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27.>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대전학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단지 조성사업

2. 신 청 자: 주식회사 평정

3. 대 지 위 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동 676-1번지 일원

4. 성 능 등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ㆍ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토ㆍ성토량(땅깎기ㆍ흙쌓기를 한 양)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생물서식공간(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ㆍ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ㆍ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