러스의 상이한 처짐량을 컨트롤 하기 위함

- 순서도: ① 1차 타설(Y1~Y2, Y3~Y4)

              ② Y2~Y3 구간 철골 본조립

              ③ 2차 타설(Y2~Y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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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설비계 공사 

< 가설비계 설치 계획도 >

6STEP : ROOF 슬라브 타설5STEP : 내부 5~7층 슬라브 타설

< 쌍줄비계 설치 실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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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구 하부 철근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설치 및 철근배근공동구 하부 철골 구조보강

공동구 하부 콘크리트 타설 공동구 내부 코어링 후 콘크리트 타설

<기존공동구 하부 골조공사 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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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철골공사

철골공사는 전문건설업체 ㈜해성기공이 진행하였고 주요 공사 내용은 메가트러스 112.5m 

4개 세트(6~8층), 캔틸레버 트러스 18m(7~8층)이다.  

1) 철골 메가트러스 설치

가) 철골 메가트러스 중량

나) 리프팅•슬라이딩의 필요성 및 HSA 신강재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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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골 메가트러스 단계별 설치계획

라) 트러스 설치 모식도

Truss-1(MT1+MT3) Truss-2(MT2+MT4)

마) 철골 메가트러스 세부 설치계획

(1) 지조립(지조립장: 2층 바닥슬라브)

        ① 타워크레인 양중 제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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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벤트 설치 >

< 하현재 설치 >

< MT1 사재 및 연결빔 설치 >

        ② 지조립 세부계획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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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1 상현재 설치를 위한 가설기둥 설치 >

< MT1 상현재 설치 >

< MT3 사재 및 연결빔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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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3 상현재 설치를 위한 가설기둥 설치 >

< MT3 상현재 설치 >

< 리프팅 시스템 설치 상세 >

(2) 리프팅 및 트레블링 시스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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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프팅 계획

◦ 1차(시험) 리프팅(10~100mm 상승)을 통해 설치된 가설구조물(리프팅잭/좌대/리프팅

러그/스트랜드의 강성)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 시험 리프팅 후 4시간 가량 상승상태에서 존치한다.

◦ 트러스 부재 및 접합부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 트러스 구조물의 실제 처짐 값이 해석단계에서 처짐 값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트레블링 시스템 설치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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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당 5개소 응력계측기를 설치하여 리프팅 시 응력을 계측한다.

◦ 모든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차 리프팅(본리프팅)을 실시한다.

◦ Truss-2 도 같은 순서로 반복 시공한다.

(4) 트레블링(슬라이딩)

◦ 기존도서관 위로 112.5m 길이의 Truss-1을 슬라이딩하여 정위치로 이동한다. 기존

도서관이 철골트러스 하중을 별도의 보강작업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 공법을 선정하게 되었다. 

◦ Truss-1(MT1+MT3)을 지조립장인 지상 2층(Y3~4구간)에서 가설벤트 위에서 

조립 후 양쪽 코어기둥부(X2열 및 X12열) 6층 바닥 Level에 이동용 레일을 설치하여 

슬라이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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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ss-1  부재가 횡이동 후 ①

에 유압잭+라이너플레이트(높이조

절용)를 설치

→ 유압잭A를 사용하여 부재를 상

승시킨 후 횡이동용 잭과 레일을 

해체

→  다시 유압잭A를 하강하여 정위

치에 이동시킴

◦ 슬라이딩 후 잭과 라이너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정위치에 안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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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커튼월 공사

1) 시공계획

가) 시공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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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운용 계획

다) 스틸커튼월 설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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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스틸커튼월 앵커시스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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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노다이징 판넬 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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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층간방화 시공계획

1. 폭 측정 및 현장여건 검토

3. 암면재단 후 충전

5. 시공 완료

2. 현장여건에 따라 Z클립 시공

4. 방화스프레이 시공

폭이 작은 경우 Z클립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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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설비

가. 냉난방 설비

1) 흡수식 냉온수기 (대온도차)

사용압력: 10㎏/㎠

연     료: LNG

냉방능력: 600 USRT * 2대

난방능력: 1,512,000 Kcal/h * 2대

2) 진공온수 보일러 (바닥 난방용)

사용압력: 10㎏/㎠

연     료: LNG

열원능력: 210,000 Kcal/h * 2대

3) 가스직화식 온수 보일러 (급탕용)

사용압력: 10㎏/㎠

연      료: LNG

열원능력: 257,000 Kcal/h *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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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FCU-01팬코일유니트(천정매입형) 14CMM 대 108 　

FCU-02팬코일유니트(천정매입형) 17CMM 대 66 　

FCU-03팬코일유니트(천정매입형) 23CMM 대 18 　

FCU-04팬코일유니트(천정카세트) 22CMM 4way 대 6 　

FCU-04팬코일유니트(천정카세트) 34CMM 4way 대 18

6) 팬코일 유니트

 - 천정매립형: 고정압팬 적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AHU-1공기조화기(W/RETURN FAN) 6,600CMH 대 1 　

AHU-2공기조화기(W/RETURN FAN) 13,600CMH 대 1 　

AHU-3공기조화기(W/RETURN FAN) 9,150CMH*4 대 1 　

AHU-4공기조화기(W/RETURN FAN) 10,400CMH 대 1 　

AHU-5공기조화기(W/RETURN FAN) 12,350CMH*2 대 1

AHU-6공기조화기(W/RETURN FAN) 9,800CMH 대 1

AHU-7공기조화기(W/RETURN FAN) 8,200CMH 대 1

AHU-8공기조화기(W/RETURN FAN) 10,750CMH*2 대 1

AHU-9공기조화기(W/RETURN FAN) 14,500CMH 대 1

AHU-10공기조화기(W/RETURN FAN) 17,300CMH 대 1

AHU-11공기조화기(W/RETURN FAN) 13,800CMH 대 1

AHU-12공기조화기(W/RETURN FAN) 12,950CMH*2 대 1

AHU-13공기조화기(W/RETURN FAN) 9,300CMH*2 대 1

AHU-14공기조화기(W/RETURN FAN) 15,600CMH 대 1

AHU-15공기조화기(W/RETURN FAN) 12,800CMH*2 대 1

4) 냉각탑 (저소음 직교류형)

냉각용량: 3,510,000 Kcal/h * 2대

기류재순환 방지용 냉각탑

5) 공조기 

 - 15 대, PLUG FAN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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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P-01냉각수순환펌프(단단볼류트) 10,030LPM*36M*95KW 대 3 　

P-02냉온수순환펌프(단단볼류트) 4,320LPM*36M*45KW 대 3 　

P-04급탕순환펌프(라인형) 20LPM*5M*0.09KW 대 2 　

P-05난방순환펌프(단단볼류트) 670LPM*27M*7.5KW 대 3 　

8) 냉각수 수처리 장치

•은동이온 살균장치 + 자동역세 필터 방식 

•용       량:  11,700 LPM

9) 헷더 / 급탕탱크 / 팽창기수 분리기

•헷더: 냉온수 공급/환수 헤더 (백강관 #SCH40)

•팽창기수분리기: 블래더 방식 (냉온수용 / 난방용)

•급탕탱크: 블래더 방식

나. 위생설비 및 우수 처리조 설비

7) 펌프

 - 순환펌프류: 냉각수, 냉온수, 급탕,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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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부스터) 펌프 

•용    량: 390*3 LPM

•양    정: 86M

2) 가스직화식 온수 보일러 (급탕용)

•사용압력: 10㎏/㎠

•연    료: LNG

•열원능력: 257,000 Kcal/h * 1대

3) 저수조

•용    량: 224,000 TON (유효용량) 

•재    질: SMC

4) 우수처리 설비

•우수처리조: 298 TON 콘크리트 구조

•부스터펌프: 60*2 LPM, 43M

•초기우수 배제장치

•조경용수 / B1층 화장실 (소변기 및 청소싱크)로 활용 계획

 다. 소화설비 /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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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상수도 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소공간소화장치 설비, 소화기구, 피난기구

2) 소화 주 / 예비 펌프 

•용    량: 2250  LPM

•양    정: 100 M

•1대 예비 포함하여서 2EA

3) 소화 저수조

•용    량: 45 TON

•지하 저수조와 겸용하여 사용

4) 제연설비

- 비상용 승강장 제연설비 (3개소)

라. 설계검토사항

1) 서울대학교 시설과의 협의 사항 요약

    - VE 제안 이후 시설과의 세부 사항 요약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SF-01  급기팬(SIROCCO)#4 15,000CMH*60MMAQ*7.5KW 대 1 　

EF-01  배기팬(SIROCCO)#2.5 6,000CMH*60MMAQ*3.7KW 대 1 　

SF-02  급기팬(SIROCCO)#4 15,000CMH*60MMAQ*7.5KW 대 1 　

EF-02  배기팬(SIROCCO)#2.5 6,000CMH*60MMAQ*3.7KW 대 1 　

SF-03  급기팬(SIROCCO)#4 15,000CMH*60MMAQ*7.5KW 대 1

EF-03  배기팬(SIROCCO)#2.5 6,000CMH*60MMAQ*3.7KW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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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냉난방 부하검토  

- 냉방 용량:  1,107 USRT / 2대 ⇒ 554 USRT 

 ※ 600 USRT X 2대 / 실부하대비 장비용량 : 119%

- 난방 용량:  2,948 Mcal/h / 2대 ⇒ 1,243 Mcal/h 

 ※ 1,512 Mcal/h X 2대 / 실부하대비 장비용량  : 130%

- 냉방 및 난방 용량이 다소 과다하나 추후 리모델링 등의 변수가 작용하므로 설계부하  

   반영함

No 항목 원안(기본설계) VE제안 협의내용 비고

기계 - 105 최적 시수인입 관경 제안
과다한 인입관경 산정
(125A)

과다한 인입관경 
제안(65A)

실무협의
(65A ⇒ 100A 변경협의)

　

기계 - 107 우수재활용 설비 삭제 우수재활용  
효율성을 고려한 
미적용

실무협의
(원안·조경용수만 사용)

　

기계 - 210
무용접 GROOVED JOINT 
체결방식

무용접 아크용접
실무협의
(원안·100A이상, 소방제외)

　

기계 - 402
열람실 음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기구 계획

F.V형 양변기
저소음 LT형 
양변기

실무협의
(저소음 고려한 양변기 선정)

5층 이상
LT

기계 - 403
재실자를 위한 항균코팅 
알루미늄 피복덕트 제안

페놀릭덕트
항균코팅 알루미늄 
피복덕트 적용

실무협의(원안)

기계 - 802 공조기 자재 국산화 직결구동형 벨트구동형 실무협의(원안)

기계 - 901
그룹 스터디실 부분부하 
제어 운전 제안

CAV.FCU + 최소환기 VAV 디퓨저
실무협의
(원안 - 영명석교수 제안사항)

구  분

설 계

냉방 난방

설 계 검 토 설 계 검 토

AHU W 2,708,745 2,592,410 2,274,267 2,264,453

FCU W 758,704 946,951 362,845 362,845

소 계 W 3,467,449 3,539,361 2,637,112 2,627,298

안전율(냉-20%, 난-30%) 693,490 353,936 791,134 262,730

합 계

w 4,160,939 3,893,297 3,428,246 2,890,028

Kcal/h 3,578,407 3,348,236 2,948,291 2,485,424

RT / Mcal/h 1,183 1,107 2,948 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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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난방 유량제어 방식 검토  

   

4)  B1층 기계실 우수조 검토

- 우수처리조 상부 유지보수를 위한 중간 관리층 미반영-> 변경 :  중간관리층 구성

5) 6층 화장실 하부 유지보수를 위한 Cat walk 설치

- 트러스 구조로 형성되는 6층 화장실의 하부가 유지보수가 곤란하여 유지보수를 위한

   Cat walk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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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존도서관 급배기 경로 미반영

- 기존도서관의 급배기 경로가 미반영됨에 따라 기존도서관 및 신축 관정도서관 급배기를

   통합하여서  급배기 계획 재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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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식 냉온수기

냉각수 순환펌프

급탕보일러, 팽창기수 분리기

난방순환펌프

진공온수 보일러

냉온수 순환펌프

부스터 펌프 (급수/조경펌프)

급수메타기

7) 공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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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온수 환수헤더 냉온수 공급헤더

차압변 소화주펌프

기계실 배수펌프 기계실 주통로

제연급기팬 기계실 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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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실 출입구 루버 메인 급배기 덕트 설치 1층 PIT

옥외소화전 설치 2층 공조실 입상배관

급기 제연팬 2층 공조기

공조기 드레인배관 2층 디퓨저 및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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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 차압조절 댐퍼 소화전 및 방수기구함

2층 화장실 소변기 및 라디에이터 3층 화장실 세면기

3층 장애자 양변기 및 손잡이 3층 공조기

3층 외부 소화전 2층 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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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층  PS 알람밸브

4층 노출된 스프링쿨러 배관 6층 공조기

7층 온수 분배기

모듈천정 디퓨저 및 헤드 화장실 손건조기

완강기 설치 온수 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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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층 냉각탑 옥상층 공조기

옥상층 공조기 옥상층 공조기

옥상층 공조기 복합밸브 및 배관 켄싱 및 보온

화장실 배기팬 설치 제연 배기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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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통신

  

가. 개요

1) 수변전 설비

① 수전용량

- 5,500KVA(몰드변압기), 태양광설비 334KW          

② 수변전설비

- 2,000KVA 2대 / 1,500KVA 1대

- 고압반: 4면, 저압반 : 14면, TR반 : 3면

2) 발전 설비 

    

①  디젤발전기

- 1,500KW 1대(비상용)

- GCP판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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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력 및 배전설비 

① 동력반: 23면(MCC반 : 9면)

② 분전반: 90면

4) 태양광 발전설비

① 발전용량: 334kwp(PV : 325kwp, BIPV9kwp)

② 모듈수량: PV : 250wp * 1,300매, BIPV : 216wp * 42매

③ 설치모듈: PV : 250W(20직렬), BIPV : 216W(14직렬)

④ 설치인버터: PV : 250KW(1대), 100KW(1대), BIPV : 10KW(1대)

⑤ 모듈크기: 1628*982*40(mm)

5) 엘리베이터(10대) 설비

① 24인승:  4대(90m/min)

② 15인승:  2대(90m/min)

③ 10인승:  4대(90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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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설비

① VOICE MDF: 국선 1,000P + 내선 2,000P

② DATA MDF: D:24/144Core,50Port,AP:6Port F/O CABLE (SINGLE/MODE)   

   12CORE * 2 

③ IDF단자함: 17면

④ CATV설비: 위성 및 공청안테나 시설

⑤ CCTV설비: 카메라 82대 설치

⑥ 출입통제시스템: 주출입구 스피드게이트 설치 및 출입문 출입통제

⑦ AV설비: 회의실 및 컨퍼런스룸 AV설비 

7) 소방, 방송설비

① R형 복합식 수신기: 508회로 1면

② 감지기: 655개(연기식,차동식,정온식)

③ 유도등: 266개(피난구유도등 60분용, 음성점멸복합형유도등 외)

④ 중계기: 202개

⑤ AMP: 1,800W 1면

⑥ 스피커: 2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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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검토사항

1) 태양광설비

·태양광설비 모듈 기울기 각도 조정하여 겨울철 발전량 확보(5도→10도)

2) 열람실 전원공사

·시스템박스 위치 조정하여 누수로 인한 하자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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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설비 공사

· EPS/TPS/PS실 연기식감지기 추가 설치로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소방시설 강화

4) 배관공사

·최상층 노출배관을 프리와이어링 방식으로 변경하여 결로 예방 및 품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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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접지 작업

수박처리봉 설치

1층 슬라브배관

역서지방지 접지봉 설치

MESH접지 시공

2층 슬라브배관

다. 공정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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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슬라브배관

7층 슬라브배관

4층 슬라브배관

케이블 트레이 설치

5층 슬라브배관 6층 슬라브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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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레이 설치 케이블 트레이 설치

전등입선 고압케이블 포설

고압케이블 포설 태양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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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인버터 설치태양광접속반 설치

발전기 설치수배전반 설치

기계실 배관MCC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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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 각종 RACK 설치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 설치조명기구 설치

시스템박스 설치배선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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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내용 업체명 연락처

설계

건축 설계 테제건축사사무소 02-548-4701

구조 설계 하이구조기술사사무소 02-562-6695

기계 설계 세아엔지니어링 02-585-4562

전기/통신 설계 한국전기설계기술단 02-3012-2600

시공 건축ㆍ기계ㆍ전기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 02-2288-3114

감리 감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02-531-0400

건축

토목 및 부대토목 진림건설 02-3452-6529

철골 해성기공 02-733-8666

철근콘크리트 오도건설 02-523-2127

데크슬라브 제일테크노스 02-555-2055

외장 커튼월 포스코에이엔씨 02-2018-7700

외장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원자재 Lorin Industries (미국) 1-8006541159

내부인테리어 올가인테리어 02-3453-8543

옥상ㆍ중앙정원 (설계) 바인플랜 02-2040-6894

전기

전기공사 대주전력 02-849-9946

통신공사 콤시스 02-457-9420

A/V설비 비엘에스 02-515-7385

태양광설비 우진기전 031-686-0500

기계

기계일반설비 정도설비 02-585-4200

흡수식냉온수기 LG전자(에이스공조) 031-359-1800

공조기 삼화에이스 02-6913-2217

에어컨,전열교환기 삼성냉열 02-555-2100

가구 / 비품

열람의자 네오퍼스 1661-0078

열람테이블, 서가, 공용가구 등 까사미아우피아 031-725-6817

원목 장테이블, 소파 등 카레클린트 1599-4797

붙박이 소파, 북트럭 글래드웍스 02-6012-6575

휴게 의자 퍼니매스 02-2214-0481

조명기기
열람테이블 조명 OLED 패널 LG디스플레이 02-3777-2352

열람테이블 조명 기기 제작 해찬 02-865-0611

Library Identity LI 개발 cdr Associates 02-518-2470

사인시스템 사인시스템 구축 이음파트너스 02-543-2471

음향시스템 소극장 입체 음향시스템 성우음향정보통신 02-2274-8111

스마트정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오상자이엘 032-524-0700

통합관리시스템/

가상체험시스템/홍보용시스템
에이스엠이 02-865-6170

VDI (데스크톱 가상화 시스템) 청담정보기술 02-3442-5588

출입통제시스템 와이즈네스코 02-481-4114

좌석관리시스템/모바일 시설예약 앱 엔미디어플랫폼 02-1644-5910

S-Card 출입 단말기 한국심트라 02-598-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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