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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크 로 드 설 치

1

데크로드 설치 란 노령인구 증가 및 체험형 여가수요 증대에 따라 서울시
주요 산에 풍경이 아름다운 장소를 선정, 휠체어, 유모차(교통약자) 등이 편
리하게

이동 및 숲체험이 가능하도록 목재데크로 완만한 산책로를 조성하

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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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노선선정

법적기준검토

시공측량

최적노선 선정

하부철물설치

자재반입 및 도장

하부철물설치

기둥부 기초설치

데크상판 설치

목재 도장

간격재설치

목재데크 깔기

데크난간 설치

난간 브라켓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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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선 선정

노선 선정이란 설계상의 노선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보행이 편안한 구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행방법
1. 설계 측량점 인수 시공측량
◦설계사에게 측량점을 인수받고 공사 관계자 모두 현장에서 같이 입회. (설계사 참여 필수)
2. 시공측량
◦설계도서와 현황과 서로 일치여부 확인 후 데크노선을 말목, 끈 등으로 표시
◦현장에 표시된 노선을 감독자 입회하여 구배 등을 검측 후 노선 확정

나. 노선선정 POINT
‣ 데크로드 노선선정은 사업의 성패를 판가름 할 수 있을 만큼 주요한 사항으로
아래항목을 반드시 유의하여 노선결정 후 착공
1. 법적 설치 기준
2. 구조적 안정성
3. 자연환경
4. 보행편의
5. 인접 주택가 프라이버시 확보
6. 국공유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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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설치 기준
◦ 데크로드 기울기는 1/18(5.5%)이하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12(8.3%)까지 완화
※ 장애인ᆞ노인ᆞ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나.
단, 불가피하게 현장여건이 법적기준구배를 만족시키지 못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 데크로드 폭은 1인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75cm를 기준으로 2인 교행적용 150cm이상 설치.
기존 등산로와 연결되는 구간은 여유폭을 적용하여 200cm까지 폭 확보
◦ 휠체어 사용을 위해 50m간격 1.5m×1.5m 교행구간, 경사구간 연속시 30m마다
1.5m×1.5m 수평참을 진행 동선과 교차되지 않도록 측면으로 평탄조성
◦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럼방지 처리 (목재 non-slip)
◦ 핸드레일은 8.3%이상의 경사구간에 의무설치임
법적설치 기준

[ 데크로드 경사 ]
◦ 기울기 1/8(5.5%) ~ 1/12(8.3%) 이내

[ 데크로드 폭 ]
◦ 2인 교행기준 150cm
◦ 200cm까지 확보
[ 휠체어 사용 고려 ]
◦ 50m간격 1.5m×1.5m 교행구간
◦ 경사구간 연속시 30m마다 1.5m×1.5m 수평참
(진행 동선과 교차되지 않도록 측면으로 평탄조성)

[ 표면처리 ]
◦ 미끄럼방지(non-slip) 처리

[ 난간 손잡이 ]
◦ 핸드레일은 8.3%이상의 경사구간에 의무설치
◦ 높이는 바닥에서 0.8~0.9m 범위내
◦ 이중 설치시 위쪽은 0.85m, 아래쪽은 0.65m 내외로
◦ 손잡이 지름은 3.2~3.8cm
◦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 간격은 5cm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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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적 안정
◦기존 지형, 지면에 최대한 바닥면과 접하여 노선을 선정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
◦기둥길이는 최대한 낮춘다 ⇒ 시각적 위압감 최소화, 풍압 또는 지반침하 등 최소화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서 기초부에 잡석깔기 및 원지반 다짐 등 추가 검토
3. 자연환경
◦기존 식생 보존
기존 식생 보존 원칙 ⇒ 존치 또는 이식
불가피한 경우 제거 ⇒ 수형 불량, 이병목, 도복우려 수목 등 대상 (감독 입회)
◦자연지형 활용
기존 지형 활용, 절성토를 최소화토록 노선 감안
4. 보행편의
◦굴절부는 90도 이상의 둔각으로 선형 ⇒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기존 등산로 접합부는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목재램프 또는 낮은 계단 처리
5. 인접 주택가 프라이버시 확보
◦착공 전 주민에게 공사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공사착공 안내문 등)
◦데크로드 이용자들의 주택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동절기 및 야간 감안
⇒ 충분한 거리확보 및 시야차단을 위한 시설물 사전검토 ※ 적극적인 노선우회 검토
6. 국공유지 여부 확인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점유토지는 국공유지에 설치하며 노선측량시 확인
구조적 안정성

기존 식생의 보존

보행편의 (누구나 편하게 보행가능)

인접 주택가 프라이버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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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
측량시 미끄러짐 유의

벌목시 안전유의

1. 측량 작업시
◦야산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보행이 불편하고 측량시 여러번 기기를 움직여야
하므로 작업중 측량 장비의 조심스러운 사용과 미끄러짐 유의
2. 지장수목 및 잡목 벌목시 안전 철저
◦수목 전도방향에 작업자 및 보행자 유무 확인, 작업자들의 피난공간 마련 후 벌목
◦작업전 사용장비 안전확인
◦잡목제거한 부분 상해발생 유의 ⇒ 안전용구 착용철저

마. 품질관리
최적의 노선확보

측점보존 및 측량결과값 기록

1. 최적의 노선확보
◦노선선정시 구조안정성, 지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적의 데크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이 사업의 성패가 달린 부분임
2. 측점보존 및 측량값 기록
◦설계사의 현장조사 및 시공측량시 측점보존 철저
◦노선확정전 측량값을 기록하여 법적구배기준 적합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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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크 하부구조 설치

데크 하부구조란 데크하부에 설치하는 구조적 성격의 시설물을 말하며 기둥
과 장선, 멍에를 총칭함

가. 시공방법
1. 자재반입
◦ 하부 구조 철물로는 장선과 멍에, 기초부에 사용되는 각관, H-beam 등이 사용됨
◦ 사전 자재승인서를 통해 감독자 승인 후 현장반입 (자재규격 및 상태)
◦ 자재는 현장내 반입, 주변공간과 분리되도록 조치
하부 구조용 각관(100×100)

하부 구조용 각관(아연도 각관, 50×50)

H-beam

ᄀ자 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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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부 구조철물 도장
◦ 녹막이 처리 : 녹슨 부위 및 수분 제거, 표면 정리후 실시하고 운반 또는 설치 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
◦ 조합페인트 칠하기 : 녹막이 도장 및 건조 후 조합페인트를 도장하고 횟수 및
색상은 설계서에 준함

(단, 마감색상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

녹막이 페인트 칠하기

조합페인트 칠하기

3. 하부 철물 설치
◦ 장선을 종방향으로 우선 설치하며 하부 기둥을 기초부 터파기와 함께 가용접을 한다.
◦ 콘크리트 타설부는 콘크리트와 부착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부재(철근,파이프
등)설치
◦ 하부 주조재의 이음부는 기둥에 위치하도록 하여 전단력을 확보
◦ 용접은 절단되서 연결되는 접합부는 선용접으로 밀실하게 실시토록 하며
용접비드가 튀어나지 않도록 그라인드 작업 실시
◦ 용접부위는 철물의 변화가 있으므로 방청도장을 철저히 하고, 조합페인트로 마감
각관 용접

용접부 그라인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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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철물 설치

기존 수목 존치 사례

4. 기둥부 기초 설치
◦ 데크기둥이 지나가는 노선의 하부 지반 등 현장여건에 따라 기초설치, 현장타설과

PC 기초, 암반고정 방법이 있음
- 현장타설 : 양토,

인력작업에 적합

- PC(precast-conc) : 양토, 시공기간 및 시공성 용이
- 암반고정

: 암반, 앵커 고정방식
〚사진〛 기둥 기초 유형 사례

현장타설

PC 기초

암반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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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방법 (현장타설)

- 터파기
· 기초 콘크리트가 데크로드 기둥부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터파기(인력)실시. 사면부는 경사지 하단을 기준으로 최소토피
10cm를 확보하여 토사유실로 인한 기초 노출을 최소화
- 거푸집 설치
· 거푸집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기초 콘크리트 형태가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원지반 또는
기층다짐으로 바닥면의 평탄면을 확보
· 거푸집은 기초크기에 맞게 제작 설치하며 재사용시에는 청소한 뒤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흔들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
- 콘크리트 타설
· 기초와 연결되는 철물구조재가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 기초 타설
· 현장 배합시 재료의 중량 등을 확인하여 배합토록 하며 콘크리트 배합을
위한 지반에 콘크리트가 남지 않도록 비빔통 등 사전조치 후 배합
·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동안 거푸집 존치
-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 콘크리트가 양생된 후 터파기한 토사는 충분히 토피(설계미표기시 10cm이상)가
나올 수 있도록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하는 작업실시
· 잔여토사는 터파기 주변 등으로 얇게 펴서 원지반과 동일하게 맞추어 정리

나. 시공유의사항
철물 용접

‣ 용접시 작업자는 용접면을 착용하고 용접불꽃이 비산될 수 있는 구간까지 불꽃방지포를
깔고 철물 컷팅시 불꽃 방지막 내에서 작업
‣ 절단된 구조체(기둥, 장선, 멍에 등)의 모든 접합부는 선용접 실시
‣ 용접은 선용접으로 하고 중간에 공간이 없도록 치밀하게 하며 용접비드가 균일하도록
하며 두께가 너무 두껍고 지저분한 것은 그라인드 작업으로 마감

도장작업

‣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
※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 금지
‣ 도장 2회란 1회를 실시하여 완전히 건조한 후 2회를 도색
‣ 완전 건조까지 도색면이 손상이 없도록 외부인 및 작업자의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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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기초설치

‣ 되메우기 후 기초가 노출되지 않도록 터파기시 토피를 감안하여 시공
‣ 콘크리트 비빔에서 타설까지 외부기온은 영상상태에서 시공하고 25도 이상이거나
영하권에서 시공시 보온을 위해 별도조치
‣ 우천시 타설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양생

다. 안전관리
안전난간 설치(높이2m

화재유의

이상 작업시)

경사지 작업 유의

자재야적장 마련

1. 안전난간 설치
◦ 현장의 여건이 산야지로 높이 2m이상의 작업시는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
2. 화재유의
◦ 용접 작업시에는 작업자 용접면, 용접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
◦ 주변에 화재발생 예방조치 (불꽃방지포, 불꽃방지막, 소화기)철저
◦ 화재예방자재 준비 후 작업시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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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면 작업
◦ 자락길, 둘레길 조성사업은 산자락 사면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현장여건으로
작업자들의 작업공간 등이 불량하므로 작업시 안전관리 철저
4. 자재야적장 마련
◦ 우기와 동절기 작업시 작업자의 사면 미끄러짐과 자재낙하 등 위험이 있으므로
평지에 자재야적장 마련한 후 작업시행

라. 품질관리
기초부 안정성 확보

밀실한 용접시공

1. 기초부 안정성 확보
◦ 데크구조의 안정성은 우선 기초부의 하부 지반 및 기초부 적정 지지력이 중요
◦ 산야의 지속적 토사유실을 감안하여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철저한 품질시공이 필요
2. 밀실한 용접시공
◦ 용접은 구조간 연결 이음방법으로 밀실한 용접(선용접)과 용접부의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도장 철저 시공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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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크상판 설치

데크상판 설치란 목재판재를 하부구조 상부에 고정 설치하는 공정을 말함.

가. 데크자재
1. 자재종류
구분

하드우드

미송

뉴송

낙엽송

강화목재

이미지

•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
• 타이,인도지나,말레이반도 • 미국, 인도, 유럽, 중국 등

주로 온대지방에 분포

 등에서 분포하는 수종의  세계 각지에 분포되어있는
특 성

 수지(polymer)의 이상적인
• 국내생산재

• 조림목으로 장려되어

 천연목재이며 100% 수입  수종

• 천연목분(60%이상)과

 배합으로 압출성형 하며

• 강도가 강함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에 의존

사용되고 있는 수종
• 옹이가 적고 가벼우며,

• 데크재로 주로 쓰이며

방부처리 없이도 사용
장 점

 천연 목재 대체용으로

가능한 수종
• 내구성이 강하고 모든

 충해에 강함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 생장스트레스를 나타내지

않아 제재율 높음
• 투과성이 좋아 빠른

분포
• 건축 및 건설분야 기초

자재로 많이 쓰임
• ACQ H3등급의 방부

개발생산되고 있음

건조 가능
• ACQ H3등급의 방부

• 인위적인 방부 처리를 필요

• 나무가 강함

로 하지 않으며, 한번의
• 결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움

 설치로 별도의 유지

• 압축강도, 휨강도가 뛰어남

비용이필요 없음

처리로 습기에도 강함

처리로 습기에도 강함
• 방부처리 없이 사용하나

 오일스테인(사후관리) 필요

• 타 목재에 비해 고가임

• 가시가 많고 비틀림이 심함

• 옹이주변에 갈라짐이

• 수분 증발시 작업성이

• 생산지가 다양하기
• 공급이 일정치 못하고

단 점

때문에 수입지역에 따라

 수입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며, 안정적 공급

많이 발생
품질 좌우

• 미끄러울 수 있음
• 열(햇빛)에 의해 변형 현상

떨어진다

• 내구성이 낮음

 이어려움
색 상

회황색 또는 담황색

회흑갈색 또는 적갈색

암갈색

적갈색

갈색

강 도

높음

낮음

높음

높음

높음

내구연
한

10~15년

3년

축적데이터 없음

축적데이터 없음

1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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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하드우드 목재별 특징
명 칭

사 진

멀바우

특 징
멀바우는 건물외관에 마감재로 사용되고 여타 목재에 비해 병충해가

(MERBAU)

강하고 내구성도 높다

말라스
(MALAS)

하드우드 중 색상이 밝은 편이고 내구성이 강한 편으로 가격이 하드우
드 중 가장 저렴하고 단단한 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됨.

이페

강도는 목재중에 최고에 달하며 IRON WOOD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

(IPE)

는 최고급 하드우드이다.

자라목

품위있는 적갈 색조를 띄고 있으며 재질이 강하고 견고하여 습기와 병

(JARRAH)

충해에 매우 강하다.

부켈라

PNG, 솔로몬 등에서 수입되며 약간 무겁고 단단하며 나무결이 정교한

(BURCKELLA)

편

방킬라이

하드우드의 데크재로 강도가 강하고 브라운톤의 내츄럴한 느낌을 갖고

(BANGKIRAI)

있다.

2. 데크 자재 품질 기준
◦ 목재는 각재와 판재로 구분하며 판재는 목재 두께가 75m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4배 이상인 것을 말함
◦ 목재는 요철가공(non-slip)토록 하며 목재두께는 요철의 두께까지 포함
〚표〛 데크용 목재판재의 치수 허용오차
치수

두 께

나 비

길 이

30㎜ 미만

± 0.5㎜

± 1.0㎜

+제한 없음, - 0

30㎜ 이상

± 1.0㎜

± 1.0㎜

+제한 없음, - 0

두께

◦ 방부처리전 목재의 함수량은 25~30%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
◦ 방부처리는 설계서에 따르되 목재 방부제에 따라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등으로
하며 방부재료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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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공방법
1. 목재 도장
◦ 오일스테인 등 목재 종류 및 환경에 따라 시공하고 반영시 색상은 발주처와 사전협의
2. 줄눈간격 유지
◦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준하여 줄눈간격을 유지 (미표기시 3~5㎜ 간격유지) ⇒ 간격재 사용
◦ 물, 먼지, 물기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목재를 설치
3. 목재 판재 깔기
◦ 설치 전 도장부분이 충분이 건조된 뒤 시공. 설치되는 면의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함
◦ 목재간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 정도는 꼭 맞게 하고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
◦ 목재와 목재 사이는 기둥부재에 접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 및 난간 설치틈새를
최소화 시공
◦ 측판은 난간 브라켓 설치 후 마감토록 하며 측판부 피스간격도 상판과 동일시공
〚사진〛 목재판재 깔기 시공 사례
피스설치선 표시

간격재 설치

코너구간 설치

기존 수목 설치방법

4. 고정철물 이음재
◦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 사용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스는 틀어막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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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굴절부 처리 유형
부채꼴 형태로 꺽임부를 각도별로
재단, 곡선구간이 형성되어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고 미려함

반입된 재료를 가능한 완전히 사용하고
재료손실이 적으며 추후 유지관리 용이

실내 마루마감방식으로 재료손실이
최소화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미관이 수려함 (헤링본 스타일)

나. 시공유의사항
목재 하자 최소화

‣ 목재는 충분한 건조가 품질을 좌우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재발주가 중요관건이며 변경시 그에 대한 공기확보가 필요함
‣ 방부전 목재 함수율은 25% 이내로 함수율 측정 및 품질시험을 반드시 의뢰

목재 깔기 Point

‣ 목재는 수축·팽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목재간격은 3~5㎜ 이내로 설치

정

‣ 하부 각관과 충분히 체결되도록 피스길이 확보 및 스크류못으로 단단히 고

도장작업 Point

‣ 도장작업 완료 후 목재 깔기 실시
‣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
※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 금지
‣ 도장 2회란 1회를 실시하여 완전히 건조한 후 2회를 도색
‣ 완전 건조까지 도색면이 손상이 없도록 외부인 및 작업자의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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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전관리
안전난간 설치(높이2m

전동용구 사용유의

이상 작업시)

1. 안전난간 설치
◦현장의 여건이 산야지로 높이 2m이상의 작업시는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반드시 설치후 작업
2. 전동용구 사용 유의
◦전기용품 사용시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우천시 작업중지
◦목재 재단 등 전기톱 사용시 안전커버 사용

라. 품질관리
목재 재료 시험 의뢰

현장자재 관리

1. 목재 시험 의뢰 및 하자 최소화
◦착공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거 목재(사급,관급)에 대한 재료시험 의뢰
◦목재 건조 후 현장 반입 ⇒ 사전 건조기간을 감안하여 자재발주 의뢰
◦서울시 조경 전문시방기준(방부전 함수율 25%이내)을 참고하여 함수율 체크 확인
2. 현장 자재관리
◦목재는 건조후 자재가 반입되나 현장 반입후 외기에 의해 수축, 팽창, 틀어짐 또는
부후 현상 다르게 나타나므로 자재관리 유의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판재간 간격재를 사용하여 자연건조 실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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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데크난간 설치

데크난간이란 휠체어 사용자 등 데크 이용자를 위한 경계처리 및 안전을 확
보

하기 위해 여러형태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을 말함

가. 데크난간 자재
1. 자재종류 ⇒ 참조 (데크 자재 3-가. 1~1항)
2. 데크 난간 자재 품질 기준
◦ 목재는 각재를 사용하며 80~100㎜내외의 사각, 팔각 또는 원형의 주주를 사용하며
다양한 디자인이 계속 제시됨
◦ 난간의 각진부분은 모따기를 실시(상단 및 측면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크랙
유도선 가공
◦ 방부처리전 목재의 함수량은 25~30%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방부처리한 목재는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
◦ 방부처리는 설계서에 따르되 목재 방부재에 따라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등으로
하며 방부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가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선정
3. 데크 난간 유형
◦ 추락위험 구간 : H1.1m 이상의 난간으로 추락에 대한 안전한 구조
◦ 경사구간 : 8.3%이상구간은 난간(H1.1m이상)에 의무적 핸드레일 부착
◦ 평지형 곡선구간 : H0.45m내외 높이 난간으로 앉음기능 병행
◦ 평지형 직선구간 : H0.1m이내 높이의 경계턱
〚사진〛 유형별 사례 도면 및 사진
추락위험구간(H1.1)

경사구간(H1.1, 핸드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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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형 곡선구간(H0.45)

평지형 직선구간(H0.1)

〚사진〛 사생활 보호 위한 가림막 사례
원경

근경

4. 난간 브라켓
◦ 난간 브라켓(bracket) 이란 난간과 하부 철물과 연결을 위한 철재부속품을 말함
◦ 하부철물과 단단한 고정을 위해 횡대부(장선 및 멍에)와 선용접을 하고 용접면이
가능한 길게 접하도록 브라켓 길이 확보
◦ 난간 주주와 연결은 추후 유지관리를 위해 볼트 너트를 사용하며 미관상 필요시
볼트캡 설치

나. 시공방법
1. 난간 브라켓 설치
◦ 난간 주주와 빈틈이 없도록 난간 기울기를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데크
경사면과 수직이 되도록 설치
◦ 하부 철물(장선, 멍에)과 브라켓 접합부는 선용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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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간 기울기
◦ 데크면과 수평하게 난간 기울기와 일치하도록 설치
3. 난간 설치
◦ 굴절부는 상판면과 동일하게 꺾인 부분에 난간기둥 설치
◦ 하부 횡대가 데크면에서 15cm 이하로 설치하여 발빠짐 등 추락예방
4. 핸드레일 설치
◦ 난간 설치 후 8.3%이상 경사구간은 핸드레일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누락시 반영
◦ 핸드레일은 높이 80~90cm 내외구간에 설치하며 손 스침부분으로 마감과 접합
철물의 용접부는 매끄럽게 처리

다. 시공유의사항
난간 브라켓 용접 철저

‣ 목재는 충분한 건조가 품질을 좌우하는 사항이므로 충분한 기간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사전 자재발주가 중요관건이며 변경시 그에 대한 공기확보가 필요
‣ 방부전 목재 함수율은 25% 이내로 함수율 측정 및 품질시험을 반드시 의뢰

목재 깔기 Point

‣ 목재는 수축·팽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줄눈간격은 3~5㎜ 이내로 설치
‣ 하부 각관과 충분히 체결되도록 피스길이 확보 및 스크류못으로 단단히 고정

도장작업 Point

‣ 도장작업 완료 후 목재 깔기 실시
‣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
※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 금지
‣ 도장 2회란 1회를 실시하여 완전히 건조한 후 2회를 도색
‣ 완전 건조까지 도색면이 손상이 없도록 외부인 및 작업자의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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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관리
안전난간 설치(높이2m

전동용구 사용유의

이상 작업시)

1. 안전난간 설치
◦현장의 여건이 산야지로 높이 2m이상의 작업시는 안전난간 및 안전대를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
2. 전동용구 사용 유의
◦전기용품 사용시 누전차단기 설치하고 우천시 작업중지
◦목재 재단 등 전기톱 사용시 안전커버 사용

마. 품질관리
목재 재료 시험 의뢰

브라켓 체결 유의

1. 목재 시험 의뢰 및 하자 최소화
◦착공시 품질시험계획서에 의거 목재(사급,관급)에 대한 재료시험 의뢰
◦충분한 목재 건조 후 현장 반입 ⇒ 사전 건조기간을 감안하여 자재발주 의뢰
◦서울시 조경전문 시방기준(방부전 함수율 25%이내)을 참고하여 함수율 체크 유의
2. 브라켓 체결 유의
◦기둥부와 브라켓이 밀실하도록 볼트체결을 철저히 하고 시간이 경과한 뒤 수축이
발생하므로 주기적인 볼트조임 실시
3. 현장 자재관리
◦목재는 건조후 자재가 반입되나 현장 반입후 외기에 의해 수축, 팽창, 틀어짐 또는
부후 현상 다르게 나타나므로 자재관리 유의.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 자연건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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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난간 설치공사

안전난간 이란 층계, 다리, 툇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나무나 쇠로 만든
기둥을 이용해 일정간격으로 막아 세운 구조물로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고
장식 설치되는 시설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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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① 목재기둥 설치

데크로드부 기둥 설치

등산로 안전난간 기둥설치

② 기둥과 난간 연결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로프 연결

③ 도장 및 마무리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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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기둥 설치
목재기둥 설치는 안전난간을 표면과 고정하여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여 안전난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
장 중요한 부재이다.

가. 데크로드부 기둥 설치(용접고정)
시 공 도 면

내

용

[ Type 1 ]
◦STS볼트/너트, 바닥 용접고정

[시공 시 유의사항]
‣ 용접부분은 선용접이 이루어져야 하고, 목재고정은
볼트조임을 여러차례 나누어 고정해야함.

[ Type 2 ]
◦STS볼트/너트, 측면 용접고정, 마감캡

[시공 시 유의사항]
‣ 용접은 선용접이 이루어져야 하고 볼트체결 철저

[ Type 3 ]
◦STS볼트/너트, 측면 용접고정

[시공 시 유의사항]
‣ 용접은 선용접이 이루어져야 하고 볼트조임은 여러차례
나누어 고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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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책로 안전난간 기둥 설치(독립기초 사용)
시 공 사 례

내

용

[ 기초 터파기 ]
◦기초 콘크리트는 규격 이상으로 난간 기둥부의
중심에 올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터파기
한다.
◦토사유실로 기초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로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사면부 시공시 경사지 하단 기준 토피를 최소 10cm 이상
확보.
[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거푸집은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설치한다.
◦기초 콘크리트 형태가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원지반 및 기층 다짐을 통해 바닥의 평탄면을
확보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토록 3~5일간
양생 후 거푸집을 철거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거푸집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하고, 기초크기에 맞게 제작
설치하며 재사용시에는 청소한 뒤 박리제 도포.
‣ 기초와 연결되는 기둥재가 수평/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 기둥 설치 후 되메우기 및 잔토 처리 ]
◦콘크리트 양생 후 기존 지반까지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을 실시한다.
◦잔여토사는 주변현장 등으로 얇게 흩트린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되메우기시 기초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기초주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해 다짐 철저.
‣ 경사지의 경우 경사지 하단부분의 기초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노출시 주변의 돌 등을 이용하여 기초 노출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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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둥과 난간 연결
기둥과 난간 연결은 안전난간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부
재를 설치하는 작업으로 시공 방법과 사용되는 난간의 재
질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 기둥과 난간 연결 종류
시 공 도 면

내

용

[ 철물 및 이음재 고정 Type ]
◦난간과 기둥을 철물 및 이음재로 고정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볼트 및 너트는 녹슬지
않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

[ 목재직접이음 Type ]
◦이음 및 맞춤을 통해 난간과 기둥을 고정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필요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 로프이음 Type ]
◦난간의 재질을 로프로 사용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로프 연결후 로프가 쳐지지 않도록 말단부분 고정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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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장 및 마무리
도장 및 마무리는 안전난간의 표면의 보호 및 색을 입히
고, 목재면의 거친 부분을 정리하는 작업으로 보양 및 건
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목재면 마무리 ]
◦난간기둥의 상부면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모를 따고, 연마지(샌드페이퍼#120~240)를
이용하여 마무리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난간부는 이용자들의 손스침 등 접촉이 많은 부분으로
크랙 또는 가시 일어남이 인체에 손상이 없도록 샌딩에
유의하여야 함
‣ 목재에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는 동일 성분과 색을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야함.

[안전관리 유의사항]
‣ 고소지역에서 난간 설치 작업시 작업자들의 추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물 설치에 유의하여야 함

[ 목재면의 도장

]

◦오일스테인 등 목재 종류 및 환경에 따라 시공하고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한다.
◦도장후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오일스테인 도장시 볼트구멍주위, 맞물림부분, 목재와의
이음재료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나 너트 등에
묻히지 않도록 함.
‣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장재와 용제,
기타 인화성재료는 취급을 주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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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경분야 용접공사

용접(Welding)이란 2개 이상의 물체나 재료를 열에너지 또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접합시키는 것이고 피복아크용접은 피복아크용접봉과 용접해야 하는
원재료 표면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용접봉과 모재를 용융하여 접합하는 방법으
로 거의 모든 금속재료의 용접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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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1

2

설계도서 검토

사용재료 확인

3

4

기술자의 적정성 확인

용접방법 검토

5

6

작업장 주변 안전 확인

용접작업 진행

7

8

용접부위 검사

그라인딩 및 도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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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접 작업전 준비사항
용접 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완성된 시설의 기능 및 적
합성, 시공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 설계도서 검토
1.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
◦ 용접 표기 방법을 이해하고 시방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며 용접부 누락 부분 검토
2.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
◦ 설계도서가 현장조건과 일치여부 확인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
◦ 용접부의 판두께, 그루보각도, 용접길이, 용접개소 등 확인

나. 사용재료 확인
1. 자재 검수
◦용접 재료(철강재, 용접봉 등)는 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고 현장 반입
◦시공사는 재료의 품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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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시험
◦시방서에 기재된 재료의 시험은 정확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소에 시험의뢰 검사토록
하고 시험 결과보고서는 보관
◦ 검사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변질되었거나 사용 불가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검사하여
신재료로 대체

다. 용접사의 자격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자격을 소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
2. 용접사의 자격 확인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격 검증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라. 용접방법 검토
1.검토사항
◦철강재의 용접에 맞는 용접 방법을 선택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름
◦용접법에 맞는 용접봉, 용접기의 선정
◦조립 및 용접 순서의 검토
◦용접에 따른 뒤틀림 대책 검토
2.유의사항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 때 접합부는 선용접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데크 철강재 용접시 각관과 각관의 면은 구조적인
안정을 고려하여 일정 구간으로 단속필릿 또는 단속
지그재그 필릿 이음을 하여 철강재가 서로 접합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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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데크 시공시 용접부 검토
◦조경공사에서 용접 작업이 많은 데크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챙겨야할 용접
접합부에 대해 알아보고 감독자와 용접사가 숙지하여 철강재가 서로 접합이 잘 될
수 있도록 함.
-접합부는 선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면과 면을 접합시 일정구간 단속 지그재그 필릿 방법으로 용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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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작업장 주변 안전 확인

1. 작업 전·후 점검사항
◦작업장 주위의 인화성, 발화성, 가연설 물질 제거
◦안전화, 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앞치마, 용접용 가죽장갑, 각반을 착용
◦습도가 높은 장소, 철골·철판 위 장소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설치
◦용접기 외함의 접지 여부 확인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전선은 지지대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서 띄움
◦작업 후 주변 정리 철저
2. 작업중 안전수칙 준수
◦젖은 손으로 작업 금지
◦콘센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 금지
◦실내 작업 시 국소배기장치나 환기장치 사용
◦케이블의 손상, 용접봉 홀더의 파손 여부 점검
◦홀더에 용접봉을 끼운 상태에서 휴식 금지
◦틈틈이 짧은 휴식을 갖고 자주 수분 섭취
◦수리·보수는 전문가에게 의뢰
◦주위의 인화성, 발화성, 가연설 물질 제거
◦불연성 불티받이포, 소화기, 물통, 모래주머니 비치
3. 감독자 의무
◦작업량, 작업속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작업시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마스크를 착용토록 지도 감독
◦용접 흄의 흡입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방법 지도
◦응급조치 요령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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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접 작업
금속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용접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
는데 그 중 조경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피복
아크용접 작업진행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용접작업 진행
1. 피복아크용접의 원리

◦용접 회로
-홀더에 물린 피복 용접봉과 모재 사이에 교류 또는 직류의 전압을 가하고 그 사이에
아크를 발생 시킨다.
◦용접 원리
-아크의 강한 열에 의해서 용접봉이 녹아서 금속증기 또는 용적으로 되어 용융된
모재와 융합하여 용착금속을 만든다.
◦용접기 비교
-용접기는 입력전원인 고전압 저전류를 저전압 고전류로 바꿔주는 장치로 직류와
교류용접기가 있으나, 대부분의 조경현장에서는 휴대가 용이한 직류 용접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교

직류용접기

교류용접기

아크의 안정성

우수

약간 떨어짐

비피복봉 사용

가능

불가능

극성변화

가능

불가능

자기쏠림 방지

불가능

가능(거의 없다)

무부하 전압

약간 낮음(40~60V)

높다(70~80V)

전격의 위험

적다

많다

구조

복잡

간단

유지

약간 어려움

쉽다

고장

회전기에 많다

적다

역률

매우 양호

불량

소음

회전기는 크고, 정류형은 조용함

조용함

가격

비싸다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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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아크용접봉
-용접봉은 용접재료의 대표로 용해되어 용착금속을 형성하고, 응고 후에는 부재
및 구조물을 연결하여 하중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용접봉의 표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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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제의 종류(극성에 영향)
용접자세(0, 1 : 전자세, 2 : 아래보기 자세 및
수평 필릿 용접, 3 : 아래보기, 4 : 전자세 또는 특정자세)
전용착 금속의 최저 인장강도(kg/㎟)
전기 용접봉(Electrode)의 첫글자

-피복제의 종류
분류

일미나이트계

작업성

용입이 깊고 아름답다

특징 및 용도

고셀룰로이드계

고산화티탄계

저수소계

작업성이 좋으나 비드

용입이 얕으나 비드가

용접이 어렵고 비드도

가 거칠다

아름답다

거칠다

건축, 일반구조물 등

슬래그의 생성이 적어

연강 등의 경구조물에

연강의 구조물

파이프등의 배관공사

사용

기계적 성질, 내균열
성이 양호하여 후판,
중·고탄소강 등

-현장용접봉 비교
구분
용도
규격

특성

작업요령

적정전류(A)

CS-200

CR-13

고압보일러, 조선, 발전기 및 일반구조물

자동차, 일반기계, 선박의 박판구조물의 화

등의 강도를 요하는 부분의 용접

장용접

KS E 4301

KS E 4313

-용접성에 중점을 둔 일미나이트계 용접봉

-고산화티탄계 용접봉

-내균열성, 내피트성 및 X-선성능우수

-비드외관이 아름답고 슬래그 제거성이 우수

-전자세 작업성 우수

-재아크 발생 용이

-용입이 고산화티탄계보다 깊음

-용입이 얕아 화장용접에 적합

두꺼운판이나 중구조물 및 X-선성능

전류를 너무 높이면 X-선 성능이 저

을 특히 중요시하는 구조물의 용접에

하되며, 스패터가 증가하고 언더컷 이

적정전류로 용접

발생되므로 적정전류로 용접

하향

50∼85

하향

45∼100

수직상향

40∼70

수직상향

45∼90

2. 용접 작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
◦용접봉의 각도 : 정확한 진행각과 작업각을 유지
◦아크길이 : 아크길이가 길면 기공이나 균열이 발생되기 쉬워 3mm가 적당
◦용접속도 : 모재의 재질, 이음모양, 용접봉의 종류 및 전압감, 위빙의 유무 등에 따라 조정

용접봉의 각도

아크의 발생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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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접 작업시 유의사항

1. 클램프를 사용하여 용접부위 고정

2. 가접

3. 용접 및 검사

4. 그라인딩

◦용접 전에 용접면의 도료, 기름, 녹, 수분 등 제거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용접기와 부속기구 사용
◦한국산업표준에 합격된 용접봉 사용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흡습이 의심되면 재건조하여 사용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 금지
◦용접부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하고 무리한 외력을 가하지 않음
◦철강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지 않도록 그라인딩 처리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 이하일 때에는 용접 작업 금지
◦강관의 끝마무리는 관 직경과 같은 크기에 강판으로 모가 지지 않도록 처리
4. 용접시 감독 요령
◦확인사항
-기술자의 적정성 확인
-용접 방법 확인 : 적정 용접봉 및 적정 전율을 사용하는지 여부 확인
-용접 부위 확인 : 육안검사, 구조물의 중요도 및 종류에 따라 비파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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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체크리스트
기 존
◦ 작업장 주변 안전 확인
◦ 수직, 수평 구조 확인
◦ 선용접 시행여부 확인
◦ 용접후 그라인딩 확인
◦ 강관의 끝부위는 캡이나 철판 가공으로
용접했는지 여부 확인
◦ 도장처리(광명단) 확인
보 완
◦ 용접기술자의 자격은 적정한가?
◦ 작업 용접봉은 적정한가?
◦ 용접봉의 건조상태는 적정한가?

◦용접부 결함 사례

용접 마감 불량

선용접 미시행 및 녹발생

용접 마감 불량

선용접 미시행

5. 그라인딩 및 도장처리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한 용접부는 그라인딩 처리하고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광명단으로 도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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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접부 결함
1. 용접부 결함의 원인과 대책

원인

용입부족

언더컷

슬래그 섞임

기공

대책

·운봉 속도가 알맞지 않을 경우

·용접 속도를 적당하게 맞추고 슬래그 용융지나 아크에 선행치 않음

·용접 전류가 낮을 경우

·슬래그가 포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전류를 조절

·홈의 각도가 좁은 경우

·홈의 각도를 크게 하거나 각도에 따른 봉지름의 용접봉 선택

·용접봉의 각도나 운봉 속도가 맞지 않는 경우

·봉지름에 따라 균일하게 위빙하기

·용접 전류가 너무 높은 경우

·운봉속도를 늦게하고 전류를 약간 적게 줄 것

·부적절한 용접봉을 사용하는 경우

·목적에 따른 용접봉 선택

·전층의 슬래그 박리의 불완전함

·비드에서 슬래그를 충분히 떼어내 깨끗하게 할 것

·이음설계의 부적절함

·아크의 길이 또는 조작을 적절히 할 것

·아크 공기 중의 수소 또는 일산화탄소가 과다시

·적당한 용접봉 선정

·용착부가 급냉될 경우

·위빙, 후열 등에 의해 냉각속도 늦추기

·모재 중 유황량이 많은 경우

·저수소계 용접봉 건소

2. 용접부 결함에 따른 시험 및 검사법
결함의 종류

치수상의 결함

시험과 검사법

변형

적당한 게이지를 사용한 외관 육안 검사

용접 금속부 크기가 부적당

용접 금속용 게이지를 사용한 육안 검사

용접 급속부 형상이 부적당
기공

구조상의 결함

방사선 검사, 전자기 검사, 와류 검사, 초음파 검사, 파단 검사, 현미
경 검사, 마이크로 조직 검사

비금속 또는 슬래그 섞임

″

융합 불량

″

용입 불량

″

언더컷 오버랩
균열
표면 결함
인장 강도의 부족

성질상의 결함

″

외관 육안 검사, 방사선 검사, 굽힘 시험
외관 육안 검사, 방사선 검사, 초음파 검사, 현미경 검사, 마이크로
조직 검사, 전자기 검사, 침투 검사, 형광 검사
굽힘 시험, 외관 육안 검사, 기타
전용착 금속의 인장 시험, 맞대기 용접의 인장 시험, 필릿 용접의 전
단 시험, 모재의 인장 시험

항복 강도의 부족

전용착 금속의 인장 시험, 맞대기 용접의 인장 시험, 모재의 인장 시험

연성의 부족

전용착 금속의 인장 시험, 굽힘 시험, 모재의 인장 시험

경도의 부적당

경도 시험

피로 강도의 부족

피로 시험

충격에 의한 파괴

충격 시험

화학 성분의 부적당

화학 분석

내식성의 불량

부식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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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품질관리
용접부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의심부위는 비파괴검사로 확인한다.
1. 비파괴검사의 종류
◦용접부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용접 완료후 48시간 경과 후 KS기준에 맞게 검사 실시
-방사선투과검사 (R.T: KS B 0845) : 홈 용접부
-초음파 탐상검사 (U.T: KS B 0896) : 홈 용접부
-자분 탐상검사 (M.T: KS D 0213) : 홈 또는 필렛용접부
-침투액 탐상검사 (P.T: KS B 0816) : 필렛용접부
-육안 검사 : 용접부 외관조사
2. 비파괴검사 진행절차
◦수급인은 비파괴검사 전문회사에 검사를 의뢰하며, 검사회사의 장비, 능력 및
검사자의 자격 등에 대한 서류를 감독원에 제출
◦수급인은 검사자로 하여금 본 시방기준을 적용토록 주지시켜야 하며, 검사의 과정 및
판정 등에 대해서는 검사자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
◦검사자는 검사기록, 검사결과 등 검사관련자료 일체(육안 검사포함)를 서명 날인하여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
◦모든 검사는 취약부위 및 육안검사 의심부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부위
지정에 대한 권한은 감독원에게 있다.
◦수급인은 모든 부재에 대하여 육안검사를 시행하며 주요부재에 대해서는 검사기록을
유지하고 의심부위는 자체적으로 비파괴검사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은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육안검사자로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감독원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검사자가 검사업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자의 변경을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감독원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검사결과중 일부에
대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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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 도 포 장

인터로킹 블록(ILB) 포장은 블록 사이의 틈새에 모래를 넣고, 블록 상부
에 하중이 가해 졌을 때 인접한

블록과의 맞물림(Interlocking)에 의한

하중분산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 보도나 차도에 폭넓게 적용하는
포장 방법이다.
블록 맞물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블록 사이 간격 준수와 줄눈 모래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각 층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재료(블록, 골재 등)의 물리적 성능도 포장의 내구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재료 선정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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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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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준비사항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1

공사안내판 설치

공사안내표지판은 한글과 외국어(영어, 중국어)를 겸
용표기하고, 시･종점부에 반드시 설치한다.

◎ 안내판 설치 방법
구

분

사

1. 보도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1) 규

례

공사안내표지판(보행자용

공사안내표지판(운전자용

)

)

공사 안내현수막

공사 종합 안내도

격 : 가로 0.9m, 세로 1.8m

2) 설치방법 : 이동식 고정형
(바람에 전도되지 않는 구조)
3) 문

안:

- 공사명 : 한글, 영어, 중국어 겸용 표기
- 공사기간 : 실 착공일부터 실 준공일까지

※ 구간별 분리된 공사의 경우 실 작업기간 표기
- 시공사: 시공회사(연락처 포함) 및 현장대리인명
- 시행청 : 시행청명, 공사감독자(감리) 사진

및 연락처

2.보도공사 안내현수막/공사종합안내도 설치
<보도공사 안내현수막>
1) 규격 : 가로 0.7m, 세로 1.8m(현장 여건상 필요시

가로 방향으로도 설치 가능)
2) 게첨장소 : 보도공사장 인접 가로등주에 설치
3) 문

안 : 한글, 영어, 중국어 겸용 표기

※ 관광사업과 감수 완료된 외국어 표준문안 활용
<공사종합안내도>
1) 규

격 : 가로 1.6m, 세로 1.8m

2) 설치방법 : 이동식 고정형
3) 설치수량 : 현장당 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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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3. 『보행안전우선』안내표지판 /보행자통로

보행안전 우선 안내표지판

례
보행자통로 안내표지판

안내간판 설치
<보행안전우선 안내표지판>
1) 규 격 : 가로 0.9m, 세로 1.8m
2) 장 소 : 보행시민이 인지하기 쉬운 현장 입구

등에 설치
※ 소규모 시설물(상수도) 현장은 설치 제외
3) 설치방법 : 이동식 고정형
(바람에 전도되지 않는 구조)
4) 문
안 : 한글, 영어, 중국어 겸용 표기
<보행자통로 안내간판 설치>

1) 재 질 : 안내간판 및 쉬트지 휀스부착 등 여건에

따라 적용
2) 위 치 : 보행자통로 시･종점부

4. 안내판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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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장 안전휀스 설치
안전휀스는 보행인과 공사구간이 혼용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설치하고 모든 작업은 안전휀스 내부에서
시행한다 .

◎ 안전휀스 설치 사례
구

분

사

례

1. 현장여건에 맞도록 보행통로 확보등

안전휀스 설치계획 수립

2. 안전휀스 세부설치 기준

<공사장 가림형>

<공사장 가림형>
- 규 격 : 높이 1.2∼1.8m, 길이 1.5m 이상
(현장여건 감안)
- 가림막 : 망사형, 천 등
- 후레임 :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철재
파이프 등
<공사장 구분형>
- 규 격
∙A형 휀스 : 높이 0.8m 이상, 길이 1.5m
이상(시중제품)
∙라 바 콘 : 높이 0.5m 이상(시중제품)
<안전휀스 설치방법>
- 공사장 유형별
∙ 가림형: 5일이상 점유하거나 통행량이 많은 보도공사장
∙ 구분형: 5일미만 점유하거나 통향량이 적은 보도공사장
- 안전휀스 종류별
∙ 전면 가림형
▸장소 : 토공, 포장 등의 작업이 진행중인 현장
▸방법 : 공사명, 안전제일 가림막을 교차 설치
∙ 부분 가림형
▸장소 : 포장이 완료단계로 양생 등이 진행중인 현장
▸방법 : 공사명, 안전제일, 시행청 가림막을 교차 설
치
∙ 구분형
▸장소 : 일시적 교통통제 및 작업장 구분 필요 현장
▸방법: 공사장과 보행인이 혼용되지 않도록 연속적 설치

○○로 보도조성 공사입니다.

○○로 보도조성 공사입니다.

<공사장 구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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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연장 10m이상의 임시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
에서는 보행안전 도우미 의무 배치

◎ 주요 내용
구

분

사
복장(노란색 계열 안전조끼)

례
안전장구(안전모, 명찰)

1. 용모 및 복장
1) 복장기준
- 상의 : 칼라가 있는 흰색 셔츠＋노란색
안전조끼
- 하의 : 베이지색 면바지
2) 안전장구
- 명찰＋안전모＋안전화＋흰장갑＋
교통 신호봉＋호각

적정 배치 사례

부적정 배치 사례

2. 배치기준, 근무위치 및 주요임무
1) 배치기준
- 임시 보행로 연장이 10m ∼ 30m미만 : 1인
- 임시 보행로 연장이 30m이상 : 2인
2) 근무위치
- 1인 근무시 : 임시 보행로 양측을 오가며
보행자 안내
- 2인 근무시 : 임시 보행로 양측 출입로에서
보행자 안내
3)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
시보행로 안내
- 임시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 점검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시에
임시보행로 보행동반
-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
(민원내용은 현장 대리인에게 전달)
-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을 위한 상기 임무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
으로 임무 외 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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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보행로 확보
보도 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 확보 의무화
※ 형식적인 일반 부직포 사용 금지

◎ 주요 내용
구

분

사

1. 주요내용

임시보행로 설치

례
안전발판 설치

1) 공사장내 임시보행로 설치 금지
- 원칙적으로 기존 보도상 또는 인접 사유
지에 확보
-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시 차도측에 확보
2) 부득이 블록 포설전 공사장 내로 통행
또는 횡단시킬 경우
- 보행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상,
기층면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충분히
다진후 고무패드, 안전발판 등 설치

2. 임시보행로 재질별 종류
임시보행로 바닥재는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우천시 미끄럼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설치

파인텍스

인조잔디(후면 라텍스)

인조잔디(후면 PVC)

쿠션매트

고무매트

고무매트(미끄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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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보도 시공 방법
1

보도 걷어내기

보도걷어내기는 재활용여부에 따라 기계 걷어내기와 인력
걷어 내기로 분류할 수 있다.

◎ 시공 방법
1. 기계(B/H)걷어내기 ⇒ 폐기물처리하는 경우
-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처리업체와

사전 협의
-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이행 철저로

시민불편 최소화
2. 인력 걷어내기 ⇒ 재활용하는 경우
- 걷어낸 보도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폐합관리

◎ 현장관리 사례

폐기물 방치(잘못된 사례)

pallet 적재 및 폐합조치(옳은 살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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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반(노상) 다짐

원지반(노상)다짐은 보도포장의 평탄성 및 지지력 확보를
위한 보도포장의 첫 단계 공종이다.

◎ 시공유의사항

시공시 체크포인트
1. 올바른 완성높이, 종·횡단 형상, 균일한 지지력을 확인한다.
2. 원지반(노상) 레벨측량 실시한다.
3. 평탄성 및 지지력 확보를 위한 노상다짐을 실시한다.

◎ 시공 단면도

포장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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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 포설 및 다짐

기층포설 및 다짐 시행전 노상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반드시 규정된 기준치를 확인한다.

◎ 시공유의사항
구

분

사

1. 기층의 역할
기층은 상부의 하중을 노상으로 분산･전달
기능을 하는 포장체로서, 입도가 불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포장체가 조기에 침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례

<맨홀주변 다짐 불량으로 인한 침하>

2. 입도 불량 및 재료 분리 골재 예시

<단입도골재사용>

<기층골재 분리>

3. 기층품질 기준
1) 기층 골재 입도

2) 기층 골재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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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

례

4. 기층 혼합 및 포설
1) 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2) 기층 재료는 B/H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 한다.
3)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를 초과하거나 8㎝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

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5. 다짐작업 및 장비
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

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
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로울러>

<람 마>

<콤팩터>

<수공다짐기>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6. 검사
1) 기층 다짐 후 요철 등 다짐상태를 확인한다.
2) 봉 등을 이용하여 표면구배 및 평탄성 검사를

한다.

7. 시험
- 들밀도시험등 다짐상태 품질시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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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정층 모래포설 및 정리

모래안정층은 블록면에 가해지는 하중 균일 분산 및 블록
평탄성 확보

◎ 시공유의사항
구

시 공 방 법

분

1. 안정층 조정
- 모래 안정층 두께 30mm : 침하량 고려

2 ~ 3mm 여유 확보
<안정층 조정 요령>
2. 침하 방지
1) 기층과 모래안정층 사이에 투수시트 설치

※ 투수포장의 경우 기층 상･하부에
투수시트 설치
2) 모래 분산 후 포설
3) 평탄성 확인 : 3m직선자로 측정시
<보도침하-모래유실>

요철면이 10mm이내

<투수시트 설치>

3. 횡단경사 시공요령
1) 횡단경사 2%이하 : 지형상황 등 여건에

따라 4%까지 가능
2) 기층 또는 노반에서 횡단경사 시공
3) 모래안정층에서 시공시 모래 두께가 균일
<보도횡당경사-적정사례>

하지 않아 침하원인

<보도횡당경사-부적정사례>

4. 횡단경사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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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 포장 유형별 시공 방법
블록포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 노면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블록의 중요한
기능인 맞물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자재검수 및 시공시
관련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구

분

시 공 사 례

1. 시공시 확인사항
1) 평탄성(폭 3m기준, 10mm이하) 확보 여부
2) 조각블록 사용 여부
3) 전동절단기(집진기 부착제품) 사용 여부
4) 경계석, 가로수분 등과 블록간 단차(2mm
이하) 발생 여부
5) 줄눈간격(2~3mm) 유지 및 모래충진 적정
여부
6) U형 인터로킹블록 마감블록 사용 여부
7) 차량진출입구간 차량용 보도블록(두께
8cm) 사용 여부
8) 시설물 기초부분(원형, 각형) 정밀시공 여부

< 부적정 시공사례 >
- 조각 블럭 사용

< 부적정 시공사례 >
- 평탄성 불량

2. 블록 간격 조정
1) 줄눈 간격은 블록의 맞물림 효과 증진 및

자재 허용오차에 대한 완충적인 역할
2) 줄눈간격 2 ~ 3mm 반드시 유지
3) u형블록 접합부는 마감 및 절단블록이용
줄눈간격 유지
4) 기준선을 초과한 블록에 나무토막과
고무망치를 이용 조정
5) 기준선보다 안쪽에 설치된 경우 쇠지렛대
등을 이용 조정
6) 줄눈모래를 넣기전에 틈새 조정

<줄눈 간격 초과>

<줄눈 간격 기준미달>

<줄눈간격미준수-블록파손>

<시설물접합부 줄눈간격 미준수>

3. 가장자리 마무리
1) 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포설시 끝단

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특수블록 사용
2) 마감블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절단블록 사용
3) 조각블록이 사용되는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을 사용 패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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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공 사 례

4. 블록 자르기
1) ‘ᄀ’자 ‘ᄂ’자 등 2면 절단은 블

록 파손 등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
적 사용하지 않는다.
2)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은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3) 절단된 블록의 크기가 25cm2 미만의
작은 조각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전동절단기>

<유압절단기>

5. 블록 자르기 방법
1) 망치사용 금지

2) 전동절단기 또는 유압절단기 사용
3) 곡선가공시 핸드그라인더 사용
4) 블록 절단전 절단선을 표시하고,

전동 절단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한다.
5) 전동 절단시에는 반드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흡입기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분진흡입기>

<이동식 천막>

6. 블록자르기 시공사례

<잘못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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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공 사 례

7. 노면시설 접속부 마감
- 노상시설 접속부 또는 경계석 주변 마

감시 블록의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 소정방
형 블록 사용, 포장패턴을 변경하여 조각블
록의 사용을 지양한다.

<잘못된 시공>

<올바른 시공>

8. 경계석 접속부 마감
1) 90° 지그재그 패턴

2) 45° 지그재그 패턴

3) 가로 일자 패턴

4) 겹 이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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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공 사 례

9. 횡단 빗물받이 접속부 마감방법
- 가능하면 블록으로 마감시공하고

부득이한 경우 어울리는 색상의 콘크
리트 폭(100mm이하)으로 시공한다.
<원형 맨홀 마감>

10. 맨홀 접속부 마감방법

<각형 맨홀 마감>

1) 맨홀 또는 기타 지하매설물 덮개는 주변 포장패턴

에 맞는 조화맨홀을 시공할 수도 있다.(맨홀 관계
기관과 협의 필요)
2) 맨홀 주위의 블록 시공시는 블록이 맨홀덮개와 인

접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원형 접속부 마감방법
- 핸드그라인더 등을 사용하여 정교하게 마감
- 소정방형블록 사용 및 줄눈(2 ~ 3mm)간격 유지
4) 각형 접속부 마감방법
- 소정방블록 사용
- 맨홀과 포장재의 단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 1회 절단법이나 조합절단법으로 절단(2회절단금지)

<올바른 시공>

<조화맨홀 시공>

11. 기둥부 접속방법
1) 기둥이 원형일 경우에는 공장제작(반원형 블
록) 된 제품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기둥이 한곳에 밀접하게 모여 있는
곳에는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사
여건을 보고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공장제작된 반원형 블록 시공시에는 주변
의 2열이상의 블록을 절단하여 조각블록
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부적합 시공 사례

올바른 시공 사례

12. 기둥부 접속방법
- 곡선부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곡선부

정밀 시공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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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공 사 례
부적합 시공 사례

올바른 시공 사례

13. 가로수 수목보호틀주변 마감방법
- 다른 시설물 주변 마감과 마찬가지로

조각 블록이 발생되거나 틈새가 과다하
게 생기지 않도록 소정방블록을 사용한
마감방법 사용

14. 건물접속부 마감방법
- 건물 접속부 마감시 소정방형 블록

사용 및 포장 패턴의 변경으로 조각
블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선전〉

〈개선후〉

15. 기타 시설물 접속부 마감방법
- 블록과 점유물의 접속부 조인트는
2∼3mm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

게 점유물 주변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경우에는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으
로 폭 100mm이하, 블록 두께보다 깊
게 시공함으로써 구조적 일체성을 보
유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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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공 사 례
개선 사례1

개선 사례2

16. 상이 포장간의 접속부 마감방법
- 다른 종류의 포장 재료와 접속부에는

포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하여 포장구분
경계석을 설치하거나, 블록의 단부를
고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포장경계석 미설치

포장경계석 설치

17. 경사진 포장 시공방법
1) 경사진 포장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마무

리 한다.
2) 경사가 많이 변화하는 부분은 기층 다짐
시 완만한 곡선처리 및 변곡점 부분은
소정방형 블록 사용

<잘못된 시공방법>

<올바른 시공방법>

포장방향이 직각으로 변경

직각이외의 각도로 변경

<잘못된 시공방법>

<올바른 시공방법>

18. 포장방향 변경부 시공방법
1) 포장방향이 직각으로 변경되는 경우

- 기준선(실줄)을 직각으로 표시하고 기준
선에 따라 줄눈(2∼3mm)을 정확히 맞춘다.
- 기준선에 배치되는 블록은 가능한 마감
블록을 이용한다.
- 기준선을 대각으로 표시한다.
- 기준선에 배치되는 블록은 가능한 절단
블록 사용은 지양한다.
2) 포장방향이 직각이외의 각도로 변경되는 경우
- 기준선 경계의 양쪽 블록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정확이 절단한다.
-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소정방

블록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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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모래 채우기 및 포장면 다짐
줄눈모래 채우기 및 다짐은 블록포장 공정후 즉시 잘 건조
되고 양질의 가는 모래를 이용 채움작업을 실시하고 다짐
기로 진동을 가해 충진효율을 증진시킨다.

◎ 시공시 유의사항
구

분

시 공 사 례

1. 시공시 유의사항
1) 블록포설 후 줄눈모래 포설전에 콤펙트로 충분하게 다짐작업

을 한다.(불량자재 파손유도 및 블록의 모래안정층 정착유도)
2)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최소 1일 이내).
3) 줄눈모래는 <표 2.5>~<표 2.7>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4) 줄눈모래의 보관은 시트를 덮어 먼지나 진흙의 혼입을 막는다.
5) 줄눈채움은 모래가 블록 표면까지 충분히 삽입될 때까지

다음 사항을 반복한다.

2.줄눈모래 채우기 및 포장면 다짐요령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적당량 포설한다.
(줄눈모래를 과도하게 포설할 경우, 다짐기의

충격이 줄눈모래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줄눈채움은 콤펙트(고무패드 장착)로 진동

을 가해 충진효율을 높인다.
4) 한 곳에서만 연속하여 다짐은 금지
5) 걷는 속도로 일정방향 왕복하여 다짐 실시
6) 더 이상 충진이 안될 때까지 3~4회 반복

다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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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공 사 례

7) 다짐이 안되는 장소는 고무나무망치(블록파손

방지)로 다짐 실시

8) 모래채움 완료후 충진이 제대로 되었는지

송곳 등으로 찔러 확인
9) 채움완료후 남은 모래 청소후 살수
(보행자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 방지)

입도 불량 모래 사용

입도 양호한 모래 사용

4.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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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장 환경관리
자재 적치시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여 폐합 조치하고, 현
장에서 보도블록 가공시에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
하여 시민불편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

◎ 공사장 환경관리 주요내용
1) 자재 적치시에는 안전휀스 등을 설치후 완전 폐합조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
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 만약 자재 적치장 미확보시에는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에 반입조치하여야 한다.
3) 현장내에서 보도블록 가공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집진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현장내 폐자재 등 폐기물은 별도의 허가된 야적장이 없는 경우 발생 당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부적정 사례

적정 사례

자재폐합 미조치(×)

자재폐합 조치(○)

비산먼지 방지시설 미설치(×)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공사 폐자재 방치(×)

공사 폐자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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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사토포장

마사토포장은 화강암이 풍화되면서 흙으로 되어가는 과정의 풍화토인
마사토를 이용하여 다짐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부드럽고 걷기에 좋으
므로 조경분야에서도 운동공간이나 산책로, 보행용 포장공간 등에 주로
사용되어지며, 또한 표면배수가 양호하고 자연적 질감을 지니며 시공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과거부터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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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시공현장

지반조성

혼합골재포설

원지반다짐

마사토운반

마사토포설

공사완료

마사토다짐

64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1

지반조성 및 보조기층포설
마사토포장을 위해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며, 포장
하부의 원활한 배수 및 포장면 안정을 위해 보조기층재를
포설 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현장조사 ]
◦ 시공 현장내 토질의 성질을 조사한다.
◦ 연약지반이 있어 토사치환이 필요
한지 확인 및 조사한다.
◦ 배수불량으로 물고임 지역이 있는지
확인 및 조사한다.

[ 지반조성 ]
◦ 포장두께를 고려하여 절취, 터파기를
실시한다.
◦ 노출된 잔돌, 기타 이물질은 제거한다.
◦ 마감면은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른다.
◦ 최종 포장면의 구배를 감안하여 지반을
조성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 지중매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한다.
[ 원지반 다짐 ]
◦ 배수를 감안하여 고르고 균일하게 다짐한다.
◦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후 재다짐한다.
◦ 집수정 주변 등 다짐불량 구간은 소형
장비 또는 인력다짐을 실시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 원지반 다짐시 맹암거 등 배수시설 방향
으로 2%의 기울기를 주어 배수를 유도한다.
◦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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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

내

용

[ 보조기층포설 ]
◦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 공간에는 혼합
골재를 포설하여 배수유도 및 평탄성을
확보한다.
◦ 포장공간 이용 및 규모에 따라 포설(동상
방지층) 두께를 결정한다.
◦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짐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 포설두께는 다짐완료 후의 두께를 측정한다.

2

운 반
부드럽고 걷기에 좋으며 자연적 질감을 지니고 시공이 용이
하며 표면배수 및 다짐이 잘 되는 입도분포가 좋은 양질의
재질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자재조사
시공사례

내

용

[ 토취장 ]
◦ 토취장의 토질 성질을 조사한다.
◦ 마사토가 양호한 입도분포의 재질인지
확인한다.
◦ 포장공간에 따라 포설할 마사토의 종류가
적절한지 확인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 토취장 마사토에 대한 반입여부를 결정
하고 (출장)보고서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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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사토 종류
시공사례

내

용

[ 백마사 ]
◦ 점토나 황토성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돌가루와 비슷한 상태의 흙
◦ 흙속의 산소함유량이 높다.
◦ 배수성이 뛰어나고 부서진 면이 각지지
않고 부드러워 운동장, 광장, 게이트볼장
등에 주로 사용한다.

[ 질마사 ]
◦ 점토나 황토가 섞여져 있는 상사의 흙
◦ 수분을 잠재하는 함수성이 좋아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는데 사용한다.
◦ 테니스장 등에 주로 사용된다.

다. 선정기준
시공사례

내

용

[ 규격 및 성분 ]
◦ 운동장포장용 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4.76mm체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야 한다.
◦ 세립자 및 불순물과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지나친 세립분(점토질) 및 유기물이 포함
되지 않고 입도분포가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 다짐 및 배수가 용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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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층포설 및 다짐
보조기층포설 후에 마사토를 이용하여 평탄하게 깔고 고른
다음 다짐하는 포장방법을 말한다. 다짐은 균일한 밀도를 가
질 수 있도록 해야하며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마사토포설 ]
◦ 마사토를 평탄하게 깔고 고른다.
◦ 표면배수를 위해 바깥쪽으로 2%의 기울
기를 주어 시공한다.
◦ 외부로 경사가 있는 곳은 경계석 등의
재질로 마감하여 유실을 방지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 경사도 9%이상인 장소에는 강우시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포설하지 않는다.

[ 마사토다짐 ]
◦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3회 이상 다진다.
◦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다진 후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 다짐은 공간형태에 따라 콤팩트, 탠덤
롤라 다짐을 적용한다.
[ 시공시 유의사항 ]
◦ 다짐두께는 다짐완료 후의 두께를 측정한다.

68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6

황 토 경 화 포 장
황토 ․ 마사토 ․ 경화재를 믹서장비로 혼합 ․ 포설 ․ 다짐하는 과정을

거쳐 자연적인 포장 마감을 나타낼 때 쓰이는 포장공법이다. 함수율
에 따라 건식공법과 습식공법으로 구분하며, 건식(다짐식) 공법은 함
수율이 13∼15% 이내로 믹서장비로 교반 후 포설, 다짐하여 강도를
발현하는 공법이며, 습식(유동식) 공법은 함수율이 25∼29% 이내로
믹서장비(레미콘 플랜팅)로 교반 후 포설, 미장으로 마감하여 강도를
발현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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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건식)
재 료

배 합

운 반

포 설

다 짐

양 생

재 료

배 합

운 반

포 설

마 감

양 생

시 공 순 서(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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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층포설 및 다짐

기층포설 및 다짐 시행전 원지반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반드시 규정된 기준치를 확인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다짐장비 사용 ]
◦ 시공폭에 따라 자주식롤러, 진동롤러, 콤팩터
선택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상부 등 시공시 진동롤러 사용 금지

[ 지장물 주변 다짐 ]
◦ 측구나 맨홀 주변은 세심한 다짐을 위해 램머,
수공다짐기 이용

[시공시 유의사항]

‣

맨홀주변 등은 토양변화율을 감안하여 채움재료
검토 필요(모래, 사질양토)

[ 원지반의 다짐도 시험 - 들밀도 시험 ]
◦ 모래치환법에 의한 원지반의 밀도 측정
◦ 원지반의 다짐밀도는 95% 이상 유지해야 함

[시공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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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준비

재료준비시 이물질의 혼합여부, 재료의 규격한계 등 규정된
기준치를 확인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마사토 ]
◦ 유기물 및 토분이 함유되지 않아야 함
◦ 5mm체를 95% 이상 통과하는 마사토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현장반입시 5mm체를 준비하여 현장시험 실시

[ 고화제 ]
◦ 황토포장 전용 경화용제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황토포장의 경우 조달구매 형태가 많아 규격서
와 현장 반입재료 확인 가능

[ 황 토 ]
◦ 덩어리짐이 없는 분말형태의 황토 사용
◦ 자연 및 건조과정을 거친 황토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손으로 쥐어서 습기의 감촉이 없어야 함

[ 사용수 ]
◦ 상수돗물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을 것

[시공시 유의사항]

‣

주변 하천등에서 취수 금지

[ 골

재 ]

◦ 규격서에 정한 골재반입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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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합

배합기준에 의거한 배합량과 강도, 투수계수, 색상 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재료 투입 - 건식 ]
◦ 중량배합을 원칙으로 함
◦ 현장에 계량을 위한 저울, 계량bag 등 준비검측

[시공시 유의사항]

‣

재료배합시 소음 및 먼지 등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배합장소 선정시 주의 필요

[ 재료 배합 - 건식 ]
◦ 고속교반기를 이용하여 재료가 잘 섞이도록
교반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교반기내 청결상태 유지 및 배합재료의
혼합비율 확인

[ 재료 투입 - 습식 ]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플랜팅 방식으로 배합
◦ 습식배합시 슬럼프 7~10cm 상태 유지

[시공시 유의사항]

‣

사용량에 대한 혼합비율 계근장 확인

[ 고화재 및 안료투입 ]
◦ 고화재 및 안료를 투입하여 적정 강도 및
색상 표출

[시공시 유의사항]

‣

규격서에 정한 사용량 투입여부 확인
(개량사진 및 동영상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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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 설(건식)

설계 허용지지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적정 포장 두께로
시공 감독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포 설 - 건식 ]
◦ 소형피니셔, 백호, 버브캡을 이용하여 포설
◦ 균일한 면이 생성되도록 포설한다

[시공시 유의사항]

‣

장비사용시 주변 시설물의 손상 및 기층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관리

[ 포설면 정리 - 건식 ]
◦ 포설면이 뭉치는곳 없도록 정리
◦ 이물질 등 오염물질 제거

[시공시 유의사항]

‣

촘촘한 갈퀴를 이용하여 상부면 정리

[ 기계 전압 - 건식 ]
◦ 자주식 또는 수동 롤러를 이용하여 다짐
◦ 1차포설 다짐후 2차포설 다짐은 최대한 빠르게
시공한다(2~5분 이내)

[시공시 유의사항]

‣

분할 시공할 경우 전일 시공면은 수직으로 절단

[ 다짐면 정리 ]
◦ 요철부분정리, 이물질제거, 굵은골재 분리 등

[시공시 유의사항]

‣

정리된 부분은 새로운 재료를 고루 포설한 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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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 설(습식)

설계 허용지지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적정 포장 두께로
시공 감독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포설준비 - 습식 ]
◦ 측면 마감을 위한 거푸집설치
◦ 강도 강화를 위해 와이어메쉬(#8) 설치
◦ 보조기층 상부 PE필름 설치(강도 20% 증가)

[시공시 유의사항]

‣

모서리부분 면귀 설치 또는 양생후 모따기 실시

[ 포설 - 습식 ]
◦ 배합물이 경화되기 전 시공 실시
◦ 대면적 시공시 배수를 위해 중앙을 올려 시공

[시공시 유의사항]

‣

경사지에서는 슬럼프를 조절하여 타설

[ 포설면 마감 - 습식 ]
◦ 공극제거 및 1차, 2차 면마감작업 실시
◦ 코너부분이나 모서리부분은 인력으로 마감

[시공시 유의사항]

‣

공극발생시 주요하자 요인

[ 넓은 포설면 마감 - 습식 ]
◦ 넓은 포설면 마감시 휘니셔 마감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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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생 및 관리

설계 강도 발현 및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
하기 위한 현장 관리 필요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경계석 청소 - 습식 ]
◦ 포설작업후 즉시 경계석 청소

[시공시 유의사항]

‣

포설작업후 경계석청소 등이 늦어질 경우
화강석 오염으로 인한 미관 저해

[ 습윤 양생 - 건식, 습식 ]
◦ 양생용 재료는 습윤상태로 비닐, 마대 사용
◦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유지

[시공시 유의사항]

‣

양생중 표지 설치 등으로 외부자 통제 실시

[ 신축줄눈 설치 - 건식, 습식 ]
◦ 통상 3~5m 마다 설치
◦ 시공시 포장면 하부 끝단까지 컷팅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필요에 따라 컷팅 후 실리콘 충진 등 실시

[ 주변 정리 및 개방 ]
◦ 측면등은 잔디 등을 식재하여 모서리부분 보호
◦ 필요시 측면에 잔디배수로 등 설치

[시공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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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도 시험

포장용도에 맞는 적정 강도 발현을 위해 객관적인 시험방법
을 통한 품질관리 실시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공시체 제작 - 습식 ]
◦ Ø10 x 20cm 3개 제작
◦ 공시체는 다짐과 단면 마무리를 철저히
할 것
◦ 상부 랩핑처리하여 시험소에 의뢰
◦ 양생(통상2일) 후 습윤상태에서 28일
재령강도 측정

[시공시 유의사항]

‣ 제품 규격서 시험빈도 및 검사기준 확인
‣ 반드시 공인된 시험기관을 이용하여 시험실시

[ 검 측 ]
◦ 필요시 코어링을 통한 시공두께 측정
◦ 건식공법 품질시험은 코어링 재료를 이용
시험
[시공시 유의사항]

‣ 두께 측정한 장소는 소형다짐기를 이용하여
층다짐후 원상태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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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황토경화포장 논슬립 처리

경사로 처리시 경관 및 기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논슬립 방식 결정

가. 주요내용
시공사례

내

용

[ 골재입도를 이용한 공법 - 건식 ]
◦ 굵은 골재 규격 조정으로 거친면 마감
◦ 일반평지 골재입도 : 8mm 이하
경사지 골재입도 : 10 ~ 13mm

[시공시 유의사항]

‣ 경사지 이외에는 적용시 주의 필요

[ 형틀을 이용한 공법 - 습식 ]
◦ 형틀을 이용한 논슬립 처리
◦ 경화시간을 고려한 타이밍이 중요(물 때)

[시공시 유의사항]

‣

형틀 작업전 정확한 라인작업
(좌,우, 중앙여유폭)이 선행 되어야 함

- 잘못 시공시 조잡 시공으로 재시공 우려

[ 앰보싱 처리 - 습식 ]
◦ 표면 요철 처리된 브러쉬를 이용해 처리
◦ 빗자루, 갈퀴 등으로도 처리 가능

[시공시 유의사항]

‣ 슬림라인 처리시 요철부분이 마모 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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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 무 칩 포 장

고무칩 포장이란 탄성을 가진 고무칩을 바인더와 혼합 후 가열하여 포설하는 공법
으로 풍부한 충격흡수력을 가지고 있어 부상을 방지하고 소음을 줄일 수 있으므로,
어린이놀이터, 보행로, 산책로, 운동트랙, 물놀이장 등에 많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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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층포설 및 다짐

기층포설 및 다짐 시행 전 원지반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반드시 규정된 기준치를 확인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다짐장비 사용 ]
◦ 시공폭에 따라 자주식롤러, 진동롤러, 콤팩터
선택 사용

[시공 시 유의사항]
! 지하주차장 상부 등 시공시 진동롤러 사용 금지

[ 지장물 주변 다짐 ]
◦ 측구나 맨홀 주변은 세심한 다짐을 위해 램머,
수공다짐기 이용

[시공 시 유의사항]
! 맨홀주변 등은 토양변화율을 감안하여 채움재료
검토 필요(모래, 사질양토)

[ 들밀도 시험 ]
◦ 모래치환법에 의한 원지반의 밀도 측정
◦ 원지반의 다짐밀도는 95% 이상 유지해야 함

[시공 시 유의사항]
! 서울시 품질시험소 및 사설시험소 의뢰 가능

※ 원지반의 다짐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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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층부 포장(콘크리트 포장)
레미콘 품질을 확인하고 섭씨10도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양생기간을 둔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콘크리트 타설 ]
◦타설 전 인접 경계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조치 선행
◦보조기층 상부 PE필름 설치할 경우 세로방향
10㎝이상, 가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
◦강도

강화를

위해

와이어메쉬(#8)

설치

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설치하고
중첩된 이음부(20㎝)는 결속선으로 단단히 고정
◦콘크리트 치기는 기온 25℃ 이상에서 1.5시간,
25℃이하에서는 2시간 안에 완료 되도록 관리
◦원활한 배수 위해 0.5~1% 구배유지 (양측 또는 단측)

[시공 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의 품질시험
필요 시 관련 시험규정을 준수하여 의뢰 실시
[ 기계마감 처리 ]
◦ 피니셔를 이용한 기계마감으로 평탄성 확보
◦ 측구나 집수정 등 기존 시설물 경계부의 협소부위는
흙손을 이용하여 마무리

[시공 시 유의사항]
! 0.5~1% 의 표면 구배(양측 또는 단측)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마감작업 시 주의

[ 양생 및 신축줄눈 설치 ]
◦ 14일 이상 양생 필요, 양생용 재료는 습윤상태로
비닐, 마대 사용
◦ 온도변화 등에 따른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해 줄눈 설치 필요 시 줄눈 절단은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되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절단.
◦ 줄눈재 주입 필요 시 콘크리트 건조 후에 실시하고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
[시공 시 유의사항].
! 양생 중 표지 설치 등으로 외부자 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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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 정리
- 양생상태를 확인하고 낙엽, 잡초 등 이물질을 필히 제거 한다.
- 규정된 일정 설계두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평탄성 및 기울기를

확인 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양생상태 및 경사 확인 ]
◦ 크랙 부분은 필요시 충진재 주입으로 보강
◦ 콘크리트 양생상태 확인
→ 바닥에 비닐 부착, 일정시간 경과 후 비닐의
습기발생 유무로 건조 상태 확인
◦ 규정된 일정 설계두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평탄성(경사 및 레벨) 확인
→ 바닥면은 물을 뿌려 물고임 확인 및 평탄성
확인 필요

[시공 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기초부의 설계규격 준수여부 검측
[ 이물질 제거 ]
◦ 낙엽, 잡초 등 이물질 등 필히 제거
◦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피막)나 불순물 등은
그라인드로 제거

[시공 시 유의사항]
! 포장면의 청결상태 불량 시 층간분리현상 발생 원인

[ 주변 시설물 보양조치 ]
◦ 경계석 등 주변 시설물이 포장작업으로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조치 철저

[시공 시 유의사항]
! 적정 보양상태가 유지되도록 현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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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스프레이로 균일하게 코팅
처리되도록 시공 감독 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프라이머 도포 ]
◦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스프레이로 바닥표면에
균일하고 얇게 도포 시공
☞ 사용량은 ㎡당 0.3㎏ ~ 0.5㎏
◦ 용이한 작업을 위해 전용 용제로 희석 사용 가능

[시공 시 유의사항]
! 도포 작업 시 주변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화기에 주의

[ 프라이머 건조 ]
◦ 25℃ 이상에서 5 - 7시간의 경화시간이 필요하며
완전히 경화 전 후속작업 시행
◦ 도포상태가 균일하지 않거나 기포가 발생된 부분은
재 도포 실시

[시공 시 유의사항]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여부 확인 후 시행
! 프라이머 건조 중 낙엽 등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제거 필요
!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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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부 탄성층 배합, 포설 및 다짐

프라이머가 완전 경화되기 전에 고무칩 탄성층을 포설,
다짐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고무칩 배합 ]
◦ 고무분말 혼합은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5분 이상 사용
하여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함
◦ 바인더 사용은 1:0.2 비율을 기준으로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

[시공 시 유의사항]
! 교반기내 청결상태 유지 및 배합재료의 혼합비율 확인
! 고무칩의 유해물질(중금속)함유량 검사 필요
☞납:90, 카드늄:50, 크롬:25, 수은: 25(mg/kg)이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1년 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고무칩 포설 ]
◦ 프라이머 마르기 전 설계규격대로 일정하게 포설
실시하고 평탄작업 실시
◦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가열된 흙손 사용하여
마무리하고 모서리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시공 시 유의사항]
! 익일 연속 작업 시 접합부를 3cm 절단 후 연결 포설
! 포설 작업 시 주변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화기에 주의
[ 다짐 ]
◦ 롤러로 포설두께가 고르게 유지되도록 충분한 다짐
및 평탄작업 실시
◦ 코너부분이나 모서리부분은 인력으로 마감

[시공 시 유의사항]
! 경화되기 전 실시, 특수신발 착용후 작업
! 고무칩 포설 및 다짐 후 설계규격 준수 여부 검측
! 출입통제하여 2일이상 양생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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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부탄성층 포설 및 탄성층 표면마감
칼라탄성층은 하부탄성층 시공 후 바로 작업에 들어가며,
탄성층 표면마감은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주는 작업이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문양 작업]
◦ 하부층 위에 도안 밑그림 그리기
◦ 도안대로 밑그림을 그리고 칼라패턴을 미리 지정

[시공 시 유의사항]
! 칼라패턴이 달리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 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색상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연속해서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 칼라층 포설 ]
◦ 프라이머 마르기 전 설계규격대로 일정하게 포설
실시하고 평탄작업 실시
◦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가열된 흙손 사용하여
마무리하고 모서리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시공 시 유의사항]
! 경화되기 전 실시, 특수신발 착용후 작업
[ 탄성층 표면마감]
◦ 탄성층이 완전히 경화되면 우레탄 실링제로 표면을
메워준다.
◦ 우레탄수지로서 고무 레끼로 시공한다.
◦ 혼합된 수지는 고무분말 탄성층 표면에 스며들게
하면서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수지혼합은 주제,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로 둥근
원통에 전량 투입하여 전동 고속 교반기를 이용하여
3~5분간 균일하게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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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포설형)

⇨

터파기, 기층 포설 및 다짐

⇨

기층부 포장

⇨

프라이머 도포

⇨

고무칩 배합, 포설 및 다짐

⇨

칼라층 작업

하지 정리

칼라도안 작업

⇨

탄성층 표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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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시 확인 사항

√ 표면의 온도가 5℃이하나 40℃이상에서는 작업 유의
√ 원지반 및 기층부의 포설, 다짐상태
√ 바탕 콘크리트의

평탄성, 크랙 등 양생상태, 신축줄눈 시공 상태

√ 포장면의 마감상태, 평탄성, 표면배수 여부
√ 경계석, 집수정 등 주변시설물 보양조치 상태
√ 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 상의 규정과 일치 여부
⋅보조탄성층과 칼라탄성층 시공두께
⋅품질기준,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 기준 부합 등
√ 고무칩의 중금속 함유기준 충족 여부(납, 수은, 카드뮴 등)
√ 재료 혼합 시 균일한 교반 여부(기포 흡입 유무)
√ 우레탄 수지의 희석제 첨가비율 적정 비율 여부(5% 이내)
√ 프라이머 도포, 고무칩 혼합 및 포설 , 탑코팅 도막 등 작업 시 화기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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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 레 탄 포 장

폴리우레탄 수지를 기층위에 도포하는 공법(도막형)과 고무칩 혼합
물을 포설하고 폴리우레탄 수지를 상부에 도포하는 공법(포설형)이
있으며 탄력성이 있어 농구장, 배구장, 육상경기장 등 운동장 및 광
장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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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포설형)

⇨

터파기, 기층 포설 및 다짐

⇨

기층부 포장

⇨

프라이머 도포

⇨

고무칩 배합, 포설 및 다짐

⇨

우레탄층 시공

하지 정리

우레탄 실링

⇨

상도(탑코팅) 마감

라인마킹 및 표식

※ 도막형은 고무칩 포설 및 우레탄실링 단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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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시 확인 사항

√ 원지반 및 기층부의 포설, 다짐상태
√ 바탕 콘크리트의

평탄성, 크랙 등 양생상태, 신축줄눈 시공 상태

√ 포장면의 마감상태, 평탄성, 표면배수 여부
√ 경계석, 집수정 등 주변시설물 보양조치 상태
√ 도면, 시방서 등 설계서 상의 규정과 일치 여부
⋅탄성층과 우레탄 도포층(반경질층, 경질층, 탑코팅) 시공두께
⋅품질기준, 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성과 기준 부합 등
√ 고무칩의 중금속 함유기준 충족 여부(납, 수은, 카드뮴 등)
√ 재료 혼합 시 균일한 교반 여부(기포 흡입 유무)
√ 우레탄 수지의 희석제 첨가비율 적정 비율 여부(5% 이내)
√ 고무칩탄성층과 우레탄도포층의 설계서 규격과 관급자재 계약 규격
⋅예) 관급계약서: 우레탄도포층(15mm) → 설계서:고무칩탄성층(12mm)+우레탄도포층(3m)
√ 프라이머 도포, 고무칩 혼합 및 포설 , 우레탄수지 도막 등 작업 시 화기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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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파기, 기층포설 및 다짐
포장두께에 맞게 절취 또는 터파기를 실시하고 원지반의
다짐도, 침하 및 기타 구배 확인 후 설계서에 규정된 기준
대로 기층포설과 다짐을 실시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터파기, 원지반 다짐 ]
◦지중매설물이 있는지 확인 후 포장두께에 맞게
절취 또는 터파기 실시
◦표면노출 이물질은 외부반출 후 표면배수 고려하여 다짐
◦시공폭에 따라 자주식롤러, 진동롤러, 콤팩터 선택 사용
☞ 집수정 등 구조물 주변은 소형 평면다짐기 활용
! 원지반의 토질은 점토성분, 사력, 암 또는 유기물
함량이 과하지 않아야 함
[ 기층부 골재포설 및 다짐 ]
◦ 원지반 면의 침하 및 기타 구배 확인 후 골재 반입
☞ 골재는 채취현장에서 혼합하고 현장의 노상
혼합방식 금지
☞ 기층골재는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적정 함수비를 보유해야 함
◦ 혼합된 기층재료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그레이더 활용) 설계서 내용대로 구배
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설
◦ 골재다짐은 롤러 등 다짐장비로 평탄성 확보에 유의
◦ 측구나 맨홀 주변은 세심한 다짐을 위해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
! 맨홀주변 등은 토양변화율을 감안하여 채움 재료
검토 필요(모래, 사질양토)
! 지하주차장 상부 등 다짐 시 진동롤러 사용 금지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 사용)
! 다짐밀도 시험
☞ 모래치환법에 의한 원지반의 밀도 측정
☞ 원지반의 다짐밀도는 95% 이상 유지해야 함
☞ 서울시 품질시험소 및 사설시험소 의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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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층부 포장(콘크리트 포장 )
레미콘 품질을 확인하고 섭씨10도 이상일 때 타설하며 14일
이상 양생기간을 둔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콘크리트 타설 ]
◦타설 전 인접 경계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조치 선행
◦보조기층 상부 PE필름 설치할 경우 세로방향
10㎝이상, 가로 30㎝ 이상 겹치도록 설치
◦강도

강화를

위해

와이어메쉬(#8)

설치

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1/3 위치에 설치하고
중첩된 이음부(20㎝)는 결속선으로 단단히 고정
◦콘크리트 치기는 기온 25℃ 이상에서 1.5시간,
25℃이하에서는 2시간 안에 완료 되도록 관리
◦원활한 배수 위해 0.5~1% 구배유지 (양측 또는 단측)
! 콘크리트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등의 품질시험
필요 시 관련 시험규정을 준수하여 의뢰 실시
[ 기계마감 처리 ]
◦ 피니셔를 이용한 기계마감으로 평탄성 확보
◦ 측구나 집수정 등 기존 시설물 경계부의 협소부위는
흙손을 이용하여 마무리
! 0.5~1% 의 표면 구배(양측 또는 단측)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마감작업 시 주의

[ 양생 및 신축줄눈 설치

]

◦ 14일 이상 양생 필요, 양생용 재료는 습윤상태로
비닐, 마대 사용
◦ 온도변화 등에 따른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해 줄눈 설치 필요 시 줄눈 절단은 초기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실시하되 슬래브 두께의 1/2 깊이까지 절단.
◦ 줄눈재 주입 필요 시 콘크리트 건조 후에 실시하고
슬래브 표면보다 2-3㎜ 낮게 충진.
! 양생 중 표지 설치 등으로 외부자 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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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 정리
양생상태를 확인하고 낙엽, 잡초 등 이물질을 필히 제거 한다.
또한 규정된 설계두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평탄성 및 기울기를 확인
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양생상태 및 경사 확인 ]
◦ 크랙 부분은 필요시 충진재 주입으로 보강
◦ 콘크리트 양생상태 확인
☞ 바닥에 비닐 부착, 일정시간 경과 후 비닐의
습기발생 유무로 건조 상태 확인
◦ 규정된 일정 설계두께 확보를 위해 반드시
평탄성(경사 및 레벨) 확인
☞ 바닥면은 물을 뿌려 물고임 확인 및 평탄성
확인 필요
! 콘크리트 기초부의 설계규격 준수여부 검측

[ 이물질 제거 ]
◦ 낙엽, 잡초 등 이물질 등 필히 제거
◦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피막)나 불순물 등은
그라인드로 제거
! 포장면의 청결상태 불량 시 층간분리현상 발생 원인

[ 주변 시설물 보양조치 ]
◦ 경계석 등 주변 시설물이 포장작업으로 훼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조치 철저
! 적정 보양상태가 유지되도록 현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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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라이머 도포

탄성층(고무칩) 포설 전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스프레이로
균일하게 코팅처리 되도록 시공 감독 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프라이머 도포 ]
◦ 프라이머 등을 롤러나 에어스프레이로 바닥표면에
균일하고 얇게 도포 시공
☞ 사용량은 ㎡당 0.3㎏ ~ 0.5㎏
◦ 용이한 작업을 위해 전용 용제로 희석 사용 가능
! 도포 작업 시 주변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화기에 주의

[ 프라이머 건조 ]
◦ 25℃ 이상에서 5 - 7시간의 경화시간이 필요하며
완전히 경화 후 후속작업 시행
◦ 도포상태가 균일하지 않거나 기포가 발생된 부분은
재 도포 실시
! 프라이머 건조 중 낙엽 등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제거 필요
!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여부 확인 후 시행

94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5

고무칩 배합, 포설 및 다짐
건조한 고무칩을 투입하여 5분 이상 교반 후 혼합된 고무
분말이 경화되기 전에 설계규격의 두께대로 일정하게 포
설하고 롤러 등으로 다짐 및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고무칩 배합 ]
◦ 고무분말 혼합은 원통형 저속 교반기를 5분 이상 사용
하여 재료가 잘 섞이도록 함
◦ 바인더 사용은 1:0.2 비율을 기준으로 현장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
! 교반기내 청결상태 유지 및 배합재료의 혼합비율 확인
! 고무칩의 유해물질(중금속)함유량 검사 필요
☞납:90, 카드늄:50, 크롬:25, 수은: 25(mg/kg)이하
☞국가공인시험기관의 1년 내 시험성적서로 대체 가능
[ 고무칩 포설 ]
◦ 프라이머 경화 후 설계규격대로 일정하게 포설
실시하고 평탄작업 실시
◦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은 가열된 흙손 사용하여
마무리하고 모서리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익일 연속 작업 시 접합부를 3cm 절단 후 연결 포설
! 포설 작업 시 주변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화기에 주의
[ 다짐 ]
◦ 롤러로 포설두께가 고르게 유지되도록 충분한 다짐
및 평탄작업 실시
◦ 코너부분이나 모서리부분은 인력으로 마감
! 경화되기 전 실시, 특수신발 착용후 작업
! 고무칩 포설 및 다짐 후 설계규격 준수 여부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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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레탄 실링 및 우레탄 층 시공

고무칩탄성층이 경화된 후 실링제로 고무칩 표면의 기공을
메워준 후 우레탄수지로 도막하여 우레탄층을 시공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우레탄 실링 ]
◦실링제는 우레탄수지에 경화제를 적정 배합하고 교반기
이용 3-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
◦고무칩탄성층이 경화된 후 실링제를 탄성층 표면에
고무 RAKE를 사용 스며들게 하여 기공을
[ 재료 혼합 ]

메움

◦우레탄 주제, 경화재의 재료 혼합 시 기포가 흡입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교반 실시(3-5분)
◦우레탄 수지의 점도가 높을 경우 효율적인 교반과 도포작업
을 위해 희석제를 사용하되 희석제 첨가비율은 발주 시
방서 참조 (일반적으로 5% 이내)
! 희석제의 과다 사용 시 경도저하 및 크랙 발생이 우려
되므로 제품 사양서나 시방서를 참조하여 적정 사용 필요
[ 반경질층 시공 ]
◦ 주제 : 경화제의 비율은

2.5:1 비율로 혼합

◦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mm 이상 초과 해서는 안되며
설계규격이 나올때까지 수회 반복 도포
◦ 2회차 도포 시 균일도포를 위해 1회 도포와 직각 방향 실시
! 우레탄수지의 가사시간(8-10시간)고려하여 도포
! 도포 완료 후 충분한 경화시간(24시간) 확보 필요
[ 경질층 시공 ]
◦ 주제 : 경화제의 비율은 2:1 비율로 혼합
◦ 반경질층 시공 후 3일 이상 경과 하였거나 우천 후는
프라이머를 얇게 도포한 후 작업시행
◦ 표면 기포, 굴곡 등의 발생 확인 후 샌딩처리나 실
란트 등을 이용하여 표면정리 후 작업 시행
◦ 도포 완료 후 충분한 경화시간(24시간) 확보 필요
! 물을 뿌려 물고임 현상 체크 필요
! 포장면의 청결상태 불량 시 층간분리현상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표면의 이물질 유입 및 제거 철저
☞ 가을철 공사 시 낙엽 등의 유입 차단을 위해 그물망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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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도(탐 코팅) 마감, 라인마킹 및 표식
우레탄층이 경화된 후 상도 코팅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붓,
로라, 스프레이 등으로 코팅처리 마감 하고 설계서대로 라
인마킹 및 표식처리 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상도(탑코팅)마감 ]
◦상도마감 작업 전 동물 발자국 등 표면훼손 발견 시
경질 우레탄수지로 부분 보완 작업 실시
◦우레탄층이 경화된 후 상도 코팅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붓, 로라, 스프레이 등으로 코팅처리 마감
☞ 현장여건에 따라 논슬립 코팅제 사용 가능
☞ 탑코팅은 우레탄층과 경도가 같거나 약간
상위경도의 재질 적용
! 배수로 및 주변구조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 우레탄층 시공 후 코어를 뚫어 두께검측 실시하고
검측부분은 우레탄으로 충진
[ 라인마킹 및 표식 ]
◦ 내측을 기준으로 현장 실측
◦ 마킹 테이프 등으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라인
형틀 제작 후 스프레이 도장
◦ 라인폭(보통 5㎝) 및 색상은 설계서에 따름
! 라인마킹 후 마킹 테이프 제거 철저

[ 양생 및 현장 통제 ]
◦경계석 주변 등 포장의 경계부분은 시공상세도를
참조하되 주변 시설물보다 마감이 높을 경우 모따기 시행
◦경계석 등 주변 시설물에 묻은 우레탄 자국 등 제거
◦모든 단계 종료 후 출입통제 조치, 2일 이상 양생
! 우레탄 포장 작업 중 시공중단이 필요한 경우
☞ 표면온도가

0℃ 이하거나 40℃ 이상일 시

☞ 우기 시나 습도 85% 이상일 시
☞ 표면 습기, 물고임 현상 발생 시
☞ 포장면의 청결상태 불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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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조잔디 포장공사

인조잔디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기타 재질로 만든 직물에 일정 길이의
솔기를 단 기성품으로 천연잔디에 비해 시공이 단순하고 시공 및 이용에 있어 계
절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관리가 용이함. 또한 이용에 따른 답압 등의 훼손 우려
가 적어 운동공간포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포장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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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 검토사항
가. 인조잔디 파일규격(길이) 별 용도
종류

16mm±4

35mm±4

55mm±4

기타(20~35mm)

테니스, 족구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학교운동장

풋살경기장, 축구장,
야구장, 학교운동장

조경 정원용

용도

나. 인조잔디 기층 조성 방법
골재마감 SYSTEM

투수콘포장 SYSTEM

아스콘/콘크리트 SYSTEM

※ 골재마감 SYSTEM이 투수성, 시공성, 경제성에서 우수하여 최근 시공 횟수 증가.

다. 인조잔디 충진재 종류
종류

SBR

EPDM

SEBS(압출성형칩)

코르크칩

사진

특징

▸폐타이어 파쇄
▸미세분진 발생
▸비용 저렴

▸에틸렌+프로필렌
중합물 파쇄
▸미세분진 발생
▸탄성, 내구성 좋음
▸중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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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내구성, 탄성강화
▸고비용

▸친환경 소재
▸분진 발생
▸부패발생 소지
▸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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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① 원지반 정지 및 다짐

현황조사 및 측량

원지반 정지

원지반 다짐

설치구간 측량

터파기

맹암거 설치

골재포설

골재다짐

(기반부 포장)

인조잔디 배열

인조잔디 접합

규사 포설

충진재 포설

② 배수공(맹암거 설치)

③ 지반조성(기층재 포설 및 다짐)

④ 인조잔디 접합 및 설치

라인마킹

⑤ 규사 및 충진재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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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지반 정지 및 다짐
원지반 정지 및 다짐은 인조잔디포장의 평탄성 및 표면구배
확보를 위한 기본 공정으로 계획레벨 확인 및 검측에 특별한 주
의를 요함.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현장조사 및 측량 ]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되어 있는 도면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연약지반이 있어 토사치환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배수불량으로 물고임 지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할 것.

[원지반 정지]
◦설계도면 단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인조잔디 표면 구배를 고려하여 원지반 정지 및 다짐 실시.

[원지반 다짐]
◦다짐은 진동롤러 다짐을 원칙으로 한다.
◦면적이 좁아 진동롤러 다짐이 어려울 시 소형 진동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토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0.5cm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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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공(맹암거 설치)
인조잔디포장 하부 배수를 위해 유공관을 매설하는 작업
으로 지선과 간선의 접합 상태, 관 시점과 종점의 구배 설
정 등이 맞는지 확인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맹암거 설치구간 측량 ]
◦도면상 설치간격에 맞도록 설치 구간 측량 및 마킹

[맹암거 설치구간 터파기]
◦시점과 종점의 구배를 확인하여 터파기 실시
◦터파기한 흙은 포장구간 밖으로 반출시켜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터파기 시 관 구배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맹암거 설치]
◦부직포를 설치 후 적정규격의 유공관 매설
◦암거골재를 채운 후 부직포로 감싸줌
◦인력롤러로 2~3회 반복 전압

[시공 시 유의사항]
‣ 지선, 간선 접합과 암거골재 채움 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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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반조성(골재 포설 및 다짐, 기층부포장)
인조잔디포장 하부의 원활한 배수 및 포장면 안정을 위해 기층
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인조잔디 접합면은 골재마감/투수콘/아스
콘․콘크리트 등 다양한 SYSTEM이 적용되고 있음.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골재 포설]
◦토공 노상면의 침하, 구배를 확인하고 골재 반입.
◦혼합석의 포설 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시방서 및 도면에 맞는 구배를 유지하도록 포설.
◦그레이더를 이용하여 포설하고 토분이 함유되지
않도록 함.

[시공 시 유의사항]
‣ 비산먼지 방지와 골재 다짐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살수
실시.
[골재 다짐]
◦승인된 롤러나 평활도 철륜타이어롤러를 이용한다.
◦골재 다짐 시 표면구배가 적정한지 수시로 확인한다.
◦골재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골재
다짐밀도검사를 실시하여 다짐도를 확인한다
◦인조잔디 골재마감SYSTEM은, 표층 평탄성 확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작업 중 골재 마감면이 손상을 입을 경우, 롤러를 이용하여
즉시 보수하여야 함.
[기층부포장(투수콘, 콘크리트 등)]
◦신축줄눈 컷팅 및 피니셔 기계마감으로 평탄성 확보
◦원활한 배수를 위해 0.5~1% 구배 조성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나 불순물 제거
◦2주 정도의 충분한 양생 필요

[시공 시 유의사항]
‣ 바닥면은 물을 뿌려 물고임 확인 및 평탄성 검측 필요.

103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4

인조잔디 접합 및 설치

인조잔디를 배열하고 기반면에 접합을 하는 공정으로 접합
전 기반면의 편평도, 이물질제거 상태 등을 확인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인조잔디 배열]
◦지정된 자재인지 검수 후 배치.
◦도면상 컬러, 디자인에 맞게 인조잔디를 배열.
◦접합 작업을 감안하여 간격 등을 조절.

[시공 시 유의사항]
‣ 기계장치에 의한 인조잔디 찢어짐 방지를 위해 인조잔디롤은
인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인조잔디 접합]
◦기층부의 흙, 먼지, 수분 등 이물질 제거.
◦기반의 편평도가 적합한지 확인.
◦바닥면을 정확하게 측량하고 잔디설치라인 표시.
◦인조잔디 재단 시2~3mm 정도의 여유를 두고 재단.
◦인조잔디 간 연결은 조인트테이프와 전용접착제 사용.

[시공 시 유의사항]
‣ 접착제를 바를 때는 화기나 발화성물질 등이 주변에 없는지
확인하고, 제거 후 시공하여야 함.
‣ 접착시공은 기온이 0℃이하 이거나 우천 시에는 중단해야 함.
[라인 설치]
◦라인마킹은 설계 규격에 따라 재단하여 시공한다.
◦접착상태를 확인하며 시공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라인 접합 시 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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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인조잔디 접착상태 확인 후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규사와
충진재를 포설․충진․브러싱하며 평탄작업을 실시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규사포설]
◦규사 살포 시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3회 이상
나누어 실시.
◦규사포설 및 채움 완료 후 면고르기를 수 차례에
걸쳐 실시.

[시공 시 유의사항]
‣ 규사 포설 시 브러싱 작업을 병행한다
[충진재 포설]
◦규사 충진 작업 완료 후, 전용 포설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충진한다.
◦충진 작업 완료 후 수 차례 브러싱하여 평탄성 확보.

[시공 시 유의사항]
‣ 충진재가 누락되거나 부족하게 포설되지 않도록 포설장비
운행 동선을 확인한다.
[브러싱]
◦규사, 충진재 포설 작업 완료 후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수 차례 브러싱 작업을 시행하고 평탄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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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체 육 시 설

체육 시설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을 말하며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① 운동종목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게이트볼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배드민턴장, 체력단련장,
축구장, 테니스장등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
② 시설형태에 따른 체육시설 종류
-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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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게이트볼장)
원지반다짐

마사토 다짐

혼합골재포설 및 다짐

마사토포설

완료

시 공 순 서(배드민턴장)
원지반 정리

맹암거 설치

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 다짐

마사토 포설 및 다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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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다목적운동장,농구장)

콘크리트 포설

고무칩 포설 완료

두께 검측

프라미어 시공

고무칩 포설

우레탄 하도

우레탄 상도

라인 마킹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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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축구장)

맹암거 터파기

모래 포설

인조잔디 깔기

유공관 설치

골재 포설

상토 포설

상토 다짐

충진재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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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 트 볼 장
1

게이트볼장 규격
T자형 스틱으로 볼을 쳐서 경기장 내 3곳의 게이트를 차
례로 통과시킨 다음 골폴에 맞히는 구기로 마사토포장과
인조잔디포장에 시공되고 있다.

시공 사례

내 용

[ 경기장 규격 ]
가로 20m, 세로 15m의 직사각형으
로 규제라인은 경기라인 밖 1m로 설
치한다.

[ 마사토 포장 시공사례 ]

[ 시공시 유의사항 ]
표면배수 유도시 경기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기울기(2%이내)로
시공

[ 인조잔디포장 시공사례 ]
[ 시공시 유의사항 ]
공이 굴러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초장이 짧은 인조잔디로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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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이트볼장 시공 방법
시공 방법
[ 맹암거 설치 ]
◦유공관 설치 : 어골형 및 격자형

[ 원지반 다짐 ]
◦ 원지반 다짐시 맹암거 등 배수시설 방향
으로 2%의 기울기를 주어 배수를 유도한다.
◦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혼합골재 포설 및 다짐 ]
◦운동시설 공간에는 혼합골재를 포설하여
배수유도 및 평탄성을 확보한다.
◦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짐한다.

[ 마사토 포설 ]
◦마사토를 평탄하게 깔고 고른다.
◦표면배수를 위해 바깥쪽으로 2%의
기울기를 주어 시공한다.

[ 마사토 다짐 ]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3회 이상 다진다.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다진 후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다짐은 공간형태에 따라 콤팩트, 탠덤
롤라 다짐을 적용한다.

[ 완료 ]
◦ 균일성, 배수용이성, 평탄성에 대한 검측
시행
◦ 다짐두께는 다짐완료 후의 두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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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드 민 턴 장
1

배드민턴장 규격

배드민턴 경기를 위하여 배수시설, 마사토등 포장시설, 라
인벨트와 포스트등 시설물을 설치한다.

시공 사례

내 용

[ 경기장 규격 ]
◦ 라인폭 4cm
◦ 코드대각선길이 14.723m
◦ 포스트높이 : 1.55m
◦ 코트와 코트사이 : 최소 2m
◦ 네트높이 양끝 1.55m

중앙 1.524m
◦ 네트폭 76cm

[ 배드민턴장 조성사례 ]
◦실내 - 마루,우레탄포장등
◦실외 - 마사토포장

[ 시공시 유의사항 ]
◦물고임이 생기지 않도록
표면평탄성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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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드민턴장 시공 방법
시공 방법
[ 원지반 정리 및 맹암거 설치 ]
◦ 포장두께를 고려하여 절취, 터파기를
실시한다.
◦ 마감면은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른다.
◦ 최종 포장면의 구배를 감안하여 지반을
조성한다.
[ 원지반 다짐,혼합골재 포설 및 다짐 ]
◦ 운동시설 공간에는 혼합골재를 포설하여
배수유도 및 평탄성을 확보한다.
◦ 포장공간 이용 및 규모에 따라 포설(동상
방지층) 두께를 결정한다.
◦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짐한다.
[ 마사토 포설 및 다짐 ]
◦ 마사토를 평탄하게 깔고 고른다.
◦ 표면배수를 위해 바깥쪽으로 2%의 기울
기를 주어 시공한다.
◦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3회 이상 다진다.
◦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다짐하고
다진 후 물고임이 없어야 한다.

[ 라인벨트 설치 ]
◦타피기하여 라인벨트를 설치하고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한다.
◦소형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다진다.

[ 완료 ]
◦균일성, 배수용이성, 평탄성에 대한
검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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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운동장(농구장)
1

다목적 운동장 규격

탄성이 있는 포장재를 사용하여 농구등 경기를 하는
운동장

게임 규칙

[ 농구장 규격 ]
◦경기장 ( Playing court )
- 규격 : 길이 28m, 너비 15m
- 선(Lines) : 너비 5cm, 흰색

[ 포장 재질 ]
◦ 우레탄 포장
◦ 복합 탄성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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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목적 운동장(농구장) 시공 방법
시공 방법
[ 시공 단면 ]

[ 콘크리트 포설 및 프라이머 시공]
◦콘크리트 치기는 기온 25℃ 이상에서 1.5시간,
25℃이하에서는 2시간 안에 완료 되도록 관리
◦원활한 배수 위해 0.5~1% 구배유지
◦프라이머는 균일하고 얇게 도포 시공
- 사용량은 ㎡당 0.3㎏ ~ 0.5㎏

[ 고무칩 시공 ]
◦프라이머 경화 후 설계규격대로 일정하게 포설
실시하고 평탄작업 실시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게 하고 바닥과 시설물이
접하는 부위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우레탄 하도 ]
◦ 반경질층 시공
- 주제 : 경화제의 비율은

2.5:1 비율로 혼합

- 우레탄 1회 시공두께는 5.5mm 이상 초과 불가
◦ 경질층 시공
- 주제 : 경화제의 비율은 2:1 비율로 혼합
- 도포 완료 후 충분한 경화시간(24시간) 확보

[ 우레탄 상도 ]
◦우레탄층이 경화된 후 상도 코팅제를 충분히
혼합하여 붓, 로라, 스프레이 등으로 코팅처리 마감
◦우레탄층 시공 후 코어를 뚫어 두께검측 실시하고
검측부분은 우레탄으로 충진

[ 완료 ]
◦2일 이상 양생하고 철저한 출입통제 조치
! 우레탄 포장 작업 중 시공중단이 필요한 경우
☞ 표면온도가

0℃ 이하거나 40℃ 이상일 시

☞ 우기 시나 습도 85% 이상일 시
☞ 포장면의 청결상태 불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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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구 장
1

축구장 규격

축구경기를 위하여 마사토운동장,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에 시공된다.

규 격

내 용
[ 축구장 규격 ]
일반경기
길이
너비

최소

90㎝

최대
최소

120㎝
45㎝

최대

90㎝

국제경기
길이
너비

최소

100㎝

최대
최소

110㎝
64㎝

최대

75㎝

[ 포장 재질 ]
- 마사토운동장
- 천연 잔디구장
- 인조 잔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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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구장 시공 방법
시공 방법
[ 배수시설 설치 ]
◦경기장 하부에는 암거, 외곽에는 명거를
설치하여 배수를 유도한다

[ 골재 포설 및 다짐 ]
◦운동시설 공간에는 골재를 포설하여
배수유도 및 평탄성을 확보한다.
◦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한다.
◦ 평탄하고 균일하게 다짐한다.

[ 모래 포설 ]
◦모래를 평탄하게 깔고 고른다.
◦표면배수를 위해 바깥쪽으로 2%의
기울기를 주어 시공한다.

[ 다짐 ]
◦바닥은 요철이 없도록 고르게 다져야
하고 접착제의 접착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이물질, 먼지, 물기, 녹등을
제거한다.

[ 인조잔디깔기 ]
◦잔디와 잔디가 접하는 부분에는 접착제
등을 발라 고정시킨다.
◦외기 온도 -10℃이하에서는 접착제의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시공시 유의한다.
◦접착후 고르게 다져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완료 ]
◦라인시공후 부분침하로 인한 물고임이
없는지 검사 시행하고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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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게 시 설

휴게시설이란 그늘시렁·원두막·의자·야외탁자·평상·정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중 경치 좋은 곳에서 휴식이나 전망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전통정자에 대하여 설명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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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 전 검토사항

가. 제출물 검토
도면 및 시공상세도

‣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 등 검토
제품자료

‣ 관련 시설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 검토
시공업자의 자격

‣ 전통정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수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함
시공계획서

‣ 착공 이전에 시공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다.

나. 운반·보관 및 취급
‣ 모든 자재는 운반 ·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다. 환경요구사항
‣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언 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 외기온도 4℃이하, 32℃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터 바르기 및 단청작업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온조치를 철저히 한 뒤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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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전통정자)

① 준비 및 가설공사

② 기초 및 기단공사

③ 목공사

④ 지붕공사

⑤ 단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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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가설공사

부지위치를 확인하고 작업이 용이토록 부지주변 정리 및
비계 설치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작업준비 ]
◦ 부지주변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진입로 개설 및
가배수로 설치
[ 가설공사 ]
◦ 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하여야 하며 조립도에 따라 조립 함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설치
◦ 띠장 간격(수평재)은 1.5미터 이하, 첫 번째 띠장
간격은 2미터 이하로 설치
◦ 장선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
◦ 작업발판은 밀실하게 설치하고 고정을 철저히 하며
추락방지 조치
◦ 기둥간격 10미터 이내마다 45도 각도로 교차하도록
가새 설치
◦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 깔목을 설치하고 밑둥잡이를
설치
◦ 강관의 접속부, 교차부는 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결속
◦ 장선은 내외측 비계 기둥에 설치
◦ 장선은 내외측 비계 기둥에 설치
◦ 비계의 높이는 처마높이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처마
또는 최고 돌출부에서 30cm이상 띄워 설치
◦ 비계설치시 마루 등 관련 시설물 위에 세워지는 경우
널빤지, 헝겊, 고무판 등 보호재료를 이용하여 보양
하고 못을 박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함

[시공 시 유의사항]

‣

수림지 안에 시공시 주변 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계 설치 및 안전장구류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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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및 기단공사
기초공사라 함은 토공사, 지정공사, 초석공사를 말하고 기
단은 터보다 한층 높게 쌓은 단으로 하중을 지반에 골고루
전달하고 빗물과 지하수의 피해 방지 역할을 함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규준틀 설치 ]
◦ 위치, 높이, 터파기의 너비와 깊이 등을 표시하기 위한
가설물로 모서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설치
[ 기초공사 ]
◦ 정지공사를 포함하는 기초공사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름
◦ 터파기시 외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 규준틀 설치

유입된 물은 즉시 배수처리
◦ 기초바닥은 자연지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후속공종을 바로 착수하지
못할 경우 눈,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
◦ 되메우기할 부분의 고인물, 쓰레기 등의 이물질을 제거
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토사로 되메우기하며 잔토는
지시에 따라 처리

▲ 기초 및 지정공사

[ 지정공사(잡석) ]
◦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지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반보강방법으로 나무말뚝지정, 모래지정, 잡석지정,
판축지정, 장대석지정 등이 있음
◦ 잡석을 외곽에서 중심을 향해 방사형으로 깔고 틈새는
점토질 흙이나 사춤자갈에 마사토와 강회를 섞어 다지며
소정의 높이까지 반복하고 잡석지정 위에는 생석회반죽
으로 마감

▲ 기단공사

[ 기단공사 ]
◦ 토축, 전축, 자연석, 장대석, 가구식 등의 방식이 있으며
설계도서에 제시된 쌓기 방식을 따름
◦ 기단공사는 바탕면 및 석재 댐면에 물축이기를 한 뒤에
규준틀을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등 기준이 되는
위치로부터 설치
[ 초석설치 ]

▲ 초석설치

◦ 초석은 상면의 심먹을 주심에 맞추어 수평지게 놓고
눌렀을 때 흔들림이 없도록 고임돌을 설치하고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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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사

건물의 구조체와 그에 부속되는 부재를 해체, 치목, 조립
하는 모든 공사를 말함

가. 자재 준비
1. 자재의 종류

금강송

낙엽송

더글라스

참나무

참죽

2. 자재 검수
◦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하여 표준강도 이상의 품질을 갖춘 목재
◦ 방부 및 방염처리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방법을 따르며 함수율 24% 이하로 충분히 건조한 목재
◦ 현장검사 시 다음과 같은 결점이 없는 목재
- 옹이가 많아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목재
- 변재의 나이테 중심간 간격이 9mm이상일 경우
- 횡단면의 윤할(갈램)이 10% 이상인 것
- 썩음, 벌레먹음, 속빔 등이 단면적의 5%를 넘는 경우
- 갈램 폭이 한곳이라도 60mm이상이거나 동일 횡단에서 갈램 폭의 합산길이가 원주의 1/10 이상인 경우
- 부식 또는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재료시험이 필요시

3. 자재 보관 방법
◦ 눈, 비, 이슬에 맞지 않게 보관하고 지면 또는 습기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 부재와 부재 사이에 30mm 이상 졸대 등을 넣어서 통풍이 되도록 보관
◦ 보관 목재 하부는 지면에서 300mm 이상 이역하여 적치
◦ 목재는 규격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치

나. 목재의 가공 및 치목
1. 목재의 가공
◦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 함
◦ 대패질 마무리의 정확도는 광선을 비추어보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어야 함
◦ 길이 60cm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함
◦ 가공한 뒤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틈을 완전히 메워야 함

2. 치목
◦ 조각물은 정확히 원형을 묘사하여 조각하여야 하며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음
123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1. 그레질

2. 동바리기둥

3. 멍에

4. 귀틀

5. 기둥

6. 창방

7. 귀한대

8. 주두, 소로

9. 장여

10. 굴도리

11.오량도리

12. 찰주

13. 추녀

14. 갈모삼방

15. 평고대

16. 빗살서까래

17. 서까래개판깔기

18. 마루

19. 안상판, 계자각 등

18. 목공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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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지붕공사라 함은 기와이기, 초가이기, 너와이기 등 건물의
지붕을 덮는 공사를 말함

가. 지붕의 구조
◦ 막새기와 : 지붕의 처마 끝에 붙이는
치장용 기와
◦ 절병통 : 모임지붕의 마루꼭대기에
모양을 내어 얹어놓은 장식물
◦ 보토 : 지붕물매를 잡기 위하여 적심목
또는 산자 위에 채워 넣는 혼합재
◦ 개판 : 서까래나 부연 위를 덮는 널
◦ 지붕마루 : 각기 다른 지붕면이 맞닿은
부분에 기와를 쌓아 올려서 꾸민 부분

나. 시공방법
시공사례

[ 지붕공사 ]
◦ 우묵한 곳은 적심으로 지붕물매를 잡고 보토를 채움
◦ 지붕에 올리는 보토는 진흙, 생석회, 마사토를 지정 배합 비율에 따라 혼합하여 사용
◦ 연함에 맞추어 바닥기와인 막새와 암키와부터 깔고 수막새와 수키와는 기와가 움직이지 않도록 홍두께흙을
채워 처마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면서 덮음
(기와는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울퉁불퉁함이 없고 면이 평활하고 요철이 없는 KS기와를 사용함)
◦ 지붕면이 맞닿은 부분은 마루기와를 쌓고 장식기와(절병통 등)를 설치
◦ 진흙, 회반죽 등이 부착된 것은 긁어내고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기와는 전부 내려 지정된 장소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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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청공사
단청공사는 비바람과 병충해로부터 보호하는 칠공사로 청,
적, 황, 흑, 백의 오방색을 기본색으로 배합하여 단청문양,
별화, 벽화 등을 채색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말함

가. 단청의 분류

가칠

긋기

모로

금모로

금

◦ 가칠단청 : 뇌록, 석간주, 백색, 육색 등의 단일색으로 특정 부채를 채색하는 단청
◦ 긋기단청 : 먹긋기, 분긋기, 색긋기 등으로 선을 그리는 단청
◦ 모로단청 : 머리초 문양을 간략한 문양으로 하고 계풍에 긋기 등을 사용한 단청
◦ 금모로단청 : 모로단청보다는 복잡하고 금단청보다는 간략한 문양으로 계풍에 색긋기 등을 주로 사용한 단청
◦ 금단청 : 화려한 문양으로 계풍에 금문, 별화 등을 사용한 단청

나.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단청공사 ]
◦바탕면의 곰팡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아교를 칠해가면서 뇌록색의 초록이나 적갈색의 간주나
백분, 황토 등으로 5회 반복하여 가칠단청
◦ 각 부재에 맞게 먹선으로 그림본을 만드는 출초작업
◦ 출초한 도본에 선을 따라 촘촘히 바늘구멍을 냄
◦ 부재 위에 대고 백분을 찍은 헝겊으로 타분작업
◦ 밑그림을 따라 긋기단청과 모로단청으로 채색
◦ 부재에 들기름이나 아크릴에멀션으로 3회이상 도포

[시공 시 유의사항]

‣

단청에 사용하는 안료, 접착제 등은 지정된 것을 사용

‣

단청 채색은 5℃ 이하일 경우 공사 중단

‣

급속한 건조로 균열 등이 생기지 않도록 보양

‣

여름에는 아교가 부패하기 쉬우므로 1일 사용량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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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 경 시 설

- 수경시설(水景施設)
⇒ 물을 이용하여 경관을 연출(꾸미는)조경시설 (분수, 호수, 폭포, 생태
연못 등)으로서 물을 가두어 이용하는 연못, 물의 수직적인 낙차를 이용한
인공폭포와 벽천, 물에 인공적인 힘을 가하여 물의 수직적인 분사를 이용한
분수, 도섭지와 인공개울, 계류 등이 있음

시공사례

시공사례

127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시공 전 검토사항
가. 배관재료 및 부속류
종류

급수관

게이트 밸브

밸브 접속

KS D 3576 규정
스테인레스 강관 STS 304

KS B 2301 규정
청동밸브 최대허용압력 0.98Mpa

호칭지름 50 이하: 나사끼움식
50이상 : 플렌지형 볼트조임

규 정
재 질

나. 노즐 및 수중펌프
종류

노즐 주조

노즐 도금

KS D 6001 규정
황동 주물 3종( YBSC3)

KS D 8302 규정
구리 및 구리합금수지 2종

수중펌프
1.3.1한국산업규격 (KS)
KS B1511철강제 관플랜지의
KS B1557그리드형 플렉시블

기본치수
축이음 등

규 정
재 질

다. 전기설비 및 수중조명
종류

전기설비

수중조명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 기준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중조명등 전기안전기준

규 정
재 질
특징

라. 정화시설
종류

정화시설

정화시설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제4조 관련)

가압필터 여과기 이용 수질관리 시스템

측정항목

규 정
원 리

수질기준

비

고

수소이온농도

5.8 ～ 8.6

탁도

4NTU 이하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레지오넬라균

-

대장균기준 초과 시설만 측정

질산성 질소

-

수돗물 미사용 시설만 측정

-

수돗물 미사용 시설만 측정

과망간산
칼륨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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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순서

내

용

○ 다짐 및 방수후 설비공사가 시행되면 방수층
손상의 원이이 됨으로 설비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 원지반 다짐 및 방수공사를 시행한다.

□ 벤토나이트방수 란?(시트,매트)
- 주성분이 몬모릴로나이트라는 광물로서 수중에서
부피가 5~16배로 팽창하는 특성을 이용 시트
(4.5mm)나 매트(6.0mm)로 방수처리 하는 공법

○ 원지반 다짐후 부직포 및 벤토매트 설치한다
※시공시 주의할 점
- 부직포는 방수면적보다 약0.5~1.0m가량
여유이게 설치하여 방수면적을 확보하는게
좋음

○ 벤토Soil을 배합한다
- 배합비 : 유용토85% + 벤토파우더15%
※시공시 주의할 점
- 배합시 유용토는 분마사토가 좋으며 입자가
굵을수록 방수효과가 저감된다

○ 잘 배합된 벤토Soil을 포설후 다짐을 실시한다
※시공시 주의할 점
- 설비 배관을 시공한 부분은 주변 다짐이
잘 되지 않으므로 특히 세심한 시공이 요
구된다(침하우려)

○ 진흙을 깔고 호안을 조성 후 수생식물 등을
식재하여 마무리한다
※시공시 주의할 점
- 호안조성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질정화시설 시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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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 검토사항
수경시설의 생태적 효과
사 진

내

용

□ 벽 천
○ 조경석이나 인조암을 이용하여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수경관을 연출하는 시설로서
물소리, 미기후조절, 경관효과를 나타내는 공법
※주요 구성요소
- 조경석, 인공암
- 수중펌프, 순환시설
- 정화시설, 벽천구조물

□ 계 류
○ 용계곡이나 하천, 개울 등 수변공간을
재현하여 시각적, 청각적효과와 자연경관을 연출하
는 시설로서 미기후조절, 경관효과를 나타내는 공법
※주요 구성요소
- 수중펌프, 순환시설
- 조경석(강돌) 정화시설,
- 방수시트, 수중조명

□ 인공 연못
○ 물이 고여있는 습지와 저수지 등 수경관을
위주로 조성하여 자연의 경관을 주민거주지
에 재현하여 친환경, 경관효과를 나타내는 공법
※주요 구성요소
- 생태육교, 다리
- 수중펌프, 순환시설
- 정화시설, 조경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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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란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놀이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체발달,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수 있는 기구 또는 그 조형물을 말한다.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회전 놀이기구, 흔들
놀이기구, 평균대 등이 해당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2의 규정된 장소에 설치되었을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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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 놀이기구 안전구역 확인
- 놀이기구 안전구역 내에
지장물이 위치하지 않아야 함

◈ 놀이기구 기초 설치
- 콘크리트에 기둥이 설치되어
외부의 충격에 변형이 없어야 됨

◈ 놀이기구 설치
- 설치검사 합격기준에 부합되게
놀이기구 설치

◈ 놀이기구 설치검사
- 놀이기구 설치 후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합격을
받고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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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놀이기구 안전구역 확인

최소공간 :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즉 안전구역(safety zone)을 의미함
안전구역 = 기구가 차지하는 공간 + 낙하(하강)공간 + 자유공간

놀이기구 안전구역
안전구역 범위

내

용

◦ 놀이기구 이용 시 사용자가 놀이기구로부터
낙하할 때 차지하는 입체적 공간으로
기구의 안, 위 또는 주위의 공간

◦ 충격구역(impact area) : 낙하했을 때
사용자가 부딪칠 수 있는 표면구역,
즉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설치공간

[ 놀이기구별 안전구역 ]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구의 올려진
부분으로부터 둘레로 1.5m

◦ 놀이기구 바닥에서 지면의 높이가 1.5m이상이면
낙하(하강)공간범위가 확대됨

◦ 강제적인 움직임이 있는 경우는 범위가 확대됨
◦ 벽면에 설치하여 놓는 기구의 경우 범위가
축소됨

◦ 시소와 흔들놀이기구(1,2,3,4형)는 놀이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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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단에서 둘레로 1.0m
대부분의 경우 놀이기구가 인접할 경우
낙하(하강)공간의 겹침이 가능함
회전놀이기구와 그네 같은 강제적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 겹침을 허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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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기구(조합놀이대) 기초 설치

놀이기구의 기둥은 콘크리트에 설치하여 외부의 충격 등
에 의해 변형이 없도록 체결상태가 견고해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
시공사례

내

용

[ 거푸집 + 앙카볼트 설치 ]
◦ 기초시공부분 터파기 후 바닥다짐
◦ 바닥 다짐시 콤팩트 사용
◦ 거푸집 설치
- 재료 : 합판6회 또는 유로폼
◦ 앙카볼트 설치
- 거푸집 중앙에 위치
- 바닥부분 콘크리트 피복간격 유지
- 앙카볼트 아래부분은 고리형태로
뽑히지 않는 구조 or 상호결속

[시공시 유의사항]

‣

터파기시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

‣

위치의 적정성 확인

‣

포장마감면과 레벨확인 검측

[ 기초부 콘크리트 타설 ]
◦ 시공방법 : 인력타설
◦ 콘크리트
- 현장비빔
- 레미콘
[ 거푸집 해체 ]
◦ 기초 콘크리트 규격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기둥체결부분의 앙카볼트가 레미콘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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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놀이기구(조합놀이대) 설치

놀이기구의 기둥은 수직을 이루고 발판부분은 수평으로
시공하고 놀이기구 부품을 체결하는 볼트부분의 마감상태
확인 등이 필요함

부품조립
시공사례

내

용

[ 기둥 및 발판재 설치 ]
◦ 자재 도면일치 여부 확인
◦ 기초콘크리트와 기둥체결부분 결속확인
◦ 기둥 수직설치 여부 확인
◦ 발판부분 수평설치 여부 확인
- 수평자로 검측

[시공시 유의사항]

‣

기둥 및 바닥발판부분을 흔들어서 고정상태 확인

[ 기둥과 놀이기구 결속 ]
◦ 결속자재와 놀이시설 도면 일치여부
◦ 결속나사부분 마감처리 확인
- 나사가 돌출부 확인
- 보호캡 설치 여부
- 체결 견고성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기둥체결부분의 앙카볼트가 레미콘 등으로
오염되지 않아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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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놀이기구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설치 후
설치검사가 필요하며 설치검사기관은 5개 기관으로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자전기시험연구원
대한민국 비상재난 안전협회,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장애인

E-work 협회

설치검사
관련사례

내

용

[ 설치검사 대상]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회전놀이기구
건너는기구, 조합놀이대, 스페이스네트
폐쇄형놀이기구, 모래집 등
◦ 놀이기구 바닥에 설치된 충격흡수용 탄성재
[ 설치검사 비대상]
◦ 완구로 인증된 실내 놀이기구로 가정이나
유치원에 설치된 기구
◦ 관광진흥법에 의한 놀이기구(대공원 놀이기구)
◦ 수영장 워터슬라이드
◦ 성인용 운동기구

[ 설치검사 합격증 ]
◦ 설치검사 불합격시 조치 후 재검사 실시
◦ 합격증은 놀이기구 설치장소 주변의
지정된 게시판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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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린이놀이기구 설치시 주요 확인사항

□ 놀이시설 제품 KC마크 확인
어린이놀이시설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검사기관은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검사절차는 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판정 → 통보

□ 놀이기구별 낙하(하강)공간
미끄럼틀

낙하(하강)공간 계산
◦ 기본 낙하공간(하강)공간은 1.5m
◦ 미끄럼틀 끝바닥(도착지점)은
진행방향으로 2m
◦ 미끄럼틀 시작점(활강지점)의 높이가
1.5m이상인 경우(3m를 넘을수 없음)
= 높이 * 2/3 + 0.5m

그네

낙하(하강)공간 계산
◦ 모래바닥인 경우 : A + C
◦ 탄성바닥인 경우 : A + B
A : 그네의 낙하자유높이는 그네
좌석이 60°의 각도로 올라갔을 때
D(자유낙하높이) = h2/2 + h3
B = 0.867 * h2 + 1.75m
C = 0.867 * h2 + 2.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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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놀이(매달려 이동)

낙하(하강)공간

회전 기구

낙하(하강)공간

◦ 특별한 경우 놀이기구 끝선에서 2m

벽면에 위치한 놀이기구

낙하(하강)공간

◦ 벽면에 설치하여 놓는 기구의 경우
범위가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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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소와 흔들놀이기구(1,2,3,4형)

낙하(하강)공간 = 1m

◦ 놀이기구 끝단에서 1m

□ 놀이기구별 낙하(하강)공간 겹침
낙하공간 겸칩 가능

낙하공간 겸칩 불가능

대부분 가능

회전놀이기구 같은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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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 시공 후 안전검사 시행 전 현장조치
현장조치 예시

내

용

[ 공사현장 출입금지 ]
◦ 가림막휀스, 로프 등으로 공사장 차폐
◦ 사용금지 안내문구 부착

[ 놀이시설 차폐 ]
◦ 놀이시설 자체에 휀스, 로프등으로
이용불가를 인지토록 조치
◦ 필요시 이용불가 안내문구 부착

[ 설치검사 부착시설 ]
◦ 사용금지 안내문 부착
◦ 필요시 플랭카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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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기구별 설치검사 사례

미끄럼틀 도착지점 기울기 및 최소길이

개구부 간격 89mm미만

흔들놀이 스트링 검사

그네 안전거리 계산을 위한 그네줄 길이측정

조합놀이대 부품 각종 검사

탄성포장 두께 검측 (실험실 검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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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시설 불합격 조치 사례
놀이시설 제품 합격품(KC마크)이 설치검사에서 불합격을 받는 경우는 한정된
놀이공간에서 놀이시설의 안전거리(낙하공간)를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발생하여
불합격시 놀이시설을 옮기거나 놀이시설 바닥(탄성포장, 모래포장)을 확장시켜야 함

시소는 낙하공간은 1m이상이고 공간겹침이 가능하나 시소 고정기둥과 기둥사이가 0.95m로 불합격

설치검사 전

설치검사 후(시소 철거)

142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14

목 재 계 단

목재계단이란 조경시설물에서 사용되는 편의시설로 수직방향으로 공간을
연결하는 상하통행 형태의 구조물이며 계단, 난간, 계단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재형태에 따라 원주목계단 및 침목계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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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① 자재반입 및 하역

⑤ 꺽쇠 및 철근 박기

② 자재검수

⑥ 축광테이프 등 설치

③ 노후자재 철거 및 터파기

⑦ 날개벽 설치 및 측면 식재

④ 목계단 설치 및 되메우기, 다짐

⑧ 주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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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재반입 및 자재검수

자재반입 및 자재검수 란 설계 계약된 자재를 계약 물량만
큼 반입하여, 반입된 자재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
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반입 전 ]
◦ 목재 사용용도에 따른 방부·방충처리 적합성 사전검토
◦ 자재 반입시기 및 하역장소 등 사전협의
◦ 목재 방부처리업체 방문시 사전 방부처리 방법 및
시험기준 등 검토 및 숙지
◦ 반입자재명, 수량을 통보받아 품질시험항목 및 시방서
등 숙지
◦ 미송, 낙엽송 등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인 경우 반입
전 방부업체에서 사전검수시행
◦ 자재(낙엽송)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제품검사 등을
통과한 인증 제품인지 여부 확인
※ 불가피하게 국립산림 '품질표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한‘품질표시제품’
사용여부 확인
[ 반입 시 ]
◦ 자재 현장반입시 사전 검수자재가 반입되었는지 확인
(사진, 테이프날인, 밴딩의 유무)
◦ 자재 현장반입시 자재송장 및 시험성적서 등 서류확인
◦ 반입자재의 규격은 줄자 등으로 확인
▲ 목재 품질검사 시험종목 및 내용

◦ 옹이, 변형크렉 등 외부 손상 및 이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
◦ 직접 무작위로 방부, 방충처리된 목재의 침윤도 및
흡수량을 목재 함수량측정기로 측정
◦ 국립산림과학원 등 시험기관에 무작위로 방부목재
끝으로부터 60㎝지점을 시험편 추출하여 품질시험
의뢰
◦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현장반출 실시
◦ 반입된 자재는 현장의 습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게 비닐 등으로 보호조치

▲ 목재 방부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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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

내

용

[ 자재반입 및 하역 ]
◦ 크레인 또는 지게차 등으로 자재하역
◦ 사전에 자재하역장 선정 및 정리 실시
◦ 자재하역 후 휀스 등으로 자재적치장 폐합조치 실시

[안전 유의사항]

▲ 목재 방부제 종류 및

흡수량 적합기준

‣

하역장비 크레인, 지게차의 이상유무 확인

‣

하역장비 주변 안전거리 확보

‣

필요시 장비유도원 등의 신호수 배치

‣

자재적치시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자재는 적치는 견고히 쌓을 것

[기타 품질 유의사항]

‣

방부목 상부에 논슬립처리가 되지 않고 별도로 가공처리가
설계되어 있다면 자재반입전 목재 제재소 등에서 가공처리

▲ 방부목 품질인증 제품 표시

사항을 확인

▲ 방부목 품질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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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거 및 터파기

『철거 및 터파기』 는 목계단을 설치전 노후된 시설물을 제거하
고 시설물 설치 기반을 조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철거 ]
◦ 인력 또는 장비(백호)로 설계기준대로 노후된 기존
계단자재 철거
◦ 철거된 기존자재는 인력 또는 장비로 폐자재운반
◦ 철거 후 필요시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
[ 철거 장비 ]
◦ 백호, 인력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

기존자재 철거시 부식된 철근 등을 목재로부터 분리 조치

‣

철거 후 바닥정리 전 바닥면의 경사도 및 구배확인

‣

위치의 적정성 확인

폐자재는 현장에서 당일 반출조치

[안전 유의사항]

‣

기존 등산로 이용객의 민원방지 등을 위해 사전 임시

우회통행로 등을 확보조치
[ 터파기 및 원지반 다짐 ]
◦ 설계기준대로 계단의 경사도 및 구배를 고려하여
절취, 터파기 실시
◦ 지면에 노출된 잔돌, 기타 이물질은 제거한다.
◦ 최종 설치면의 구배를 감안하여 지반을 조성
◦ 원지반이 스폰지 현상 등이 발생한 구간에 대하여는
램머 또는 콤펙타 등으로 다짐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원지반다짐 후 스폰지 현상 확인

‣

설치길이에 따른 단수 및 계단참의 위치 등을 확인

‣

토질 등을 확인하여 측면에 배수로 및 토사유출 방지
등의 대책 수립 및 적합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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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되메우기, 다짐
『설치 및 되메우기, 다짐』은 자재를 배치하고 주변 토사를
되메우고, 다짐하여 목계단의 형태가 나오게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목계단 설치 ]
◦ 경시줄 등을 띄워 계단의 설치라인을 확인
◦ 계단 설치시 수평기 등으로 수평면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시방서 및 설계기준의 최소 계단폭 확인

‣

설계기준에 의한 계단참 및 계단의 간격 확인

[품질 유의사항]

‣

계단 답면의 수평유무를 확인

[ 되메우기 및 다짐 ]
◦ 설치지역 주변의 토사 계단 하부 및 후면에 빈틈이
없이 되메우기
◦ 되메운 토사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콤팩터나 인력
다짐 등으로 충분히 다짐처리
[ 다짐장비 사용 ]
◦ 콤팩터, 인력다짐 등 선택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지반의 평탄성 및 스폰지 현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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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광 등 부수자재 설치
『부수자재 설치』 란 목계단의 사용자 안전사고 방지 및 이탈
방지 등 구조적안정을 위해 꺽쇠 및 철근 등을 목계단에 설치
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꺽쇠 및 철근가공 ]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가공
◦ 철근으로 꺽쇠 가공시 끝부분을 뾰족하게 가공

[시공시 유의사항]

‣

철근머리 등이 튀어올라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면에서 하부로 1㎝정도 박음조치

‣

계단에 박힌 철근 등이 부식되지 않게 홈 등을 막음
조치 검토

[품질 유의사항]

‣

철근은 가급적 부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

[ 축광 설치 ]
◦ 야간 이용객을 위한 축광테이프 설치시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
[ 논슬립테이프 설치 ]
◦ 계단면에 논슬립처리가 되어 있지 않을 시 테이프를
계단 끝부분에 설치

[시공시 유의사항]

‣

축광설치시 볼트 머리가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깊이 설치

[품질 유의사항]

‣

계단참이나 계단시작 부분의 색을 구분되게 설치하여
시각적 명시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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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식재 및 날개벽) 및 외부 마감
『측면마감』은 계단 측면에 식재 또는 석재, 날개벽 등으로
시공 경사지 안정화 및 토사유실 방지 등을 하고,
『외부마감』은 목재의 부패방지 및 미관향상 등을 위해 외
부에 오일스테인으로 도색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식생롤 또는 식재 마감 ]
◦ 설계기준에 준하여 식생롤 설치
◦ 초화류 등의 식재는 가급적 초기완성형으로 식재간격
조정

[품질 유의사항]

‣

식생롤 지반고정 유무확인

[ 날개벽 또는 석재마감 ]
◦ 날개벽의 고정은 측면에 꺽쇠로 고정처리
◦ 석재마감의 경우 계단에서 일정폭으로 설치

[시공시 유의사항]

‣

날개벽은 계단면과 수직이 되게 설치

‣

석재마감시 목계단이 훼손되지 않게 설치

[ 오일스테인 도색 ]
◦ 목재의 방부가 추가적으로 필요시 오일스테인으로 도색
작업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전면에 오일스테인 도포여부를 확인하여 꼼꼼히 도색
작업 실시

‣

오일스테인의 색은 가급적 설계서에 명기된 사항에 준하여
도색하되 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발주처 등과 협의
후 지정색으로 도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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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목계단 (원주목, 원목)

목계단 중 방부목을 사용하지 않고 원주목 또는 현지에서
벌목한 원목으로 계단을 조성하는 형태이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목재가공 ]
◦ 기둥용 원목 또는 원주목은 지반에 들어가기 쉽도록
끝부분을 뾰족하게 가공
◦ 기둥과 막음벽의 고정 등이 필요시 결합자재
(볼트 등)가 들어가기 쉽도록 홈을 가공

[안전 유의사항]

‣

엔진톱, 드릴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으므로
사전에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

장비사용간에는 안전장구류 착용 및 안전조치 실시

[ 되메우기 및 다짐 ]
◦ 계단의 답면이 지반이므로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면서
되메우기 실시
◦ 되메우기 실시시 계단 측면에 수로 등을 조성 등을
검토
◦ 되메운 토사의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콤팩터나 1톤
롤러 등으로 충분히 다짐처리

[품질 유의사항]

‣

지반의 평탄성 및 스폰지현상 유무 확인

[ 외부 마감 ]
◦ 설계기준에 준하여 측면에 식생롤 또는 식재로 마감 처리
◦ 원목계단이 답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이용객들이
발걸림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답면과
계단 끝면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품질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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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에 볼트헤드가 튀어나와 있으면 캡 등으로 마감 처리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15

목

책

목책이란 산지 사면의 토사유지와 붕괴방지 및 식생조성을 목적으로
비탈면 또는 계단형으로 조성하여 뒤쪽에 흙을 채워 식생을 조성하는
소형 토목구조물로, 외부형태에 따라 방부목(원주, 각재), 원목형으
로 다양한 형태의 목책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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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각재, 기초 有)
자재반입

터파기

목책 가공 및 설치

기초타설

뒷채움 및 잔토정리

상부식재 등 뒷정리

시 공 순 서(원주목 등, 기초 無)
자재반입

터파기

자재가공

기둥설치

막음벽설치

상부식재 등 뒷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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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 기층 조성 및 목책설치

하부 기층 조성 및 자재설치 란 목책 설치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터파기, 원지반 다짐 및 자재조립 등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터파기 및 원지반 다짐 ]
◦ 백호 또는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준하여 설계위치
에서 터파기
◦ 시공기면은 가급적 인력으로 마무리
◦ 원지반의 다짐이 필요시 렘머나 콤팩터 등으로
충분히 다짐
[ 터파기 장비 ]
◦ 백호, 인력 등 사용
[ 다짐장비 사용 ]
◦ 렘머, 콤팩터 등을 선택하여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터파기시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

‣

위치의 적정성 확인

‣

원지반의 스폰지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다짐 전후 확인

‣

경사도에 따른 토압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

[ 목책 설치 ]
◦ 반입된 자재를 결합자재(전산볼트 등)로 조립
◦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에 준하여 흙막이 설치
◦ 목책 설치시 수평계 등으로 자재 수평여부 확인
◦ 동바리(지지대)로 자재를 임시고정

[시공시 유의사항]

‣

기초 콘크리드 타설시 합판거푸집 설치폭의
적정성 여부 확인

‣

흙막이 후면에 추가적으로 자갈배수구등의 필요성
여부 감독자가 판단하여 조치

[품질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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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함수율 및 방부처리(H4) 여부 확인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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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는 목책의 구조적 안전을 위
해 기초부 거푸집을 설치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기초 거푸집 설치 ]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유로폼 등으로
제작, 설치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
[ 재료 ]
◦ 목재, 합판거푸집, 유로폼 등

[시공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이 밀리지 않도록 동바리
(지지대)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

[ 기초 콘크리트타설 ]
◦ 인력 등으로 비빔타설
◦ 설계서 규격에 준하여 거푸집에 타설 높이 등을
표시 후 타설
◦ 설계서나 시방서 규정에 준하여 콘크리트가 충분히
혼합되게 재료를 비빔처리
[ 재료 ]
◦ 시멘트, 모래, 골재
(※ 설계서와 시방서에 명기된 규격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물 등 제거

‣

거푸집 해체 후 기초두께 검측실시

‣

양생시 기온에 적합하게 보양조치 및 콘크리트
표면 살수작업 필요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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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유무 확인
서울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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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되메우기 및 마감처리
『되메우기 및 마감처리』는 목책을 설치하고 목책 후면에
토사를 되메우고, 목책 상부에 토사유출 방지 등을 위해 식재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되메우기 ]
◦ 백호 또는 인력으로 설계기준에 준하여 후면 토사
체움
◦ 시공지의 경사도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높이까지
토사를 체우고 경사면을 조성
[ 되메우기 장비 ]
◦ 백호, 인력 등을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되메우기시 목책이 시공되지 않은 측면에서 토사
유출이 될 수 있기에 목책의 끝부분에 돌 등으로
고임 및 막음 조치 실시

‣

최종 식재면 등 마감면을 고려하여 토사 되메우기
실시

‣

되메우기시 목책보다 낮게 되메우기 실시

[ 상부 및 외부마감 ]
◦ 목책의 상부면을 식생롤 또는 식재처리하여 토사
유출 방지 및 미관을 향상
◦ 설계기준에 준하여 관목 및 초화류 식재
◦ 목책의 방부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시 오일스테인
으로 도색작업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목책 설치시 설치한 동바리(지지대) 철거

‣

동바리(지지대) 철거시 고정자재(못) 등을 제거

[품질 유의사항]

‣

못 등을 제거 후 바니시 등으로 홈 등을 메움처리
후 도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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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나무 울짱얽기 목책
『통나무 울짱얽기 목책』 이란 사방공사의 목책 중 터파기 후
기초 설치없이 구조적 안정을 위해 기둥 및 막음벽을 설치하는
목책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되메우기 ]
◦ 목책의 기초가 없이 설치되기에 원목 또는 원주목의
기둥용은 지반에 들어가기 쉽도록 끝부분을
뾰족하게 가공
◦ 막음벽용 자재는 끝부분이 서로 맞물리도록 가공
◦ 기둥과 막음벽을 고정 등이 필요시 결합자재
(볼트 등)이 들어가기 쉽도록 홈을 가공
◦ 막음벽의 길이는 목책 높이의 1.5~2배 정도로 가공
[ 가공 장비 ]
◦ 엔진톱, 드릴

[안전 유의사항]

‣

엔진톱, 드릴 사용시 안전사고 발생율이 높으므로
사전에 장비에 이상유무 점검

‣

장비사용간에는 안전장루류 착용 및 안전조치 실시

[ 기둥 및 막음벽 설치 ]
◦ 인력 또는 장비로 먼저 기둥을 지반에 수직으로
견고히 박음
◦ 기둥은 0.5~1m간격으로 지반에 설치
◦ 막음벽용 목재 설치시 필요하면 결합자재(볼트 등)
로 고정하면서 설치
◦ 막음벽 설치 후 방부목 목책과 동일하게 후면
되메우기 및 식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막음벽 사이로 토사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사항 확인

‣

기초가 없이 설치되므로 기둥이 지면에 단단히
박혔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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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나무 목책
『통나무 목책』 이란 사방공사의 목책 중 토압이 거의 없는
지반의 안정화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현지에서 벌목된 자재
를 비탈면에 기대어 고정하는 목책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되메우기 ]
◦ 목책의 기초가 없이 설치되기에 원목이 지반에 들어
가기 쉽도록 끝부분을 뾰족하게 가공
◦ 원목을 지면에 촘촘하게 맞물리도록 설치

[시공시 유의사항]

‣

벌목하는 나무의 규격이 가급적 일정하도록 크기
및 두께 고려

‣

통나무 목책의 경우는 사면의 토압이 적고 비교적
안정화된 사면에만 적용

[품질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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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나무 중 병이 든 나무는 사용 제외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16

앉

음

벽

앉음벽이란 조경시설물에서 주로 사용되는 휴게시설로, 앉아 쉴 수
있는 벤치형태의 소형 옹벽형식을 갖고 있으며 외부마감을 석재,
목재, 벽돌 등으로 다양하게 마감함으로써 여러 형태의 앉음벽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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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원지반 다짐

기초 터파기

골재포설 및 다짐

골재포설 검측

기초거푸집 설치

버림콘크리트 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검측

벽체 콘크리트 타설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검측

벽체 콘크리트 타설 및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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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부 기층 조성

하부 기층 조성 이란 앉음벽 구체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터파기, 원지반 다짐 및 잡석다짐 등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터파기 및 원지반 다짐 ]
◦ 백호로 설계기준 대로 터파기
◦ 시공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
◦ 콤팩터나 1톤 로라로 충분히 다짐
[ 터파기 장비 ]
◦ 백호, 인력 사용
[ 다짐장비 사용 ]
◦ 콤팩터, 1톤 로라 등 선택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

터파기시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

‣

위치의 적정성 확인

‣

다짐 후 스폰지 현상 확인

‣

포장 마감면과 레벨확인 검측

[ 잡석포설 및 다짐 ]
◦ 혼합골재를 설계서 높이로 평탄하게 포설
◦ 콤팩터나 1톤 로라로 충분히 다짐
[ 재료 ]
◦ 혼합골재
#467-40㎜,#54-25㎜,#67-19㎜,#78-13㎜
[ 다짐장비 사용 ]
◦ 콤팩터, 1톤로라 등 선택 사용

[시공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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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짐 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

‣

혼합골재 다짐 후 검측실시

‣

혼합골재 마감면과 포장마감면 레벨 확인 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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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근 가공 및 조립
『철근가공 및 조립』 은 바닥 기초 및 벽체구조의 뼈대를 만
드는 작업으로써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시행하
고, 재질을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철근가공 ]
◦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 가공
[ 사용 장비 ]
◦ 철근 절단기, 절곡기

[시공시 유의사항]

‣

고속절단기 사용금지

‣

열 가열 금지

[ 철근조립 ]
◦도면대로 정확히 배치하고 작업 중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
◦철근과 거푸집 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 등 사용
◦철근의 교점은 직경 0.9㎜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결속
[ 재료 ]
◦이형철근 : 보통철근, 고장력철근(하이바)

[시공시 유의사항]

‣

철근의 이음 길이는 철근의 공칭직경의 30배
이상 겹치도록 이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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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은 수직 수평이 되게 시공

‣

수직, 수평 간격 검측

‣

안전관리 - 철근에 찔림에 주의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3

거푸집 설치
『거푸집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위한 성형작업
절차로써 콘크리트 타설시 원하는 구체형태가 나오도록 설치
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기초부 거푸집 설치 ]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
[ 재료 ]
◦ 합판거푸집, 유로폼 등

[시공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타설시 밀리지 않도록 동바리(지지대)
견고하게 설치

‣

합판 사용금지

[ 벽체 거푸집설치 ]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게 시공
◦거푸집 면과 면이 맞다게 시공
◦동바리는 구조물이 변형 되지 않게 견고히 시공
[ 재료 ]
◦합판거푸집, 유로폼 등
◦동바리(목재, 철재)

[시공시 유의사항]

163

‣

거푸집 벽체가 수직이 되도록 확인

‣

거푸집에 박리제 도포

‣

거푸집 간격(구조체 두께) 확인 검측

‣

경사면 또는 식재지 사면 시공시 물구멍 설치

‣

경사면 또는 식재지사면 배수층 설치 유무확인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4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이란 앉음벽의 구체를 만들기 위해 기초부
및 벽체부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기초부 콘크리트타설 ]
◦ 인력타설, 장비, 펌프카 타설
◦ 설계서 규격대로 거푸집에 표시 후 타설
[ 재료 ]
◦ 25-21-12 골재규격, 강도, 슬럼프

[시공시 유의사항]

‣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및 물 등을 제거

‣

거푸집 해체 후 기초두께 검측

‣

양생시 기온에 따른 보양 및 물 주기 확인

[ 벽체 콘크리트타설 ]
◦ 구조체 중앙 부분에서 좌우로 돌아가며 시공
◦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나 철근의 위치 이동
등이 없도록 시공
◦ 진동기로 다짐하되 인력 다짐도 병행하여 고루
혼합되도록 하며 다짐 봉으로 다져 시공
[ 재료 ]
◦ 25-21-12 골재규격, 강도, 슬럼프

[시공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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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부스러기, 이물질, 먼지 및 물 등을 제거

‣

재료분리에 유의, 28일 압축강도 확인

‣

양생시 기온에 따른 보양 및 물 주기 확인

‣

다짐시 바이브레다 사용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5

외부 마감(석재)
앉음벽에 『목재 외부마감』은 벽체 또는 앉음부분을 호박돌,
판석 등으로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외관이 정갈
한 소재로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 사용된다.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산석 혹두기 (가공석) 마감 ]
◦ 돌의 맞댄면 간격이 최소로 되게 쌓는다
◦ 뒷채움 몰탈은 공극이 없게 채운다
[ 재료 ]
◦ 산석 혹두기(가공석)

[시공시 유의사항]

‣

벽체 뒷면 방수

[ 산석(부정형) 마감 ]
◦ 설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
◦ 접촉 부위의 간격 10∼25㎜를 표준으로 한다.
◦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재료 ]
◦ 산석(부정형)

[시공시 유의사항]

‣

산석 마감면 깨진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판석 마감 ]
◦ 습식공법-판석을 세워 놓은 뒤 몰탈 시공
◦ 건식공법-철물을 이용하여 시공
줄눈에 실리콘처리
[ 재료 ]
◦ 화강석, 마천석 등 판석

[시공시 유의사항]

‣
165

두껍석 시공시 습식공법 사용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6

외부 마감 (목재)
앉음벽에 『목재 외부마감』은 벽체 또는 앉음부분을 목재
로 마감하는 것으로 여타 소재에 비해 내구성은 다소 약한 편
이나 가장 자연친화적 재료로 사용됨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하드우드 마감 ]
◦ 각파이프 설치
◦ 오일스테인 칠한 목재 부착
[ 재료 ]
◦ 하드우드 - 말라스, 모말라, 부켈라 등

[시공시 유의사항]

‣

고정철물 확인

[ 방부목 마감 ]
◦ 벽체 마감 후 상부 설치
◦ ᄀ형강을 고정
◦ ᄀ형강과 목재 조립
◦ ᄀ형강과 ᄀ형강을 조립
[ 재료 ]
◦ 목재 - 미송, 낙엽송, 레드우드 등

[시공시 유의사항]

‣

자재반입시 목재 함수율(방부전 18~25%이내)
및 방부(H3이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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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물 및 목재 규격 검수

‣

형강 설치시 수리 및 목재 교체 양호하게 시공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6

외부 마감 (점토벽돌)
앉음벽에 『벽돌 외부마감』은 점토벽돌 등으로 벽체 또는
앉음면에 마감하는 것으로 다양한 색상을 연출할 수 있으며
내구성 및 가격면에서 우수한 재료임

시공방법
시

공

사

례

내

용

[ 마감 - 벽돌 ]
◦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
◦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 상태를 점검
◦ 세로 줄눈의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 상부에는 점토계단 마구리용으로 마감 하거나
모로세워 쌓기한다
[ 재료 ]
◦ 점토벽돌, 적벽돌

[시공시 유의사항]
‣ 모서리(끝) 부분은 무공으로 시공
‣ 내민쌓기(1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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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17

조 경 석 쌓 기 (놓기)

「조경석」이란 일반적으로 2목도(1목도=50kg) 이상의 굴림 가공이
이루어진 석재를 말하며 시공방법에 따라 쌓기와 놓기로 구분된다.
「 조경석쌓기」란 호안, 축대, 벽천 등의 수직적 구조물이 필요한 곳에
조경석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함으로서 사면안정 및 경관향상을 높이기
위한 공법을 말한다.
「조경석놓기」란 일정한 지반, 포장, 잔디, 구조물 위에 경관석을 단독
또는 집단으로 설치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경관석놓기와 디딤돌놓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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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시 공 순 서(쌓기)
조경석 반입 및 선별

터파기 및 경사면정리

바닥다짐 및 선형잡기

쌓기작업

뒷채움

사이목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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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1

조경석 반입 및 선별

조경석 반입․선별 설계된 조경석의 규격 및 굴림도를 검측
및 육안 선별 후 반입을 결정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재료의 반입 및 확인 ]
◦ 반입 물량에 따라 차량이 다르고 특히
현장여건에 맞게 배차해야한다.
◦ 산석(이끼석), 강석, 해석, 발파석 등

[시공시 유의사항]

‣

현장여건에 따른 반입차량 및 하자장소 조정

‣

소음 진동 등의 민원사항 유의

[ 규격측정 및 굴림도 확인 ]
◦ 설계내역과 동일한 자연석 규격 확인
- 전체 물량의 70% 이상
◦ 반지름게이지를 활용한 굴림도 측정(발파석)
※ 후반부 검측부분 참고

[시공시 유의사항]

‣

모서리가 날까로운 발파석은 지양

‣

자재 공급처의 석면 함유관련 품질시험서나
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재료시험 필요

[ 재료의 선별 ]
◦ 반입송장 확인으로 자연석 물량(톤수) 확인
◦ 계약 및 자재단가상 운반비, 부가세 확인

[시공시 유의사항]

‣

자연석 규격과 돌 모양을 고려하여 분리

-

규격이 큰 돌을 기준으로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쌓아야 구조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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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2

기초 터파기 및 준비작업

기초 터파기 및 준비작업은 자연석 쌓기의 경사도와 시공
높이, 자연석의 규격(뒷길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사면정리 ]
◦ 사면 경사와 토질에 따라 자연석 쌓기의 높이
및 경사도가 결정되며 터파기 전 사면정리 필요

[시공시 유의사항]

‣
‣

자연석 모양 및 뒷길이를 고려하여 경사도 설정
암반지역에 설치시 배수부분을 고려

[ 터파기 ]
◦ 자연석 규격에 따라 터파기 깊이를
보통 10~30㎝를 터파기 함
◦ 터파기 폭은 뒷길이 기준

[시공시 유의사항]

‣

자연석 높이 및 사면경사, 토압 등을 고려하여
자연석쌓기 하부에 콘크리트 타설 검토
※ 현재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감독의 경험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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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2

바닥다짐(기초보강)
터파기한 바닥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자연석
시공 구간의 사면길이가 높고 토압을 많이 받는 구조라면,
하부의 밀림 방지를 위해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바닥다짐 ]
◦ 중기 및 컴팩트를 이용한 다짐
◦ 설계에 따라 상이하지만 잡석 등 하부 기초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음

[시공시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조경석을 쌓을 때 하부 다짐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꼭 필요함.

‣

특히 성토지역과 사면경사가 높은 경우는 필수

[ 기초부 보강 ]
◦ 시공지역이 성토지반이거나 토압을 많이
받는지역, 사면붕괴 등 위험도가 높은지역은
하부 기초돌에 콘크리트 보강공사를 시행

[시공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시공으로 돌을 올려 놓는 시공을 하지
말고 지반에 돌을 박고 콘크리트 타설

‣

높이 2m 이상은 연약지반 치환 후 기초부
보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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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3

조경석 쌓기
설치 목적 및 시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수 있게 시공하며 자연석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배치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기계 쌓기 ]
◦ 굴삭기에 유압식 집게가 달려있는 기계가 있어
대규모 시공 및 큰 규격의 자역석 쌓기 구간에
유리하나 미관이 고련된 경관을 조성하는 공사
구간인 경우는 지양한다.
◦ 보통 하천호안이나 사방지 등 유용석을 활용한
조경석 시공시 사영

[시공시 유의사항]

‣

장비사용시 유압관련 부품의 정비를 필히

해야 하며 인력과 동시에 진행될 경우 신호수
배치
[ 인력 쌓기 ]
◦ 돌쌓기용 체인을 이용하며 숙련공 필요
◦ 작업속도는 느리나 미려한 경관 조성시 사용됨
- 작업숙련자의 경험에 따라 다름

- 돌쌓기용 체인

[시공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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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을 뺄 때 사고가 많이 발생됨으로 주의

‣

사면경사도 및 돌 형태를 고려하여 방법 설정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4

뒷채움

뒷채움은 자연석을 시공하면서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뒷채움과 동시에 자연석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뒷채움- 흙 ]
◦ 뒷돌 설치 시 굄돌과 흙을 이용하여 고정하고
장비로 돌을 눌려준 후 흙채움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공정이며,
장비와 자업자의 호흡이 중요하고,
사전 안전교육과 신호수 배치가 필요.

5

사이목 식재
사이목 규격이 크면 자연석 쌓기와 동시에 진행이 되며,
관목 및 초화류 등 규격이 작으면 조경석 쌓기 후 호미 등을
이용하여 식재한다.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사이목 식재 ]
◦ 자연석 사이에 아교목은 돌쌓기와 동시에 진행
◦ 관목 및 초화류는 쌓기 후 진행

[시공시 유의사항]

‣

사이목 식재 후 관수와 돌 청소를 동시
진행하고 청소시 토사유출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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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경석(발파석) 가공 및 검측

암석을 발파하여 가공조경석(발파석)을 만들며 가공 방법
은 드럼통을 이용하여 모난 부분을 둥글게 마모시킴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제 작 과 정 ]
◦ 암석 발파 및 크기별 분류
◦ 제작 가공 드럼에 넣고 돌림
◦ 조경석 굴림 등급
등급

적용

R5이상~15미만

하천제발 하부용, 사면보호용

R15이상~30미만

하천제방 상부용, 아파트 및 공원

[ 검 측 ]
◦ 압축강도, 흡수율, 비중, 석면함유량, 굴림도
◦ 반지름게이지를 활용하여 굴림도 측정
◦ R값이 전체 측정개소의 70%이상이면
해당 등급으로 평가한다

[시공시 유의사항]

‣ 전수 석면검사 必(환경부고시 2012-74호)
‣ 현장 여건에 따라 자연석 재료를 판단
‣ 굴림도가 나오지 않을시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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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경석 물량산출
조경석 물량산출시 높이는 터파기 물량을 포함한
수직높이, 반입규격의 뒷길이, 평균체적, 중첩률, 공극률
등을 반영하여 물량산출

가. 주요내용
시공사례

[ 중량계산방식 ]
[ 조경석 1개당 중량 ] -놓기시 적용

[ 중첩율 ]
◦ 쌓기 과정에서 돌의 곡면과 곡면이

[ 중첩율표 ]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보정물량이며,
쌓기의 기울기가 급경사이면 중첩부분이
적고 쌓기의 기울기가 완만하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음
(수직벽일 경우 1.0, 1:2 경사일 경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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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목식재공사(교목,관목,초화류)

수목식재란 교목과 관목, 초화류를 적절한 환경 및 장소를 선정(적지적수) 하여
심는 작업으로 식물의 생육 및 활착을 용이하게 하고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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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식재 전 검토사항

가. 생육환경 검토

일조량, 기후, 수분

‣ 식재 대상지의 일조량과 식물의 광요구도를 확인하여 적정 수종을 반영한다.

옥상등 일조량이 많은 곳은 양지식물을 선정하고, 교각하부 등 영구음지에는
식재를 자제한다.
‣ 기후를 고려하여 수종에 따라 월동이 가능한지 또는 띠녹지 등 하절기에 고온상
태가 지속되는 여건(차도 옆 띠녹지 또는 건물옥상 등)인지를 확인한다.
‣ 강우나 지하수위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배수불량 또는 습지인지 건조한 지역인지
확인한다.
토양의 상태

‣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인지를 확인하고, 경운을 통해 물리성 개선한다.
‣ 배수가 불량한 지역은 맹암거 등을 매설하여 배수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하며.
‣ 필요시에는 토양을 치환하거나 객토를 하여 생육여건을 개선토록 한다.
나. 식재수종 검토
침엽수/활엽수

‣ 잎의 모양에 따라 바늘모양으로 가늘고 길게 생긴 잎을 가진 수목을 침엽수라 하며,
기후가 한랭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 주로 많이 분포한다.
‣ 활엽수는 잎이 넓고 평평한 나무로 온대에서 열대까지 자라며 녹음의 기능으로 많이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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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성/상록성

‣ 낙엽성 식물은 지상부는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고 지하부가 남아 다음해 싹이 나는
물로 꽃이나 잎을 보기 위해 심는다.
‣상록성 식물은 겨울에도 잎이 달려있어 사계절 푸른 잎을 보이는 식물로 배경이
되는 부분이나 경계부에 많이 심는다.
음지식물/양지식물

‣ 음지식물은 비교적 빛이 약한 환경 조건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식물로 조경에서는 교
목 밑이나 건물 옆 또는 고가도로 하부 등에 식재가 필요한 땅에 심는다.
‣ 양지식물은 태양의 직사광선 아래와 같은 충분한 광조건에서 잘 생육하고 약한
광조건에서는 생육이 나빠지거나 또는 불가능한 식물이다.
일년생/다년생

‣ 일년생은 겨울을 나지 못하고 시들어 다음해에 싹이 나지 않는 식물로 한해살이 풀
이라고도 하며, 꽃의 빛깔이 화려하고 조화로운 꽃으로 중요지점에 식재한다.
‣ 다년생은 지상부는 고사하더라도 지하부가 살아남아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손이
덜가는 식물로 여러해살이 풀이라고도 하며 1년 내내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습생식물/건생식물

‣ 습생식물이란 수분공급이 충분한 땅에 자라는 식물로 습윤한 연못이나 늪의 주위, 습
원에서 자라는 식물을 말하며, 건생식물이란 내건성이 크고 수분이 적은 토양에서 생
육할 수 있는 식물로 옥상환경이나 척박지 등에 자란다.
개화시기 등 색상

‣ 꽃이 피는 시기는 각 식물마다 다르므로 개화시기를 잘 파악하여 계절의 특징을 나타
내거나 사계절 아름다운 경치를 줄 수 있다.
‣ 대부분 꽃은 봄과 여름 사이에 피고, 가을에는 낙엽, 단풍과 열매를 감상하여
계절감을 주며, 수피나 엽색이 특징이 있어 식재하는 식물도 있다.
기타 검토사항

‣ 목적에 따라 향기가 나는 허브식물을 심거나, 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가시가 있는 식
물을, 구조물을 피복하기 위해서는 담쟁이와 같은 덩굴류를 심어 경관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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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교목)
① 수목굴취

⑥ 전정

② 운반 및 하차

⑦ 나무 앉히기

③ 자재검수

⑧ 관수, 물조임

④ 식재구덩이파기

⑨ 지주세우기

⑤ 환토(비료/토양개량재 포설)

⑩ 약제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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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굴취, 운반
수목굴취, 운반 시행 전 수종 및 규격에 따라 뿌리분 크기
(접시분, 보통분, 조개분)를 고려하고, 운반 시에는 건조
방지를 위해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굴취(뿌리분 뜨기) ]
◦ 뿌리분의 크기는 수종, 토양환경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근원직경의 3~5배로 하고, 뿌리분
깊이는 분 너비의 1/2이상으로 함
* 천근성 수종 : 접시분,
* 심근성 수종 : 조개분
* 일 반 수종 : 보통분
◦ 뿌리분 크기 산식
A=24+(N-3)d

A = 뿌리분지름
N = 나무근원 줄기의 지름
d = 상수(상록수 4, 낙엽수 5)

Tip. 끈으로 나무 근원 둘레를 재고, 그 길이를 반으로
접어서 나무근원 둘레를 따라가면서 지면에 원을
그리면 근원 지름의 약 4배 정도가 됨
◦ 분이 너무 커도 운반 시 흙 중량으로 뿌리와
뿌리분이 이격이 발생할 수 있음

[시공 시 유의사항]

‣

이식 시 뿌리 활착 증진을 위한 뿌리돌림은 이식
시기로부터 6개월~3년 전 실시한다.

[ 수목 운반 ]
◦ 수관부분을 매어줌(장애물 통과를 고려)
◦ 이중적재를 피함
◦ 수피보호를 위해 짚, 가마니 등의 완충재 사용
◦ 뿌리분 증발방지를 위해 물에 적신 거적,
가마니로 포장

[시공 시 유의사항]

‣

뿌리분 파괴, 잔뿌리 절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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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목 검수
수목검수는 수목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재배지 사전검
수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수로 나누워지며, 수종/규격/
수형 등 적합여부를 판단함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반입 전 ]
◦ 사전검수대상 수목의 수종 및 시기를 수급인과 협의
◦ 늦어도 하루 전에 수종, 수량을 통보받아 식재
위치 및 시방서 등을 숙지
◦ 대형목 및 주요수목인 경우는 반입 전 검수시행
◦ 현장 도착 시 사전 검수 수목이 반입되었는지 확인
(사진, 테이프날인)
◦ 수목 검수 시행 시 수형의 고유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 (단, 기준 제시가 어려운 경우는
반입 전 사진촬영, 농장방문 등으로 표준 수목을

▲ 재배지 사전검수

선정하여 현장대리인에게 사전교육)
◦ 생산지역과 시공예정지역의 생육환경에 부합
[ 반입 시 ]
◦ 설계상의 수종, 규격, 수형 적합여부
◦ 활착상태, 뿌리분의 상태, 병충해 감염여부,
운반과정에서의 손상 등
◦ 반입수목은 일정장소 하차 뒤 검수시행을 원칙
◦ 굴취 후 2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된 것
◦ 불합격된 수목은 즉시 현장반출
◦ 검수완료수목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불합격
수목의 재반입을 예방

▲ 지정장소 반입 후 검수

[ 검수 기준 ]
◦ 상록교목 :
-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
- 초두와 수피가 손상되지 않은 것
- 웃자란 가지를 제외한 높이가 지정높이 이상
◦ 낙엽교목 :
- 가지와 잎의 발달이 충실하며 수관이 균형 잡힌 것
- 밀식에 의하여 웃자라지 않는 것
- 줄기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가지의 발달이 충실한 것
- 뿌리목 부위에 비하여 줄기가 급격하게 가늘어지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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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기반조성, 식재구덩이파기
식재 기반(토양)은 수목생육 및 활착에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으로, 식재 부적합 토양은 객토, 암거설치, 토양개량
제 혼합 등의 조치가 필수적임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식재 기반조성(전면객토) ]
◦ 현장의 토양이 식재 부적합하다고 판단 시
전면객토를

실시하고 생육최소심도를 고려

◦ 대량으로 흙 반입 시 반출지 사전 답사 후 흙
상태 확인

[시공 시 유의사항]

‣

배수불량지는 모래와 자갈 등을 넣어 개량 조치
혹은 맹암거 설치

[ 식혈 객토(토양개량제, 거름넣기) ]
◦ 새로운 흙이 잘 밀착되도록 실시
◦ 질이 좋은 밭흙을 객토
◦ 배수불량지역은 암거 및 통기관을 설치하여
배수성 향상

[시공 시 유의사항]

‣

배수 불량지에 인공토(파라소) 객토 시 알갱이
입자가 큰 배수용을 사용(육성용 금지)

(물조임 시 인공토 입자가 떠오르는 현상 방지)
[ 식재 구덩이 파기 ]
◦ 분 크기보다 1.5~2배 크기
◦ 심겨지는 수종 및 규격 에 따라 식재 깊이를
조절

[시공 시 유의사항]

‣

구덩이를 파며 발생된 돌, 쓰레기 등은
되메우기에 절대 사용하지 않고 분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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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정, 나무 앉히기
이식 후 뿌리의 수분 흡수량, 지엽의 증발량 조절을 위해
전정 실시 후 이식 전 심어진 위치(방향, 깊이 등)에 맞게
식재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전 정 ]
◦ 생리상 : 병충해 방지, 풍해, 설해의 저항성 향상
◦ 미관상 : 수세균형, 조형미 향상, 가로수의 경우
보차도 통행원활
◦ 밀생지, 교차지, 도장지, 병지, 고사지 제거
◦ 봄․가을 철 약 전정, 여름 철 강 전정 실시

[시공 시 유의사항]

‣

너무 과도한 전정으로 고유 수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함

[ 나무 앉히기 ]
◦ 이식 전에 심어진 위치대로 식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지가 많은 쪽이 남쪽임
◦ 설계서 확인, 생육환경 검토
◦ 관목, 지피류의 경우는 설계의 식재밀도 확인
◦ 고무바, 거적, 비닐끈 등 최대한 제거

▲ 나무 앉히기

[시공 시 유의사항]

‣

고무바 미제거 시

- 부패시 열 발생, 뿌리 발근에 지장
- 뿌리분이 흐트러지면 공극이 발생하여 하자율이
높으므로

주의 요함

- 대형수목에서 고무바는 제거하나 철선은 존치하여
활착 도모
▲ 식재 후 고무바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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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수 및 물조임, 지주목세우기
교목 식재 시 물조임(관수)은 뿌리분과 주변 흙의 공간을
없애주고 뿌리가 활착하는데 필수적이며, 지주목 설치는
물조임 직후 실시하여 뿌리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함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관수 작업 및 물조임 ]
◦ 뿌리분과 주변 흙과의 공간을 없애기 위하여
물조임 실시
◦ 식재 후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
◦ 물집은 근원직경의 5~6배 정도에 원형으로
10~20cm 턱을 만듬
◦ 충분히 관수하여 기포 제거

[시공 시 유의사항]

‣

여름철 정오 전/후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피함

‣

겨울철 따뜻한 날 관수, 혹한기 피함

[ 지주세우기 ]
◦ 목적 : 수고생장에 도움,

바람피해 방지,

충격으로부터 보호
◦ 지지부분에 상처 방지를 위해 완충재(녹화마대)로
보호
◦ 수간과 결속에 주의하고, 충분한 깊이로 땅에
▲ 와이어형지주

박아서 지주목이 움직이지 않게 주의
◦ 수목규격 및 식재환경에 따라 이각, 삼각, 연계형,
매몰형 등 선택

[시공 시 유의사항]

‣
▲ 삼발이형 지주

▲ 연계형 지주

수목에 지주 미설치 시 식재 품의 20%를 감함

(품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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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약제살포 및 양생

이식(굴취, 운반, 식재) 과정동안 수세가 약해진 수목의 병
충해 예방, 발근촉진, 증산억제를 위해 실시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약제 살포 ]
◦ 목적 : 병충해 예방, 발근촉진, 증산억제
◦ 방법 :
- 부적기 식재 시 뿌리절단부위 발근촉진제 처리
- 식재 후 일정간격 영양제, 증산억제제 살포
- 수간주사는 지면으로부터 50cm 부위를 45도
▲ 약제살포

각도로 천공 후 약제 투입
- 병충해 발견 시 즉시 약제 살포

[시공 시 유의사항]
‣ 고소차 이용 시 작업자 및 보행자 안전 주의
▲ 영양제 수간주사 설치

[ 양생 ]
◦ 목적 : 기후, 물리적 원인에 의한 수피손상 예방
◦ 방법 :
- 주간,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으로 감싸줌
- 증산억제제 살포(여름)
▲ 수목 월동

[시공 시 유의사항]
‣ 바람에 의해 날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상태 확인
▲ 관목류 월동

▲ 초화류 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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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관목,초화류)

① 식재지 조성

토양객토(필요시)

돌 고르기

비료포설

② 자재 반입

자재반입

규격확인

상태확인

③ 식재작업

식재위치확인

식재작업

모양잡기

④물주기 및 보양

멀칭(우드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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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재지 조성

식재지 조성이란 관목과 초화류가 뿌리를 내리고 번식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토양객토(필요시) ]
◦ 생육토심을 확인하여 토양에 이물질이 많거나
생육에 장애가 우려될 경우는 토양을 치환
하거나 부분객토를 시행

[ 식재면 고르기 및 돌고르기 ]
◦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면서 면을 정리
◦ 성토 및 마운딩이 표기되어 있을 경우는
적정두께 확인
[ 비료포설 ]
◦ 식물당 시비량을 확인하여 적정량을 포설하고
흙과 골고루 식재지 조성

[시공 시 유의사항]

‣

생육토심은 잔디,초화는 30cm, 관목은 45~60cm
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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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반입

자재는 규격에 합당하고 생육상태가 양호한 자재를 반입
하여 당일 식재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자재반입 ]
◦ 자재는 당일 식재 원칙으로 1일 식재량만 반입

[ 자재검수 ]
◦ 설계서에 표시된 규격과 뿌리발달 등 생육상태
확인
◦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 및
상해가 없어야 함
◦ 운반시 완충재 삽입과 같은 조치로 충격예방
처리, 보습제 및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조치

[시공 시 유의사항]

‣

운반 중에 분이 손상되는 등 취급이 나쁘거나
장시간 운반으로 뿌리분이 마른경우는 제외

‣

식재량이 많을 경우는 생산 포지에 방문하여
사전검수 실시

‣

식재시 가급적 유사한 환경의 생산지에서 수급
(중부지역 식재시 남부지역의 생산수목은 동해
등 하자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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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재작업

식재작업이란 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수량을 확인하여 모
양을 잡아 심는 것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식재위치확인 ]
◦ 배식도면과 수종을 확인하여 식재

[ 식재작업 ]
◦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채움
◦ 식재 간격은 설계에 명시된 식재밀도를
확인하여 생육조건 및 군식미를 부여

[ 모양잡기 ]
◦ 앞쪽에는 키가 작고 뒷면에는 키가 큰 수종으로
식재
◦ 열식일 경우는 줄을 띄워 식재
◦ 관목류 군식시 회양목, 쥐똥나무 등은 식재후
전정을 실시하여 미려한 마감처리

[시공 시 유의사항]

‣

보도경계석 주변에 관목,초화 군식시는 미관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경계석으로부터 잔디 1매를
식재하는 것을 검토

‣

식재 후 사용된 비닐이나 포트는 모두 제거

‣

식물의 성장이 활발하여 수종간의 혼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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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준 식재밀도-「조경공사

설계대가기준」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료

‣ 관목류 기준식재밀도
수관폭(m)

군식(주/㎡)

열식(주/m)

0.2

36

6

0.3

16

4

0.4

9

3

0.5

6

2.5

0.6

4

2

0.8

2

1.5

1.0

1

1

비

고

2열,3열인 경우 기준수량에
2배, 3배로 가산

※띠녹지 조성시 식재밀도 10~20% 더할 수도 있음
‣ 지피식물 표준 식재밀도
초

종

규

격

식재밀도
(본/㎡)

초

종

규

격

식재밀도
(본/㎡)

감국

8 cm

20

부처꽃

8 cm

25

관중

15 cm

16

붓꽃

7～10 분얼

25

구절초

8 cm

25

비비추

4～5 분얼

25

기린초

8 cm

36

세덤

8 cm

36

꽃잔디

8 cm

36

섬기린초

8 cm

36

꽃창포

2～3 분얼

25

수호초

10 cm

25

담쟁이덩굴

0.4 m

4본/m

쑥부쟁이

10 cm

25

돌나물

8 cm

36

옥잠화

2～3 분얼

25

돌단풍

10 cm

25

왜성술패랭이

8 cm

36

두메부추

2～3 분얼

36

원추리

2～3 분얼

25

마가렛

8 cm

25

은방울꽃

8 cm

25

매발톱꽃

10 cm

25

인동덩굴

0.4 m

4본/m

맥문동

3～5 분얼

49

자주꿩의비름

8 cm

25

바위취

8 cm

36

좀씀바귀

8 cm

36

백리향

10 cm

36

줄사철

0.6 m

4본/m

벌개미취

8 cm

20

층꽃나무

10 cm

36

※조성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식재 밀도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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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주기 및 보양
식재 후 뿌리가 마르기 전에 흙 사이 공극이 없도록 충
분히 물을 주어 활착에 도움을 주며, 필요시 멀칭 또는
지주대를 설치하여 생육에 도움을 준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물주기 ]
◦ 식재 후 최소 토심까지 충분히 젖을 수 있도록
즉시 관수

[ 멀칭 및 보양 ]
◦ 식재지 하부에는 수분증발, 토양고결, 잡초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멀칭으로 보완
◦ 멀칭재료로는 바크, 분쇄목, 화산석, 톱밥 등

[ 지주설치(필요시) ]
◦인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시 지주를
설치
◦식물의 종류나 성장상태에 따라 유인작업을 실시

[시공시 유의사항]

‣

관수는 표토의 유실에 유의하며 지열이 높거나
엽면의 온도가 높은 한 낮은 피한다.

‣

초장이 긴 초본류가 식재 후 시들어 회복기간이
긴 경우는 그늘막을 조성하여 시들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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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로등 배관용 터파기 및 배관(PE)설치

가로등 배관용 터파기란 가로등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장비(굴삭기)로
관로를 굴착하여 케이블 보호용 배관 을 지중에 매설하는 것을 말함

가로등

보도

전원 분전함

PE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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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등 배관용 터파기

가로등 전원공급을 위한 케이블 보호용 배관을 지하(땅)에 매설하기 위해
기준에 적합하게 땅을 파는 것을 말함

가. 터파기 기준
1.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7장 가로등 시공

500mm
1. 터파기(㎥)

V 1 = 0.5 ×0.65×L( 연장)
=0.325 ×L( 연장)

경고용테이프

650mm
250mm

전선관

※ 관련근거 : 제7장 가로등 시공 7-2-1 배관용 터파기

나. 터파기 사진
장

터

비

파

터

기

파

검

기

측

중

다. 공사시 유의사항
Check Point
‣ 터파기 전 유관기관 현장 입회 요청 필
‣ 터파기시는 다른 시설물(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수도관등)의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에 따른 안전 확보

‣ 내역에 반영된 장비(굴삭기) 규격 확인
‣ 장비 터파기시 실시간 확인자 현장 상주 필
‣ 가로등 배관을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이나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하므로 터파기시 바닥 면의 평탄성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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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로등 배관(PE) 설치

가로등 전원공급용 케이블 보호용 배관을 터파기(심도 0.6m이상) 해놓은 곳
에 설치하는 것을 말함

가. 설치 기준
1.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1) 배관은 전선의 입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가급적 곡률 반경을 크게 하도록 한다.
2) 배관 연결 시에는 물이 스며들거나 쉽게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3) 배관을 설치할 때는 흙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되메우기 전에
관통시험을 하여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약전류 전선이나 수도관과 접근할 때는 30㎝ 이상 거리를 확보하여 설치한다.
5) 배관 절단면은 안쪽이나 바깥쪽 모두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다듬는다.

※ 관련근거 : 제7장 가로등 시공 7-2-2 배관

나. 배관설치 사진

배

배

관

관

강

설

관

치

보

중

강

다. 공사시 유의사항
Check Point
‣ 시공 전 설치기준 확인 필
‣ 경간별 배관 접속점 발생 금지
‣ 터파기 심도(보도 0.6m, 차도 1.2m) 미 확보시 강관 등으로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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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안전 관리

가. 공사장에 필요한 안전용품 종류

○ 안전용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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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 참고문헌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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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장에 필요한 안전용품 설치

○ 설치사례
운

보

전

행

자

자

용

용

안

안

내

내

간

간

판

판

임

안

시

전

보

휀

행

스

로

보

임

행

시

도

보

우

행

미

로

Check Point
‣ 공사안내간판 : 바람에 넘어져 차량/보행인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해 견고하게 설치
‣ 보도내 공사장 폐합은 가림막 휀스, 차도내 임시보행로 설치는 구분형(라바콘)휀스 확인
‣ 보행도우미는 교육이수자 여부 확인 및 보행자 안내 의무 외 활동 금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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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all Check Point)

‣ 현장의 여건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보도에서 공사가 시행된다는 점과 도로 통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알고 해당 관할구역 관청(구청 및 경찰서)의 사전 행정(허가 득)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 차량 및 사람이 이동하는 도로 및 보도를 통제하고 작업을 해야하는 현장 여건임을
감안 공사 착공 전 공사안내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알림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 공사를 위해 차도 및 보도에 안전휀스 설치시 견고하게(쓰러지지 않게) 설치하고
이동 설치시에도 차량이나 사람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차도 및 보도 폐합구간이 장비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불충분하니 장비기사 작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일일 교육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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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로등 기초 설치

가로등 기초 설치란 가로등주를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하기 위
하여 장비(굴삭기)로 해당 위치를 굴착하여 등주 고정용 기초 를 지중에
매설하는 것을 말함
○ 가로등 기초 종류

일반 기초

정방형 기초

현장 타설 기초

중공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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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로등 기초
가로등 기초 선정시 상부 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측면도 파손 방지 면처
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10㎏/㎠ 이
상이 되는지 확인한다.
○ 가로등 기초 제작과정

가로등 기초 거푸집 1

가로등 기초 거푸집 2

가로등 기초 거푸집 3

가로등 기초 거푸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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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로등주 기초 터파기

가로등주를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한 기초를 지중에 설치하기
위해 기준에 적합하게 땅을 파는 것을 말함

가. 기초 터파기 기준
1.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제7장 가로등 시공

C
A

1. 콘크리트(㎥)
h
V    A   B   A⋅B


2. 터파기(㎥)

V 2 = H3 ( C 2 + D 2 +C⋅D)

h

H

h1
b

3. 되메우기(㎥)

V 3= V 2- V 1
4. 잔토처리(㎥)

a

B
100mm

V 4= V 1

D

100mm

(D=B+200)
a : b = 1 : 0 .3

※ 관련근거 : 제7장 가로등 시공 7-1-2 기초 터파기

나. 기초 터파기 사진
장

바

비

닥

터

면

파

정

기

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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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초

초

심

폭

도

측

측

정

정

다. 공사시 유의사항
Check Point
‣ 터파기 전 유관기관 현장 입회 요청 필
‣ 터파기시는 다른 시설물(전력선, 통신선, 가스관, 수도관등)의 유무를 사전에
검토하여 시공에 따른 안전 확보

‣ 내역에 반영된 장비(굴삭기) 규격 확인
‣ 공사구간 가림막 휀스 설치 철저 및 보도복구 전까지 폐합상태 유지
‣ 장비 터파기시 실시간 확인자 현장 상주 필
‣ 가로등 기초 설치시 바닥면이 균일하지 않으면 수평을 잡기 어려우므로 바닥면을
평평하게 다져야 함

2

가로등 기초 설치

가로등주의 기초는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초가 가라앉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치 기준
1.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1) 가로등주의 기초 규격은 가로등주의 자중이나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2) 토질이 보통 토사인 경우의 등주 형식에 따른 기초규격에 따라 선정한다.
3) 기초 콘크리트 바닥면을 건조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유지관리의 편리를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윗면이 지면보다 10~20㎝ 높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4) 보행인의 편익과 거리디자인 측면에서 바닥판 및 앵커볼트가 보이지 않도록 지면
아래에 매입할 수도 있다

※ 관련근거 : 제7장 가로등 시공 7-1 가로등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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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로등 기초 설치 사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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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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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초

초

설

설

치

치

다. 공사시 유의사항
Check Point
‣ 시공 전 설치기준 확인 필
‣ 기초 설치전 바닥면 평탄작업 재확인
‣ 경계석과 이격거리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

라. 안전사고 사례
‣ 2005년 09월 가로등 개량공사 가로등 기초 설치 중 인사사고 발생된 사항으로
작업자가 기초를 설치하기 위해 터파기한 구멍아래서 기초를 받으려고 하던 중 기초가
경계석에 걸려 넘어지면서 작업자를 덮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
‣ 가로등 기초는 중량물로 작업자에게 덮쳤을 경우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작업시 안정확인 철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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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로등 기초 접지

가로등 기초를 설치하고 가로등주에 설치할 개별접지선을 설치하는 것을 말
한다.

가. 설치 기준
1. 서울시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
1) 가로등주 개별접지저항 값은 100(Ω)이하(제3종접지)로 한다.
2) 가로등주 개별 접지선의 굵기는 4㎟이상으로 한다.
3) 접지선의 종류는 녹색 절연전선(GV)으로 가로등 전선과 같은 배관 내에
포설한다.
4) 접지봉을 땅에 설치시 구부러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굵기가 필요하다.
(접지봉 ϕ14×1000L 이상)

※ 관련근거 : 제6장 조명설비 설계 6-5 접지

나. 가로등 접지 설치 사진

접

접

지

지

선

봉

설

설

치

치

다. 공사시 유의사항
Check Point
‣ 시공 전 설치기준 확인 필
‣ 접지봉 설치시 구부러지지 않도록 시공
‣ 개별 접지작업 후 접지값 측정 후 기준 미달시 보강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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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안전 관리

가. 공사장에 필요한 안전용품 종류

○ 안전용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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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 참고문헌 :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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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all Check Point)

‣ 현장의 여건이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보도에서 공사가 시행된다는 점과 도로 통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알고 해당 관할구역 관청(구청 및 경찰서)의 사전 행정(허가 득)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 차량 및 사람이 이동하는 도로 및 보도를 통제하고 작업을 해야하는 현장 여건임을
감안 공사 착공 전 공사안내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하여 알림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 공사를 위해 차도 및 보도에 안전휀스 설치시 견고하게(쓰러지지 않게) 설치하고
이동 설치시에도 차량이나 사람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차도 및 보도 폐합구간이 장비와의 안전거리 확보가 불충분하니 장비기사 작업장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일일 교육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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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건주(建柱)

21

가로등 건주란 도로선형에 맞춰 지중에 기 설치한 등주기초(앙카볼트)에
기계장비(크레인)을 이용하여 등주를 수직으로 세움으로써 조명등기구
지지물을 고정, 설치하는 것을 말함

 가로등주 구조

등기구
높이

H

1,0
00

직선형

암(arm)형

207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가로등주 종류(type별)

기본형(1등용)

Y형(2등용)

조명타워(pole)

통합주(조명등+교통신호등+표지판+CCTV)

☞ 도시미관을 위해 교차로 등에는 통합주 설치가 바람직하며, 설치전 유관기관간 사전협
의를 통해 기초 및 폴의 규격을 선정
208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가로등주 유형별 분류

■ 형태별 분류
▸직선형 : 암(arm)이 없는 등주의 상부에 등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타입으로
주로 공원조명용으로 많이 사용
▸암(arm)형 : 경계석 안쪽 보도에 위치한 등주와 등기구 사이의 연결 구조체인
암(arm)을 설치한 타입으로 주로 도로조명용으로 많이 사용
■ 단면별 분류
▸원형, 8각형, 6각형, 4각형 가로등주
☞ 서울시 주요도로에는 도로이정표, 기꽂이, 등주표찰 등 부착물의 고정이 용이하고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의 사유로 주로 원형 또는 8각형 등주를 많이 사용

■ 재료별 분류
▸철재 가로등주, 스테인레스 가로등주, 주철등주

가로등주 조건

(철제 가로등주에 한함)

■ 적용기준 : KS D 3600(철재 가로등주)에 적합해야 함
▸두께는 3.2㎜이상으로 이음매 없는 roll철판 사용
▸등주의 강도는 최대순간 60(m/s)의 풍압하중에 견디어야 함
☞ 8각형 가로등주의 단면고려 설계하중은 61(㎏/㎡) 이상

※ 관련근거 : 서울市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2012.3.)

209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1

가로등주 건주

가로등주와 기초 앵카볼트를 수직으로 체결, 와샤 및 너트로
고정하여 조명등기구를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는 공종임

가. 설치 기준 ☜도로기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2012.3월,서울시)
1. 조명기구는 정해진 설치 위치 및 각도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가로등주는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3. 가로등주의 암은 도로 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되도록 한다.
4. 가로등주와 등을 설치할 때는 방청보호막(도금, 도장 등)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5. 교량 및 고가도로 등 상시 진동이 발생되는 곳은 너트의 풀림 방지를 위하여
가로등주 고정에 사용되는 앙카볼트의 너트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고, 너트를
2개(이중너트) 사용한다.
6. 기초에 사용되는 앙카볼트 너트는 아연용융도금 및 스테인레스강을 사용한다.

나. 건주 작업준비
1. 건주작업 전 준비사항
- 보도 및 차도 부분점용에 따른 공사신고(구청, 관할경찰서)
- 작업투입전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5RP 및 TBM 실시
- 수시위험성평가 관련 준비상황 확인 등 자체 안전점검
2. 건주를 위한 자재 및 장비 준비
- 자재류 : 가로등주, 암(arm), 등기구, 주내용 배선 등
- 장비류 : 크레인, 기어렌치 등 각종공구
3. 사전 현장점검 및 확인사항
- 현장 구획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
-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신호수 배치
- 크레인장비 동선상 지장물(수목, 전력선 및 통신선 등)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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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로등주 건주 방법

등주 및 자재준비

▸가로등주, 암(arm), 등기구, 주내배선
▸공구류 준비

⇩
주내 배선 설치

▸등기구 ~ 안정기 연결용 배선 설치

⇩
암(arm)과 등기구 결합

▸암과 등기구간 연결볼트 조임

⇩
크레인 걸이용
로프 결속

▸로프 말단 훅(hook)를 안정기 부착면 안쪽으로 걸고
▸반대측 로프를 등주 상부에 매듭으로 걸어
크레인장비 고리에 연결

⇩
등주 수직 인상

▸크레인장비로 등주를 수직으로 인상하여 경계석
안쪽에 기 설치된 가로등기초로 이동

⇩
등주베이스와
기초앵커볼트 체결

▸등주베이스 홀(hole)을 기초 앵커볼트에 맞게
수직으로 내려 안착

⇩
와셔 및 너트 채움

▸기초 앵커볼트에 와셔 및 너트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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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주 건주 작업사진

1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

등주 및 자재 준비

3

주내용 배선 설치

4

암 및 등기구 결합설치

5

크레인 걸이용 로프 결속

6

가로등주 수직 인상

7

등주 베이스와 기초앵커볼트 체결

8

와샤 및 너트 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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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시 유의사항
Check Point

‣ 크레인 장비의 동선을 고려, 작업반경내 지장물(수목, 가공케이블 등) 저촉 여부 확인
‣ 등주 수직 인상시 등주 낙하사고 예방을 위한 로프 및 걸고리(hook) 불량여부 확인
- 베이스플레이트 홀(hole)과 기초앵커볼트간 체결을 위한 등주하부 작업인원 안전확보
‣ 등기구 및 배선 이상여부 사전확인을 통한 건주이후 버킷탑승 점검 등 불요불급한
상황초래 예방
‣ 등기구 및 암 고정을 위한 볼트 등 조임상태를 재확인하여 진동 및 풍압하중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2

가로등 건주후 점검
가로등주 건주 완료후 설치상태 및 정상 점등 여부 등을
점검하여 도로조명 기능확보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가. 건주후 점검

가로등주 경사 여부 확인

선로 절연저항 측정

점등상태 점검(격등회로 점검 및 휘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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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시 유의사항
Check Point

‣ 선로 절연불량으로 인한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절연저항 측정
- 가로등 공급전압(220V)에 대해 확보 절연저항 기준은 최소 0.2㏁이상 확인
☞ 단, 신설시에는 1㏁이상이 바람직함
※ 관련근거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2조(저압전로의 절연성능)

‣ 도로조명설비 설치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휘도측정
- 적절한 노면휘도 유지 및 균일분포 등 여부를 장비(평면휘도계)로 측정관리
- 도로의 종류에 따라 도로조명등급이 M2인 자동차전용도로 및 주요간선도로는
평균노면휘도가 최소 1.5(cd/㎡)이상 유지되어야 함
☞ 휘도측정부분은 발주부서에 따라 가로등공사 도급금액에 반영 또는 미반영 되어짐
※ 별첨 : 휘도측정방법
다. 안전사고 사례
‣ ○○○ 가로등 개량공사 건주를 위해 등주를 크레인으로 인상하던 중 훅크와 연결된
로프 불량으로 가로등주가 차도측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음. 다행히 통행중인
차량을 피해 도로면으로 떨어져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질주하던 차량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사고 등 2차사고를 유발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됨
‣ 왕복5차선 도로인 ○○로 가로등 개량공사 중 5차선측에서 등주를 인상하여
등주기초를 향해 크레인 붐대를 회전시키던 조작원의 부주의로 2차선에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던 버스의 후미 상부측과 충돌사고 발생

라. 기타(all Check Point)

‣ 가로등 건주공사는 특성상 작업반경이 보도 및 차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써,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한 보행시민 불편 초래 및 각종 안전사고 개연성 상존하여

‣ 가로등주 건주작업을 위한 기계장비(크레인) 운영시 보행시민 안전사고 및 통행차량
접촉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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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케이블 설치 및 접속

22

『케이블 설치 및 접속』이란 수전점과 가로등 사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線路, 전선관)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케이블을 가로등에 연결
하는 것을 말함.

 케이블 설치 및 접속

주내배선

(케이블 포설 및 입선)

리드선

주간선

(케이블 접속)

시공예시

서울시 도로기전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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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설치 및 접속 순서

자재입고 및 검수

▸규격, 수량, 제작사, 제작년도 확인
▸주요 자재승인서

⇩

케이블 풀링

▸가로등 경간별에 맞게 케이블 재단

⇩

케이블 입선

▸전선관 안으로 케이블을 포설

⇩

케이블 접속

▸주간선에서 분기회로 등주내 배선의 접속
▸압착단자,볼트&너트,접속함

⇩

절연저항 측정

▸선로 케이블의 절연상태 및 접속상태 확인
▸절연저항계

216

서울시설공단

품질시공관리기준

케이블 종류 및 기준
■ 주간선 : 분전함에서 각 등주에 연결되는 선로 케이블로서 신축성이 좋은

연선을 사용, 최소 굵기는 6㎟이상으로 하고 최대 굵기는 시공성
을 감안하여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CV전선을 사용
■ 리드선 : 주간선에서 분기하여 안정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을 말하며

리드선의 길이는 1000㎜ 이내로 하고 굵기는 CV4㎟X1C 이상
연선 사용
■ 등주내배선 : 안정기로부터 등기구에 연결되는 배선을 말하며 등주내 굴곡

부분의 안전을 위하여 CV2.5㎟X2C이상 케이블을 사용

케이블 굵기 선정
■ 분전함으로부터 각 등주간 연결하는 케이블 규격에 대한 고려 일반구내
전기설비에서의 케이블 규격은 케이블의 허용전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로등 부하는 부하용량에 비해 선로길이가 긴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가로등 선로의 전선 Size는 허용전류에 의한 선택
보다 전압강하 계산에 의해서 결정해야 된다.그러나 조명탑이나 경관조명등
밀집부하인 경우는 전선의 허용전류도 감안하여 결정

※ 단상2선식
e

=

전압강하 계산식(간이식)은 다음과 같다.

0.0356

IL
A

[V]

e : 전압강하[V]
A : 전선단면적[㎟]
L : 선로 경간거리[m]
I : 선로전류[A]
단, 온도 20℃ 상태이며,cable Reactance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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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케이블 규격
■ 적용규격 : KS C IEC 60502-(0.6/1kV 가교 폴리에텔렌 절연 난연
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에 적합해야 함
▸공칭단면적(도체) 6㎟이상으로 연선을 사용

(예시) LS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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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케이블 접속시 착안사항
1. 전선 및 연접접지선은 같은 전선관내에 배선한다.
2. 배선이 관로 내에서 접속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침수예상 지역에서는 안정기 입력선 및 출력선 접속 부위가 침수되지
않도록 높게 설치한다.
4. 주간선 접속시는 절연점검 및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터미널
Lug(압착단자)를 사용하여 접속하고 절연처리(고무테이프+절연테이프
+열수축튜브(보강)를 한다.

(예시) 케이블 접속

(예시)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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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시공공사

23

분수(Fountain)는 공공광장이나 공원 등의 미관을 좋게 하고, 이용객들
로 하여금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설치하는 물 뿜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분수 연출은 물을 내뿜는 분수(噴水),

물이 흐르는 유수(流水), 물이

떨어지는 낙수(落水), 물을 머금는 유수(留水)의 4가지를 기본으로 한
다.

< 벽천분수 >

< 연못분수 >

< 바닥분수 >

< 음악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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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시공 전 검토사항
Check point

‣ 현장에 설치하려고 하는 분수 형식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된 분수에 맞는 펌프 형식, 유량, 양정 등 확인하여야 한다.
ex) Submersible pump 유량(750LPM) x 양정(15H) x 동력(5Hp)

‣ 설치되는 자재(배관, 볼트, 너트, 밸브, 노즐 등)는 물에 항시 잠겨있어서
스텐인레스용을 우선 사용한다.
‣ 동절기 퇴수작업을 고려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수설비 물 흐름도 및 계통도

< 분수 물 흐름도 >

< 분수설비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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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 파 기
분수 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 지장물(수도, 전기, 가스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굴착한다. 지장물에 따른 유관기관(수도사업소,
가스회사, 한전 등)에게 현장 입회요청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터파기 시 현장대리인은 상주가 필요하며, 주변에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실시

2

배관설치 및 용접
도면에 명기된 배관위치, 크기, 두께를 확인하고, 배관을 재단하여
설치한다. 동절기 퇴수작업을 감안하여 적절한 배관기울기로
배관을 설치하고, 드레인밸브을 배관 하단에 설치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스텐인리스배관 용접 시 용접부위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색을 실시한다.

3

헤드설치
분수설비 전체에 물이 적절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헤드를
구성하여 설치한다. 적절한 배관 기울기를 주어 설치하고, 캐노
피(Canopy)는 물이 균일하게 분출될 수 있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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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즐설치
분수노즐은 솔레노이드 박스에 고정하여 움직이지 않게 설치
하고, 솔레노이드 설치방향을 확인하여 시공한다. 퇴수를 위하
여 적당한 배관 기울기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5

조명장치 설치
노즐 테두리에 끼워 LED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배선연결은
방수용 수중접속키트를 이용하여 연결하여 누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6

펌프 설치
분수에 사용되는 펌프는 수중펌프(Submersible Pump)로
펌프와 배관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고,
펌프지지대는 스텐자재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7

제어반 설치
분수 가동용 제어반은 도면에 표기된 사양되로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절연저항계 등을 이용하여 누전, 절연 상태 등을
확인한다. 제어반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분수설비는 대부분 공원, 광장 등에 설치되므로 제어반으로 케이블 인입 후 구멍을 내화충진재로 막는다.
⇒ 개미, 유충 등으로부터 케이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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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분수시공이 완료된 후 수조에 물을 받아 펌프, 조명장치 등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실시한다. 먼저 제어반에서 자동운전

⇒

수동운전 순으로 작동시키고, 노즐 분사량, 절연상태, 펌프 소
음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강관용접과 스텐인리스(STS) 용접 비교
강관용접

‣ 전류가 흐르는 물체를 상호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발열현상으로 매우 높은 열을
이용하는 용접으로 가장 일반적인 전기용접을 말한다.

스텐인리스(STS) 용접

‣ 대부분 불활성가스인 알곤(Ar)을 이용하여 용접하므로 알곤용접으로 통용되고 있다.
‣ TIG용접(Tunsten Inter Gas Arc Welding)과 MIG용접(Metal Inter Gas
Arc Welding)이 있다. 보통 STS용접은 TIG용접을 많이 사용되고, MIG용접은
두꺼운 STS용접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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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시 안전확인사항
Check point

‣ 작업 전·후 점검사항
◦작업장 주위의 인화성, 발화성, 가연설 물질 제거
◦안전화, 보안면, 보안경, 방진마스크, 용접앞치마, 용접용 가죽장갑, 각반을
착용
◦습도가 높은 장소, 철골·철판 위 장소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 설치
◦용접기 외함의 접지 여부 확인
◦교류아크용접기 자동전격방지기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불연성 불티받이포, 소화기, 물통, 모래주머니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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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펌프장 수중펌프 설치 공사

빗물펌프장이란 장마나 우기시에 하천으로 유입되는 물량이 많아 자연배
수가 안될 경우 빗물펌프장에 물을 모이게하여 강제적으로 펌프를 가동
하여 하천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을 한다
 빗물펌프장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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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프의 종류와 특성

펌프설치 전 검토 사항
■ 펌프 제작승인도서와 발주서 상호 일치 여부 검토
▸펌프 규격, 치수 등 발주서와 제작도서와 일치하는지 검토
■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설치전 상호검토
▸펌프설치전 토목, 건축, 전기 등과 공정회의를 수시 진행하여 각 분야별
검토사항 및 문제점 협의
■ 빗물펌프장 설치계획서 검토
▸펌프설치전 제작 업체에게 설치계획서를 접수하여 설치방법 및 안전
관리사항에 대해 사전 검토
※ 빗물펌프장 업무 프로세서
ㅇ 제작도서 검토․승인 ⇒ 공장검수 ⇒ 설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승인
⇒ 장비 운반 및 반입 ⇒ 설치 전 안전교육 실시 ⇒ 설치 ⇒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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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순 서

① 공장검수

④ 밸브류 설치

② 반입 및 운반

⑤ 펌프배관 설치

③ 수중펌프 설치

⑥ 설치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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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및 밸브류 공장 검수

현장 설치전 공장을 방문하여 성능시험, 치수검사, 도장검사
시험성적서등을 검사하여 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공종

가. 펌프 및 밸브류 공장 검사
검사 사례

내

용

[ 회의 및 관련서류 검토 ]
◦ 공장 제품검수 전 관계자 회의 및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토의 실시

[ 제품 외관검사, 도막검사, 치수검사 실시 ]
◦ 제품이 제작승인도서와 부합하도록 제작하였는지
외관, 치수, 도막검사 등을 실시

[검수 시 유의사항]
‣ 도막측정 시 위치를 다양하게 측정하여 정확한 수치 확인
‣ 관의 치수 측정시 중심부에 측정자를 위치하여 측정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 펌프 토출 성능시험 ]
◦ 펌프를 성능시험 수조에 설치하여 펌프 시운전 실시

[검수 시 유의사항]
‣ 펌프 토출구 유량 육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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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례

내

용

[ 펌프 성능시험 측정결과 확인 ]
◦ 펌프 시운전 성능시험시 압력계, 유량 등을 확인

[검수 시 유의사항]
‣ 펌프 토출측에 설치되어있는 압력계과 유량계를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 펌프 성능시험 측정결과 확인 ]
◦ 펌프 시운전 성능시험시 모터 부하전류, 전압, 효율
등을 확인

[검수 시 유의사항]
‣ 시험성적서와 계측기의 부하전류, 전압, 효율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밸브 디스크 동작 시험 ]
◦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디스코 동작 시험

[검수 시 유의사항]
‣ 밸브 디스크 유량 흐름에 따른 정․역 방향 확인
‣ 동작시험은 3회이상 실시하여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 밸브 내압 시험 확인 ]
◦ 밸브를 수압시험기에 설치하여 내압기준 적합여부
확인

[검수 시 유의사항]
‣ 밸브 몸통내압기준 : 2.06Mpa 압력으로 3분이상 테스트를
실시하여 누설부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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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및 운반
펌프 현장설치를 위한 반입 및 운반, 하차를 시행하는 공종
으로 펌프가 중량물임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가. 펌프 반입 및 운반
설치 사례

내

용

[ 장비 반입전 안전교육 ]
◦ 펌프 현장반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 반입전 현장 확인사항]
‣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5RP 및 TBM 실시
‣ 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신호수 배치
‣ 수시위험성평가 관련 준비상황 등 자체 안전점검

[ 장비 현장반입 ]
◦ 펌프 및 밸브류 현장 반입

[반입 시 유의사항]
‣ 보행시민안전 안전사고 및 통행차량 접촉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철저히
한다

[ 장비 인양 ]
◦ 펌프 및 밸브류 현장설치를 위한 인양 작업

[인양 시 안전 유의사항]
‣ 작업시 반드시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 장비이동 및 설치시 와이어로프와 크램프의 체결상태를
확인하며, 크레인 작업시는 신호에 의해 작업 실시
‣ 후크 해지장치는 항상 부착되었는지 확인
‣ 물건 중심부에 훅을 위치시켜 확인한 후 권상한다
‣ 크레인 작업반경내에는 사람의 접근을 금하며, 작업자
머리위나 통로위에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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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설치
수중펌프 설치는 진동 발생 및 밸브, 배관 등 연결을
고려하여 정확히 결합하고, 중량물이므로 운반 및 설치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가. 수중펌프 설치
설치 사례

내

용

[ 컬럼파이프 설치 ]
◦ 펌프 컬럼파이프를 흡수정에 설치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중량물을 운반, 설치하는 공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

[ T관 설치 ]
◦ 펌프와 토출배관을 연결하는 T관을 설치하고
조립하는 공정

[설치 시 유의사항]
‣ 중량물을 운반, 설치하는 공종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 수중펌프 설치 ]
◦ 수중펌프를 컬럼파이프에 삽입하여 설치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펌프장 바닥 레벨과 컬럼파이프 중심부 정확히 위치하도록
측정 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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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사례

내

용

[ 펌프 지지대 앙카 작업 ]
◦ 펌프를 바닥에 고정하기 위한 앙카 볼트를 체결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펌프의 진동을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위해 앙카볼트를
단단히 고정한다

[ 펌프 지지대 레벨 확인 ]
◦ 펌프 정확한 수평수직을 확인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수평․수직레벨기를 이용하여 앙카 체결 부위 전체를
측정하여 오치를 최소화한다

[ 펌프패드 설치 ]
◦ 펌프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패드를 설치하는
공정

[설치 시 유의사항]
‣ 무수축 몰탈로 타설하고 기포 발생 및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 펌프 상부 카바 설치 ]
◦ 펌프 외관 설치 마무리 공정으로 펌프 상부 덮개를
설치하는 공정

[설치 시 유의사항]
‣ 컬럼파이프와 상부덮개를 앙카와 볼트로 견고히 설치하고
앙카작업시 대각선으로 양쪽에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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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류 설치
펌프와 배관을 연결하는 밸브류를 설치하는 공정으로 밸브
의 방향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가. 밸브류 설치
설치 사례

내

용

[ 밸브설치 유량 방향 태크 확인

]

◦ 밸브 설치전 반드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밸브 설치
태크 확인

[설치 시 유의사항]
‣ 밸브 제조사별로 밸브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납품시 제조사
에서 제공하는 설치태그를 확인후 설치한다.

[ 버터플라이밸브 설치 ]
◦ 펌프의 유량을 조절할수 있는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는 공정

[설치 시 유의사항]
‣ 밸브류 설치위치를 확인한후 설치
◦ 펌프 ⇒ 단관 ⇒ 체크밸브⇒ 신축관 ⇒ 단관
⇒버터플라이밸브 순으로 설치
◦ 체크밸브와 버터플라이밸브는 상호간 디스크가
간섭받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신축관 설치 및 조립 ]
◦ 펌프의 길이조절 및 충격을 흡수할수 있는 신축관을
설치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신축관은 단관 배관의 여유치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제조사에게 신축관 여유치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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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사례

내

용

[ 패킹 및 앙카볼트 체결 ]
◦ 밸브류 및 배관를 연결하는 패킹 및 앙카볼트를
체결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패킹 설치시 반드시 플랜지 규격에 맞는 패킹을 사용하고
설치 중 패킹이 씹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패킹 설치시 반드시 플랜지 규격에 맞는 패킹을 사용하고
설치 중 패킹이 씹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체크밸브 설치 ]
◦ 유량 역류를 방지할수 있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체크밸브 설치시 밸브에 표시된 유량의 방향 확인 후 설치한다
‣ 펌프장 벽체 등 밸브 조작기 작동범위에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 후 설치

[ 밸브류 가지지대 설치 ]
◦ 밸브 진동 및 원활한 유량 제어를 위하여 하단에
가지지대를 설치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밸브 다리와 가지지대 접합시 용접으로 고정하고 바닥에
앙카볼트로 고정한다

[ 밸브 패드 설치 ]
◦ 밸브 가지지대 설치후 마무리 작업으로 밸브를
견고히 고정하는 공정

[설치 시 유의사항]
‣ 패드의 형상은 유지보수시 밸브 해체를 원활히 하기위해
플랜지하단에서 20cm이상 이격거리 확보한다
‣ 밸브와 패드의 체결을 위하여 밸브 다리 끝단에서 약 10cm
정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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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펌프배관 설치
펌프 설치 마지막 공정으로 펌프와 밸브를 연결하는 배관
작업으로 진동 및 누수에 주의하여 작업을 시행한다

가. 펌프배관설치
설치 사례

내
[ 펌프단관 용접 및 제단

용
]

◦ 펌프와 밸브를 온전히 체결하기 위해서 단관를
치수에 맞게 제단하고 용접하는 작업

[설치 시 유의사항]
‣ 산소절단 및 아크용접기 사용시 주의에 소화기를 배치
‣ 불꽃이 역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역화방지기를
설치한다
‣ 배관 절단시 불티 비산 방향을 확인하여 불티방지 차단판을
설치한다
‣ 절단기는 안전커버 및 벨트덮개가 견고하게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 펌프단관 플랜지 부착 ]
◦ 펌프와 밸브를 연결하기 위해 단관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펌프와 밸브의 플랜지 규격을 확인하여 동일한 규격의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 배관 패킹 및 앙카볼트 체결 ]
◦ 펌프, 밸브와 배관를 연결하는 공종

[설치 시 유의사항]
‣ 패킹 설치시 반드시 플랜지 규격에 맞는 패킹을 사용하고
설치 중 패킹이 씹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패킹 설치시 반드시 플랜지 규격에 맞는 패킹을 사용하고
설치 중 패킹이 씹히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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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후 검사
펌프설치 완료 후 설치상태를 검사하여 품질을 확인 하는
공종

가. 설치 후 검사
검사 사례

내

용

[ 펌프 설치상태 외관 검사 ]
◦ 펌프 설치 후 명판, 도장, 앙카 체결상태 등 외관
검사를 확인하는 공종

[검사 시 유의사항]
‣ 펌프 명판 및 압력계등 부속류의 상태 및 위치가 제대로
부착되었는지 확인한다

[ 밸브류 설치상태 검사]
◦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등 밸브류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공종

[검사 시 유의사항]
‣ 밸브류 조작기 주변에 조작에 방해요인이 있는 지장물이
있는지 확인한다
‣ 밸브류 조작시 디스크의 개폐여부 및 방향을 확인한다

[ 배관 및 밸브류 치수검사 ]
◦ 배관 및 밸브류 실측을 통해 설계도서와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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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목(교 목)

병 충 해 방 제

수목(교목) 병충해방제는 수목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병해와 충해에 대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하며 방제법에는 기계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화학적 방제, 임업적 방제 등이 있다.

1

방제 전 검토사항
가. 수목 반입시 자재검수 철저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1. 수세확인 및 정확한 피해 관찰
☞ 천공부, 충영, 곤충피해, 마름현상 및 전반적 수세 등 육안 관찰
2. 병해충명 진단 및 방제여부 판단 ←

이병목 반입금지

☞ 전문가 등 의견 조회 후 방제가능 여부 판단
3. 병충해 방제 계획 수립
☞ 적정시기,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현장 안전조치 등

나. 수목의 병 및 해충 종류
[ 병 종류 ]
구

분

종

류

비 고

·노균병, 흰녹가루병, 잘록병, 역병, 뿌리썩음병 ← 조균류
진균류

·잎오갈병, 흰가루병, 그을음병, 탄저병, 동고병, 피목지고병 ← 자낭균류
·녹병, 적성병, 떡병, 뿌리썩음병 ← 담자균류
※ 균사는 포자에서 발아, 식물의 조직에 기생, 영양 흡수 피해
·유조직병(부패반점, 잎마름, 궤양)

세균류

바이러스류

·물관부병(통도조직 침입)
·증생병(세포분열 자극, 혹 또는 암종)
·이상색상, 왜화, 괴저, 잎말림, 암종, 돌기, 기형 증상
·흡수성 해충에 의해 전염
·대추나무 천구소병, 뽕나무오갈병 ← 파이토플라스마

기

타

·소나무재선충, 뿌리썩이선충 ← 선충
·붉은겨우살이, 소나무오갈 겨우살이 ← 기생성 종자식물

[ 해충 종류 ]
구

분

종

류

식엽성 해충

흰불나방, 텐트나방, 잎벌레류, 솔나방, 회양목명나방 등

흡수성 해충

진딧물, 깍지벌레, 응애류, 방패벌레, 나무이, 파리류, 벌 등

천공성 해충

나무좀, 하늘소, 바구미, 비단벌레, 유리나방, 박쥐나방 등

충 영 해충

솔잎혹파리, 혹응애, 혹면충, 큰팽이나무이 등

2

비 고

방제 전 검토사항
다. 농 약 (화학적 방제법)
1. 특

징

☞ 정확한 효과 및 대량 사용이 가능하며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음
☞ 잘못된 사용시 약해 피해 또는 오히려 증식을 유발시킬 수도 있음
☞ 반복적 사용시 사용대상의 약에 대한 저항체 생성
2. 종
구

류
분

살 충 제
(살 비 제)
살 균 제

종

류

비 고

접촉제, 훈증제, 침투성 살충제, 유인제, 보조제 등
⇒ 스미치온,디프록스,기계유제,메치온,아미트,펜프로 등

치료제, 직접살균제, 보호살균제, 종자소독제, 토양소독제 등
⇒ 다이센, 만코지브, 베노밀, 다코닐, 벤레이트, 톱신,포리옥신 등

호르몬제

선택성 제초제, 생장조절제 (개화,착색, 생장억제 등) 등

기 타 류

전착제

3. 농약 형태별 분류
구

분

종

류

비 고

유 제

유기용매에 녹인 액상의 형태로 물과 희석하여 사용

수화제

가루 형태로 물에 혼합하여 사용

분제, 입제, 액제
훈증제, 도포제

유제

가는 분말가루 형태, 입자가 큰 약제, 수용성 재료에 녹인 약제
기화가 되는 고체,액체,가스형태 약제. 연고형태 약제

수화제

분제

3

입제

도포제

시 공 순 서

□ 수목 피해 관찰
잎마름, 천공여부, 병징 등
☞ 병충해 원인 진단

□ 방제계획 수립
방제시기, 방법
장비 및 인력 배치 계획수립

□ 방제실시
일기확인 및 안전조치 후
작업시행

4

1

수목피해 관찰
수목 피해관찰은 병충해방제에 있어 가장 주요한 단계로
써 초기관찰에 따라 조기방제가 가능하여 병충해의 확산을
저감시킬 수 있다.

가. 관찰 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주기적 예방 관찰 ]
◦초기방제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관찰이 중요
◦반입 및 이식수목은 검수철저

[ 외부병징 관찰 ]
◦변색 : 흑반병, 갈반병, 흰가루병, 적성병, 녹병, 끄름병
◦천공 : 해충피해, 천공성갈반병,세균성천공병
◦창가 : 표면터짐, 부스름병
◦궤양 : 궤양병
◦위조 : 일부가 시들음, 뿌리썩음병, 재선충병, 자무늬병
◦괴사 : 세포조직이 죽음, 탄저병, 가지마름병, 임마름병, 지고병, 동고병
◦위축 : 생리적장애,오갈병,소엽병
◦비대 : 세포이상증식, 떡병,오갈병,혹병
◦부패, 분비, 모자이크 등

[ 병환부 표징 관찰 ]
◦균사체 : 흰가루병
◦균사속 : 뿌리섞음병
◦균핵 : 자낭균, 담자균
◦자좌 : 반엽고병, 갈반병
◦포자층 : 탄저병
◦자낭각 : 지고병, 동고병
◦버섯: 부후균의 버섯

[병충해 진단]
◦1차적 병징과 표징을 육안관찰
◦2차적 전문가 의견 수렴 (나무병원)

[감독 시 유의사항]
‣ 병충해명 진단에 따라 수목 반출 여부 결정
‣ 소나무는 반입시 재선충병 미감염증 확인필

5

2

방제계획 수립

병충해는 발견 즉시 조기구제가 원칙이며 계절적 요인 및 매개
충의 생활사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가. 방제계획
시공사례

내

용

[ 방제계획 수립 ]
◦대상
국지적 또는 대규모 등 대상과 면적 선정
◦시기
병충해 발생초기에 조기구제가 제1원칙
방제효과 최적기 판단 (매개충 등의 생활사 파악)
시급의 중요도를 따라 최대한 빠른 시기 결정
◦방법
병충해 종류에 따른 방제법 결정
피해범위에 따라 인력, 장비 투입 결정

[ 신규 식재 및 이식 수목 ]
◦수목굴취에 따라 초기 뿌리활착 시기까지
수세가 쇠약하여 병충해에 취약해지는 시기
◦사전 예방을 위한 약제 살포 필요 (살균제, 살충제)
◦추가적으로 수간주사, 액비 등 반영

[ 병충해가 발병한 수목 ]
◦초기에 약제살포로 조기 구제하여야 함
◦전염성이 강한 병 ☞ 가지제거, 굴취 및 소각 검토
※ 전염성이 강한 병충해
· 참나무시들음병
· 소나무좀
· 소나무재선충병
· 소나무솔잎혹파리

6

시공사례

내

용

[ 방제방법 ]
◦기계적 방제 – 포살법, 차단법, 유살법, 경운법
◦생물학적 방제 – 천적이용, 미생물 사용
(진딧물/무당벌레,고치벌/기생벌 등)
◦화학적 방제 – 화학적 약제사용
(살포, 도포, 훈증 등)

기계적 방제(직접 손으로 제거)

◦임업적 방제 – 수종 선정 , 식재 밀도, 입지선정 등

[감독 시 유의사항]
‣ 병충해 발생에 따라 빠른 조치가 우선적
‣ 주요한 사항은 사전 예방에 철저하여야 한다.
☞ 건강한 수목과 숲 관리
☞ 이식 및 신규 식재 수목은 예방방제 유의

생물학적 방제(진딧물/무당벌레)

생물학적 방제(고치벌/기생벌)

임업적 방제 (간벌 등)

7

3

방제실시 (화학적 방제법)
병충해 방제법 중 화학적 방제는 화학적 약제를 이용하여
병충해 구제하는 방법으로써 살충제, 살균제, 호르몬제, 생
장조절제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효과가 정확하고 빠른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통행 및 안전 사항]
◦차량 및 보행자 관련 시설물 설치
공사안내판, 교통시설물, 안전휀스 및 보행자 우회
안내판 등 작업전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교통신호수 배치

[방제전 사전조치]
◦일기 확인

사인보드 장착한 방제차량

강우, 강설시 또는 바람이 많은 경우 작업 제외
(방제효과 미흡)
◦약제 검수
설계서 내역 및 물량(약제 희석배율 확인)

[방제실시]
◦잎의 전후면 및 줄기 등에 살포
◦빗물처럼 떨어질만큼 흠뻑 적셔지도록 살포
◦필요시 전착제 사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깍지벌레 등
1차례로 방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실시

[감독 시 유의사항]
◦약제 희석시부터

충분한 방제실시(잎의 전후면, 수피 등)
8

마스크 등 작업자 안전보호구착용

4

소나무 재선충병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체내 선충이 수목으로 이동·증식, 조직을 막아 고사하는 병으
로써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어 발병시 100%로 고사하는 무서운
병으로‘소나무 에이즈’라 불린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피해 특징]
◦소나무, 해송, 잣나무 피해
◦1mm내외 선충. 매개충에 서식·이동 나무조직으로 침입,
도관의 수분,양분 이동 방해
◦재선충병을 보유한 솔수염 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매개충)가해 원인

소나무 재선충병 현미경 사진 솔수염 하늘소 가해 모습

[병징 및 표징]
◦병징
선충 증식으로 영양 및 수분 이동통로 막아
수세가 급속히 쇠약하여 100%고사
◦표징
솔잎이 우산살형태로 처지며 1개월내 잎전체가
적갈색으로 말라죽음

[방제법]
◦발견시 피해목 벌채, 수집 및 파쇄 (건축재 등 활용)
◦현재까지 치료약이 없어 예방방제를 실시

고사되고 있는 소나무숲

◦생육이 건전한 소나무에 예방방제 조치
- 나무주사(아마멕틴), 지상·항공 방제(티아클로프리드)

[감독 시 유의사항]
◦소나무 반입시 관할 지자체 발행 미감염확인증
반드시 확인후 반입

벌채하여 훈증한 모습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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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혹파리
솔잎혹파리가 소나무와 해송의 솔잎기부에 산란, 유충의 수액흡
수로 인해 수세가 쇠약하여 지는 충해로 피해충의 생활사를 이해
한 적정 방제가 필요하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피해 특징]
◦소나무, 해송에만 피해 (2엽만 가해)
◦솔잎기부에 충영, 유충의 수액흡수로 생장저해 및
수세악화
◦소나무에 기생하는 솔잎혹파리 원인

정상솔잎보다 짧은 피해 솔입
[병징 및 표징]
◦병징
잎이 말라 들어가고 수세가 쇠약해짐
◦표징
8월전후 짧은 솔잎
11월 지표면이 황색으로 변함(유충낙하)

[솔잎혹파리 생활사]
◦5월~7월에 토양속 성충 출현, 솔잎기부에 산란

솔잎기부의 유충모습

◦8월하순까지 유충이 수액흡수
◦10월이후 땅으로 낙하, 월동

[방제법]
◦6월 수간주사(포스팜) 또는 약제살포(펜치온유제) 등
◦4~5월 입제포설(이미다클로프리드)
◦천적방사 (솔잎혹파리먹좀벌,혹파리살이먹좀벌)

[감독 시 유의사항]
◦생활사에 적정하게 적기 방제토록 유의

피해가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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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좀
병충해 방제법 중 화학적 방제는 화학적 약제를 이용하여 병충해 구제
하는 방법으로써 살충제, 살균제, 호르몬제, 생장조절제 등의 종류가
있으며 효과가 정확하고 빠른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피해 특징]
◦소나무, 해송, 잣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등 소나무류
◦소나무 좀의 식해 피해
◦수피아래 가해 및 성충의 신초 피해
◦수피에 탈출공과 주변에 가해 잔해(톱밥) 볼 수 있음

소나무좀 성체, 식해피해

◦신초 부위 구멍, 구부러지는 신초

[소나무 좀 생활사]
◦3월(15도이상) 밑동 수피에 월동하던 성충 이동 및 산란
◦4~5월 유충이 줄기가해
◦6월 성충이 신초 가해후 늦가을에 월동처 이동

[방제법]
◦1~2월 벌채소나무를 세워 유도, 소각
◦5월이전 수세가 약한 나무 제거(산란처 제거)

수피 피해모습

◦3~4월 스미치온 수관전체 살포
◦천적방사 (솔잎혹파리먹좀벌,혹파리살이먹좀벌)

[감독 시 유의사항]
◦소나무 이식시 우선으로 들어오는 피해이므로
예방방제 실시

성충 천공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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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 시들음병
병충해 방제법 중 화학적 방제는 화학적 약제를 이용하여 병충해 구
제하는 방법으로써 살충제, 살균제, 호르몬제, 생장조절제 등의 종류
가 있으며 효과가 정확하고 빠른 장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피해 특징]
◦참나무류가 급속히 말라 죽는 병
◦매개충(광릉긴나무좀)과 병원균간 공생작용 원인
◦참나무류 전체 피해 (갈참,신갈,졸참 피해크다)

[병징 및 표징]
광릉긴나무좀 성체

◦병징
5월 상순,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 성충 침입
7월 하순, 한여름에 피해목이 빨갛게 시들면서
갑자기 말라 죽기시작
겨울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음
◦표징
고사목의 줄기,가지에 매개충의 침입공이 발견
주변 목재 배설물 분비

[방제법]
하부 목재배설물 분비흔적

◦벌채훈증, 벌채소각, 약제살포, 끈끈이 트랩 등

[감독 시 유의사항]
◦약제 희석시부터

벌채훈증 모습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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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홍날개 꽃매미
주홍날개꽃매미는 일명 ‘중국매미’로 불리기도 하며 울음소리가 없
는 매미로 이식목 등 수세가 약한 수목과 농작물을 집단으로 가해하여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하는 해충이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피해 특징]
◦가중, 벚나무, 소나무, 농작물 등 수세가 약하고
수피가 무른 수종 가해
◦집단으로 수피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으며 배설물이
수피를 덮어 그을음병 등 간접피해

주홍날개꽃매미 약충(좌), 성충(우)
[주홍날개꽃매미 생활사]
◦5월 알에서 부화하여 약충으로 수액 흡즙
◦6월이면 약충이 성충으로 탈피
◦7~11월 수목 집중 가해시기
◦10월 알의 형태로 산란, 월동

[방제법]
◦5~6월, 10월 방제 적기

알집 모습

◦스미치온, 메프, 코니도 등
◦월동기에 알집제거

[감독 시 유의사항]
◦수세가 약한 수목은 철저한 예찰 및 초기발생시
(약충) 방제 실시

분비물로 인한 수피 피해 모습
13

수목 병충해방제 잘못된 사례
수목 병충해 발생시 조기구제에 실패하는 경우 주변 수목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의 경우 감염목을 반입시 일대의 산림지대 전체가 고사하고, 이식목
등 수세가 약한 수목의 피해 방치시 조경수목의 가치저하 및 고사하게 되므로 철저한
예찰과 건강한 수목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방제작업전 작업자의 안전용품 착용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준비 후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감염된 제주지역 모습

국립공원 둘레길 참나무시들음병 피해현황

방제작업시 개인보호용품 미착용
⇒ 마스크 및 모자, 방제복 등 착용

교통신호수 없음 ⇒

※ 호흡 및 피부를 통한 약제피해 예방필요

작업자 안전 및 교통정리를 위한 교통신호수 배치 필요
14

1

수 목(교 목)

가 지 치 기

수목(교목) 가지치기는 조경수를 대상으로 수목의 양호한 생육과 크기와
형태 등의 수형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작업으로 조경수 유지관리에 중요한 작업 임

1

시공 전 검토사항
가. 수목의 고유수형
구분

주형

원통형

원추형

우산형

탑형

양버들,당개비자

측백, 사철

젓나무,가이즈까
삼나무,낙엽송

편백, 층층,
솔송

젓나무, 가문비,
히말라야시다

원개형

타원형

난형

배형

구형

녹나무

동백나무

가시나무

느티, 계수나무

반송

횡지형

포복형

수지형

만경형

피복형

단풍나무

눈향나무

능수버들

능소화, 등나무

가라목, 눈주목

수종
·
형태

구분

수종
·
형태

구분

수종
·
형태

나. 가지치기 시기
전정시기

내

용

비 고

춘기전정
(4~5월)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정기 1회

하기전정
(6~8월)

생장억제,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정기 1회

추기전정
(9~10월)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정기 1회

동기전정
(11~3월)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조절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 줄이기 등

※ 봄 중간과 초가을 <- 가지치기 유의
봄 중간 : 수액이 많아 쉽게 수피가 벗겨지거나 상처피해
초 가을 : 겨울준비로 양분저장 시기. 상처치유 지연 및 병해 감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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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다. 가지치기의 일반원칙
1) 고려사항
◦ 주변환경과 조화
◦ 수목 자체의 생리, 생태특성을 사전 파악한다.
◦ 각 가지별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 미관 유지

2) 일반원칙
◦ 고사지, 부러진 가지,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 제거

<전정대상 수목의 각 부위도>

◦ 무성한 가지, 지나치게 긴 가지 제거
◦ 수목의 주간은 하나로 자라도록 유도
◦ 평행지를 만들지 않아야 함
◦ 수형에 균형이 고려하여 도장지,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
◦ 동일 형태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 뿌리자람의 방향과 가지 유인을 고려
◦ 굵은 가지는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최대한
가깝게 가지를 자르거나 줄기 길이를 줄인다.
◦ 작은 가지 전정은 마디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3) 가지치기 요령
◦ 1번, 2번 제거 : 가지하중 먼저 전정, 수피 찢어짐 방지
◦ 3번 제거 : 3번선에서 바짝 자르되 지륭(가지밑살)은 남겨두기

4) 가지치기 유의할 수종
◦ 독일가문비, 히말라야시다, 벚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백목련, 백합나무 등
◦ 상처부위가 잘 아물지 않는 수종으로 최소한의 전정, 상처보호 처리에 유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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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 순 서

작업전 현장 조치
작업전 교통통제계획수립
작업잔 안전교육 등

수관청소
수형전체 지장이 되는 가지정리

수관솎아베기
수관밀도에 따라 잔가지 정리

수관 높이기
가로수 등은 통행을 고려 지하고 조절

상처보호 처리
살균제 등 약제처리

4

1

작업전 현장조치

가지치기(전정)을 위해서는 사전 견본전정 실시 및
작업전 안전조치를 우선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견본전정 실시 ]
◦수종별, 현장여건별 필요시 사전 견본전정을
실시한다. (가로수, 주요수목, 다수인 경우 등)
◦전정 목적, 지엽 생장량, 밀도 등 조사하여 전정
방법 결정
- 전정의 목적구분 팔요
: 생육조절, 수형정비, 솎음 전정 등
- 수관밀도
: 일반적으로 전체밀도의 1/3 내외 제거
- 생장이 왕성한 유목은 강정, 노목은 약정
◦강정 :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짐
◦약정 : 전정의 효과가 미흡

[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사전 조치 ]
◦가로수 전정시 하부 보행인 통행조치 처리
(보행안전도우미 및 장비 유도수 배치)
◦도로 사용시 사전 교통통제계획 수립
◦도로변 차량우회 표지판 등 교통시설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사전 현장 안전유의 사항]
‣ 부지 내로 작업자외 시민들의 이용통제 처리
‣ 고소작업으로 작업자 안전띠 착용후 작업 실시
‣ 잘린 가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되므로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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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관청소 및 수관 솎아 베기
수관청소란 고사지, 부러진 가지, 병든 가지, 교차지, 맹
아지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말하며 수관 솎아베기는 가지가
많이 발달한 수목의 수관청소후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수관청소 ]
◦ 전정 후 통풍과 햇빛이 잘 통하게 하여 추후
병충해가 적도록 함이 목적
◦ 고사지, 역지, 맹아지 등을 잘라낸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작업시 고사지, 병든가지, 부러진 가지 순으로
우선 시행

[수관 솎아 베기]
◦가지가 많은 부분을 솎아낸다.
◦직경 5cm미만의 가지 제거
◦수관밀도의 1/3 가량 제거함이 적정

[시공 시 유의사항]
‣ 수관의 상부에서 시작 아랫방향으로 가지 제거

[안전유의 사항]
‣ 절단된 가지는 바로 외부반출 처리하여 시민안전 및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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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관 높이기

수관 높이기는 보행자,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수목의 지하고를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지하고 조절]
◦가로변 또는 인접한 수목 대상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이 목적
◦하부가지를 전정하고 보행시 불편이 없도록
절단부위를 매끈하게 처리
- 일반적으로 지하고 2m정도에서 조절
- 수고가 5m일 때부터 지하고 결정 필요
※지하고란
지표면에서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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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촉전지

저촉전지란 전선기능 저해, 도로표지판 시야차단 등 타기능에
방해되어 키를 낮추거나 가지를 제거하는 전정작업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타기능의 저촉시]
◦가로변 전선 및 전신주 주변
: 전류흐름에 방해, 화재우려
◦도로표지판 시야 차단시
: 교통표지판 인지 유도
◦차량 통행 방해시
: 화물차량 등 차고를 고려한 하부가지 전정

[전정 형태]
◦측면부 절반의 전정
◦일부 해당부위만 전정 (간판 시야확보)
◦두목작업 (좌측사진)
원줄기만을 살려두고 상부 모든가지를 잘라냄

8

5

상처보호 처리

전정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가지의 절단부는 병충해 침입
및 부후 방지를 위해 상처보호 처리하여야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전정부위 처리]
◦전정으로 발생한 노출부위는 목재부후균과
천공충 공격에 취약, 상처도포제 처리 필요
◦작은가지는 형성층 조직이 1년이내 감싸지고
5cm이상의 가지는 3년이상이 소요되므로
지속적 방부제 도포

[처리약제]
◦톱신페이스트(지오판도포제) 등 도포제 사용
◦도포식, 스프레이식으로 살균효과
◦페인트, 코레오소트, 콜타르 도포금지

[시공 시 유의사항]
‣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뒤 두께감이 있도록 도포

9

수목 가지치기 잘못된 사례

수형조절을 위해 시행하는 가지치기시 수종고유의 수형을 고려하지 않고 전정하는
사례와 기본적 가지치기 방법을 고려치 않은 사례로 수목고유 수형 유지를 하지
못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2차적으로는 병충해에 노출되어 수세가 쇠약하여 질 수 있다.

(1) 지피융기선 올바른 전정으로 유합조직이
고루 형성됨
(2),(3),(4)지피융기선, 가지 밑살이 제거되어
유합이 지연됨

지피융기선 제거로 동공피해

무분별한 상단전정으로 수형훼손,감염우려

가지부를 남긴 전정으로 유합조직 형성 저해됨

10

돌 쌓 기

돌쌓기란 주택단지, 공원, 사찰, 지당 등 다양한 시설물의 벽, 옹벽, 경관벽, 호안벽 등을
축조할 때 적용되는 구조물이다. 돌쌓기는 사면 토사 유실 방지용으로도 사용되며 자연석,
견치석, 깬돌 등 다양한 석재를 활용하여 경관미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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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전 검토사항
가. 규준틀과 비계
가. 규준틀과 비계
1) 돌쌓기의 설치준비
◦ 돌쌓기용 재료, 비계발판 설치, 거푸집 및 아치, 인방돌의 지지틀 가설, 규준틀 설치,

석재운반 설비 등 설치 준비
◦ 돌쌓기 높이에 따라 전면에 비계를 가설하여 작업 편의도모

2) 비계발판
◦ 쌍줄비계로 돌의 중량을 견딜 수 있게 견고히 설치하고, 발판 나비는 목도 운반을

고려하여 1.8~3.5m로 만듦.

나. 쌓기준비
◦ 필요한 규격으로 다듬고, 돌의 오물 제거, 찰쌓기의 경우는 돌표면에 물뿌리기
◦ 석재는 등짐, 지게로 운반하여 쌓기 장소 인접 배치
◦ 기구 운반시 돌모서리가 부서지지 않게 조심히 다루고, 내릴 때에는 바닥에 널재, 각재,

거적을 깔아 재료의 손상을 최소화

다. 돌쌓기의 안전성
◦ 석축의 침하,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위해 수압과 담수를 고려하여 배수를 철저히

하고, 지반 안정을 위한 사전 조치를 한다.
◦ 기초를 견고히 하고, 큰 돌을 하층에 순차적으로 작은 돌을 쌓아올려 안전성을

높인다.
◦ 돌쌓는 방향은 작용력과 직각이 되게 하고, 줄눈은 파상접합(막힌줄눈)이 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통줄눈은 하중이 한 곳에 몰리고 막힌줄눈은 하중이 분산되므로 배수에
유의한다.
◦ 토압을 줄이기 위해 잡석(Ø15cm 이하), 모래 섞인 자갈로 뒤채움을 한다.
◦ 찰쌓기시에는 돌 사이에 알맞은 모르타르를 만들어(1:3) 빈틈없이 채워야 한다.

라. 작업과 작업량
1) 일반적인 돌쌓기 요령
◦ 돌 설치는 모서리, 중간 지점에 규준돌의 위치를 정하고, 규준실을 따라 쌓아간다.

2) 작업량
◦ 1일당 1~1.2m 정도의 높이 이하로 하고, 중단시에는 계단상 형태로 남겨둔다.

3) 줄눈치기
◦ 돌쌓기시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12mm 정도의 깊이로 줄눈파기를 하고, 1:1의

모르타르(1:2 or 1:3)를 만들어 치장줄눈을 만든다. 줄눈 두께는 9~12mm 정도가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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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쌓기의 방식과 공법
경사도 1:1보다 완만한 경우는 돌붙임, 이보다 경사도가 급한 경우 돌쌓기라 한다.
돌쌓기는 메쌓기와 찰쌓기로 나뉘며, 석재 종류별로 견치돌, 깬돌, 깬잡석, 조약돌, 마름돌
(절석) 쌓기 등이 있다.
물구멍은 지름 3~6cm인 PVC 파이프를 깊게 꽂아, 뒷면 배수처리구와 연결시키며
2~3㎡당 1개 이상 설치한다.

가. 메쌓기
모르타르가 아닌 돌과 흙을 섞어 쌓은 뒤에 흙으로 뒤채움을 한다.
높이는 2m 이하의 석축에 적용하는데 1m 높이까지는 수직 쌓기, 1~2m까지는 10~20°
기울어지게 비스듬히 쌓아 완성한다. 조약돌(호박돌), 깬돌을 석축 2m 높이로 쌓을 때에는
공극에 돌을 고임하며, 돌과 돌 사이에 공간이 형성되므로 배수구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나. 찰쌓기
모르타르로 석재를 접착시키고, 뒷면에는 투수성이 좋은 골재(잡석, 자갈 등)을 채워 넣
고, 중간에 배수구멍을 만들어 석벽 뒤에 조성된 배수구와 서로 연결시킨다.
돌쌓기의 표준경사는 일반적으로 쌓기높이의 최대값을 취하여, 표준 뒷길이 상단부
에서부터 적용한다.(상단 갓석의 나비는 20cm 이상인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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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돌쌓기와 마름돌쌓기

가. 막돌쌓기
조면석, 호박돌, 막돌(잡석, 기타) 등을 사용하여 맞댄 면을 다듬지 않거나 평날 망치로 어림
다듬기하여 허튼 줄눈이 되게 양회, 모르타르로 돌 사이를 사춤하면서 쌓는다. 일반적으로
하부에는 큰 돌을 모서리돌은 면의 것보다 튼 돌을 배치하여 외관상 안정감있게 쌓는다.

나. 마름돌쌓기
돌면이나 맞댐면을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하여 줄눈을 바르게 쌓는 방법이다.
돌면은 깬 면으로 다듬거나, 맞댐면은 메따기, 평날망치따기 등의 어림따기를 하여 쌓기도 한다.
다듬돌(정다듬, 잔다듬)을 쌓을 때에는 줄눈은 수평수직으로 바르게 하거나 일정한
빗줄눈이 되게 한다.

다. 치장줄눈과 작업
줄눈은 의장에 따라 통줄눈, 막힌줄눈으로 하고, 나비와 돌면의 마무리 정도가 곱고 세밀
할수록 좁게 하고, 거칠수록 넓게 한다.
줄눈은 평줄눈, 민줄눈, 둥근줄눈, 빗줄눈, 내민줄눈 등을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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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석축옹벽의 일종으로 사용석재의 중량과 배면의 토압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물로 비탈면 보호, 흙막이, 토사붕괴방지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높이가 낮고 기초지반이 양호한 지역에 사용한다.
지반구조체로서의 기능이 덜 요구되는 장소에서는 다양한 돌쌓기의 감각적 표현과 석재의
표면가공을 통하여 미적 표현을 할 수 있으므로 경관요소로서의 효과가 크다.
석축의 방법은 전통적인 구분방식인 채움방식에 따라 찰쌓기와 메쌓기로, 사용재료에 따라
견치석쌓기, 장대석쌓기, 성돌쌓기, 첩석쌓기, 자연석쌓기로 나뉜다.

나. 재료
- 석축은 견치돌, 야면석, 깬돌이나 깬잡석을 이용하여 축석하며, 견치돌이 주료 사용된다.
- 견치돌의 크기가 다르면 석축구조가 약해지므로 가급적 크기가 고르며, 큰 것이 유리하다.

돌쌓기의 개수 및 중량의 표준[㎡]
종 별 단 위
뒷고임 길이(면크기)[cm]
개
25(17×17)
kg
개
30(20×20)
kg
개
35(25×25)
kg
개
40(30×30)
kg
개
55(35×35)
kg
개
60(40×40)
kg
개
75(50×50)
kg

견치돌

깬돌 및 깬잡석

야면석

32

33

-

192
23

132
24

28

368
16

264
17

420
23

480
11

340
12

575
19

627
6

480
9

880
11

752
6

540
6

1,100
-

822
4

540
4

-

1,028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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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준기울기
석축옹벽의 일종으로 사용하는 석재의 중량과 배면의 토압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성을
유지하고, 돌쌓기의 표면은 경사지게 쌓아야 하며, 석축의 전면기울기는 쌓기공법의 종류,
배면의 토사, 그리고 석축 높이에 따라 달라지게 되므로 높이에 따른 수평길이의 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메 쌓 기
찰 쌓 기

석축높이 1.5m까지

3.0m까지

5.0m까지

7.0m까지

7.0m이상

절 토

1 : 0.25

1 : 0.30

1 : 0.35

1 : 0.40

1 : 0.40

성 토

1 : 0.30

1 : 0.35

1 : 0.40

1 : 0.45

1 : 0.50

절 토

1 : 0.20

1 : 0.25

1 : 0.30

1 : 0.35

1 : 0.40

성 토

1 : 0.25

1 : 0.30

1 : 0.35

1 : 0.40

1 : 0.45

라. 쌓기공법
- 쌓기공법은 줄눈의 형상에 따라 골(마름모)쌓기, 켜(바른층)쌓기로 나누어지는데,
켜쌓기는 벽돌쌓기의 경우처럼 보기는 좋으나 돌의 크기가 균일해야 하며, 비교적
강도가 약하므로 높은 곳에는 부적당하고, 골쌓기는 줄눈으로 파상으로 골을 지어가며
쌓는 것으로 축석이 용이하고 강도가 높지만 미관적 효과는 높지 않다.

골쌓기(마름모쌓기)

켜쌓기(바른층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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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지반다짐(물다짐 또는 장비다짐)

기초잡석 포설 및 다짐
수형전체 지장이 되는 가지정리

석축 쌓기
수관밀도에 따라 잔가지 정리

천단 작업
가로수 등은 통행을 고려 지하고 조절

물구멍 및 메지처리
살균제 등 약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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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터파기 및 준비작업
기초는 석축의 안전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이며, 기초의
깊이는 해당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70cm
이상으로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현장측량 및 터파기 ]
◦석축쌓기 할 구간 좌표측량을 하여 계획선 형태로
터파기를 실시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보다 깊어야 하며 최소 70cm 이상으로
한다.

[물다짐]
◦석축 터파기구간에 충분한 물다짐을 해준다

[지반 다짐]
◦물이 더 이상 스미지 않는 상태에서 진동롤러로
골고루 다짐작업을 한다.
◦면적이 좁아 진동롤러 다짐이 곤란한 경우 소형 진동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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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설치
석축의 기초는 잡석기초 , 콘크리트 기초, 말뚝기초, 침목
기초, 사다리기초가 사용되고 있다. 잡석기초는 메쌓기,
콘크리트 기초는 찰쌓기 기초로 사용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잡석포설 ]
◦잡석 기초 포설

[레미콘 타설]
◦돌쌓기의 구배가 1:0.3이므로 기초 전면보다 배면이
낮게 레미콘을 타설한다.
◦전면 30cm, 배면 20cm의 두께로 경사를 준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전면보다 배면이 낮게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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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쌓기
비탈면에 맞추어 설치한 기준틀에 수평으로 줄을 띄워 돌쌓기
준비작업을 하며, 작업에 필요한 석재에 붙은 먼지, 오물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돌 놓기]
◦큰돌을 먼저 하단부에 놓는다.

[시공 시 유의사항]
‣ 1일 쌓기높이는 1.5m 정도로 하루에 쌓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은 부분을 계단형으로 남겨 다음 작업부위와
연결되도록 한다.
[찰쌓기-골쌓기]
◦앞면 접촉부의 각변이 고르게 밀착되도록 쌓는다.
◦석축을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축석은 하지
않도록 한다.
◦기초 설치 후 비탈면에 맞추어 설치한 기준틀에
수평으로 줄을 띄어 돌을 쌓는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찰쌓기시 각 수평 층의 돌쌓기를 맞출때마다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둔 돌로 뒤채움을 하며,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다진다.

[뒷채움용 잡석 포설]
◦뒷채움용 잡석의 두께는 0.3~0.5m로 한다.
◦석축을 한 단 쌓으면 뒷채움 콘크리트를 잘
채워주고, 그 뒤에 골재를 부설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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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단 및 줄눈작업

줄눈은 모르타르가 굳기 전 속메지작업으로 석축면보다 12㎜
가량 들어가도록 메지를 채우고 2㎡마다 배수구를 설치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천단설치]
◦석축쌓기 상단부분은 천단콘크리트를 두께 10cm 정도로
타설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미관을 고려하여 거푸집이나 흙손으로 마감처리.

[줄눈작업]
◦12mm 정도의 깊이로 줄눈파기를 함.
◦1:1 모르다르로 치장줄눈을 한다.
◦줄눈두께는 9~12mm 정도로 하고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2~1:3으로 하며, 보통 평줄눈, 둥근줄눈,
빗줄눈으로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작업해야 함.
[배수구 작업]
◦배수구는 주로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1.5~2㎡에 1개소 비율로 설치
◦상부보다는 하부에 많이 둔다.
◦콘크리트 표면의 불순물 제거
◦2주 정도 충분한 양생 필요

[시공 시 유의사항]
‣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말단에 부직포를 감아줄 것.
108

돌쌓기 잘못된 사례
돌쌓기에서 잘못 시행하는 경우는 마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메지를 제대로
메꾸지 않거나 메지작업 후 닦아내지 않아 돌에 몰탈이 그대로 남아있어 미관을
저해하거나 돌의 면을 맞추어 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틈이나 높이를 고임돌을 써서
시공하여 불안정해 보이는 사례도 있음.

석축 메지가 고루 채워지지 않거나
돌출되어 미관 저해

천단마감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여 천단콘크리트가 흘러 미관 저해

돌과 돌의 면을 맞추어 쌓아야 하나

메쌓기와 찰쌓기로 2단을 쌓아올렸으나

잔돌을 넣어 높이와 사이를 메꿈

이음새 미장 마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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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목(교 목)

제 거

수목(교목) 제거란 경관을 저해하거나 공사구역 내에서 공사수행에 영향을 미치
는 지장수목, 고사되어 수목으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목을 베어내는
작업을 말함

1

시공 전 검토사항

가. 시공 전 검토사항
1) 도서검토 및 현장조사
◦ 도서의 오류 및 누락 여부 검토
◦ 민원 발생여부 검토
◦ 제거수목 표시
◦ 현장과 도서의 일치 여부 검토
◦ 작업방법 검토 및 처리방법 사전 협의
◦ 유관기관 사전 협의

2) 작업계획 검토
◦ 공사지역내 위험요소 유무 확인
◦ 투입 장비 및 시공업체 적정 여부 검토
- 문화재지역내 공사일 경우 시공업체의 문화재관련 자격 유무 확인
◦ 협의체 회의를 통해 안전사고 도출 및 방안 마련
◦ 작업에 따른 안전장구류 구입
◦ 위험성 평가서 작성 및 안전교육 실시

3) 사전작업 실시
◦ 제거 방향 결정
◦ 대피장소 및 대피로 확보
◦ 작업활동 주변 장애제거 실시 확인
◦ 작업반경 통제 및 안전시설물 설치 확인
◦ 장비 이상유무 및 안전상태 확인
◦ 작업자 안전장구류 착용상태 확인

2

시 공 순 서

현장조사 및 협의
- 제거수목 표시
- 작업장 위험요소 확인
- 유관기관 협의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 임시보행로 설치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신호수 등 배치

입목 제거(벌목)

뿌리분 제거(벌근)

반출 및 현장정리

3

1

작업전 현장조사 및 협의

수목제거(벌목)을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 등을 파악하여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현장조사 및 사전설계도서 검토]
◦ 도서의 오류 및 누락 여부 검토
- 임목폐기물 운반장비(덤프) 규격의 적정여부
- 임목폐기물 처리 및 운반비가 별도 반영여부
- 임목폐기물 운반비의 거리 및 처리비 적정성 확인
- 교통신호수, 보행도우미, 장비유도수 등 반영여부
◦수종별, 현장여건별 필요시 사전에 관계자 현장조사를
실시
- 현장과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 수목제거 추가여부
- 주변여건상 현장내 벌목 가능 여부확인
◦지장물 확인 및 작업시 민원제기 요소 등을 사전조사
- 산림공사 : 절개지 및 기타 위험요소
- 도심지공사
· 도로 및 작업반경내의 주택가 등의 유무
· 수목제거시 지장물(전선,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선 등)의 저촉 유무
- 기타 주택 등의 파손 등의 민원이 제기될 요소가
있는 곳은 사전 사진촬영 실시
◦작업방법 검토 및 처리 방법 사전 협의
- 수목 뿌리분제거의 반영 유무 및 처리방법 검토
- 수목제거를 주간·야간 인지 작업계획 확인
[ 관계기관 협의사항]
◦폐기물반출 신고 여부
◦도로점용허가 신고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여부
◦철도변 공사일 경우 시설물관리기관에 공사신고 여부
◦지장물(전선, 가스관 등) 처리방법 및 파손시 대처방안
◦우죽(잔가지)이나 뿌리분은 임목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주지(主枝)는 임목폐기물 중 재활용이 되므로
무상 또는 별도의 처리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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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
주변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시설 설치란 수목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작업전 안전위험요소를 제거 및 작업간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지장물 제거 ]
◦수목제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거 수목 주변에
덩굴 및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전선 등을 정리하여
공사진행간 안전사고 발생저감
◦제거수목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
◦대피로 확보를 위하여 나무 뒤편 방향 45°장애물 제거

[시공 시 유의사항]
‣ 작업시행전 장비 안전교육실시
‣ 안전장구류 착용여부 확인
‣ 동력기계 사용시 일정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작업 시행

[ 안전시설 설치 ]
◦도로주변 공사일 경우 교통신호수 및 안내시설 설치
여부 확인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로프 등의 설치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작업자의 안전대착용 및
안전고리 유무
◦야간작업시 조명기구 설치 및 조도확보 확인
◦수목의 낙하방향을 조정하는 당김줄 등의 설치유무
확인

[시공 시 유의사항]
‣ 장비(크레인 등) 안전성 확인
- 장비 전도, 와이어 끊어짐에 의한 자재 낙하 등
‣ 작업공간 내 작업자 외 시민들의 이용통제 처리
‣ 고소작업으로 작업자 안전띠 착용 및 안전고리 체결 후
작업 실시
5

3

입목제거(벌목)

입목제거란 수목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 수목의 가지를
수목의 상부부터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입목제거 ]
◦벌도방향은 수형, 인접목, 지형, 풍향·속, 집재작업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향 선택

◦수목제거 위치는 가능하면 낮게
◦수구는 수평으로 입목지름의 1/5~1/3정도
◦추구는 수목전도 방향의 반대로 수구보다 약2~3㎝
높게 절단

[시공 시 유의사항]
‣ 작업자들이 동일 사면 상·하에 서서 동시 작업 금지
‣ 벌목한 나무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산정방향과 비스듬히 벌목실시
‣ 기계톱을 무릎 높이 이상 올리지 말 것
‣ 위험사항에 대한 사전 신호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교육
‣ 작업간 나무가 쪼개지는 위험 유의
‣ 걸쳐진 수목을 넘길 가능성이 없으면 위험지역 표시
및 위험 반경 내 작업 금지
‣ 기계톱이 튕기지 않도록 톱은 무릎에 대고 왼발은
안전거리 유지
‣ 기계 톱 작업시 반경 5m 이내에 접근 금지
6

4

뿌리분 제거(벌근)

뿌리분 제거(벌근)는 수목의 뿌리를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시공 시 유의사항]
‣ 뿌리분 제거시 작업장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 수목굴취 작업간 지하 매설물(가스관, 통신선
등)의 훼손주의
‣ 뿌리분 제거 후 장비 등으로 토사되메우기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

5

반출 및 현장정리
반출 및 현장정리는 수목을 제거한 임목폐기물을 덤프 등
운반차량에 적재하여 운반처리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리하
는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시공 시 유의사항]
‣ 안전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충돌·협착사고 방지
‣ 당일 반출조치가 어려우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표시 및 통행제한 조치 실시
‣ 버려진 가지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되므로 현장정리
철저

7

수목 제거의 잘못된 사례
수목 제거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생긴 작업자의 재해사례로 자칫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재해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수목제거 작업간에는 충분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확인이 필요하다.

- 문제점 : 위험구역내 동시작업, 벌목작업
작업시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미흡
- 조치방안
① 벌목작업시에는 벌채목 수고의 2배에 해당
하는 벌목 구역 내에는 해당 나무 벌채
작업자 이외의 작업자는 출입 및 작업을
금지하고 대피
② 벌목 작업시에는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종사 근로자에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주지시켜,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히
위험 구역에서 대피

(1) 벌채목에 의한 충돌사망

- 문제점 : 위험구역내 동시작업, 안전장구류
미착용
- 조치방안
① 작업 수행시 진행방향을 고려한 위험작업
구간을 설정,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당해 작업을 관리 감독할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진행
②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2) 정리작업 중 벌도목에 의한 충돌 사망

- 문제점 : 작업방법 부적절 및 안전장구류
미착용
- 조치방안
① 기계톱을 사용한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실시
②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및 신규채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3) 작업장에서 기계톱에 의한 사망
8

6

석 재 가 공

및

돌 붙 임

깬돌이나 야면석 또는 큰조약돌 등을 가지고 1:1보다 완만한 경사로 붙이는 것
을 말하며 메붙임과 찰붙임이 있다. 또한 두께 15cm이내의 돌 또는 2~5cm
정도로 얇게 쪼개지는 자연석이나 톱켜기로 켜낸 판석을 벽체(구조체)에 붙여
대는 석재판 붙임에는 일반적으로 습식과 건식공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습식공법 : 시멘트, 모래, 물을 사용하여 구조체와 석재판을 부착하는 방법
∙ 벽체시공 : 구조체(골조, 조적)와 석재 사이에 몰탈을 채우는 시공
∙ 바닥시공 : 몰탈을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놓고 고무망치 등을 이용하여 가볍게
두들겨 시공

- 건식공법 : 시멘트,모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앵커볼트, 앵글, 에폭시 등을 이용하여
구조체와 석재판을 부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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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시 참고사항

< 석재의 분류 >
1) 생성 원인에 따른 분류 (일반)
a. 화성암 : 현무암(화산암), 화강암(심성암)
b. 퇴적암 : 역암(자갈퇴적), 사암(모래퇴적), 이암(진흙퇴적), 석회암(석회물질퇴적)
c. 변성암 : 편마암(화강암변성), 규암(사암변성), 대리암(석회암변성)
2) 암석의 종류에 따른 분류 (KS F2530-2000)
- 화강암류, 안산암류, 사암류, 점판암류, 응회암류, 대리석류, 사문암류

3) 모양에 따른 분류
a. 각석 : 나비가 두께의 3배 미만이며,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
두께(cm)
12
15
15
15
15
18

나비(cm)
15
18
21
24
30
30

길이(cm)

91,
100,
150

b. 판석 : 두께가 15cm미만이며, 나비가 두께의 3배 이상인 것.
나비 (cm)
30
40
40
45
50
55
6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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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cm)
8 ~ 12
8 ~ 12
10 ~ 15
10 ~ 15
10 ~ 15
10 ~ 15
10 ~ 15
10 ~ 15

길이 (cm)
30
40
90
90
90
90
90
90

c. 사고석 : 면이 원칙적으로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길이는 2면을
쪼개어 (사괴석)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면의 최소변의 1.2배
이상일 것. 한사람이 네덩이를 질 수 있을 만한 크기의 돌
종 류

길이 (cm)

표면적 (cm2)

30 사고석

30 이상

620 이상

35 사고석

35 이상

900 이상

40 사고석

40 이상

1220 이상

d. 사구석 : 정방형 또는 장방향으로 다듬은 화강석계통의 포장재로 소포석,
페이빙스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움.

e. 견치석 : 면의 원칙적으로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것으로, 길이는 4면을
쪼개어 면에 직각으로 잰 길이는 면의 최소변의 1.5배 이상일 것.
명 칭
35각
45각
50각
60각

길이 (cm)
35 이상
45 이상
50 이상
60 이상

표면적 (cm2)
620 이상
900 이상
1220 이상
1600 이상

f. 간사석 : 견치석과 같이 이맞춤, 허리치기, 꼬리면 등의 규격은 없으나, 앞면
의 모양이 사각형에 가깝고, 전체 길이는 앞면 길이의 1.5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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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깬돌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 뒷면이 없는 돌
h. 깬잡석 : 원석을 깬돌로서 깬돌보다 형상이 고르지 못하며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2/3가 되는돌
i. 거석 : 막깬돌 중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돌
j. 잡석 : 지름 10~30cm 정도의 작은 알로 고루 섞여 있고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
k. 전석 : 1개의 크기 0.5㎥ 이상되는 석괴
l. 야면석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
으로 사용될 수 있는 큰 석괴
m. 호박돌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 지름 18cm 이상 크기의 돌
n. 조약돌 : 지름 10~20cm 정도의 계란형의 천연석
o. 부순돌 : 잡석을 지름 0.5~10cm 정도의 자갈 크기로 깬돌
p. 굵은 자갈 : 지름 7.5~20cm 정도의 천연석
q. 자갈 : 지름 0.5~7.5cm

시공 순서(건식공법 예)

⇨

석재 재단

⇨

⇨

앵커볼트에 앵글 고정 및
판석 붙이기

구조체 벽면에 앵커볼트

수직·수평 줄띄우기

등 긴결철물 설치

⇨

실리콘 충진 전 보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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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충진 및 청소 마무리

1

석재가공
석재가공은 기계다듬기와 손다듬기로 구별되고 기계다듬기는 기계톱 절단
후 플레이너, 서페이서, 그라인더 등으로 마감하는 것을 말하며 손다듬은 이
용 장소와 목적 주변경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가공사례

내

용

[ 혹두기 ]
◦ 표면을 천연의 돌처럼 보이기 위하여, 쇠메(겐노)로
치거나 날메(고야)로 거칠게 가공하는 것.
◦ 석재의 견고성과 중량성, 우아미를 느낄 수 있는 공법으로
자연미가 있고 건물외관을 장중하게 연출함
◦ 건축물 하부, 조경구조물 하단, 석축 등에 사용

[ 정다듬기 ]
◦ 울퉁불퉁한 면을 정 등으로 쪼아 평탄하게 평행줄이
지어지게 만드는 과정으로 사방 100mm안에 정자국
조밀정도에 따라

거친정(15개), 중간정(25개),

고운정(75개)로 구분 한다

[ 도두락 다듬기 ]
◦ 정다듬하고 난 약간 거친면을 도드락망치로 두드리기하여
표면의 불룩함을 균등하게 다듬어 평탄하게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함
- 거친도드락다듬 (1회) : 30*30면에 눈이 25개
- 중간도드락다듬 (2회) : 30*30면에 눈이 64개
- 고운도드락다듬 (3회) : 30*30면에 눈이 100개

[ 잔다듬기 ]
◦ 날망치로 정다듬 또는 도두락다듬 후의 면위를 일정방향
평행선으로 찍고 평탄하게 깎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함
- 거친잔다듬 : 날망치 날 간격 5~6mm
- 중간잔다듬 : 날망치 날 간격 3~4mm
- 고운잔다듬 : 날망치 날 간격 1.5~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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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기(rubbing) 및 광내기(polishing) ]
◦ 절단된 면을 연마하여 평활하고 광택이 나게 하는 방법
◦ 표면가공 중 시간과 비용이 제일 크며 연마공구의
숫돌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거친갈기 : #24 ~ #300
- 물갈기 : #400 ~ #800
- 본갈기 : #800 ~ #2,000
◦광내기(본갈기)는 물갈기보다 더욱 높은 정도의 연마

[ 버너마감 ]
◦ 절단된 면에 화염을 분사하여 석재의 표면이 터져
나감으로서 표면을 거칠게 하는 것을 말함
◦ 버너가공 후 즉시 물뿌리기 처리로 냉각처리, 강도
1,000kg/ ㎠ 이하이므로 구조용 등에는 사용 금지
◦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을 30-40mm 가 되도록 유지하고
회전반경은 150mm가 되게 원 형을 그리면서 진행
◦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떨어짐 발생 주의

석재 시험성적서 등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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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재붙임(습식공법)
화강석, 대리석, 인조석 등의 재료를 모르타르나 석고 등으로
붙이는 시공법으로 구조물의 외관을 아름답고 내구성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

시공방법 (화강석 붙이기)
시공사례

내

용

[ 시공 전 확인사항 ]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함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 설치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음
◦두께 3cm이상을 붙일 경우는 연결고정철선(아연도금)과
모르타르를 함께 사용하고 두께 3cm미만은 모르타르만
사용하여 붙여도 무방

[ 화강석 습식 붙임 ]
◦구조체와 석재와의 뒤채움 간격은 40mm가 표준
◦모르타르는 석재가 밀리지 않도록 여러번 나누어서
붙이며 청소 시 물 보다는 깨끗한 헝겊 등으로
닦아내고 왁스는 사용 금지
◦상단의 석재 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꺾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모르타르로 채움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및 꺾쇠를 사용해
붙여대고 모서리 및 구석은 꺾쇠로 고정
◦줄눈은 석재면을 깨끗한 물걸레로 닦은 후에 하고
줄눈모르타르는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음
※ 습식공법 시 줄눈에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줄눈용 모르타르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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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법 (대리석 붙이기)
시공사례

내

용

[ 시공 전 확인사항 ]
◦모르타르 재료 중 모래는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며,
해사는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것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함
◦벽돌 및 블록 부분에 석재 설치 시 미장 초벌을
바르고 양생된 후 석재 설치
◦석재 설치 시 결착선 고정용 나무, 쐐기, 석재받침목 등은
나왕을 사용하지 않음
◦두께 3cm이상을 붙일 경우는 연결고정철선(아연도금)과
모르타르를 함께 사용하고 두께 3cm미만은 모르타르만
사용하여 붙여도 무방

[ 대리석 습식 붙임 ]
◦대리석은 원석을 2-5cm두께로 톱켜기와 물갈기하여 사용
◦모르타르는 대리석의 변색 방지를 위해 시멘트와
석고를 1:1로 배합 하여 사용하고 바탕면과 석재
와의 이격거리는 40mm 표준 유지
◦긴결 철물은 3-4.5mm의 놋쇠 또는 황동선 사용
※ 대리석 1장 당 2-4개로 고정
◦맨 밑켠의 대리석은 마감면에 맞추어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하고, 쐐기를 대리석의 밑면과 구조체와의
사이에 끼우고 밑면에 모르타르를 채운 후 대리석의
상부에 연결철물이나 꺾쇠를 걸어 구조체와 연결
◦마주치는 면은 핀, 연결철물, 꺾쇠를 사용하여 붙여대고
모서리·구석은 꺾쇠로 고정함
◦사춤모르타르 채우기 전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재 등으로 막는다.
◦줄눈은 수직줄눈 설치 후 수평줄눈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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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재붙임(건식공법)
시멘트, 모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앵커볼트, 앵글, 에폭시 등을 이용
하여 구조체와 석재판을 부착하는 시공법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시공 전 확인사항 ]
◦석재는 색상·석질·가공형상·마감 정도·물리적
성질 등이 동일한 것으로 시공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재 또는
트러스 철물은 반드시 녹막이처리하고 강재의 선택은
시공도에 따른다.
◦건식붙임의 줄눈에는 줄눈모르타르 대신 실리콘 사용
[ 건식 붙임 ]
◦건식 석재 붙임공사에는 석재 두께 30 mm 이상을
사용하며, 구조체에 고정하는 앵글은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심페드를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고 단단히 너트를 조인다.
◦구조체에 수평줄을 친 후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설계서 규격에 따라 천공
◦연결철물은 석재의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며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
◦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풀림 방지를 위해 애폭시 등 활용
◦ 판석재와 철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적절한
완충재(kerf sealant, setting tape 등)를 사용
◦ 줄눈은 연결철물의 두께 폭으로 실링재로 채워 마감
◦ 석재 내부의 마감면에서 결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습기가 응집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줄
눈에는 눈물구멍 또는 환기구를 설치하도록 함
✔ 감독 시 확인사항
- 상세 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규격 - 줄눈의 각도 및 수평상태
- 하부 석재와 상부 석재의 공간유지 확보 유무 - 석재의 형상·모서리 상태·연결철물 주위의 상태 등
- 설치 후 판재의 고정상태 - 하부 석재가 상부를 시공함으로써 변형되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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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양 및 청소
양호한 시공품질을 위해 공사중이거나 후 적절한 보양조치
를 시행함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보양 및 청소 ]
◦운반 도중 또는 달아올리기, 내려놓기 등에 맞댄면,
모서리 등이 인접돌 또는 구조물에 부딪치지 않게
취급을 주의하고 판자, 거적 등으로 보양한다.
◦하루 공정이 완료되면 깨끗이 청소 하고 돌면은
호분, 백지 등을 발라 보양한다.
◦모서리 돌출부에는 널판으로 추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한다.
◦작업이 완료된 윗부분에는 임시보양을 하여 침수,
충격, 변형을 방지 한다.
◦창대, 돌림띠 등의 돌출부 윗면에는 종이를 바르고
모래를 뿌려 두거나 널판을 대어 모르타르 등의
낙하물에 대비한다.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
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하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
지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
기지 않는 양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
착하여 보양한다.
◦ 바닥붙임 시공 시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 양생
전 보행을 금한다.
◦ 건식공법으로 설치완료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되
염산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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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붙임 설치공법의 장·단점 구분
장점
습
식
공
법

건
식
공
법

4

단점

◦시공사례가 많아 기술적 문제가 없고 주택

◦돌과 모르타르의 수축률 차이로 인한 균열과 백화

등 소규모 건물에 적합

현상 발생

◦줄눈작업은 방수처리가 가능하며 스테인

◦시공속도가 느림

레스 긴결철물로 시공 가능

◦볼트로 석재를 고정하여 수축률 차이로 인한
균열과 백화현상이 없고 강도가 크다

◦돌두께에 따라 풍압의 영향을 받으며 충격 파손 우려
◦모서리 부분이나 특수가공시 구조체와 긴결이 까다로움

◦동절기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속도가 빠름

◦구조체 밑바탕이 재질에 따라 부속철물이 늘어날 수 있음

◦공법을 다양화 할 수 있고 고층 건물 등
일반벽체에 사용

돌붙임 시공의 잘못된 사례

돌붙임 시공 시 자재수급이나 시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 시 백화현상, 석재탈락
현상 등이 발생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백화현상 발생
예방 : 재료검수 철저, 우천 시 작업을 피하며,
몰탈반죽 시 깨끗한물사용, 바닷모래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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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탈락 발생
예방 : 석재판 연결 고정핀 시공 철저,
조정판과 돌사이의 에폭시 시공 철저 등

12

조 경 시 설 물

도 장

도장은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와 미관향상을 위하여 주로 마지막 공정에 해당되며
조경공사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목재재료에 사용되는 스테인과 철재
재료에 주로 사용되는 녹막이페인트와 유성페인트를 사용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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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도장재(페인트)
가. 목재 도장재(스테인)의 종류
※ 스테인(stain) : 목재 등에 스며들게 하여 착색케 하는 착색제
- 수성스테인 : 물에 융해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실내가구
어린이 놀이터나 유치원과 같은 어린이들의 접촉이
많은 곳에 사용 오일스테인에 비하여 냄새가 없고
건조가 빠른 편이나 내구성이 약한편
(충균에 약하고 탈색이 빠른편)

- 오일스테인 : 오일에 융해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실외에
사용하며 조경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음
수성스테인에 비하여 냄새가 나고 건조기간이 긴 편이나
도장유지기간이 길고 충균에 강함

- 그 외 알코올성스테인, NGR스테인, 화학약품스테인 등이 있음

나. 철부 도장재(일반 조경용 도장재)
- 녹막이페인트 : 녹 발생방지 목적이며 적홍색을 띤다.
- 유성페인트 : 휘발성 용제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주로 실외에
사용하며 조경공사에 대부분 적용된다.
수성페인트에 비하여 냄새가 나고 건조기간이 긴 편이나
도장유지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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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울색
서울색(Seoul Colors)은 서울특별시가 도시 고유의 독특한 매력과
브랜드가치를 높여가기 위해 서울의 역사와 환경을 배경으로 정한
색채이다. 서울권장색 600개와 서울현상색 250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현상색 중에서 50개를 뽑은 서울지역색과 또 그 중에서
10개를 뽑은 서울대표색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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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도장 전 바탕만들기
가. 목재
공 종

내 용

면처리

옹이땜

셀락니스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패자국,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등 땜질하기

내 용

면처리

오염, 부착물의 제거
송진
연마지닦기

나. 일반철재
공 종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떨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오염, 부착물 제거
유류 제거
녹제거

손연마
기계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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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 장 방 법
가. 붓칠

- 협소한 부분
- 뿜칠 후 보조도장

나. 롤러칠

- 면적이 넓은 부분

다. 뿜칠

- 비교적 넓은 부분
- 표준품셈에 보조
붓칠 포함
- 수성페인트에 한해
품셈이 적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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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재도장(바탕면 만들기)

목재시설물 도장작업 시행 전 품질시공을 위하여 목재의
부착 이물질 , 파손여부 등을 제거 또는 보완하는 선행작업

- 바탕면 만들기
시공사례

내

용

[바탕면 만들기]
- 목재 건조여부 확인(강우 후 목재건조)
- 오염부분(오염,부착물) 제거
- 송진 끍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 필요시 연마지(사포질)
- 옹이땜, 구멍땜, 갈라짐 메우기(퍼티)

※ 시공 시 유의사항
‣ 바탕면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기존 목재시설물 정비시에 반영토록
하고 신설하는 목재제품은 바탕면
만들기가 거의 필요 없는 품질이
양호한 제품을 반입하여야 함.
‣ 외부에서 사포 작업시 톱밥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작업공간을 만들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진마스크 등
개인안전용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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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도장(오일스테인)

목재시설물 마감에 적용되는 대표색은 서울색 중에서

“기와진회색”

오일스테인을 2회 칠한다.

- 오일스테인 도장
시공사례

내

용

[목재 도장]
- 목재 건조여부 확인
- 바탕만들기 이행여부 확인
- 도장은 보통2회 도색
※ 2회도장을 권장하는 이유는
침투성도료로써 1회도장시에는 목재를
보호하는 기능 및 착색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2회도장 기준을 잡은것
(1회 도장 후 건조, 2회 도장 후 건조 여부)

※ 시공 시 유의사항
‣ 도장 작업 전 사전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용자 불편 및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함
‣

도장작업 후 양생을 고려하여
강우, 강설, 폭염, 기온저하 등이 없는
기간 선정

‣

자재 반입 후 1회 도장 + 시공 후 1회 도장
시공 후 2회 도장을 시행할 수 있으며
2회 도장여부에 대한 시공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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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부도장(녹막이 페인트)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하여 철재에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시행

- 녹막이 페인트
시공사례

내

.[녹막이

용

페인트]

- 바탕면 만들기 시행 후 도장
- 철재 자재가 용접되기 전에 시행
- 녹막이 페인트 건조 후 마감페인트 도장
※ 용접 후 조합페인트 도장은 작업효율이
낮음

※ 시공 시 유의사항
‣ 개인 보호장구(호흡기 보호) 착용

‣

페인트가 바닥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치

‣

신너 등 페인트 희석재는 화기에 약하므로
작업장 금연 및 소화기 비치
보행자 불편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

지정된 장소에서 작업시행하고 안전휀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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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부도장(마감 페인트)

철재 조립 및 용접작업으로 인해 오염, 훼손된 부분을
정리하고 도장작업을 완료함.

- 마감 페인트
시공사례

내

용

[주변 시설물 보호]
◦도색 작업시 작업장소 주변 차량 및 시설물 이동
◦차량 및 시설물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페인트로
인해 오염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차폐
◦바닥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오염방지 깔개 등 설치

[도장작업 횟수]
◦페인트 도장작업은 일반적으로 2회 칠 기준
◦1회 페인트 도색후 완전히 마른 다음 다시 1회 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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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페인트 도장작업의 잘못된 사례

페인트 도장작업시 시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시 용접부분 도장 불량, 작업장
주변부 오염 등이 발생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용접부분 도장 불량
예방 :용접부분 면정리 후 녹막이페인트

작업장 바닥 오염
예방 : 바닥 오염 예방을 위해 바닥에 비닐 및

도색후 마감페인트 도장

천막을 깔고 난 후 도장 작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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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면 녹 화

벽면녹화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
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으로 건물의 태양열 차단 및 주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등 도심에 있어서 중요한 공사임.

1

시공 전 검토사항
가. 벽면녹화의 대상 및 종류 검토

1. 벽면녹화의 대상 검토 : 건물외벽, 옹벽, 방음벽, 주택, 담장 등

2. 벽면녹화 종류 선정 : 등반형, 하수형, 보조형, 패널형, 복합형 등
등반형

하수형

2

패널형

3. 벽면녹화 식물의 특성 파악 : 덩굴손감기, 줄기감기, 엽병감기 등
송악

담쟁이

클레마티스

인동덩굴

시계꽃

머루, 포도덩굴

능소화

으름덩굴

노박덩굴

4. 벽면녹화의 일반원칙(고려사항)
가. 담쟁이 덩굴은 1.0m 간격, 줄사철나무의 경우 50cm 간격 식재
나. 능소화 꽃은 사람의 손이 직접 닿지 않는 위치와 높이로 한다.
다. 등반보조시설은 어린이들이 타고 놀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 전제되어야 함
라. 관수할 시 간이 여과장치를 설치해서 불순물 섞이지 않도록 함
마. 벽면에 바람이 닿는 면에서 상승, 하강, 소용돌이 등이 발생 예상
바. 벽면의 위치에 따라 환경조건이 판이하므로 이를 고려해 식물을 선정

3

시 공 순 서

1. 작업 전 현장 조치
◦ 현수막 및 안내간판 설치
◦ 현장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 안전훼스 설치

2. 시공 상세도 등 검토
◦ 등반보조재 및 수종 적합 검토
◦ 관수시설 검토 및 협의
◦ 유지관리 용이성 검토

3. 식재대 및 관수시설 설치
◦ 기초터파기 및 원지반다짐
◦ 식재대(경계석, 원주목 등) 설치
◦ 관수시설 설치

4. 토심확보 및 보조재 설치
◦ 식재대 흙채움
◦ 토심확보
◦ 등반보조재 설치 및 정리

5. 등반식물 식재 및 정리
◦ 등반식물 검수
◦ 등반식물 식재
◦ 관수작업 및 정리

4

1

작업전 현장조치

벽면녹화 시공을 위해서 사전 현장안전조치 및 작업자
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현수막 및 안내간판 설치]
◦ 현수막 및 안내간판 설치
(현수막 및 안내간판은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바람에 넘어
지지 않도록 고정 조치)
◦ 안전훼스 설치

[작업 전 유의사항 ]
‣ 설치 시 통행저촉 여부 확인

[현장 안전교육 실시]
◦ 작업 전 현장 안전교육 실시
◦ 안전장구 지급 및 착용 등 확인

[안전교육 시 유의사항]
‣ 작업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여부 확인

[통행인 등 안전 조치]
◦ 보행안전도우미 및 장비 유도수 배치
◦ 도로사용 시 사전 교통통제계획 수립

[안전조치 시 유의사항]
‣ 교통통제계획 수립 시 규정에 따른 도로변
차량통제표지판(우측) 및 교통신호수 배치

5

2

시공 상세도 등 검토

시공 상세도 검토 는 작업에 들어가면서 현장조사 결과
를 토대로 발주청과 재차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등반보조재 및 수종 확인 및 선정]
◦ 설계된 벽면녹화 대상 확인
◦ 벽면녹화 방법 및 보조재 적합 검토
◦ 벽면녹화 수종 적합 여부

[검토 시 유의사항]
‣ 검토 시 사전 자재견본 및 시공방법 숙지

[ 관수시설 검토 및 협의 ]
◦ 기존 관정의 사용 기능 여부 확인
◦ 연결 관수시설의 규격 및 가동 용량 검토
(규모가 큰 벽면은 가능한 점적관수 유도)
◦ 연결 관로의 체결 및 융착 등 기능 여부 확인

[검토 시 유의사항]
‣ 관수 시 바람에 날리는지 등 검토

[유지관리 용이성 등 검토]
◦ 설계된 또는 변경된 자재의 시공 간편성
◦ 시공후의 기능성 및 경관유지의 적정성
◦ 유지관리 및 보수의 용이성 등

[검토 시 유의사항]
‣ 과도한 설계변경 지양

6

3

식재대 및 관수시설 설치

식재대 및 관수시설은 벽면녹화 식물의 생육을 위한 기반
시설로 관수 용량과 토심확보에 필수적인 공종이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기초터파기 및 원지반다짐]
◦ 기존시설물 철거 및 정리
◦ 관로 및 식재대 터파기 라인마킹
◦ 기초터파기 및 원지반 다짐 (검측)

[시공 시 유의사항]
‣ 도시가스, 전기, 통신 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 확인

[식재대 설치]
◦ 기초합판거푸집 설치(검측)
◦ 레미콘(무근) 타설(검측)
◦ 레미콘양생 후 합판거푸집 해체

[시공 시 유의사항]
‣ 식재대 기초는 파손되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

[관수시설 설치]
◦ 관로 규격에 따른 관수시설

설치

◦ 관로연결 및 접합상태 등 확인(검측)
◦ 되메우기 및 정리

[시공 시 유의사항]
‣ 시험가동 실시(누수여부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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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심확보 및 보조재 설치
토심확보는 식물생육에 필요한 토심높이(성토)를 말하고 보조
재설치는 등반식물의 기능유지를 위해 벽면에 부자재를 부착하
는 것을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식재대 흙채움]
◦ 토사는 채거름으로 선별하여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 양질의 사질토로 채움

[시공 시 유의사항]
‣ 토양은 흐드러진 상태로 유지

[토심확보]
◦ 토심은 30㎝정도 확보
◦ 적정한 점밀도 유지
◦ 토양과 시비는 반드시 배합

[시공 시 유의사항]
‣ 토심은 식재대 보다 낮게 유지

[등반보조재설치 및 정리]
◦ 보조재 자재검수
◦ 보조재 설치위치 확인
◦ 보조재설치(목재, 철망, 패널 등) 및 정리

[시공 시 유의사항]
‣ 어린이들이 매달리지 않도록 외관 상태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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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반식물 식재 및 정리

등반식물식재 는 식물의 특성, 생육환경 및 일조량유지
수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등반식물 검수]
◦ 반입된 식물수종 검수
◦ 식물의 규격 및 병충해감염 여부 등

[시공 시 유의사항]
‣ 운반 시 부러졌거나 규격미달 및 생육상태
불량 등은 반출 조치

[등반식물 식재]
◦ 심식이나 밀식되지 않도록 하고
◦ 식재간격은 0.5m~1.0m 유지하여
◦ 보조재에 식물을 연결하면서 식재

[시공 시 유의사항]
‣ 보조재 연결 시 식물이 바람에 날려
부러지지 않도록 결속 철저

[관수작업 및 정리]
◦ 관수작업은 식재 후 즉시 이행
◦ 식재대가 흥건하도록 충분히 관수
◦ 관수 시 물조리개나 분무기 사용
(규모가 큰 벽면은 점적관수)

[시공 시 유의사항]
‣ 호스로 관수 시 토양이 흩어짐으로 주의

9

벽면녹화의 잘못된 사례

벽면녹화의 잘못된 사례는 등반보조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조재와 식물을 잘못
연결하여 식물이 바람에 날려 벽면에 부착하지 않는 경우, 또는 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공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등반보조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반보조재 연결을 잘못한 경우

(벽면에 제대로 부착하지 못하고 흘러내림))

(활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육부진)

관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식수대에 관목을 병행 식재한 경우

(생육을 하지 못하고 일부 고사됨)

(일조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고사됨)

10

옥 상 녹 화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단열성이나 경관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에 위치한 옥상이나 지붕 위에 설치 조경을 말한다.

1

시공 전 검토사항
옥상녹화 구성요소별 기능

구분

식생층
녹화부
(식재기반)
구조부
(건축물)

기능 및 내용
· 최상부 구성요소로 유지관리와 토양층, 토양 특성 고려 필요
· 식물이 지속적으로 생장하는 기반
· 중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경량이 요구
· 토양이 하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여과하는 기능
· 옥상녹화시스템이 침수되어 식물의 뿌리가 익사되는 것을 예방
· 배수판은 물 저장 기능을 겸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물의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건물을 보호
· 시공 시 기계적,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방수층 보호
· 건축물 구조체 내부로의 수분과 습기 등의 유입을 차단
· 구조부의 내구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침

토양층
여과층
배수층
방근층
건축마감
방수층

옥상녹화 유형

유형

구분

토심 20cm이하
경량형 -D.L 120kgf/㎡이상
-L.L 100kgf/㎡
토심 20cm이상
중량형 -D.L 300kgf/㎡이상
-L.L 200kgf/㎡

특징

· 지피식물을 주로 식재
· 생태적 녹화시스템으로 관수, 예초, 시비 등 관리 요구도를 최소화 한 것
· 주로 인공경량토양 사용
· 구조적 제약 있는 곳, 유지관리가 어려운 기존 건축물의 옥상 등
· 이용과 관리가 전제가 되는 녹화시스템
· 지피식물, 관목 교목을 활용한 다층구조의 식재가 바람직함
· 관수, 시비, 전정 등 이용요구에 부합되는 관리가 필수적임
· 구조적 문제가 없는 곳에 적용가능(주로 신축건물에 적용)

경량형과 중량형의 혼합형 · 이용요구는 높으나 중량형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공간에 적합
10~30cm내외
혼합형 토심
· 지피식물과 키가 작은 관목위주로 식재함
-D.L 200kgf/㎡이상
· 저관리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함
-L.L 200kgf/㎡
옥상조경에 적용되는 방수공법

종류
아스팔트방수
우레탄도막방수
(논타르 우레탄)
우레탄+FRP도막방수
염화비닐시트방수

특징
방수층 중량
비노출, 모체와 일체
보편적 방수공법, 보호층 필요
8-10kg/㎡
중량형에 적합
장기간 침수 시 유화현상 발생 우려
부분보수 용이
3-4kg/㎡
비노출형에 적합
노출방수공법 적용
5-6kg/㎡
라이닝공법으로 복잡한 시공가능
노출방수공법 적용
2-5kg/㎡
접합부 시공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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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근성

가격

방근층 필요

저렴

방근층 필요

저렴

FRP층이 방근층 역할

고가

수밀성 및 방근성 우수 고가

배수판 및 토양필터층

종류
배수판
저배수 시스템
필터층

특징
배수판
가격이 저렴, 방수층 손상의 염려가 있음, 배수토양과 병행 사용
드레인 매트 다양한 사이즈 및 두께로 조정 가능
저수, 배수 단열의 다기능 소재로 방수층 보호기능 및 저수공간의 볼륨이
저배수판
커서 육성토양층의 토심이 얕은 경우 저수공간을 배수토양으로 층진 하는
것이 효과적
부직포
내구성이 떨어짐, 방근층과 달리 뿌리가 관통과 할 수 있는 소재

옥상녹화의 토심기준

구분
잔디, 초화류
소관목
대관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인공토
10
20
30
40
60

생존 최소토심(cm)
자연토
15
30
45
60
90

혼합토
13
25
38
50
75

생육 최소토심(cm)
토양(중)
토양(상)
30
25
45
40
60
50
90
70
150
100

육성토양

종류
바이오그로콤포스트
(bio-gro-compost)
배스토(besto)
세라소일(cera-soil)
파라소(paraso)

원재료
자연토양+토양개량제
화산석+유기물
세라믹+유기물
펄라이트+액비

함습 비중
0.5-0.8
0.8-0.85
0.65-0.78
0.65-0.76

특징
텃밭 등에 활용
배수 성능 우수
배수 성능 우수
가장 많이 생산

비고
멀칭 불필요
멀칭 불필요
시비, 멀칭 필요

옥상녹화 토양의 종류별 중량

구분
흙
잔모래, 모래
화산모래(경석)
진주석계 펄라이트
피트모스

건조시 ~ 습윤시(kg/㎡)
1,300 ~ 1,800
1,700 ~ 2,100
800 ~ 1,400
120 ~ 400
100 ~ 500

조경공사 세부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구분
및 조경식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4 조경시설물
방수 공사
식재 공사
잔디 심기 공사
조경 시설물 공사
주택법시행령 별표6
관수 및 배수 공사
조경 포장 공사
조경 부대시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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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담보 책임 기간
1년
2년
3년
○
○
○
○
○
○
○
○

시 공 순 서
① 현장 조사 및 철거

현장조사

철거 및 이설

현장청소

방수액 도포

방수시트 설치

담수시험

급수라인 설치

시설물 설치

배수판 설치

부직포 부설

토사 반입

토사 부설

포장

식재

관수 및 정리

② 방수작업

③ 시설물 설치

④ 토사 부설

⑤ 식재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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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조사 및 철거

현장조사 및 철거는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
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현장조사 ]
◦기술적 검토사항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의 적정여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높이(1.2M) 확보여부
-강풍으로 인한 시설 전도 및 피해방지 여부
◦구성요소별 검토사항
-바닥 경사율에 따른 공법 및 식생형태 적정여부
-시공 이전 건축물의 배수 상태 및 누수 유무 확인
-생육에 따른 토양 및 토심의 적정여부 및 하중 확인
-식재수종의 적합여부 확인

[ 철거 및 이설 ]
◦공사 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시설물을 이설 및 철거

[시공 시 유의사항]
‣ 균열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책임한계를 분명히 함
‣ 시설물 이설시 사전에 건물주와 이설장소 협의 후 이설
‣ 시설물 철거 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가급적 바닥
면에 설치된 시설물은 철거 지양

[ 현장청소 ]
◦방수작업 전 방수가 긴밀하게 될 수 있도록 바닥과 벽체
면의 요철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청소 실시

[시공 시 유의사항]
‣ 요철 및 이물질 제거 후 추가적으로 균열 및 이상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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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수작업

방수작업은 녹화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존
방수층의 성능을 보완 및 보호하는 과정이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방수액 도포 ]
◦시공 전 방수상태 점검
◦콘크리드의 균열 또는 용접부의 부식 등을 통해 수분이
건물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고 접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수액 도포

[시공 시 유의사항]
‣ 집중호우 시에도 배수가 원활토록 배수 체계를 확인
‣ 날씨, 기온 확인 후 시공
[ 방수시트 설치 ]
◦시트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시공하고 이음 부는
높은 쪽의 시트가 낮은 쪽의 시트 위쪽으로 겹치도록
시공하고 완전 접착을 원칙으로 함
◦벽체의 경우 시트를 바닥과 벽체가 맞닿는 부위에서 시트
끝선이 벽체로 성토층보다 높게 설치
◦시트는 일직선으로 재단하고 들뜬 경우 우레탄으로 밀착

[시공 시 유의사항]
‣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사전 협의 후 시행

[ 담수시험 ]
◦방수보호층 시공 전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mm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 확인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보수와 담수시험을 실시

[시공 시 유의사항]
‣ 담수 높이가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의 적정여부 검토
‣ 누수에 따른 책임한계 명확히 구분

- 6 -

3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는 식재지반조성 전 우선 시공되어야하는 급수,
시설물 설치, 배수에 관련된 공사를 말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급수라인 설치 ]
◦건조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수 반경 및 배수 조건
수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급수라인 설치

[시공 시 유의사항]
‣ 배관 후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 불순물 제거
‣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퇴수밸브 반영
‣ 스프링클러 적용시 살수강도 및 살수반경 등 확인
[ 시설물 설치 ]
◦시설물이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 검토 후 반입 설치
◦배수가 원활토록 배수구멍, 배수로, 점검구 설치
◦배수판+식재지반조성 높이를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또는 트렐리스 설치

[시공 시 유의사항]
‣ 자재 반입 시 하중을 고려하여 분산 적치
‣ 작업 중 방수시트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
‣ 함수율 15% 이내의 증기건조 처리가 된 목재 사용

[ 배수판 설치 ]
◦기초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면 배수가 원활토록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단열, 저수, 배수의 기능이 있는 배수판을
하나씩 붙여 설치

[시공 시 유의사항]
‣ 배수판의 손상유무 및 마감처리 확인
‣ 이음부는 틈이 없이 수평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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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사 포설
토사 부설은 옥상녹화시스템의 유형과 식생의 종류 등을
고려하고 생육에 필요한 토심과 할증률 등을 감안하여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이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부직포 부설 ]
◦우수에 세립토양이 유출 및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판 상단에 부직포 부설

[시공 시 유의사항]
‣ 시트이음부로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시트를 겹쳐 시공
‣ 시설물과 배수판이 맞닿는 부위에서 세립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 끝선을 성토층보다 높게 설치

[ 토사 반입 ]
◦식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입도가 조성되고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닌 제품을 확인 후 반입
◦구조물의 구조적 여건에 따라 집중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둥부분에 적재

[시공 시 유의사항]
‣ 조명에 필요한 전기 배선은 식재 기반 조성 전에 미리 설치
‣ 수분 함유 및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 물량 추가 반입 검토

[ 토사 부설 ]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살수작업을 병행하고 수시로
유효 토심을 확인하며 부설
◦식재토양 부설 후 날림이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칭
재료 등을 이용하여 피복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설물 틈새나 배수구로 유실되지 않도록 부설

- 8 -

5

식재 및 정리

포장 및 식재는 옥상녹화시스템의 최상부로 활용 목적에
따라 식재지반을 다양한 패턴으로 꾸미는 공사이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포장 ]
◦구조물에 미치는 하중을 고려하여 포장재 검토
◦시공면 다짐 및 표면정리
◦배치간격, 배치형식에 따라 수평으로 설치
◦포장재가 흔들리면 굄돌로 고정하여 설치

[시공 시 유의사항]
‣ 우수의 범람 또는 고임이 우려되는 구간에 덮개형 트렌치 반영
‣ 출입구는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하여 포장재 선택
‣ 인장력에 의한 국부하중이 없는 포장공법 선정
[ 식재 ]
◦발육 및 수형이 양호하고 병충해 피해가 없는 수종 반입
◦식재수목은 양지와 음지, 인접 식생의 배치시 생장특성
고려하고, 심근성과 천근성, 내건성과 내한성이 강한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배식

[시공 시 유의사항]
‣ 방수층에 영향을 주는 대나무류 식생은 지양
‣ 교목은 전도나 추락 방지를 위해 수고의 2/3를 난간에서
이격시키고 하중을 고려하여 보나 기둥부분에 식재
‣ 풍해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지주목 고정 철저

[ 관수 및 정리 ]
◦식재 후 식생의 생육이 원활토록 관수작업 실시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작업 중에 발생된 쓰레기 제거

[시공 시 유의사항]
‣ 관수 후 토사 유실 상태 및 배수로, 점검구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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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 시험 결과 확인서
1. 공사명 : ○○○○ 옥상공원화사업
2. 담수시험장소 : ○○○○ 옥상
3. 담수시험 방법 : 담수 후 수위체크, 옥상 아래층 천정 육안검사
4. 담수시험일자 : ○○○○년 ○○월 ○○일
5. 담수시험결과
방수공사 후 담수시험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6. 확인자
발 주 청 : ○○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
건 물 주 : ○○○○ 건물주 or 업무담당자
공사감독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
시 공 사 : ㈜○○○○○○조경 현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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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인)
○○○ (인)
○○○ (인)

시공 전 검토사항

00

벽 돌 쌓 기
가. 벽돌의 재료에 따른 종류

벽돌쌓기란 벽돌을 사용하여 벽이나 담을 구축하거나 바닥을 포장하는 것으로

종류

시멘트 이외에 점토, 황토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든 벽돌을 접합재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쌓아 올리는 구조로 내구성과 미적 기능이 있음.

시멘트벽돌

적벽돌

점토벽돌

황토벽돌

블록

벽,화단,담장 등

외벽,화단 등

화단,바닥포장 등

주택건축용

담장,벽

용도

단위당 성형된 기성품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며 쌓아올리
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패턴으로 모양을 낼 수 있어 클래식한 아름다움으로 포인
트를 주는 등 조경공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공공법임.

나. 벽돌 쌓는 방법
벽두께에 따라 반장 쌓기, 1매 쌓기, 1.5매 쌓기, 2매 쌓기 등이 있으며,
다양한 줄눈(평줄눈,빗줄눈,볼록줄눈,오목줄눈 등)으로 모양을 내기도 한다.
종류

반장쌓기

1매쌓기

1.5매쌓기

2매쌓기

그림

다. 벽돌 소요량 계산
(단위 : 매/㎡)

벽두께
벽돌형

1

0.5B

1.0B

1.5B

2.0B

표준형 벽돌
(190×90×57)

75

149

224

298

기존형 벽돌
(210×100×60)

65

130

195

260

2

비고
‣ 줄눈은 10㎜기준
‣ 할증율
◦시멘트벽돌 5%
◦적벽돌 3%

시 공 순 서
① 지반정리 및 기초시공

라. 벽돌의 시공 준비 도구
흙손(고대)

몰탈통, 빗자루

물호스

줄눈고대

수평계

현황조사 및 측량

원지반 다짐

기초시공

작업준비

규준틀 설치

벽돌나누기

벽돌쌓기

배수구 설치

벽돌마감

줄눈시공

현장 정리

② 벽돌쌓기 준비

레이저레벨기

정추(다림추)

작업벨트

벽돌지게

절단공구

운반공구

타정펀치,타정핀

컷팅기

각자

작업발판

③ 벽돌쌓기

마. 운반·보관 및 취급
‣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재료는 눈·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④ 줄눈시공 및 현장 정리

바. 환경요구사항
‣ 일평균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4

1

지반정리 및 기초시공

2

벽돌쌓기 준비

벽돌쌓기 하부 침하방지를 위해 지반을 정지하고 다짐 후

벽돌 쌓기의 자재가 설계 및 시방서에 적합한 지 검수하고,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으로 선형과 구배 설정 등이

설치목적 및 시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쌓기작업을 준비

맞는지 확인한다.

한다.

가. 시공방법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시공사례

내

용

[작업준비]
[ 현장조사 및 측량 ]

◦작업전에 주변에 정리정돈을 한다.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되어 있는 도면과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한다.

물축이기를 한다.

◦배수불량으로 물고임 지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시공 시 유의사항]

안전성을 점검한다.

‣ 작업장, 운반통로의 바닥 정리정돈상태, 조명상태 등의

‣ 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안전한지 확인하고, 작업발판 상부
자재의 적재량 등을 확인하며 나무각재 보다는 강재를
사용한다.

[원지반 다짐]
◦설계도면 단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반을
조성하고 표층면의 구배에 맞도록 정리한다.

[규준틀 설치]
◦규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한다.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시공
◦소형 진동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 마무리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고정을 위한 규준틀, 실 등은 무리하게 타격하지 않도록
하며, 견고하게 고정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표면 구배를 고려하여 원지반 정지 및 다짐 실시.

[벽돌나누기]
[기초시공]
◦기초 콘크리트를 도면상 규격에 맞도록 시공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시공시 배수방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착수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벽돌쌓기 구간의 치수 안에 벽돌울 몇장 쌓을지
결정하고 최대한 토막벽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부득 벽돌 절단시는 컷팅기 등을 사용하여 면이 깨끗하게
컷팅되도록 한다.

5

6

3

벽돌쌓기

4

줄눈시공 및 현장정리

작업준비가 되면 접합재인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규준틀과 줄눈

몰탈을 이용한 벽돌쌓기가 끝나면 미관을 고려하여 색상,

에 맞추어 벽돌쌓기를 하며 안정성,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둥,

형태등을 정하여 줄눈을 시공한다.

배수구 등을 설치한다..

가. 시공방법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시공사례

내

용

[벽돌쌓기]
◦줄눈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로 한다.
◦몰탈이 굳기전에는 쌓아 놓은 벽돌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

[시공 시 유의사항]
‣ 1일 쌓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함
‣ 물고임이 우려될 때에는 일정간격으로 배수파이프를
설치하여 배수유도한다.

[줄눈시공]
◦승인된 색상인지 확인 후 시공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그 벽면을 청소한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치장줄눈은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깊이
6mm로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배수구 설치]
◦조경용 화단 조성시는 수목생육을 위하여
일정간격으로 배수구를 설치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배수구 뒤쪽은 부직포, 자갈 등으로 막힘이 없도록
조치한다.

[현장정리]
◦잔재물은 현장밖으로 반출하고
◦조적 화단일 경우 내부에 흙채움 및 수목 식재하여
마무리 한다.

[벽돌마감]
◦상단부에는 마구리용으로 마감하거나 모로세워
쌓기로 마감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모서리 끝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무공으로 시공한다.

7

8

5

특수벽돌(아치쌓기) 사례

벽돌쌓기의 잘못된 사례

특수벽돌 중 아치형 쌓기는 상부에서 오는 수직압력이 아
치의 축선에 따라 좌우로 나누어져 밑으로 직압력만 전달
하게 하여 하부에 인장력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둥근형의
출입구나 지붕 등에 적용한다.

벽돌쌓기시 자재수급이나 시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시 백화현상, 균열 등이
발생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가. 시공방법
시 공 순 서
① 이동식 홍예(아치) 가틀 세우기

② 홍예(아치) 틀 고정

③ 조적하기

④ 몰탈바르기

균열
예방 : 기초철저, 1일 쌓기량, 쌓기법 준수,
충분한 양생

백화현상 발생
예방 : 재료검수 철저, 우천시 작업을 피하며,
몰탈반죽시깨끗한물사용, 바닷모래사용금지
⑤ 곡선맞춰 조적하기

⑥ 종석끼우기

⑦ 홍예(아치)틀 제거하기 및 정리

9

10

00

휴 게 시 설(파고라, 벤치)

휴게시설이란 공원, 운동장, 광장 등의 개방된 장소에 그늘시렁, 원두막, 의자,
야외탁자, 평상, 정자 등 이용자들의 휴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중 설치 빈도가 높은 파고라, 벤치를 중심으로 설명코자 함.

설치 전 검토사항
가.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 및 제품자료 검토
[도면 및 시방서 검토]
‣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를 검토하여 현장 내 반입 및 설치 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내역서 및 공정 검토]
‣ 제품의 반입 및 설치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정계획(자재반입계획, 시공계획 등)을
세워야 한다.
사급자재
도급자
관급

관급

자재

관급자
관급

계약상대자(도급사)가 구입해서 설치하는 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입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로서 공
사이행 시 계약상대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자재
발주자가 직접 구입, 설치하는 자재.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자재를 지급받거나 시공하지 않음.

[자재공급승인원 검토]
‣ 관련 제품의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받아 납품 일정 및 품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 제품도면,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 납세증명, 원산지증명, 시험성적서 등
[시공계획서 검토]
‣ 착공 전에 시공업체로부터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나. 운반 ‧ 보관 및 취급
‣ 모든 자재는 운반, 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 목재는 변형,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철재는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 얼음이나 서리를 맞거나 동결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언 땅 위 기초, 기단공사는 피하도록 한다.
‣ 외기온도 4℃이하, 32℃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터 바르기를 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보온조치를 취한 뒤 시공한다.

시 공 순 서
① 설계서, 자재공급승인원 검토 후 반입

설계도서 검토

자재공급승인원 검토

② 준비 및 가설공사

필요 시 가설물 설치(비계, 사다리, 작업대 등)
③ 기초부 설치

기초 터파기

현장타설기초 설치 or PC기초 설치

④ 제품 조립 및 설치

하부(기둥) 설치

상부(지붕) 제작

상부(지붕) 설치

⑤ 설치 검수

규격 및 설치상태 검수

지붕 누수 검수

1

설계서, 자재공급승인원 검토 후 반입
자재공급승인원은 공사에 사용될 자재에 대해 사전 심
사 후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서류로, 감독자는 자재품질,
납품일정, 설치방법 등을 철저히 검토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자재공급승인원 검토 ]
◦도급사로부터 해당시설물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받고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하여 이상 유무 확인.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여 자재품질을 검토하고,
납품지연 발생 여부를 체크하여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관급자재의 경우 설치조건, 인도조건 등을 사전에 체크하여
도급사와 납품업체 간 공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
‣ 제출받은 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등)의 발행일을 확인하여
유효성 파악.
[자재 반입 및 검수]
◦설계서 및 제품 시방서, 자재규격서 등에 맞는 자재가
반입되었는지 검토한다.
◦자재반입 시 검토항목
-금속부, 목재 도막 밀착성
-금속부 도막 방청성 및 도막두께
-용접상태 및 마감처리
-누수유무(파고라 지붕면)
-자리면강도(벤치)
-연결철물 규격 및 조립상태
-마감 및 외관 하자(파손, 변형, 벌레먹음 등) 유무.

[시공 시 유의사항]
‣ 자재반입 후 설치 전까지 차양막, 휀스 등을 설치하여
자재의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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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및 가설공사(필요 시)
부지 위치를 확인하여 작업이 용이토록 부지 주변을 정리
하고, 필요 시 현장여건에 맞는 가시설(비계, 사다리, 작업
대 등) 설치.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작업준비 ]
◦부지주변 정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진입로 개설 및
가배수로 설치.
◦부지 정리 후 기초설치 위치 파악 및 표기.

[ 필요 시 가설물 설치 ]
◦사다리, 작업대 사용(일반적 휴게시설 설치 시)
-휴게시설의 경우 이동형비계(사다리, 작업대 등)에
의한 설치가 일반적으로, 설치 전 안전성 확인.
(아웃트리거가 부착된 제품 반입)
◦비계 설치(대형휴게시설 현장설치 시)
-비계의 설치 및 해체작업은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하여야 하며 조립도에 따라 조립 함.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 장선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설치.
-작업발판은 밀실하게 설치하고 고정을 철저히 하며
추락방지 조치.
-밑받침철물 또는 깔판, 깔목을 설치하고 밑둥잡이를
설치.
◦강관의 접속부, 교차부는 클램프 등 전용철물로 결속

[시공 시 유의사항]
‣ 100% 현장 제작 제품은 필히 비계를 설치하고,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제품은 크레인 등의 이동장비가 진입할 수 있는
동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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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 설치공사

하중이 지반에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설계서에 맞는 규
격, 재료, 체결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 기초 터파기 ]
◦기초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고 되메우기를 한
경우에는 단단하게 다지고, 건축폐기물이나 나뭇가지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기초물 설치를 위하여 땅을 깊이 판 경우에는 잡석
다짐 등으로 지반을 다진 후 기초물을 설치한다.

[ PC콘크리트 기초 설치 ]
◦터파기 구간에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아 설치.
◦PC기초+고정용 브라켓은 지정된 앙카볼트를 사용
하고 기초의 정중앙에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타설 기초 설치 ]
◦기초바닥은 자연지반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충분히 다짐하고 후속공종을 바로 착수하지
못할 경우 눈, 비 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 방지를
위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
◦현장타설기초에 고정용브라켓 or 앙카 매몰고정 시
콘크리트와 철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로보강재
(이형철근)를 삽입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PC기초 이동 시 장비 사용을 우선하며, 인력운반 시 2인
이상이 함께 운반토록 한다.
‣ 기초 마감 높이는 포장마감재를 고려하고 포장공 등 후속
공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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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조립 및 설치
기 설치한 기초에 기둥을 고정하고, 이상이 없을 시 상부재
(지붕)를 설치하는 공종으로 크레인 사용가능 여부에 따라
설치방법을 달리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하부(기둥) 설치]
◦기초부에 연결철물(매몰형, 앙카고정형)을 설치한
후 상부재(지붕) 체결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 간격
등을 체크하며 설치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기둥 설치 시 목재면이 지표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상부(지붕) 제작 및 설치]
◦크레인 진입이 가능한 장소는 지붕을 바닥면에서
사전 제작 후, 크레인으로 인양하여 기 설치된 기둥에
고정한다.
◦크레인 진입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가시설(사다리,
작업대, 비계)을 설치한 후 기 설치한 기둥에 순서대로
조립한다.
◦서까래와 대들보, 천장 장선은 동일한 간격으로
배치한다.
◦서까래 및 대들보, 천장 장선에 사용되는 목재인
경우 옹이 및

갈라짐이 없는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지붕의 경사각은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지붕을 사전 제작 후 크레인을 사용하여 고정 시, 장비운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제한하중 준수, 아웃트리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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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검수
제품 검사는 재료, 구조, 성능에 대하여 시방서 및 제품규격서
내용에 적합하여야 하고, 설치상태(도색, 용접, 지붕누수, 나사
조임 등)가 바르고 찌그러짐 등의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가. 시공방법
시공사례

내

용

[최종 검사]
◦마감 및 외관 검사
-겉모양이 바르고 찌그러짐 등 불균형이 없어야 함.
-인체 및 의류가 닿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나
부품 등이 없어야 함.
-도장 또는 도금면은 광택, 색조가 균일하고 얼룩,
흘러내림 등이 없어야 함.
-조립은 용접, 나사조임, 리베팅,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표준에 적합하게 결합되어야 하고, 완성품의
표시 치수가 시방서 또는 해당 표준에 맞는지 확인.

[시공 시 유의사항]
‣ 포장면 상부에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 포장면
원상복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기초 주변 포장면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누수검사]
◦빗물차단지붕을 갖는 구조는 누수시험 실시.
-살수노즐을 통해 20분간 물을 분사한 후 누설로
인한 물 흐름 및 침투, 보호성 저하, 자재 이탈 등
각부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수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살수 후 10분간 방치한 후 누수, 벌어짐 등 보호성
저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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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시공사례

현장설치도 관급자재로 설계 반영된 휴게시설 설치 시, 도급사와 관급업체 간 충분한
공종체크 및 현장협의 미비로 인해 설치하자, 공종지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기초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미설치로 인한 기초상태 불량

선후공종 체크 미비로 인한 역공정 발생

시설물 위치 변경사항 전달 미비로 인한

[선(先):시설물기초설치 → 후(後):포장마감]

기능 상실

조 경

우 배 수(암거시설)

조경 우배수(암거시설)란 조경공사 대상 부지에 우천 시 지하배수 및 표
면배수를 위해 시설되는 공사를 의미한다. 지하배수에는 맹암거, 집수정, 빗
물받이 등이 있으며, 표면배수에는 측구(L형, U형), 잔디수로, 돌수로, 목재
수로 등이 있다.

맹암거

우수받이

측구

잔디수로

우배수 공사의 종류 및 용도
명칭

종류

시공사진

용도

넓은 면적의 잔디광장
배수불량 녹지대
넓은면적의 운동장

맹암거

지
하
배
수
인
우수받이

공

공원내 산책로의 배수
도로표면 배수

배
수

주변 경사지의 우수가 도로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측구

표
면
배
수
자
잔디수로

연
배
수

유량이 많지 않은 곳,
비용보전 및 경관보전

1 맹암거
맹암거는 배수를 통한 지하수위의 조절을 위해 유공관
또는 다발관, 쇄석골재 등을 땅속에 매설하는 것으로 주로
관부설 맹암거가 사용된다.

가. 맹암거 구조
시 공 도 면

내

용

[ 유공관과 부직포 ]
◦유공관, 부직포

[시공 시 유의사항]
‣ PVC관이나 PE관, HDPE관 등 한국산업규격 표시 제품을
사용
‣ 적당한 배수가 가능한 부직포를 사용
‣ 부직포가 겹쳐질 수 있도록 함

[ 골재 ]
◦자갈, 콩자갈

[시공 시 유의사항]
‣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자갈을 사용, 혼용 금지

나. 맹암거 설치
시 공 사 례

내

용

[ 터파기 ]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과 간격으로 터파기(줄파기)를
진행

[시공 시 유의사항]
‣ 과도한 굴착 금지

[ 유공관 및 부직포 설치 ]
◦재료의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재로 맹암거용
부직포를 설치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진 유공관을 사용

[시공 시 유의사항]
‣ 배수량이 적을 때는 필터재(부직포)만의 구조로도 가능
‣ 유공관의 경사는 0.5%이상이 원칙이지만 최소 0.2% 이상도
가능

[ 골재포설 및 되매우기 ]
◦설계서에 명시된 규격의 자갈을 포설한다.
◦자갈과 되메우기 흙의 재료분리를 위해 부직포를
자갈 포설면 위로 감싼 후 되메우기를 진행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재료분리를 위한 부직포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2

우수받이
우수받이는 측구 등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를 하수본관으
로 흘려보내기 위해 30~50m 간격으로 배치한 원형 혹은
직사각형의 용기로 다양한 재질이 존재한다.

가. 우수받이의 종류
시 공 도 면

내

용

[ 우수받이 PE ]
◦우수받이 PE, 스틸그레이팅 뚜껑

[시공 시 유의사항]
‣ 연결관의 접합부위를 밀실하게 채워 누수에 의한 침하를
방지

[ 우수받이 콘크리트 ]
◦우수받이 콘크리트, 스틸그레이팅 뚜껑

[시공 시 유의사항]
‣ 우수받이 주변은 준공 후 포장 및 보도블록의 침하가 자주
발생하므로 램머 또는 탬퍼를 이용해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이 요구

나. 우수받이 설치
시 공 사 례

내

용

[ 터파기 ]
◦설계서에 명시된 위치와 규격에 따라 터파기를
실시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 및 혼합골재 포설 깊이를 감안한 터파기를 진행
‣ 관로 진행방향에 맞추어 운반

[ 배관 연결 ]
◦배관을 연결하고 접속부위를 지수재 모르타르(1:2)를
빈틈없이 채워 수밀성을 확보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우수받이 내부 및 외부 모두 모르타르를 채움

[ 되메우기 ]
◦주변과 동일한 높이로 되메우기 및 다짐을 진행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주변 유수에 의한 세골이 우려되는 경우 돌붙임 등을
실시하여 피해를 방지
‣ 충분한 다짐을 통해 되메우기 부분의 침하를 방지

3

측구
측구는 도면의 노면 배수를 위해 도로 끝 또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에 만들어져있는 도랑으로 단면 형상에 따라 L
형 측구, U형 측구 등이 있다.

가. 측구의 종류
상 세 도 면

내

용

[ L형 측구 ]
◦도로의 표면에 흐르는 배수를 위해 설치
◦콘크리트 - 현장타설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를 방지
‣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시공

[ U형 측구 ]
◦경사로를 따라 흐르는 표면수가 부지 혹은 도로에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
◦콘크리트, 철근 - 기성품, 현장타설

[시공 시 유의사항]
‣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로 시공
‣ 집수정과 측구 및 관로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

나. L형측구 설치(인력 설치)
시 공 사 례

내

용

[ 골재 포설 및 다짐 ]
◦골재를 포설한 후 장비를 사용해 다짐을 실시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도로 본선과 L형 측구 및 경계석 설치 부분의 다짐을
동일하게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 및 균열을 방지

[ 거푸집 설치 ]
◦경계석을 따라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을 설치한다.
◦거푸집용 합판은 레미콘 타설 시 모양이 틀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보강재를 활용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

[ 콘크리트 타설 ]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한다.
◦L형 측구 설치에 적합한 슬럼프와 강도(21~24MPa)
의 레미콘을 사용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콘크리트 타설 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 혹은 비닐 사용
‣ 작업과 동시에 청소를 함께 진행

다. U형측구 설치
시 공 사 례

내

용

[ 터파기 및 원지반 다짐 ]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의 돌출이 없도록 조치

[ 벤치플륨관 설치 ]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과 주변 배수계획을 확인 후
시공한다.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부터 높은곳으로 시공(현장 여건에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시공할 수도 있음)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경사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배수 시 역류 혹은 물고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 줄눈 이음 및 되메우기 ]
◦벤치플륨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빈 공간이 없도록
안쪽 면과 바깥쪽 면 모두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시공 된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고르기를 하여 다짐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되메우기 후 다짐 시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진행

4

잔디수로

잔디수로는 표면수가 경사에 따라 자연적으로 흐르게 하
여 배수로로 잔디를 입혀 마감한다.

가. 잔디수로 시공
시 공 도 면

내

용

[ 잔디수로 경사도 ]
◦경사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줄파기 및 면정리를
실시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경사도를 너무 심하게 주면 배토사를 씻어 내리고
완만하면 배수가 불량

[ 잔디수로의 잔디 ]
◦잔디수로에 적절한 종의 잔디를 사용하여 경사면에
식재한다.

[시공 시 유의사항]
‣ 답압과 물에 약한 종을 사용하면 질병에 걸리기 쉬우며
유지관리가 곤란함

00

가 로 변 생 육 환 경 조 성

시 공 순 서
① 안전휀스 설치

⑤ 도보블록 재포장

가로변 생육환경조성이란 빗물유입이 안되어 수목생육 상태가 불량
한 기존 가로변 녹지대를 개선하는 작업 또는 단순 통행위주의 보도
를 꽃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지는 녹지로 조성함으로서 도심내 녹색
환경조성을 통한 생태축의 연결과 함께 시민이 걷고싶은 거리로 재
창조하는 것을 말함.
② 철거작업(보도,경계석)

⑥ 양질토 치환작업

③ 불량토사 반출작업

⑦ 토량개량재 혼합

④ 경계석 설치작업

⑧ 수목식재 및 정리

1

철거작업

2

경계석 설치

기존 보도블록포장 및 경계석, 기타 가로지장물 등을

조성되는 녹지폭을 확정하고 보행로와의 경계를 분할

철거하여 신규 조성 예정 녹지대의 작업공간 확보를

하는 공종으로 대부분 화강석 재질의 경계석을 이용하여

목적으로 함.

재료를 분리하고 있음.

보도블록, 경계석철거, 토사반출

경계석 설치 및 보도블럭 재포장

시공사례

내 용

[ 철거작업 중 주의사항 ]
◦ 출근시간대 탄력적 작업계획 마련
(AM 09:00 ~ )
◦ 작업시에는 교통신호수를 상시 배치하여
교차되는 차량관리 필요

시공사례

내

용

[ 레미콘타설 및 직선경계석 설치 ]
◦ 레미콘타설 후 2시간 이내에 작업완료
◦ 3시간 이상 지난 레미콘 사용금지
◦ 직선 거푸집은 합판+각재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철근 및 타이를 이용하여 고정

◦ 폐기물 상차시 주행차량과 충돌 주의
[ 철거 후 뒤정리 ]
◦ 철거작업 이후 잔재물로 인한 교통체증
및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
◦ 先정리 後작업으로 관리자 생각 전환
필요

[ 지중 매설물 관리 ]
◦ 지중으로 가로등선, 전력케이블, 방송
케이블 등이 얽혀있어 작업시 주의 필요
- 한전 및 유관기관 관리자 필요시 입회
- 작업토심으로 인력 시험굴착 필요

[ 곡선경계석 설치 ]
◦ 곡선 성형이 가능한 합판 선정
(6~9mm 사용가능)
◦ 양생시 성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정
철저

[ 보도블록 재포장 ]
◦ 되도록 보도블록 절단 작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계석 설치 위치 일부 조정
◦ 빗물유입이 원활하도록 경계석과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필요

3

토양치환

4

수목식재

보도블록 하부 보조기층 또는 빗물 유입이 어렵운 기존

조성되는 녹지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거리의 녹량감을

녹지대 토사 제거 공간에 물리적 성질이 개선된 사질

높이기 위하여 교목, 관목, 초화, 잔디 등을 심는 공종으

양토를 반입하여 적정 수목생육환경 조성하는 과정

로 계절감있는 식재가 필요함.

토양치환 및 토양개량재 혼합

수목식재

시공사례

내 용

[ 물량관리 및 시험 ]
◦ 토사의 정확한 반입,반출량 확인을 위해
토사 제거후 반드시 검측 시행

시공사례

내

용

[ 가식수목 관리 ]
◦ 임시 수목 식재지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홍보 필요(불필요한 민원 예방)

◦ 토사치환전 반입되는 토사의 유해성 및
유효성분 검사를 실시한 후 반입

[ 토사반입 ]

[ 수목검수 ]

◦ 토사반입시 주변 차량 및 비산먼지 관리

◦ 반입시 현장관리를 위한 방수포 등 설치

◦ 양질토사 반입전까지 수목 및 시설물

◦ 하차시 뿌리분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도발생 사전 대비(지주목 등 설치)
◦ 녹지는 우수 저장의 기능을 위해 녹지
중앙으로 5% 내외의 경사 시공
[ 토양개량재 혼합 ]
◦ 토양개량재 시공은 포설이 아니라 혼합을
원칙으로 함
(뿌리에 직접 닿는 약해 피해예방)
◦ 기존 수목의 노출된 부정근 등 제거

주의
◦ 교목은 식재전 고무바, 관목은 식재전
검정비닐 제거
[ 수목식재 ]
◦ 수목식재시 단순 열식 식재를 지양
◦ 보색대비 등을 고려한 계절감 있는 식재

□ 안전휀스(가림막휀스) 설치요령

□ 공사장안내판 설치 요령

안전휀스 설치요령

내 용
[ 공사장 안전휀스 설치 요령 ]

공사장안내판 설치 요령

내 용
[ 설치 규격 ]

◦ 모든작업은 안전휀스 내부에서 시행

◦ 1800mm x 900mm

◦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보행불편 최소화

◦ 한글, 중국어, 영어 겸용 표기

◦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 공사명, 공사기간, 시공사, 시행청 표기

구분

◦ 공사참여자 사진 부착 가능
◦ 기타 청렴관련 사항 인쇄 반영

[ 자재 및 폐자재관리 ]
[ 설치 관리 ]
◦ 자재 및 폐자재 보관시 안전휀스는
◦ 공사 시작전부터 완료시까지 설치
반드시 폐합처리
◦ 공사 시․종점에 시인성있게 설치
◦ 보관물종류 및 처리일자 확인이 가능한
◦ 대상구간이 길면 중간에 추가 설치
알림판 설치 검토
◦ 보행안전도우미 관리 대상물

[ 띠녹지공사시 보행인 유도 요령 ]
[ 기타안내판 ]
◦ 사유지가 있을경우 :
◦ 보행자통로 안내판 :
- 사유지로 보행통로 확보
- 좌․우측 보행자통로 설치 위치에 따라
◦ 사유지가 없을 경우(4m이상 보도) :
간판 설치
- 보도반쪽 보행통로 확보
- 규격 1000mm x 560mm
◦ 사유지가 없을 경우(4m미만 보도) :
- 차도측 보행통로 확보
※ 공사용 도로점용허가 必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요령

□ 보도블록포장 마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요령

내 용
[ 보행안전도우미 주요임무 ]

보도블럭포장 마감

내 용
[ 보도블록 재포설 작업 ]

◦ 보도구간 공사장을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 종방향 절단 금지(강도 저하)

◦ 임시보행로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 정확한 마킹후 절단 실시(선형 유지)

점검･관리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시보행로

◦ 일정한 줄눈간격 유지(바닥면 평탄성)
◦ 줄눈모래는 작업후 바로 포설

동반 안내
◦ 기타 보행자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 차량교통통제, 신호자활동, 장비유도자,
현장작업 등의 행동 절대금지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
◦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 연장 10m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구간 공사시
- 10m이상～30m미만 1인
- 30m 이상 2인
보행안전도우미 배치기준

◦ 10m미만이라도 교차로주변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1～2명 배치 등

[ 블록 절단시 주의사항 ]
◦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망 설치 후 작업
◦ 설치 위치는 토양오염 등의 방지를 위해
배수로 주변에서 실시
◦ 근로자는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 절단기는 정지시 전원차단 필수

보도환경개선과-4364호(‘15. 4. 3.) 반영
◦ 기타 현장여건상 배치 필요시
[ 복장 및 장비 ]
◦ 복장 :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단정한 복장 + 안전조끼
◦ 기타 : 보행안전도우미 명찰, 안전모,
교육이수증, 안전화, 신호봉,
흰장갑, 호루라기
◦ 명찰크기 : 가로 15cm, 세로 20cm

[ 수공다짐기 사용 ]
◦ 소규모철거지,

맨홀, 각종지주,

한전박스, 경계석모퉁이 주변 등
다짐효과가 떨어지는 장소
◦ 수공다짐기 효과
장소

일반다짐

수공다짐

맨홀주변

90.3%

97.6%

7.3% 다짐도 향상

□ 사전 설계도서 검토시 고려사항

□ 반입토사 시험

사전 설계도서 고려사항

내 용
[ 보도블록포장 적용품 ]
공 종

시공량

소형고압블록

300㎡

t=6~8cm

비 고
지장물이 면적
대비 5%이상
또는 곡선부

대형블록

270㎡

50*50*4.5cm

→
시공량의 40 %

보도용 콘크리트블록

370㎡

30*30*6cm

까지 감하여
시공

※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시 설치품의 50%반영

[ 도로 경계석 적용품 ]
공 종

시공량

비 고
도심부 상가나

도로경계석(콘크리트)

150m

120*120*120*1000

주택지 등 교통
및 작업조건이

도로경계석(콘크리트)

120m

150*150*150*1000

어려운 경우
→

토양 정밀검정 결과(화학성) - 농업기술센터 -

시공량의 20 %

도로경계석(화강석)

110m

180*200*1000

범위내 감하여
치환성

시공

시료번
호

실험
번호

접수
일자

의뢰인

연락처

경작자
주소

채취장
소

PH
(1:5)

6.0

사용월수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손율(%)

13

25

50

100

성동구
1

No
904

10/19

서울시설관리공단
조경공사관리처(이승호)

22907242

마장동
527-6

규격
1000*
2000

자재단가

3개월

6개월

12개월

성동
2

150,000

19,500

37,500

No
905

10/19

서울시설관리공단
조경공사관리처(이승호)

22907242

마장동
527-6

75,000

성동구
3

설치

보통인부

0.02

인

2,000원

철거

보통인부

0.01

인

1,000원

No
906

10/19

서울시설관리공단
조경공사관리처(이승호)

22907242

마장동
527-6

20

양이온(cmol+/kg)

유효인산
(mg/kg)

200

k

ca

mg

0.30

5.0

1.5

~

~

~

~

~

~

7.0

35

450

0.70

6.0

2.0

경의선
공원
(원토)

5.3

3

7

0.51

3.6

2.2

경의선
공원
(1/2배
합토)

4.9

24

34

0.69

2.3

경의선
공원
(1/3배
합토)

6.9

16

106

0.3

6.6

( 일반적인 ) 작물의 토양범위

[ 안전휀스 적용품 ]

유기물
(g/kg)

CEC
(cmol
+/kg)

염기
포화도

EC
(dS/m
)

10

60

2

석회요
구량
(kg/10a
)

na

0.2

이하

~

~

이하

~

15

80

0.1

9.7

66

0.3

0

1

0.1

11.3

36

0.4

0

0.9

0.1

8.1

97

0.3

0

□ 수목보호판 설치 요령

가로수 생육환경 공사 중 잘못된 사례

수목보호판 설치요령

내 용
[ 보호틀 설치 ]
◦ 수목보호틀 설치시 외부 블록마감은
보도블록 설치 지침에 맞게 시공

가로수 생육환경 특성상 보도공사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작업임을 감안
하여 주변상가 및 이용시민 불편 최소화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함

◦ 보호판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높이로 내부 토사 채움
◦ 과도한 뿌리 절단으로 인한 수목 도복에
주의하여 작업
[ 보호판 설치 1 ]
◦ 신규 식재시 적용 가능(기본형)
◦ 좌,우판의 연결철물을 이용한 견고한
연결 상태 확인

[ 보호판 설치 2 ]
◦ 보호판은 수목 규격 및 생장에 맞는 제품

상가 출입로 미개방에 따른 녹지대 훼손

녹지대 보호휀스 기초부위 노출 우려

(상가의 영엽품목 확인후 진·출입로 설치)

(반드시 거푸집 설치작업시 확인 철저)

버스정류장 등 공용시설 설치시 이격거리 고려

민원관리 철저

(버스 등의 연속정차를 고려한 시공)

(민원의 처리는 최대한 빠르게)

으로 선정(설계검토시 의견 제시)
◦ 설치시 각 수목의 뿌리 형태에 맞게
내부 가공
(각 수목별로 실측하여 번호 부여)

[ 기타사항 ]
◦ 논슬립 처리
- 우천 및 강설시 보행자의 미끄러짐
발생 대비
◦ 보호판 주문시 납품회사에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