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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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P 전시장별 시설현황

알림터 전시장 시설개요
알림터 전시장
Art Hall

임대면적
Area

규격
[m/WxL]

높이
[m/H]

바닥하중
[kg/m²]

알림1관

2,992m²

55.9x65.6

9.6~16.2

1,632

알림2관

1,547m²

44.4x45.9

10~15.5

1,632

합계

4,539m²

B2F

A2
운영사무실, 창고-1

운영사무실, 창고-2

창고-1

알림2관

창고-2

1F
주방
국제회의장

준비실

창고-3
VIP실
창고-4
알림1관

A1
운영사무실-3

공간구분

공간명

면적
(m²)

부속공간

운영사무실,창고-1

16

부속공간

운영사무실,창고-2

35

부속공간

창고-1

94

부속공간

창고-2

92

부속공간

창고-3

37

부속공간

창고-4

44

케이터링

주방

783

부대공간

준비실

238

부대공간

VIP실

289

부대공간

운영사무실-3

16

B1F

B2F
5

알림터 전시장 시설개요

B1F

1F
알림2관

알림2관
A3

로비

VIP실-2

A4

AV조정실-1

AV조정실-2

알림1관

운영사무실-1
휴게공간

국제회의장

운영사무실-2

VIP대기실-4

AV조정실-3

VIP실-1

운영사무실-4
디자인 전시관
알림1관

구분

다목적실

공간명

면적
(m²)

부속공간

운영사무실-4

58

부대공간

다목적실

478

부속공간

운영사무실-1

69

부속공간

운영사무실-2

48

부속공간

AV조정실

25

부대공간

휴게공간

86

부대공간

VIP실-1

45

부대공간

VIP실-2

50

M3

D3

D2

주차장
D4

D5

공간명

면적
(m²)

부대

로비

707

부대

VIP실

91

구분

알림1관
규모 / Scale

2,992m²

세부규격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55.9x65.6m

9.6~16.2m

1,632

수용능력

1,500명

주용도

컨퍼런스, 패션쇼, 콘서트, 시사회 등

부속공간

주최자 사무실, 창고

부대공간

VIP대기실, 휴게공간,준비실, 로비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1,160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4회로 -행사용 부적합
3. 파워박스 : 3Ø4W 380/220V 30KW , 3Ø3W 220V 20KW X 10EA, 3Ø4W 380/220V 30KW X
22EA
4. 내부조명 : LED 주광색, 바닥면 조도- 300LUX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냉방능력: 929,682 kcal/h
난방능력: 669,126 kcal/h
2 급.배수사용압력:3~4kg/cm²
3. 항온항습 : 중앙공조 닥일덕트 정풍량 방식으로(18℃~28℃) 온도 조정
습도 : 중앙 공조방식으로 습도 조정 불가 / 우기시 : 개별 임대 제습기 설치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192ea
2. data(인터넷) : 192ea
4. ap(무선wifi) : 8ea (단, 1ea 당 최대 20명 수용가능)

3. optical(광케이블) : 64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4ea
2. 소화기 : 3ea
영상장비 | Visual Equipment
1. 프로젝터 10,000안시 DLP프로젝터 2ea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 메인스피커(1.2kw) 16ea
무대조명 장비 | Lighting Equipment
1. 현수막바튼 2ea

화장실 Restroom

비상구 Emergency Exit

계단 Staircase

소화전 Fire Plug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운영 사무실 Organizer’s Office

입구 Entrance

하역장 Cargo Acess

출구 Exit

2. 스크린 300인치 2ea

2. 서브우퍼(1.8kw) 4ea

3. 실링 스피커(1.2kw) 18ea

2. 서스펜션 라이트 바튼 3ea

프로젝터 Projector

서스펜션 라이트 바튼

메인스피커 M. Speaker

현수막 바튼

스크린 Screen

7

알림1관

알림1관 무대·객석 ·배치 대안
중앙무대 1556 TYPE

컨퍼런스 1500 TYPE

활용 용도
컨퍼런스, 콘서트, 공연, 런칭쇼 등
최적 1500석(최대1800석)
설치예상시간 (이동시간 제외)
이동식 무대 1SET 설치 시 : 4인 기준 15분
이동식 의자 20석 설치시
: 2인 기준 10분
수납식 의자 1SET 설치시 : 4인기준 30분

이동식 무대

이동식 무대

이동식 의자

이동식 의자

컨퍼런스 1515 TYPE

중앙무대 1022 TYPE

연회 1300 TYPE

이동식 무대

이동식 무대

이동식 무대

이동식 의자

이동식 의자

원형테이블/원형의자

수납식 의자

수납식 의자

8

알림2관
규모 / Scale
세부규격

1,547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44.4x45.9

10~15.5

1,632

수용능력

1,000명

주용도

컨퍼런스, 패션쇼, 콘서트, 시사회 등

부속공간

주최자사무실, 창고

부대공간

VIP대기실, 휴게공간, 준비실, 로비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530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3회로 -행사용 부적합
3. 파워박스 : 3Ø4W 380/220V 30KW , 3Ø3W 220V 20KW X 4EA 3Ø4W 380/220V 30KW X 11EA
4. 내부조명 : LED 주광색, 바닥면 조도- 300LUX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냉방능력: 568,604 kcal/h
난방능력: 373,000 kcal/h
2 급.배수사용압력:3~4kg/cm²
3. 항온항습 : 중앙공조 닥일덕트 정풍량 방식으로(18℃~28℃) 온도 조정
습도 : 중앙 공조방식으로 습도 조정 불가 / 우기시 : 개별 임대 제습기 설치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92ea
2. data(인터넷) : 92ea
4. ap(무선wifi) : 6ea (단, 1ea 당 최대 20명 수용가능)

3. optical(광케이블) : 30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4ea
2. 소화기 : 6ea
영상장비 | Visual Art Equipment
1. 프로젝터 10,000안시 DLP프로젝터 2ea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 메인스피커(1.2kw) 16ea

2. 서브우퍼(1.8kw) 4ea

무대기계 조명 | Lighting Equipment
1. 현수막바튼 2ea
화장실 Restroom

비상구 Emergency Exit

계단 Staircase

소화전 Fire Plug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운영 사무실 Organizer’s Office

입구 Entrance

하역장 Cargo Acess

출구 Exit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2. 스크린 300인치 2ea

2. 서스펜션 라이트 바튼 3ea

3. 실링 스피커(1.2kw) 14ea

3. 호이스트 6ea

프로젝터 Projector

서스펜션 라이트 바튼

메인스피커 M. Speaker

현수막 바튼

스크린 Screen

호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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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관

알림2관 무대·객석 ·배치 대안
활용 용도
컨퍼런스, 콘서트, 공연, 발표회 등
최적 1000석(최대1120석)
설치예상시간 (이동시간 제외)
이동식 무대 1SET 설치 시 : 4인 기준 15분
이동식 의자 20석 설치시
: 2인 기준 10분
수납식 의자 1SET 설치시 : 4인기준 30분

컨퍼런스 1000 TYPE

연회 610 TYPE

이동식 무대

이동식 무대

원형테이블/원형의자

이동식 의자

컨퍼런스 999 TYPE

이동식 무대
이동식 의자
수납식 의자

10

국제회의장 & 준비실
규모 / Scale
세부규격
알림2관

414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21.1x21.1

5.65

400

수용능력

200명

주용도

컨퍼런스, 전시회, 연회

부대공간

준비실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41KW
2. 전원콘센트 : 플러어 하부 2P 3KW X 6회로 상용전원(행사용 부적합)
3. 파워박스: 3Ø4W 380/220V 20KW X 1EA, 로비-3KW X 1EA
4. 내부조명 : LED 주광색, 바닥면 조도- 300LUX

국제회의장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냉방능력: 113402 kcal/h
난방능력: 92002 kcal/h

준비실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11ea
2. data(인터넷) : 56ea
4. ap(무선wifi) : 1ea (단, 1ea 당 최대 20명 수용가능)

2 급.배수사용압력:3~4kg/cm２

3. optical(광케이블) : 12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0ea
2. 소화기 : 4ea
영상장비 | Visual Art Equipment
1. 5,000안시 DLP프로젝터 1ea

2. 스크린 200인치 1ea

알림1관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실링스피커 PA 1set

무대기계 조명 | |Lighting Equipment
1. 현수막바튼 1ea

화장실 Restroom

소화전 Fire Plug

계단 Staircase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입구 Entrance
출구 Exit

비상구 Emergency Exit

프로젝터 Projector
실링스피커 C. Speaker
스크린 Sc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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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 & 준비실

국제회의장 무대객석배치 대안
활용 용도
연회, 발표회, 프레젠테이션
최적 150석(최대200석)
설치예상시간 (이동시간 제외)
이동식 의자 20석 설치시

프레젠테이션 220 TYPE

연회 120 TYPE

: 2인 기준 10분

이동식 의자
스크린

원형테이블/원형의자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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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터 전시장 시설개요
배움터 전시장
Museum

임대면적
Area

규격
[m/WxL]

높이
[m/H]

바닥하중
[kg/m²]

디자인 전시관

1,216m²

39.7mx35.4m

8.8

1,632

디자인 둘레길

3,358m²

553m

3.6~6.8

510

B2F

디자인 전시관

알림터
알림1관
하역장

디자인장터

A1

M2

디자인둘레길 시점

디자인 전시관

디자인 둘레길

M1

어울림 광장

살림터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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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시관
규모 / Scale
M2

세부규격

1,216m²
가로X세로(m)
35.4x39.7

높이(m)

바닥하중(kgf/m²)

8.8

1,632

수용능력

500명

주용도

전시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500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3회로 – 상용 전원 (행사용 부적합)
3. 파워박스 : 3Ø4W 380/220V 30KW , 3Ø3W 220V 20KW X 4EA , 3Ø4W 380/220V 30KW X 10EA
4. 내부조명 : CDM70W, 바닥면 조도- 300~400LUX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냉방능력: 667,027 kcal/h
난방능력: 340,549 kcal/h
2 급.배수사용압력:3~4kg/cm²
3. 항온항습 : 중앙공조 닥일덕트 정풍량 방식으로(18℃~28℃) 온도 조정
습도 : 중앙 공조방식으로 습도 조정 불가 / 우기시 : 개별 임대 제습기 설치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92ea
2. data(인터넷) : 92ea
4. ap(무선wifi) : 6ea (단, 1ea 당 최대 20명 수용가능)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0ea
2. 소화기 : 8ea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 실링스피커 PA 1set

M1

화장실 Restroom

비상구 Emergency Exit

계단 Staircase

소화전 Fire Plug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소화기 Fire Extinguisher

화물용 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입구 Entrance

안내 Information

출구 Exit

티켓 Ti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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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tical(광케이블) : 30ea

디자인 둘레길
규모 / Scale

3,358m²
길이(m)

높이(m)

바닥하중(kgf/m²)

553

3.6~6.8

510

세부규격

M2

주용도

전시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120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3회로 –상용전원(행사용 부적합)
3. 벽부 전원박스 : 3Ø4W 380/220V 15KW X 8EA
4. 내부조명 : CDM70W, 바닥면 조도- 300~400LUX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냉방능력: 667,027 kcal/h
난방능력: 340,549 kcal/h
2 급.배수사용압력:3~4kg/cm²
3. 항온항습 : 중앙공조 닥일덕트 정풍량 방식으로(18℃~28℃) 온도 조정
습도 : 중앙 공조방식으로 습도 조정 불가 / 우기시 : 개별 임대 제습기 설치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4ea
2. 소화기 : 8ea

M1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 실링스피커 PA 1set

화장실 Restroom

비상구 Emergency Exit

계단 Staircase

소화전 Fire Plug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소화기 Fire Extinguisher

화물용 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입구 Entrance

안내 Information

출구 Exit

티켓 Ticket
하역장 Cargo A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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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터 전시장 시설개요

살림터 전시장
Design Lab

임대면적
Area

규격
[m/WxL]

높이
[m/H]

바닥하중
[kg/m²]

디자인나눔관

1,094m²

19.1X30.9

5.0~9.0

360

잔디사랑방

570m²

38.8x18.6

4.1~7.5

510

3F

대표이사실

전산실
경영단장실

운영사무실

디자인나눔관

구내식당
보조실

매표소

4F

놀이터사무실
조형계단

상상놀이터
잔디언덕

M4

잔디사랑방

기계실

보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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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나눔관
규모 / Scale
세부규격

1,481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19.1X30.9

5.0~9.0

360

수용능력

100명

주용도

소규모 세미나 및 도서관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40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4회로 -행사용 부적합
3. 파워박스: 3Ø4W 380V 10KW X 3EA
4. 내부조명 : CDM70W, 바닥면 조도- 300LUX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냉방능력: 44,158 kcal/h
난방능력: 30,107 kcal/h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9ea
2. data(인터넷) : 9ea
4. ap(무선wifi) : 2ea (단, 1ea 당 최대 20명 수용가능)

2 급.배수사용압력:3~4kg/cm²

3. optical(광케이블) : 0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2ea
2. 소화기 : 4ea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 실링스피커 PA 1set

화장실 Restroom
계단 Staircase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비상구 Emergency Exit
소화전 Fire Plug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입구 Entrance
출구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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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사랑방
규모 / Scale
세부규격

570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38.8X18.6

4.1~7.5

510

수용능력

200명

주용도

라운지, 메인 바

부속공간

보조실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19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4회로 -행사용 부적합
3. 준비실 분전함: 3Ø4W 380/220V 10KW X 1EA , 3Ø4W 380/220V 3KW X 3EA
4. 내부조명 : CDM70W, 바닥면 조도- 300LUX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냉방능력: 44,158 kcal/h
난방능력: 30,107 kcal/h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9ea
2. data(인터넷) : 9ea
4. ap(무선wifi) : 2ea (단, 1ea 당 최대 20명 수용가능)

2 급.배수사용압력:3~4kg/cm²

3. optical(광케이블) : 0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2ea
2. 소화기 : 4ea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 실링스피커 PA 1set

화장실 Restroom
계단 Staircase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케이터링 Catering Service

비상구 Emergency Exit
소화전 Fire Plug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입구 Entrance
출구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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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역사문화공원 전시장 시설개요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전시장

임대면적
Area

규격
[m/WxL]

높이
[m/H]

바닥하중
[kg/m²]

이간수문 전시장(B2F)

604m²

23.7x37.8

4.85

510

갤러리문

341m²

28.7x10.5

3.4

550

합계

945m²

이간수문

이간수문 전시장

동대문운동장 기념관

유구전시장

동대문 역사관 1398

유구전시장

갤러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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ㅔ

이간수문 전시장 B1F
규모 / Scale

604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23.7x37.8

4.85

510

세부규격

수용능력

200명

주용도

전시, 컨퍼런스, 행사

부속공간

주최자사무실, 창고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30KW
2. 전원콘센트 : 벽부 콘센트 2P 20A 2회로 , 바닥콘센트 2회로
3. 파워박스 : 3Ø4W 380/220V 30KW
4. 내부조명 : 할로겐 70~90W, 개별 DIMMING가능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지열
2.전열교환기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5ea
2. data(인터넷) : 5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1ea
2. 소화기 : 3ea
영상장비 | Visual Art Equipment
1. 4,500안시 DLP 프로젝터 1ea

2. 스크린 300인치 1ea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실링 스피커 PA 1set
무대기계 조명 | Lignting Equipment
1. 현수막 바튼 1ea

화장실 Restroom
계단 Staircase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운영 사무실 Organizer’s Office
비상구 Emergency Exit
소화전 Fire Plug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입구 Entrance
출구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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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문
규모 / Scale

341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28.7x10.5

3.4

550

세부규격
수용능력

100명

주용도

전시

부속공간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20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2회로 , 바닥콘센트 1회로 : 상용전원
3. 분전반 : MAIN 3Ø4W 380/220V 20W
4. 내부조명 : 할로겐 50W, 개별 DIMMING가능
기계설비 | Mechanical Facilities
1. 지열
2.전열교환기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voice(전화) : 2ea
2. data(인터넷) : 2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0ea
2. 소화기 : 3ea

화장실 Restroom
운영 사무실 Organizer’s Office
비상구 Emergency Exit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입구/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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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 시설개요

외부공간

임대면적
Area

규격
[m/WxL]

높이
[m/H]

바닥하중
[kg/m²]

어울림광장

5,891m²

-

-

1,632

디자인거리

-m²

-

-

1,632

8거리

-m²

-

-

1,632

잔디언덕

-m²

-

-

100

디자인거리

8거리

8거리

어울림광장

잔디언덕
디자인거리

잔디언덕

어울림광장

와부공간 – 어울림 광장
화장실 Restroom
A1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화물용 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K3

안내 Information

M2

티켓 Ticket
주차장 Parking
주차요금 정산기 Parking Machine
식당가 Food Court
VIP대기실 VIP Lounge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M1

의무실 First Aid
소화전 Fire Plug
지하철 Metro

K2

K1
K

K

키오스크 Kiosk

D1

규모 / Scale
세부규격

5,891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

-

1,632

수용능력
주용도

전시, 콘서트,마켓, 공연, 패션쇼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100KW , 15KW , 10KW , 10KW
2. 전원콘센트 : 해당없음 (소화전에서 임시 사용)
3. 분전반 : MAIN 3Ø4W 380/220V 300A (매표소 입구), K1 뒤 분전함 50A, M1 입구 30A, 미디어폴 30A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data : 12ea
2. optical (광케이블): 18core

3. ap(무선wifi) : 2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옥외소화전 : 2ea

2. 소화기 : 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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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 – 디자인거리
화장실 Restroom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화물용 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안내 Information
티켓 Ticket
주차장 Parking
주차요금 정산기 Parking Machine
식당가 Food Court
VIP대기실 VIP Lounge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의무실 First Aid
소화전 Fire Plug
지하철 Metro

K

규모 / Scale
세부규격

키오스크 Kiosk

-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

-

1,632

수용능력

1,000명

주용도

전시, 콘서트,마켓, 공연, 패션쇼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100KW
2. 전원콘센트 : 해당없음 (소화전에서 임시 사용)
3. 분전반 : MAIN 3Ø4W 380/220V 100KW (매표소 입구)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data : 12ea
2. optical (광케이블): 18core

3. ap(무선wifi) : 2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옥외소화전 : 2ea

2. 소화기 : 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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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간 – 8거리
화장실 Restroom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화물용 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안내 Information
티켓 Ticket

1

K4

8

주차장 Parking

2

주차요금 정산기 Parking Machine
식당가 Food Court

7
3

VIP대기실 VIP Lounge
에스컬레이터 Escalator
소화전 Fire Plug

5
6

지하철 Metro

4

K
K8

키오스크 Kiosk
입구 Entrance
출구 Exit

규모 / Scale
세부규격

5,891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

-

1,632

수용능력

150명

주용도

전시, 콘서트,마켓, 공연, 패션쇼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150 KW
2. 전원콘센트 : 해당없음 (소화전에서 임시 사용)
3. 분전반 : 냉각탑 분전함 3Ø4W 380/220V 15KW , 창조의알 분전함 15KW, 알림터 외장패널 분전함 30KW
외부 독립 분전함 3개소 30KW * 3EA
통신설비 |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1. data : 12ea
2. optical (광케이블): 18core

3. ap(무선wifi) : 2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옥외소화전 : 2ea

2. 소화기 : 0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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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언덕
규모 / Scale

2,887m²
가로X세로(m)

높이(m)

바닥하중(kgf/m²)

19.1X30.9

-

100

세부규격

수용능력

200명

주용도

전시, 행사, 공연 등

전기설비 | Electricity Capacity
1. 전체 전기설비용량 : 60KW
2. 전원콘센트 : 벽부콘센트 2P 20A 4회로 -행사용 부적합
3. 외장패널 분전함: 3Ø4W 380/220V 30KW X 2EA

방재설비 | Emergency Facilities
1. 소화전 : 2ea
2. 소화기 : 4ea

음향장비 | Sounding Equipment
1. 실링스피커 PA 1set

화장실 Restroom
계단 Staircase
일반 엘리베이터 Public Elevator

비상구 Emergency Exit
소화전 Fire Plug
소화기 Fire Extinguisher
입구 Entrance
출구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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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시장 이용안내 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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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대관 및 이용안내
프로세스

단계별 설명
임대문의

대관신청 및 심의

• 전화, 이메일 등

계약금 납부

행사신청서 제출

대관심의

• 홈페이지 참조

계약서 작성

잔금 납부

계약체결

행사준비

설치 및 행사진행

청소 및
폐기물관리

철거 및 하자보수
점검

행사개시 최소 2주전(긴급:7일전) 협의

행사 7일전(긴급:3일전)까지 서류 제출

•
•
•
•
•

• 작업신고서(양식 : 시설안전팀 문의)
• 개막식 시나리오, VIP 명단
• 행사운영 매뉴얼 등

준비 및 철거 내용 협의
부스 레이아웃, 로비사용 계획
경비인력 및 시설물 사용 계획
광고물 부착 위치 및 개수
개막식 계획 및 VIP 운영계획

유의사항

금지사항

•
•
•
•
•

•
•
•
•

부스,전기, 작업은 DDP 감독 하에 진행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작업 전 보양작업 진행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장치 설치
행사 진행시 DDP투어 동선 협조(*별첨* 투어코스 참조)

DDP 내 음주 및 흡연 금지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행위
미 허가된 위험작업(화기, 고소 등)
DDP 관리자와 미 협의된 작업

폐기물 처리비용

청소범위

• 대관업체 부담(전시장 임대료에 불포함)

• 공용공간 : DDP, 행사공간 : 대관업체

철거

작업공간 원상복구

관리비 확인

• 훼손 시설물 사후처리 협의
• 철수상황 관제 및 사후점검

• 청소 및 정리정돈
• 폐기물 외부 반출
• 물품 훼손여부 점검

• 냉난방 사용료
• 전기 사용료
• 기타

행사 업무프로세스

2. 작업 준비/착수

1. 사전 협의 검토

(작업신고서 제출 후)

1. 협의와 서류 제출
- 요청부서(시행대행사)와 시설팀 협의

1. 시행 대행사 및 전시부스설치

[행사개시 최소 14일전, 긴급 7일전]
- 요청부서 (시행대행사)에서
시설팀에 제출
[기간 최소 7일전, 긴급 3일전]
2. 서류 제출 담당
- 전시,행사

대행사 업무 미팅
• 미비사항 및 민원창구 협의

- 계약담당자 및 홀 매니저

• 하역장, 행사장에

• 계약담당자,

시설 담당자(홀매니저)

홀 매니저 사후

및 위탁 상황 근무자,

처리 협의

보안 담당 상시 관제

• 시설담당자,

1. 주최측과 DDP홀매니저 외 각
담당 부서 직원들 과 같이 검수
2. 하자 검수 후 견적서 작성
- 하자 사진
- 범위와 재질

- 위탁업체 업무분장 전달

2. 작업 공정 점거

- 하자 수량

• 변경 작업 체크

및 사후 점검

- 가격 견적

- 업데이트되는 작업서류 및
상황전파

• 안전관리 준수

-위탁 근무자 상시 기술지원 및

대관자 민원응대
3. 작업 준비

- 작업 업체 신고서

• 작업 전 안전수칙 점검
- 안전 가드설치, 안전관리자

- 안전 작업 계획서
- 기술 검토 승인서

1. 철수 작업 관제

철수 상황 관제

- 행사계획서

- 물품 반입(반출)신고서

1.설치 작업 관제

5. 하자 및 검수

2. 시설담당자 업무분장

3. 제출 서류

- 작업자 신고서

4. 철수 작업

보안 담당자

- 공사 작업
- 집기대여 반입.반출

3. 설치 작업 진행

•

3. 비용담당부서 담당자에게
2. 작업 환경 점검
• 공간 원상복구
- 청소, 정리
- 폐기물 반출

안내 표시 판 설치

3. 물품 반입, 반출

작업 전 공간 사항 점검

• 대여 집기 확인

[원상 복구 시 리스트 체크]

• 소손, 정상유무

- 기타 요청 서류

※ 시설팀과 요청부서(시행대행사)간 전시, 행사, 공사, 집기 대여 반입.반출 관련 미 협업 시 지원 및 작업 불가.

견적서 제출

3. 전시장 안전기준 및 위반시 제재사항

작업안전관리 지침

가. 목적
본 지침서는 DDP 전시홀 내 행사기간 중 안전사고
(설치, 전시행사, 철거)를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처리로 전시홀 사용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며, 작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및 일관성 있는 전시
장 관리를 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함에 그 목적을 둔다.

작업안전관리 지침

나.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의 선임
①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의 선임대상은 DDP에서 전시장 지정업체로 등록
이 지정된 분야의 업체에 한하여 적용 한다.
기타 지정되지 않은 분야의 작업 현장관리 대상은 작업을 수임 받은
업체로 하며, 그 자격요건은 아래 ③항을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DDP가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이란 전시홀 내 행사기간 중 공사(설치, 전시행사, 철거)의 시공
에 있어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공사 현장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
③ 현장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ㄱ. 지정협력업 분야별 업종 중 관련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 외
관련업체에 근무경력 1년 이상의 유경험자여야 한다.
ㄴ. 상기 조건에 해당하고 소속 회사의 4대 보험(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수혜자
ㄷ. 각 분야별 협력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1명 이상의 현장대리인을
매년 최초 장치공사 신고 시 까지 DDP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자
는 현장대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작업안전관리 지침

다. 현장대리인의 책임과 의무

① 전시홀 내 장치공사를 하기위한 모든 서류 작성(온라인 신고) 및 접수
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작업자가 현장 내 에서 전시장 운영규정 및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초기 작업인 마킹, 부스 공사, 바닥 공사, 천정(rigging) 공사,
싸인물공사, 전기공사, 통신,A/V 공사, 기타 유틸리티 공사 등 일체
전 공정의 현장안전관리를 책임진다.
④ 철거 후 원상복구 이상 유ㆍ무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⑤ 현장대리인은 전시 준비부터 철거기간 동안 현장 상황 발생 시
홀매니저에게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정등록업체 분야별 작업신고

① 작업신고는 DDP 시설운영팀 주간 홀매니저, 야간종합상황실로 한다.
② 작업신고는 행사 3일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단 리깅, 구조계산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작업 에 한하여 행사 7일전 작업신고를
완료하여야하며, 기 사항에 대하여 DDP 홀매니저와 반드시 협의 하여 야

한다.
③ DDP가 정하는 작업시한을 엄수하지 못 할 경우 , 본 교육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재기준을 적용한다.

지정등록업체 분야별 작업신고

구분

작업신고(필수사항)
☞ 전시홀 내, 외 및 로비 부스장치도면(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전시장치

전기도면) 단, 복층, 철골, 리깅, 유리공사 등 관련기관에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서류를 별도 제출

전기시설

카펫 / 파이텍스

경비
가구, 비품
광고사인물

구조계산

☞ 전체용량 및 전시장 바닥 분전함별 공급전압과 부하용량을
명시한 전시동력 맨홀 위치, 간선의 케이블 굵기, 작업도면

☞ 시공할 부스의 도면 및 샘플 자재(단 시공할 바닥재의 테이프
는 사전에 승인된 테이프만 사용)
☞ 외부 용역경비의 경우 행사장별 경비업무에 따른 배치신고서
☞ 특이사항 및 익일 근무자 배치 명단
☞ 행사별 설치수량, 적재위치 및 반입,반출 일정
☞ DDP 옥내,외 에 설치하는 모든 홍보물의 시공계획서
☞ DDP 기존시설에 사용코자 하는 미디어 홍보물
☞ 철골구조물의 천정트러스의 하중 및 복층 구조계산서
☞ 트러스에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 및 의견
☞ 시장내 반입 합판 및 목재는 앞, 뒤 면을 모두 방염처리 必

방염처리

하여야 하며 방염 처리한 물품은 방염필증을 목재에 부착
☞ 현장대리인계 및 방염서류 제출은 공사 1일전 홀 매니저 사무실에
제출 완료(목공 반입 전 제출)

철거

☞ 철거하는 부스표시 도면과 철거계획(장비, 위험물철거, 안전문제)

전시홀 작업 시 일반적 공통 의무사항

① 전시홀내 에서는 일체의 흡연행위를 할 수 없다.

ㄱ. 승인되지 않는 방염업체는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 DDP가 정하는 안전장비(안전모, 안전띠, 안전화)를 착용해야 한다.

ㄴ. 목재 혹은 실사의 방염필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주의, 경고 등 제재

③ 소화전과 비상구는 비상시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④ 부스의 비상통로는 1.5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⑪ 방화관리책임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시장 내, 외의 관리에 책임을 진다.

④ 기존시설물(전시홀 칸막이, 전시장 벽체)와 1.5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⑫ 방화관리책임자는 소화전 및 비상구의 위치, 가스전, 전원스위치의 장소

한다.
⑤ 수주한 용역의 제공은 반드시 지정협력업체가 수행하며, 하도급 및
명의대여는 금지한다
⑥ 작업신고와 동일한 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할 경우 DDP에 즉시 신
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⑦ 작업신고서에 신고한 작업자만이 전시홀 내 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⑧ 구조상 안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구조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⑨ 시공 후에는 전시부스 내부와 후면부분에 폐기물, 잉여자재, 박스 등을
방치 할 수 없습니다.
⑩ 목재, 천, 기타 방염대상 물품은 전문방염업체에서 방염 처리한 후 반입
하여야 하며, 이때 방염필증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등을 확인하며, 매일 폐장 시 화원(火源)을 철저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⑬ DDP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업무수행을 대행시킬 수 없다.
※작업자나 스탭은 해당 전시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다.

전시장(홀)내 에서의 작업안전 수칙

가. 전시장 바닥 제한하중
① 전시장(알림터 1, 2관)의 바닥하중은 0.86톤/㎡으로 전시물품의 중량이 초과되는 물품은
전시장 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 0.86톤/㎡을 초과하는 전시품을 반입하여 전시하고 자 하는 경우 전시주최자는
전시장 사용개시 14일 전까지 전시품에 대한 구조계산과 하중 분산 방안을 DDP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복층 구조물 시공
①
②
③
④
⑤
⑥

전시부스 설치 신청서와 구조계산서를 전시장 사용 개시일 14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복층 면적이 전시부스 구조물 바닥면적의 ½을 초과할 수 없다. (사전협의)
상층 벽면은 2면이상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복층 연결 계단은 폭 1.5m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1층 천장에는 10㎡당 1개 이상의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2층 천장은 반드시 개방시켜야 한다.
복층구조물은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시장(홀)내 에서의 작업안전 수칙

다. 철골구조물 설치 및 리깅
① 철골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리깅 작업은 설계사의 DDP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서와 검토서를 15일
이전에 DDP 홀메니져에 제출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성을 검토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시 에는 현장 작업자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밸트 등)를 갖춘 후
구조설계사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철골 구조물을 트러스에 시공설치 한다.
③ 상부 트러스 설치 위치 및 리깅작업의 경우 철골 트러스의 연결상태, 하중의 균일분포, 장치물의 부착에
대한 안전도 등을 포함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에 임한다.
④ 트러스의 상부 입상 시 다음의(1단계 : 바닥면으로부터 1M 상승 후 30분 대기상태, 2단계 : 5M 상승 후
30분 상승 후 대기상태, 3단계 : 상부 최종점 상승) 단계에 의한 절차로 진행하여 작업 한다.
⑤ 작업구조물 경우 일정 자격(용접 등 관련법적용)이상 기능공 등 자격을 갖춘 자 가 작업을 해야 한다.
⑥ 철물 운반할 경우 바닥, 벽 등에 파손우려가 있으므로 바닥에 손상이 없도록 작업을 해야 한다.
⑦ 중량물이 가해지는 트러스나 보의 경우 KS 또는 ISO9000이상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자립구조가 취약한 구조물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⑨ 보양지나 자재박스, 공사 폐기물은 시공 후에 즉시 외부로 반출해야 한다.

전시장(홀)내 에서의 작업안전 수칙

라, 마킹작업
① 전시장부스 설치를 위한 바닥마킹은 전시장 임대면적에 따라 2~3시간 가
량의 별도 시간을 무료로 드립니다.(단. 상황에 따라 마킹시간이 제공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마킹 일정은 기술지원신청시 홀매니저가 안내를 해드리며 마킹 시 전기
간선작업과 전시장 내 사인물 부착 작업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 소방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① 소화전은 화재발생을 예비하여 항시 사용 가능하도록 문을 열 때 방해물
이 없어야 한다.
② 전시장 내 부스 배치 시 소화전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참가업체 부스로
인해 소화전이 막히지 않도록 참가업체 및 공사업체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 중량물 반입 및 사용에 대한 하중
① 전시차량(승용차)의 경우 총 무게가 1톤/㎡ 이하 이어야 하며, 중량물의
진입 시 사전협의와 함께 바닥보양을 합판 10T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0.86톤/㎡ 이상일 경우 필히 DDP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바닥구조
계산서 제출과 함께 합판 또는 철판보양을 하여야 한다.

전시장(홀)내 에서의 작업안전 수칙

사, 톱질, 페인트 작업
① 용접, 그라인더, 페인트, 전기톱, 화염작업등 분진이나 냄새를 유발하는
작업은 전시장 내에서 작업을 할 수 없으며, 소량 또는 조립 마무리 시
에 사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미 협의 시 퇴장조치함.
창고, 휴게실 사용에 대한 관리
① 창고 사용은 물건보관 및 사무공간이며 기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자, 주최자 사무실 이용
① 행사 주최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전시장 임차장소에 따라 정해진 주최자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차, 옥내,외 및 로비 광고사인물 설치
① 행사 관련 광고사인물은“전시장별 광고 사인물 설치위치 및 규격 안내”를
참조하여 광고 사인물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② T-배너는 한 행사당 최대 4개를 사용 가능하며 지정된 위치에 사용해야
합니다(T-배너는 외부에, ㄱ자-배너는 내부에 사용되며, 그 외 사인물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카, 기타사항
① 전시홀 내, 외부에서 시멘트 및 석면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할 수 없다

작업 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제재기준

가, 공통적용 기준
① 지정등록업체가 전시장 운영규정, 전시장 운영요령 및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주의, 경고,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② 현장대리인만 상주하고, 공사의 전부를 비 등록업체가 공사를 하는 경우
또는 명의도용에 관한 민원이나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 및 필요 관련 서류첨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홀매니저와 협의 없이 자재반입 및 적재, 공사 반출, 철거 등을 할 수 없다.
④ 안전관리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규정(요령) 위반 시에는 사유서를 작성토록 한다.
⑤ 모든 작업은 시공업체 명의로 작업신고 후 홀매니저 승인을 받고 작업을
해야 한다.
⑥ 모든 작업원은 DDP의 홀메니져에 의한 관리를 받아야 한다.
⑦ 전시홀내 에서 작업원의 흡연 적발 시 최고 제재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⑧ 전시홀내에 위험, 위해 물품 반입 시 최고 제재 기준을 적용 합니다.
⑨ 전시홀내에 발생한 모든 공사폐기물은 수시로 수거 및 즉시 처리한다.

작업 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제재기준

나. 안전관리 위반 제재의 종류와 기준

항목

적용기준
ㄱ. 전시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지적 또는 적발되었을 경우

주의

ㄴ. 고객 (주최자 및 공사 계약 고객)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서비스
및 품질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접수된 경우
ㄱ. 전시장 운영규정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키지 아니한 사고

경고

발생으로 행사진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ㄴ. 기타 안전을 위해 DDP가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작업 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제재기준

적용기준
경고

ㄱ. 고객(주최자 및 공사계약 고객)과 공사 계약관련 불성실한
행위 (부실공사, 폭리 등)로 분쟁이 발생, 접수되는 경우
ㄴ. 주의 3회 당해년도 누적되는 경우

영업정지

ㄱ. 전시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화재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사고의 규모가 등록보험금 또는 보증금 총 금액을 넘지 않을 경우
ㄴ. 영업정지 기간은 1~3개월로 하되 정지기간은 DDP 내부심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등록취소
(계약해지)

ㄱ. 전시장 운영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화재 또는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단, 사고의 규모가 등록 보험금 또는 보증금 총 금액을 넘는 경우
ㄴ. 당해년도 누적 “경고” 3회 이상 시
ㄷ. 당해년도 누적 “영업정지” 2회 이상 시

작업 시 안전관리 위반사항 제재기준

다. 제재의 절차 및 효력
① 지정등록업체에 대한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ㄱ. 사유서 제출 요구 공문 발송
*단, 주의 등의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서 접수로 가름할 수
있다.
② 사유서 제출

DDP 지정등록업체 심사제도 안내

가. 도입의 목적
전시홀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최자 및 참가업체의 안전에 대한 불안요소
해소를 통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상생 발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심사제도 도입내용
○ 평가방법 : 평가 점수제 도입에 따른 절대평가
- 대 상 : 2017년 신규지정협력업
- 기 간 : 지정등록업체 등록 활동기간 1년
- 기 준 : 10점 기준(7점 미만일 경우 등록 제외)

다. 심사제도 적용방법
○ 평가시기 : 년 1회 예정(지정협력업체 등록 동시진행)
- 적발 시 해당업체에 사전 공문발송(적발내용 및 근거자료 첨부)
- 기간 중 누적 벌점이 -4점 도달 시 해지

라. 심사결과에 대한 반영
- 2017년 지정등록업체 모집 시 등록업체 지정 제한.

4. 전시장 하역장 이용 차량에 대한 안내

전시장 하역장 이용 차량

가. 전시물품 화물차
① 하역장 이용차량 동선 안내
② 전시물품 반입, 반출
ㄱ. 하역장의 차량 제한높이는 3.7M로 차량 이동으로 인한
주차램프 및
하역장의 주차와 관련하여 시설물을 파손시켜서는 안된다.
ㄴ. 하역장 내에서는 대형차량이 입차하여 소형차량으로 물건이
이동되는 작업은 할 수 없으며, 차량의 상주 또는 장기주차를
할 수 없다.(2시간 이내 출차)
ㄷ. 하역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하역장 진입을 하기 이전 사전에
먼저 상황실에 작업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입차가
가능하며, 상황실은 살림터 지하2층 승강기홀 옆에 있습니다.

③ 하역장 물품 상,하차에 대한 구역설정
ㄱ. 하역장의 전시물품에 대한 상,하차는 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1홀 당 한
타임마다 타 행사에 반행가 되지않는 대수에 한하여 진입이 가능하며
상,하차로 인한 지연이 발생 될 경우 DDP 외부에서 대기한 후 순서에
따라 진입한다.
ㄴ. 하역장내에서는 자재의 조립 및 보수를 할 수 없으며 음식물 섭취 및
폐기물, 쓰레기등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④ 전시장 내 차량 반입조건 및 보양기준
ㄱ. 하역장 및 전시장내에 행사 설치물 이동 시 바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보양재를 설치하여야 한다(파인텍스, 합판, 카펫 등)
ㄴ. 전시홀내에 자재 반입 시에는 바닥에 설치된 비상유도등은 파손이
되지 않도록 보양을 하여야 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유도등의 표시에
따라 대피가 가능하도록 표지판이 가려지지 않도록 한다.

전시장 하역장 이용 차량

나. 일반 승용차
① 일반주차장 이용차량(하역장) 동선 안내
② 전시물품 반입, 반출
ㄱ. 전시물품이라 하여도 승용차로 이용하는 경우 승용차는 살림터
지하3층~지하1층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반입, 반출한다.
ㄴ. 알림1,2관 및 국제회의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지하2층 주차장 기둥
번호 01 에 위치한 복도의 통로를 따라 하역장 출입문으로 이동가능
하며, 그 외 B2F 옥외 어울림광장을 따라 알림관 A1 으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③ 전시장 내 전시물품 반입,반출 조건 및 보양기준
ㄱ. 가의 ②항과 동일하게 일반주차장에서도 하역장 및 전시장내에 행사 설치물
이동 시 금속물이거나 뽀족한부분이 있을경우 바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보양재를
설치하여야 한다(파인텍스, 합판, 카펫 등)

5. 전시장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안내

전시장 청소 및 마감작업

가. 전시장 청소
① 행사장 내부 및 행사에 의해 사용된 공간은 행사 주최자 측
에서 청소를 하여야 하며 알림1,2관 및 로비의 경우에는
청소 외 먼지철거 와 다과, 케이터링이 있을 경우 왁싱작업
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카펫이 설치된 공간은 일반청소 및 다과 케이터링이 있을 경
우 스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회의장, 준비실 등은 물 청소가 불가하므로 부분 약품청
소 또는 왁싱청소를 하여야 한다.

전시장 폐기물처리 안내

가. 전시장 폐기물처리
① 전시홀에서 발생한 일반쓰레기 및 공사용 특수폐기물은 행사 주최자측
에서 수거를 하여야 하며 DDP의 하역장 또는 기타 장소에 투기하거
나 방치할 수 없다.
② 전시장 폐기물처리 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제반 모든 비용은 주최자측
에서 전액 부담하여 처리한다.
③ 폐기물처리는 DDP에 등록된 지정등록업체를 통하여 일반폐기물과 특
수 폐기물을 구분하여 폐기처리 한다.

6. 전시장 정산 및 종료 절차

전시장 정산 및 종료 절차

가. 전시장 내 시설물 파손에 대한 하자처리 변상
①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변상은 전시장 전시행사 종료 후
DDP 시설팀의 주관하에 Check List를 작성하여 안전
점검(시설부문, 바닥 보양부문, 벽체부문, 기타부문)을
실시한 후 파손부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주최자측 입회하
에 확인을 시키고 원상복구 금액을 산정하여 하자처리
변상금액에 대한 정산 시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