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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벌어지곤
했습니다. 때문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런 관행적인 보도블록 교체 공사 때문에
불편과 스트레스를 받아 오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더욱이 공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 튀어나오거나 아귀가 맞지 않고, 모래가 나와 있는 등 부실공사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식에서 “시민들의 빼앗긴 보행권을 되찾고, 불필요한 보도블록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보내는 보도위에서 마땅히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을 행복한 보행자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보도 60년의 관행’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칙 없는 주먹
구구식 보도 공사를 근절하며 상시·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첫 번째 성과물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보도공사 길라잡이)”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매뉴얼을 통해 적어도 제가 취임하여 새롭게 시작한 공사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 또 다른
재공사는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보행
환경을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13년을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의 해’로 정하고, 보도블록 혁신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앞으로는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시민이 걷는 길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
으로 혁신된 서울의 보도관리 체계를 반드시 갖출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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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에 정의된 보도는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이다.
본 매뉴얼은 보도를 신설하거나,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거나, 굴착 후 복구하는 등 보도포장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을 제시한 것이다.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은 사각형내에 기술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에 제시하였다.
서울시·자치구 보도 포장공사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SH 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
사 등)에서는 본 매뉴얼의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 조건, 교통 조건 및 지역 조건 등을 감안하여 보도
포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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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본 매뉴얼이 적용되는 ‘보도포장 관련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포함하며 어떤 목적이든 보도포장을
굴착하여 복구하는 모든 공사 및 보도공사가 부대공사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를 포함한다.
가. 보도 신설 및 확장 공사
나. 보도 정비(개량) 공사
다. 보도공사를 포함하는 띠녹지, 가로수 등 녹지 조성 사업
라. 보도공사를 포함하는 교통축 개선사업, 도로교통 소통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마. 지하매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관련 굴착복구 공사
바. 버스승강장 공사가 포함된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
사. 주택사업(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관련 보도정비공사
아. 보차도 겸용도로(생활도로, 이면도로 등)를 블록으로 시공하는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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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본 매뉴얼은 보도 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지침서로써, 본 매뉴얼 이전에 만들어진 보도 포장공사 관련 각종 지침의 내용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본 매뉴얼은 보도포장공사의 품질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 외에, 서로 다른 부서에서 만들
어진 각종 지침, 방침, 가이드라인 등(이하 ‘지침’이라고 함)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어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곤란을 겪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의 내용과 상충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 본 매뉴얼의 내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매뉴얼과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가. 보도 턱 낮추기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07.2.14 서울시 도로관리과)
나. 장애없는 보도디자인가이드라인(Ver 2.0) (`'11.4,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다.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09.12,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라.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바.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기술표준원)
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토목편)
아. 기타 서울시에서 작성된 각종 지침 및 내부 방침서 등
또한, 횡단보도 턱낮춤방법,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본 매뉴얼의 발간과 동시에 폐지하고 본 매뉴얼의 내용으로 대체한다.

ᬊᨕ᮹ᱶ᮹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보도
사람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임.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이나 방호울
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로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한 부분을 말
한다. 보도는 휠체어사용자가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연속적으로 보행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함.
○ 생활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구내 국지도로 중 보행권 확보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한 도로로
서 속도제어를 통해 이동성 보다는 공간기능, 접근기능을 제공하는 보행이 우선되는 도로를 말한다.


○ 이면도로
도로를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으며 이동거리가 짧은 하위도로를 말하며 보행자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다.
○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노면 및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 부분
○ 험프형 횡단보도
제한속도를 30km/h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보도와 같은 높이로 설치한 횡단보도
○ 경계석(경계블록), 연석
차도구역과 보도구역, 보도구역과 건축물구역의 경계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 2가지 형태로 구분
- 차도구역과 보도구역의 경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경계석(경계블록)
- 보도구역과 건축물구역의 경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설치하는 경계석(경계블록)
○ 교통섬
차량의 주행을 통행 동선에 따라 제어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차선 사이에 설정한 구역
○ 턱낮추기
장애인 등, 특히 휠체어사용자, 유모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진입부, 안전지대
등에 설치하여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줄이는 시공방법
○ 횡단경사
보도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로서 도로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사를
말한다.
○ 종단경사
보도의 진행방향 중심선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변화비율을 말한다.
○ 맨홀(맨홀 뚜껑)
노면에 지하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게 만든 구조물
○ 조화맨홀
주변 보도 포장재질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맨홀
○ 빗물받이
도로에서 우수의 처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 볼라드
차량이 보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보도 경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
○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은 약시자와 전맹인을 지칭함. 약시자는 미약한 시력을 가지고 있거나 제한된 범위만을
볼 수 있어 강한 대조나 뚜렷한 윤곽만 인지 가능한 사람을 지칭하며, 전맹인은 전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적으로 음향 또는 촉각정보에 의지하는 사람을 말함.



○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애인등의 보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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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말함.
○ 점자블록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 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
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을 말하며, 위치
감지용 점형블록과 방향 유도용 선형블록이 있음.
○ 음향교통신호기
음향교통신호기는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을 위하여 음향신호로
횡단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ᅕࠥŖᔍšญ⮱ࠥ
구분

공
사
전

공
사
중

주요 계획

조치 및 확인사항

감독자 조치

시공사 확인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대상 적정여부 판단

현장조사 실시

소요예산 확보

- 예산편성(개략 설계)

예산편성 요구

공사설계(용역)

- 설계내역서, 자재선정(관,사급)
- 설계도면, 공정표, 각서 등
- 시방서(일반,표준,특별 등)

업무담당 선정
설계내역서 작성
설계지도Ⱁ점검 의뢰

일상감사 의뢰

- 사업 타당성, 발주과정 적정성

감사담당관 의뢰
필요시 내용보완

계약심사 의뢰

- 공사 및 자재단가, 제잡비 등

재무과 심사의뢰
심사결과 적용

공사발주 방침

- 공사발주 방침결재

전결규정 적용
감사, 심사결과 반영

공사발주 공고

- 자체, 조달발주(일반, 긴급)

발주방법
공고방법 결정

입찰마감

- 낙찰자 적격심사

적격심사서류 검토
심사결과 통보

공사 계약

- 계약서 등 관계서류 접수

유찰, 재공고 등
계약여부 확인

착공계 제출

- 착공계 및 시공계획서 제출
-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선임

착공계, 시공 및
공정계획 접수

착공계, 현장대리인선임계
제출
공정표, 보도포장교육
이수증 제출

하도급계약 등

- 하도급계약후 1개월 이내신고

계약서류 접수
적정성 검토

하도급 계약시 발주처 제출

공사 준비

- 현장조사 및 안전시설 설치
- 자재 및 장비 현장 반입

안전시설, 안내사항
시민불편사항 점검

시민 안내홍보
(안내판, 플랭카드)

교통처리계획

- 경찰서 사전협의(기간, 시간)

교통처리계획서 제출

경찰서 사전협의
(기간, 시간)
교통처리 안내판 설치

비고



구분

공
사
중

주요 계획

조치 및 확인사항

감독자 조치

시공사 확인

- 공사착수전 시민홍보 안내
- 공사장애물 등 기존시설 철거

공사안내 및
안전시설 설치 확인

공사도면 설계내역 확인
공사안내간판, 안전시설
설치

측구 시공

- 포장면 컷팅, 측구깨기
- 보차도경계석 설치
- 측구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도로점용 과다여부
보행통로 설치여부
시민불편사항 점검

보행임시통로 설치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적정한 안전휀스 등 설치

토공 작업

- 기존 보도걷기 및 기층부 토공
- 도로경계블록 설치
- 기층포설 및 다짐

보행통로 별도 확보
불량자재 여부 확인
공사자재적치 적정성
일일 안전점검

굴착구간 고무패드 설치
보행통로 설치, 도우미 배치
종·횡단 경사도 확인, 살수
등

보도 포장

- 안정층 모래포설 및 다짐
- 블록포장 정밀시공
- 노면접속 및 포장경계부 마감
- 줄눈모래 채우기
- 블록포장면 다짐

기층 다짐상태 확인
자재 적치상태 확인
마감블록 절단기 사용
조각블록시공 및
점자블록 포설상태 확인

보행통로 확보,
시민불편최소화
기층 다짐상태 및 레벨 확인
일일자재 적정 반입
줄눈간격 확인, 불량블록
점검
다짐시 비산먼지 예방

현장 정리

- 현장정리 및 안전시설 제거
- 보도 포장공사 구간 개통

청소상태 점검
일일 안전점검 조치

공사잔재 및 자재 반출
시민불편사항 정비 조치

일상감사(2회)
(공정60, 90%시)

- 감사관과 합동 현장점검(2회)

명예감독관 선정 합동
점검

현장안내 및 설명

설계변경(정산)

- 준공을 위한 정산 설계변경

시공물량 반영 등
최종 설계변경

변경 합의서 제출

준공검사

- 시민명예감독관 합동준공검사

준공검사서 작성
공사대장 작성

준공계 제출

공사대금 지급

- 정산결과 대금 통장입금 조치

지급여부 확인

대급지급 요청

하자검사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하자검사원 지정
하자검사 실시

하자 보수요청

- 검사 및 조치결과 통보

검사결과 통보
조치결과 확인

하자 준공처리

- 하자 기간만료 전 준공검사

준공검사 실시
준공 처리

(

현장 확인

비고

인
터
로
킹
블
록
을
중
심
으
로
(

공
사
후

현장 보수공사 시행

ๅە᯲ᖒ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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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본 매뉴얼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서울특별시 보도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 방침서를 근간으
로 작성하였다. 매뉴얼 내용중 인용된 방침서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여 검색하면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http://safe.seoul.go.kr/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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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보도포장은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에 따라 포장재 종류와 시공방법이 다양하여 일률적인 교체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보도포장은 포장재의 종류(블록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시멘트 콘크리트류 등)에 상관없이 포장 상
태가 매우 불량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또는
지하매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굴착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할
수 있다.
보도포장의 교체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동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한
소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심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의 제6항에 의거하여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다만, 천재·지변,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긴급복구공사와 길이 10m이하, 너비 3m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등은 예외).
「보도굴착 통제기간 개선(2년⇒5년)」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596호, 2008.10.29)에 따라 ‘거리 개선사업’
완료구간은 보도굴착통제기간을 공사 완료 후 ‘5년간’으로 확대 적용한다. 예외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내용과 동일하다.
거리개선사업이란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 ‘디자인서울거리사업’, ‘그린웨이사업’, ‘뉴타운사업’, ‘자치구
특화정비사업’ 등 계획에 의거 노후 등의 이유로 보도포장을 전면 개량·특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거리개선사업’ 추진시에는 지하매설물 관련 유관기관의 5년 이상 중기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굴착일정을 상호 검토·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진출입로 손상이 심한구간은 허가받은자가 원상복구함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건물주(또는
상점주)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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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거리환경 개선사업 관리 강화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43호, 2009.7.23)」, 「보도관련 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의무화 세부 시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11호, 2009.8.13)」 및 「보도(步道) 60년 관
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4호, 2012.5.4)」에 따라 보도포장 관련 공사(설계)
시행기관 및 부서에서는 설계용역 준공전(디자인 심의대상 사업의 경우는 심의 후) 사업개요, 사업설명서,
설계도서(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을 서울시 보도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점검을 받고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승인 받아야 한다.
○ 설계도서 지도점검 요청에 필요한 서류 : <별표 1>
○ 지적사항 조치결과(양식) : <별표 2>

ᖅĥࠥ໕᯲ᖒ
【설 명】
설계도면은 사업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행정2부시장 방침 제420호,
2008.9.2)」에 제시된 상세설계 표준도 목록 중 해당되는 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보도포장
상세설계도면 목록은 <표 2.1>과 같다.
설계도면 작성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 작성, 행
정2부시장 방침 제420호, 2008.9.2」 을 참고한다.
가. 도면목록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 도면 추가 가능
나. 계획에 없어 불필요한 도면은 도면목록에서 제외 가능
다. 도면매수는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라. 모든 도면 작성은 현황측량 및 현황조사 근거에 의해 작성
마. 모든 상세도는 조각블록(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제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그림 2.1 참조)
- “ㄱ"자 ”ㄴ"자 등 2단 절단블록 사용 지양(깨짐 발생 빈번)
바. 도면이 여러 장 일 경우 도면 우측 상단에 Key Plan 삽입
사. 포장 경계부 및 시설물 주변에 조각블록이 발생치 않도록 경계석 등 조정
아. U형 또는 S형 블록 사용시 점자블록, 경계석, 맨홀, 구조물 주변 마감블록으로 설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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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보도포장 관련 공사’ 설계도면 작성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도 유효폭 2m 준수(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나. 횡단경사 2% 이내 준수. 지형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4%까지 설치가능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다. 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정비(지주형 가로시설물 통합정비 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9호, ‘07.9.10)
라. 차량진출입로 설계시 준수사항
- 블록 형상 : 블록의 맞물림(Interlocking)이 우수한 이형블록(U블록, S블록 등) 및 I2블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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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두께 : 80㎜ 이상인 제품 사용
- 블록 포설 패턴 : 밀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진행방향에 지그재그로 포설
※45° 지그재그 패턴은 차량통행방향을 고려해야 함

차량통행방향
aⰋḡəᰍə

ӹⰋḡəᰍə

₉పḥ⇽᯦ಽŖ ᩩ

əฝ₉పḥ⇽᯦ಽትಾ⡍ᖅ➉▕

əฝ₉పḥ⇽᯦ಽĞᔍǍeᖅĥ



마. 일반 보도구간은 300×300㎜ 이상 치수는 맞물림 효과가 떨어져 밀림현상이 발생 또는 정밀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200×200㎜ 이하 블록 사용 권장
바. 턱낮춤 구간의 차도와의 단차는 1cm 이하가 되도록 설계
사. 폭 10m이하 이면도로 및 아파트 진입부 등은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횡단보도 상 보행로 폭은
최소 2m이상 확보(그림 2.5 참조)
단, 현장여건상 2m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5m이상 확보

ᅕࠥ໕ŝ᮹݉₉
↽ݡDNᯕ⦹
əฝ⨹⥥⩶⬂݉ᅕࠥᖅ⊹ಚ

아. 빗물이 주변 가로수, 띠녹지 등 침투가능한 곳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보도의 종·횡단경사
및 띠녹지 토피고(보도블록보다 5cm이하로 설치) 조정(그림 2.6 참조)

əฝுךḡ}ᖁᩩ

사. 기타 설계 준수사항은 “시공편”을 참고하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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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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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투수성) 보도포장 기준(안), 행정2부시장방침 제 477(2009.9.16)호』 를
통하여 현 불투수층 포장재료로 인한 도시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투수
블록 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투수블록 포장 시공시 상기
기준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하며, 투수블록 선정시에는 『부록 1. 투수블록 포장 설계Ⱁ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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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ᯙ░ಽ┚ትಾ⡍ᰆᯕ
인터로킹 블록(ILB) 포장은 블록 사이의 틈새에 모래를 넣고, 블록 상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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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한 요소이므로 재료 선정시 주의하여야 한다.
ILB 포장의 구조, 각 층의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가. 블록 : 보행 안전성, 평탄성, 쾌적성, 친환경성(투수 등), 정보전달(노면 표시 등) 등 노면 기능
나. 줄눈 모래 : 수평Ⱁ수직방향의 압축력을 인접블록에 전달하여 블록 맞물림(Interlocking) 효과 증진
다. 경계석 : 블록 압축력에 대한 반력 작용
라. 모래 안정층 : 하중 균일 분산, 블록의 평탄성 확보
마. 기층 : 하중을 노상으로 분산 전달
바. 노상 : 포장의 지지층 역할
※ 투수포장의 경우에는 모래안정층~기층, 기층~노상 사이에 투수시트 설치

əฝᯙ░ಾ┚ትಾ⡍ᰆ᮹Ǎ᳑

 ᰍഭᖁᱶ
보도 포장공사시 사용되는 재료는 각 층의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품질기준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각종 하자로 이어지게 되어 보도포장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된다.



보도 포장공사에 사용되는 각 재료별 품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블록
- 블록의 물리적 품질기준은 아래 <표 2.2>와 같다.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표 2.3 및 별표 3 참조>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
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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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성적서 확인 등)하여
시공해야 한다.
-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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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이형블록 등), 내경 4.5㎝의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로 대체하여 평가함.(별첨 및 부록 참조)
【주2】 자체투수블록의 경우, 공극막힘에 따른 투수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블록제품을 오염시킨 후 투수성능을 평가함.
(별첨 및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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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기준상 블록간 틈새 기준이 2~3㎜ 이내로 유지하도록 되어있지만 틈새가 기준치 보다 좁을
경우, 줄눈 모래가 채워지지 않아 블록간 부딪힘으로 인한 파손 발생 및 인터로킹 효과가 떨어져
덜그덕 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대로 틈새가 기준치보다 넓을 경우, 블록이 흔들거리거나 빠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ʑᨧ۵ᱱ☁ᄞ࠭Ŗ⩥ᰆ

࠭ʑᨧ۵ትಾŖ⩥ᰆ

əฝ࠭ʑᨧᯕᖅ⊹ࡽትಾ᮹❭ᗱ⩶ᔢ

- 따라서, 블록의 측면에는 2~3㎜ 이내의 돌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점토블록(점토바닥벽돌) 제품은
돌기없는 제품의 시공하자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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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ʑᨧ۵ᱱ☁ትಾ ᔍᬊ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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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에 유색층이 있는 경우 유색층의 두께는 표면에서 8mm 이상이어야 하며, 휨강도 시험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블록의 치수 및 그 허용치는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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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줄눈 및 안정층 모래
-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블록 사이에 충진되는 줄눈 모래와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
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안정층 모래의 품질 기준은 <표 2.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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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블록포장(틈새 투수블록)에 사용되는 모래의 품질기준은 <표 2.6> 및 ,<표 2.7>과 같다. 단,
자체 투수블록에 사용되는 모래의 품질기준은 <표 2.5>와 동일하다. 줄눈재(모래)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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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틈새형성 및 줄눈확대투수블록에 사용되는 모래는 일반(불투수)블록과 다르기 때문에 용어를 "받침안전층" 및 "줄눈재"를 달리
표기하였음.

다. 기층용 골재
- 블록포장시 사용되는 기층은 상부의 하중을 노상으로 분산 및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에 품질관리에 소홀 할 경우 침하를 일으켜 <그림 2.11>과 같은 심각한 파손을 유발하게 된다.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2.8> 및 <표 2.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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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수 블록포장에 사용되는 기층은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투수기층에 사용되는 골재 입도는 <표 2.9>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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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투수 블록포장에 사용되는 재료의 기준은 <부록 1.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을
따른다.

ᅕࠥ⡍ᰆᰍၙҥౝᱡ⧎ʑᵡᵡ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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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อॅᨕ
⩥ᰆᨱᱢᬊ⦹Łᯩ݅
【설 명】
 ᅕࠥ⡍ᰆၙҥౝᱡ⧎ʑᵡ
가. 보도의 횡단경사 기준은 빗물 배수를 원활히 하면서도 교통약자의 보행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 이내로 규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보도가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구간은 ‘40BPN 이상’
을 적용
나. 차도를 횡단하기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 보도상 차량 진출입을 위한 턱낮춤 구간, 버스
및 택시정차대 주변구간은 ‘45BPN 이상을 적용(경사도 10% 이내인 경우)
다. 불가피하게 종·횡단 경사가 10%를 초과하는 구간은 ‘50BPN 이상’을 적용
(횡단보도 턱낮춤 구간의 경사석은 ‘50BPN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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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N(British Pendulum Number) : 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
에 안전

ᖅ
ĥ
⠙

əฝᅕࠥ▒ԏ∅Ǎeၙҥౝᱡ⧎ʑᵡᱢᬊ ᩩ

 ᱢᬊݡᔢ
가. 블록류, 화강판석(돌포장), 아스콘, 콘크리트 등 보도에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
나.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 도로경계석(경계블록)
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Ŗᔍႊᕽ᯲ᖒᵡᙹᔍ⧎
【설 명】
공사시방서에는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시공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과 안전, 정보안내 등 공사장 주변환경
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공사시방서 작성시 주요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 이수 의무화(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6호,
'09.9.16)
나. 종합안내도 등 안전시설 세부 설치계획 및 공사장 환경관리 및 보행 안전시설 설치(보도 관련 공사장
종합안내도 등 안전시설 세부 설치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09.7.12)
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에 따른 도시 물환경 변화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투수성 포장 설계
원칙(「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34호, 2012.5.4)


라. 투수성 포장 선정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내용 반영 의무(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시행
계획, 보도환경개선과-485, '12.10.11)

ᖅĥԕᩎᕽ᯲ᖒᵡᙹᔍ⧎
ԕᩎᕽ ᯲ᖒ ÕᖅŖᔍ ⢽ᵡ⣩ᖩᮥ ⪽ᬊ⦹ᩍ ᯲ᖒ⦹ࡹ  ⩥ᰆᨱ  ⦽ݡᔍᱥ᳑ᔍෝ ℁ᱡ⯩
⦹ᩍ⢽ᵡ⣩ᖩᅙྙၰᵝᕾᨱ⢽ࡽb᳦⧁᷾ශᮥb⩥ᰆᝅᱶᨱ฿í∊ᇥ⦹íၹᩢ⦹ᩍ 
Ŗᔍᵲ☖⧪ᇩ⠙ၰŖᔍ⦹ᯱ ᰍŖ॒ᮥᔍᱥᨱᩩႊ⦹ࠥಾ⦽݅
【설 명】
 ⧁᷾ᱢᬊᗭ
가. 지장물이 면적대비 5% 이상인 직선부 또는 곡선부 : 일당 시공량의 40% 까지 감하여 적용
나. 잡재료는 인력품의 5%까지 계상할 수 있음
다. 다짐 및 지반 침하방지가 필요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
라. 블록 절단시 그라인딩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라인딩 기계경비 산정시까지 커터 기계경비 적용
마. 공구 손료는 인력품의 3%로 계상
바. 지세별 할증률(번화가 2차선 도로 30%, 4차선 도로 25%, 6차선 도로 20%, 주택가 15%) 적용
사. 기층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안정처리 기층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
아.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를 실시할 경우, 설치품의 50%로 계상
자.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 적용
 ᗭȽ༉ትಾ⡍ᰆᨱ⦽ݡ⣩ᖩᱢᬊ ⣩ᖩᱽᱶʭḡ
소규모 블록포장시 각 공종별 할증이 감안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증 적용한다. 단, 본 품셈
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소규모 블록 포장에 대한 품셈 제정시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가. 소규모 블록 포장 대상 : 10㎡이하
나. 품 적용 : 블록 포장품의 50%까지 감하여 적용(300㎡/일 ⇒ 150㎡/일)



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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ੲੲ⦽ᅕࠥŖᔍʙᰂᯕ

ᅕࠥŖᔍᖅĥŖๅە7FS

ᱽᇡŖ⠙

₊Ŗᯕᱥá☁Ⱂᯕ⧪ᔍ⧎
ᅕࠥ⡍ᰆ Ŗᔍ᮹ ⣩ḩᮥ ׳ᯕŁ  ⏭ᱢ⦽ ᅕ⧪⪹Ğᮥ ᱽŖ⦹ʑ ᭥⦹ᩍ Ŗᔍšĥᯱ ༉ࢱ۵
ᅕࠥ⡍ᰆᱥྙʑᚁƱᮂŝᱶᮥᯕᙹ⦹ᩍ⦹໑ ĥ᧞ᔢݡᯱ۵Ŗᔍ᮹⣩ḩ⨆ᔢᮥ᭥⦹ᩍ
ĥ᧞ᅕࠥትಾĥᯕ⧪ᕽ᧞ᕽෝᱽ⇽⦹ᩍ⦽݅

ᅕࠥ⡍ᰆᱥྙʑᚁƱᮂᱽࠥ
【설 명】
서울시에서는 보도포장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보도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시공사의 품질관리자 및 포장
기능공 전원에 대하여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계획(행정
2부시장 방침 제476호, ‘09. 9.16)〕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포장 공사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착공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공사 착공시 교육수료증 사본이 착공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사를 착공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에서는 입찰공고시 현장설명서에 인증제 시행에 대한 사전조치를 하고, 공사시방서에 공사 착공시
교육수료증 사본을 제출토록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13년부터는 보도공사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도포장 관련 사업의 감리·감독자를 교육 대상
자에 포함시키고 교육인증 유효기간(보수교육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 보도포장 전문 기술
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 》
◦ 교육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충북음성 소재 www. kscfc.co.kr ☏043-879-2411~12)
◦ 교육과정 : 신규교육(2박3일), 보수교육(1박2일)
◦ 교육시간 : 신규교육(총 20시간-이론 6시간, 실습 14시간)
보수교육(총 15시간-이론 5시간, 실습 10시간)
※보수교육과정 : 투수블록포장 교육시행
◦ 교육주기 : (당초)4년 → (개선)2년

ᯕುƱᮂ

ᝅƱᮂ

əฝᅕࠥ⡍ᰆᱥྙʑᚁƱᮂŝᱶ



ᙹഭ᷾ၰᯕᙹ᷾ᙹᩍ

ᅕࠥትಾĥᯕ⧪ᕽ᧞ᱽ
【설 명】
ĥ᧞ᔢݡᯱ۵Ŗᔍ᮹⣩ḩ⨆ᔢᮥ᭥⦹ᩍb᳦ჶಚŝႊʑᵡ॒ᮥᵡᙹ⦹ᩍᱶၡŖᮥᯕ⧪⧁äŝ
อᯝᯕෝ᭥ၹ⦹ᩍᇡᝅŖᔍಽ⫭ᱥ໕ᰍŖ᳑⊹ݡᔢᯕၽᔾ⧁Ğᬑ⧕ݚÕᖅᨦℕ᪡ᯕᨱᗭᗮࡽ
Õᖅʑᚁᯱ ⩥ᰆݡญᯙ qญᯱ ʑ܆Ŗ⡍⧉ ᨱ⦽ݡᯝᱶʑe࠺ᦩŖᔍₙᩍᱽ⦽ ᇡᝅჭᱱᇡŝ ॒
ၽᵝʑš᮹᳑⊹ᨱ࠺᮹⦹۵äᮥŖᔍĥ᧞ᕽᨱᔢ⪙ᕽ᧞⦹Łĥ᧞ℕđ⦹ᩍ⦽݅

입찰공고

▶ 현장설명서에 사업목적과 서약서 제출내용 명기(사전고지)

현장설명

▶ 사업목적과 서약내용 고지(필요시)

입 찰
낙찰자 결정

▶ 계약통보시 서약서 제출요구(발주기관 → 낙찰자)

계 약

▶ ‘보도블록10계명 이행서약서’ 첨부 계약체결(간인)


Ŗ
⠙

əฝᅕࠥትಾĥᯕ⧪ᕽ᧞ᨦྕญࠥ

ᅕࠥትಾĥᯕ⧪ᕽ᧞ᕽ

⩥ᰆᖅᕽ

əฝᅕࠥትಾĥᯕ⧪ᕽ᧞ᕽၰ⩥ᰆᖅᕽ



Ŗᔍᵲၝᇩ⠙⧕ᗭ
ᅕࠥ⡍ᰆšಉŖᔍෝ⧪⧉ᨱᯩᨕŖᔍšĥᯱ۵ၝᔾ⪽ŝ☖⧪॒᮹ᇩ⠙ᮥ↽ᗭ⪵
⦹۵ Ŗჶ  ႊ ॒ᮥ ᖁᱶ⧕ ⦹໑  ᨥĊ⦽ Ŗᱶšญ ၰ Ŗᔍĥ⫮ᮝಽ ၝᬱၽᔾ ᗭḡෝ
ᔍᱥᨱႊḡ⦹ᩍ⦽݅

Ŗᔍᦩԕ⢽ḡ❱ᖅ⊹
༉ुᅕࠥ⡍ᰆŖᔍ ʕɪ ᗭȽ༉Ǖ₊ᅖǍŖᔍᱽ ۵Ŗᔍ}ᱥǍᱶᝁྙ ⪩⟹ᯕḡ 
ၹᔢ⫭ ॒ᮥ ☖⦽ ∊ᇥ⦽ ⪮ᅕಽ ၝᇩ⠙ᮥ ↽ᗭ⪵⧕ ⦹໑  ŖᔍǍe ᱱ  ᳦ᱱᇡᨱ
Ŗᔍᦩԕ⢽ḡ❱ᮥၹऽᖅ⊹⦹ᩍ⦽݅

【설 명】
서울시에서는 보도 공사중 시민생활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목적과 내용 등을 일반인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공사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 〔효율적인 보도공사 안내방법 개
선(보도환경개선과3918호, ‘12.12.12)〕하고 있다. 공사안내표지판(공사종합안내도)은 보도공사 시작전부터
완료시까지 공사 시·종점(보행에 지장이 없고 홍보효과가 큰 장소)에 설치하며, 글씨체는 서울남산체EB
로 하고, 공사규모 및 종류에 따라 서울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사
안내표지 설치 등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추가 설치한다.
가. 보도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규격 : 가로 0.9m, 세로 1.8m
•설치방법 : 이동식 고정형(바람에 전도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 설치)
•문 안
- 공사명 : 한글, 영어, 중국어 겸용 표기
- 공사기간 : 실 착공일부터 실 준공일까지
- 시공사 : 시공회사(연락처 포함) 및 모든 참여기술자 명단
- 시행청 : 시행청명, 공사감독자(감리) 사진 및 연락처
나. 보도공사 안내 현수막 설치
•규격 : 가로 0.7m, 세로 1.8m(현장 여건상 필요시 가로 방향으로도 설치 가능)
•게첨장소 : 보도공사장 인접 가로등주에 설치
•문안 : 한글, 영어, 중국어 겸용 표기
다. 공사종합안내도
•규격 : 가로 1.6m, 세로 1.8m
•설치방법 : 이동식 고정형
•설치수량 : 현장당 2개 이상


Ŗᔍᦩԕ⢽ḡ❱ ᅕ⧪ᯱᬊ

Ŗᔍᦩԕ⢽ḡ❱ ᬕᱥᯱᬊ

Ŗᔍ᳦⧊ᦩԕࠥ

Ŗᔍᦩԕ⩥ᙹส

əฝŖᔍᦩԕ⢽ḡ❱ Ŗᔍ᳦⧊ᦩԕࠥ ᖅ⊹ᮁ⩶

라. 공사안내표지판 제작·설치 및 관리요령(제4조 제1항 관련)
•eᖁၰᅕ᳑eᖁࠥಽ ✚ᄥࠥ Ǎࠥ ⡎Nᯕᔢ
₉ಽᇡᇥ☖ᱽ
Ŗᔍᦩԕ ᩩŁ

Ŗᔍᦩԕ ᩩŁ
ᬑ⫭ࠥಽᦩԕ

Ʊ☖ᦩԕ

Ŗᔍᦩԕ
ᬕᱥᯱ

Ʊ☖ᦩԕ


Ŗ
⠙

Ŗᔍᦩԕ
ᅕ⧪ᯱ
ŖᔍǍe

N

N

N

N

N

N

᧲ႊ⨆₉ಽᱥ໕☖ᱽ
Ŗᔍᦩԕ ᩩŁ

Ŗᔍᦩԕ ᩩŁ
ᬑ⫭ࠥಽᦩԕ

Ʊ☖☖ᱽ
ᬑ⫭ࠥಽᦩԕ

Ʊ☖☖ᱽ

Ʊ☖☖ᱽ

Ŗᔍᦩԕ
ᅕ⧪ᯱᬊ
ŖᔍǍe

N

N

N

N

N

N



Ŗᔍᰆᦩᱥ⭡ᜅᖅ⊹
Ŗᔍ₊ᙹᱥǍeᄥ·݉ĥᄥಽŖĥ⫮ၰᦩᱥ⭡ᜅ॒᮹ᖅ⊹ĥ⫮ᕽෝ᯲ᖒ⧕⦽݅
ᯕভ༉ु᯲ᨦᮡᦩᱥ⭡ᜅԕᇡᨱᕽ⧪ࡹࠥಾᩑᗮᱢᮝಽᦩᱥ⭡ᜅෝᖅ⊹⦹Ł ᅕ⧪ᯙ
ŝ⪝ᬊࡹḡᦫࠥಾᅕ⧪☖ಽ᪡Ǎᇥ⦹ᩍᖅ⊹⦹ᩍ⦽݅

【설 명】
서울시에서는 보도포장 공사중 보행자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공사구간내 안전휀스 설치를 강화하고 있다.
공사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에 의거하여 승인된 구간내에서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안전
휀스 세부 설치지침은 〔보도 관련 공사장 종합안내도 등 안전시설 세부 설치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09. 7.12)〕에서 규정하고 있다.

ॷକᩧ

Õ⇶ྜྷ

ᅕ⧪☖ಽ

ŖᔍǍe

ᦩᱥ⭡ᜅ aฝ⩶

Nᯕᔢ

ᔍᮁḡಽ
ᅕ⧪☖ಽ⪶ᅕ

ॷକᐣ

ᔍᮁḡ

Õ⇶ྜྷ

ᅕࠥ⡎Nᯕᔢ
ᅕࠥၹ⡎
ᅕࠥၹ⡎
ᅕ⧪☖ಽ⪶ᅕ

ॷକᐣ
ᅕࠥ⡎Nၙอ
₉ࠥ⊂
ᅕ⧪☖ಽ⪶ᅕ

Ŗᔍᰆᱥ໕aฝ⩶

ᅕࠥ

ᅕ⧪☖ಽ

₉ࠥ

ŖᔍǍe

Nᯕᔢ

ᔍᮁḡ

Õ⇶ྜྷ

ᅕࠥ Nᯕᔢ

₉ࠥ

ᦩᱥ⭡ᜅ aฝ⩶
ŖᔍǍe

ᅕ⧪☖ಽ

ᦩᱥ⭡ᜅ Ǎᇥ⩶

Nᯕᔢ

ᔍᮁḡ

ᅕࠥ Nၙอ

Ŗᔍᰆᇡᇥaฝ⩶

əฝᅕ⧪☖ಽၰᦩᱥ⭡ᜅᖅ⊹ᮁ⩶



ᦩᱥ⭡ᜅ aฝ⩶

₉ࠥ

ŖᔍᰆǍᇥ⩶

ᅕ⧪ᦩᱥࠥᬑၙ႑⊹
ᅕࠥᨱᕽ⧪⧕ḡ۵Ŗᔍಽᯙ⧕ᄥࠥ᮹ᯥᅕ⧪ಽ ᩑᰆNᯕᔢ ⪶ᅕa⦥⦽ᅕࠥŖᔍᰆ
ᨱ۵ၝ᮹ᦩᱥ⦽ᅕ⧪ǭᮥ⪶ᅕ⦹Łᯱᅕ⧪ᦩᱥࠥᬑၙෝၹऽ႑⊹⦹ᩍ⦽݅

【설 명】
서울시의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134호, Ⲱ12. 5. 4)〕 에 의거 보도공사장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 (도로관리과-8406호, 2012. 5.10)
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기존 보도의 통행이 불가하여 차도 또는 축소된 보도공간에 조성된 임시보행로의 연장이
10m~30m 미만일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1인/일, 30m이상일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2인/일
배치해야 한다. 보행안전도우미의 (여름철) 복장은 흰색 계통의 칼라가 있는 셔츠, 노란색 안전조끼,
명찰, 베이지색 면바지, 안전모, 안전화, 흰장갑, 교통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춰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다음의 임무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임무 외 활동을 금지한다
가.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나. 임시 보행로의 안전휀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Ŗ
⠙

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라.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 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마.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바.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ᦩᱥ᳑ӝ יᔪĥᩕ

ₑ ༊Ùᯕ⩶

ᅕ⧪ᦩᱥࠥᬑၙ႑⊹

əฝᅕ⧪ᦩᱥࠥᬑၙᅖᰆၰᦩᱥᰆǍ



ᯥᅕ⧪ಽ⪶ᅕ
ᅕࠥ Ǖ₊ ᅕ⧪ᯱ ᯕ࠺ᨱ ᇩ⠙ᯕ ᨧࠥಾ ᄥࠥ᮹ ᯥᅕ⧪ಽෝ ၹऽ ⪶ᅕ⦹ᩍ⦹໑ 
ᯕভᯝၹᇡḢ⡍ᖅ⊹॒⩶ᱢᯙᯥᅕ⧪ಽᖅ⊹ෝ⧕ᕽ۵ᦫࡹŁ ᅕ⧪ᯱaᇡाᯕ
Ŗᔍᰆᮥ⬂݉⧁Ğᬑᨱ۵ᦩᱥၽ❱॒ᮥᖅ⊹⦹ᩍ⦽݅

【설 명】
임시보행로 확보시 보도 공사구간을 최소화하여 기존 보도상 또는 인접 사유지에 보행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측에 보행통로를 확보
할 수 있다. 이때 안전휀스 설치기준은 3.2.2 공사장 안전휀스 설치편에 기술되어 있다.
보도블록 포설전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장 내로 통행시 또는 횡단시킬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
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는 등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고무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시보행로 바닥재는 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우천시 미끄럼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으로 설치토록 한다. 공사시행중 감독관은 임시보행로가 미확보되어 있거나 가복구 상태가
미흡한 현장에 대하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ᯥᅕ⧪☖ಽ ၙ⯂ᔍಡ

ᯥᅕ⧪☖ಽ ᬑᙹᔍಡ

ᦩᱥၽ❱ᖅ⊹ ᬑᙹᔍಡ

əฝᯥᅕ⧪ಽᖅ⊹ᔍಡ

ᯙ᳑ॵ

⑁ᖹๅ✙

əฝᯥᅕ⧪ಽၵ݆ᰍ᳦ඹ



Łྕ➉ऽ

Ŗᔍᰆ⪹Ğšญ
Ŗᔍᬊḡ۵ ᯙࡽ ໕ᱢᮥ ၹऽ ᵡᙹ⧕ ⦹໑  ᯱᰍ ᱢ⊹ ᦩᱥ⭡ᜅ ॒ᮥ ᖅ⊹⦹ᩍ
⠱⧊᳑⊹⦹Ł ⩥ᰆᨱᕽᅕࠥትಾaŖᨱ۵እᔑຝḡႊḡᖅᮥᖅ⊹⦹ᩍၝᇩ⠙ၰ
⪹Ğ᪅ᩝᮥ↽ᗭ⪵⦹ᩍ⦽݅

【설 명】
공사용지로 승인된 면적 이상으로 도로점유를 할 경우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동법 제101조 2
(과태료)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도로무단점유로 간주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재 적치시에는 안전휀스 등을 설치 후 완전 폐합조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만약 자재 적치장 미확보시에는 자재를 일일 공사물량만 현장에 반입
조치하여야 한다. 현장내에서 보도블록 가공시에는 반드시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집진
시설 및 폐수회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발주처(공사관계자)는 공사장 일일점검 및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ᰍ⠱⧊ၙ᳑⊹

እᔑຝḡႊḡᖅၙᖅ⊹


Ŗ
⠙

Ŗᔍ⠱ᯱᰍႊ⊹

ֻࠨվॷୋ෮ୋւࠤࢠใॷߢ

ᯱᰍ⠱⧊᳑⊹

እᔑຝḡႊḡᖅᖅ⊹

Ŗᔍ⠱ᯱᰍᱶญ

ֻࠨվॷୋ෮ୋւࠤ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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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Ŗ᯲ᨦ
☁Ŗ᯲ᨦᮡᅕࠥŖᔍᵲၝᬱšญ⊂໕ᨱᕽaᰆ≉᧞⦽Ŗ᳦ᮝಽᕽእᔑຝḡၽᔾᱡqᮥ
᭥⦽ bᄥ⦽ ⩥ᰆšญa Ǎࡽ݅ ੱ⦽  ʑ⊖ ⡍ᖅ·݅ḱᮡ ᅕࠥ⡍ᰆ᮹ ℌ ݉ĥ Ŗ᳦ᯙ
อⓝ℁ᱡ⦹íŖᔍšญ⦹ᩍ⦽݅

ᅕࠥØᨕԕʑ
ⷣᅕࠥØᨕԕʑⷤႊჶᨱ۵ʑĥ #) Øᨕԕʑ᪡ᯙಆØᨕԕʑಽᇥඹ⧁ᙹᯩ۵ߑ ₊Ŗᱥ
Ŗĥ⫮݉ĥᨱᕽ⠱ʑྜྷၽᔾᮥ↽ᗭ⪵⧁ᙹᯩࠥಾŖᔍqࠦŝ⩲᮹⦹ᩍᅕࠥØᨕԕʑ
ႊჶᮥ⪶ᱶ⬥⦥ᖅĥᄡĞ ʑĥ⳨ᯙಆ ⦹ᩍŖᔍෝ⧪⦹ᩍ⦽݅

【설 명】
aʑĥ #) Øᨕԕʑ⳰⠱ʑྜྷญ⦹۵Ğᬑ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 현장에 임의로 폐기물이 적치될 경우 안전사고 및 시민불편 초래
2) 불필요한 과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이행 철저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와 민원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ӹᯙಆØᨕԕʑ⳰ᰍ⪽ᬊ⦹۵Ğᬑ
1) 시공계획 단계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지향하여 검토한 후 계약시의 시공방법과 상이한 경우라면
공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후 공사시행을 하여야 한다.
2) 걷어낸 보도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폐합관리된 공사구간내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ʑྜྷႊ⊹ ༜ࡽᔍಡ

1BMMFUᱢᰍ ࡽᔍಡ

ֻࠨܑ࣪Վઘٛ׆෮ୋւࠤ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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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ᰍ⪽ᬊᔍಡᗭ}

Ǒ₉పࠥ₊

ᱢᰍ⧉ᔢ₉

ᔢ₉⬥Ǒᇡ⇽ݡၽ

ᔢ₉᪥ഭ


Ŗ
⠙

ֻࠨܑ࣪टߧ୍ฆॷߢ

ᬱḡၹ יᔢ ݅ḱ
ᬱḡၹ יᔢ  ݅ḱᮡ ᅕࠥ⡍ᰆ᮹ ⠪┥ᖒᮥ ⪶ᅕ⦹ʑ ᭥⦽ ᝅḩᱢᯙ ℌ ݉ĥ Ŗ᳦ᮝಽᕽ
ᬱḡၹ יᔢ ᔢ┽aᇩప⧁Ğᬑḡၹ}పੱ۵⊹⪹ᮥ☖⦹ᩍḡḡಆᮥ⪶ᅕ⦽⬥⬥ᗮŖᱶ
ʑ⊖ᦩᱶ⊖ᅕࠥትಾ⡍ᖅ ᮥḥ⧪⦹ᩍ⦽݅

【설 명】
ᬱḡၹ יᔢ ݅ḱᵝ᮹⧁ᔍ⧎
1) 올바른 완성높이, 종·횡단 형상, 균일한 지지력을 확인한다.
2) 원지반(노상) 레벨측량 실시한다.
3) 평탄성 및 지지력 확보를 위한 노상다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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ʑ⊖⡍ᖅၰ݅ḱ
ⷣʑ⊖⡍ᖅၰ݅ḱⷤ
⧪ᱥיᔢ᮹݅ḱࠥ ษྕญ⢽໕᮹⠪┥ᖒᨱ⦹ݡᩍၹऽŖᔍqࠦᯱ᮹
áᔍෝၼŁיᔢ᮹ᔢ┽aᩑ᧞⦹Ñӹᇩ∊ᇥ⦹í݅ᲙḥŔᯕᯩ݅໕⊹⪹ੱ۵ᰍ݅ḱᮥ
☖⧕Ƚᱶࡽ⩥ᰆၡࠥෝᮁḡ⦹ᩍ⦽݅

【설 명】
aʑ⊖᮹ᩎ⧁
1) 기층은 상부의 하중을 노상으로 분산·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포장체로서, 입도가 불량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다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포장체가 조기에 침하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ᵝᄡ݅ḱᇩప

้⪡ᵝᄡ݅ḱᇩప

ֻࠨ֜ࢄச࣡ಅ

᯦݉ࠥŉᰍᔍᬊ

ʑ⊖ŉᰍᇥญ

ֻࠨܑऄ߆ࢫ୍߹ं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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ӹʑ⊖⣩ḩʑᵡ
보도포장 공사 후 발생되는 파손 및 하자 중 블록 침하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는 파손 유형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기층재의 입도와 다짐이 불량하여 발생되는 침하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보도포장 기층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재료, 시공)이 없었기 때문에 부실시공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기층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
(도로관리과-101966(2011.3.28)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1) 기층 골재 입도 : <표 2.8>참조
2) 기층 골재 품질기준
ඝ׆౾շ୍ඨா׆ஜ
֜ं

ਏࢺ࣑

׆ஜ

ࠬࡦԮ߆ 

,4'

ଲ

ীন 

,4'

ଲ

୨$#3౿ 

,4'

ଲঃ

ੲ୨ন 

,4'

ଲ

ଵࢱॷා
շ୍ऀۀ০ऀ ܕ০ୀԫ݊ଡ
ࡦଠ׆ୡ߹୍ۥ
Փ
ഠ କ׆ऄ০ࢄ ࡋ݊ଭ
କැࢄକÝ


Ŗ
⠙

※շ୍ܑࢫඨாਏଠշ୍ࠬۗ շ୍ଭ୍ா࣡ฃਏࠬۗ  ̅ࠬۗฎଲঃ੩ਓਏ

݅ʑ⊖⪝⧊ၰ⡍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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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
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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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ḱ
1)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E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해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람마, 수공다짐기<그림 3.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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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ಽᬙ్

௭ษ

ᙹŖ݅ḱʑ

ֻࠨۗீୋणஂࠑ

ษáᔍ
1) 기층 다짐 후 요철 등 다짐상태를 확인한다.
2) 봉 등을 이용하여 표면구배 및 평탄성 검사를 한다. 기층면과 봉 사이에 연필의 통과 유무로
쉽게 파악할 수도 있다.

ֻࠨඝ֜ࢼࢫඌনՑॷ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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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ĥᕾ Ğĥትಾ ᖅ⊹
ᅕࠥ᳑ᖒᨱᕽʑᵡᱱᯕࡹ۵Ğĥᕾ Ğĥትಾ ᖅ⊹ᮁ᮹ᔍ⧎ᮝಽ۵Ñ⣙Ḳᖅ⊹ ༉ʑ
ᬕঊ3⽆ ᯱᰍᔍᬊၰᵥ٩eĊᵡᙹ ⎹Ⓧญ✙┡ᖅᙽᕽᵡᙹ॒ᯕᯩᮝ໑ ᧲ᔾʑe
࠺ᦩŖᔍǍeᨱ⧕ݡᕽ۵ᦩᱥ⭡ᜅಽ⠱⧊⍽⦽݅

Ñ⣙Ḳᖅ⊹ၰ⎹Ⓧญ✙┡ᖅ
Ğĥᕾ Ğĥትಾ  Ñ⣙Ḳ ᖅ⊹ᱥ ʑ⊖ ݅ḱᔢ┽ෝ ⪶ᯙ⦹ᩍ ⋉⦹ၽᔾ ᬱᯙᮥ ᱽÑ⦹Ł
⎹Ⓧญ✙ ┡ᖅ Ğĥᕾ Ğĥትಾ ᯕ ᦩᱶ⦹í ᖅ⊹ࢁ ᙹ ᯩࠥಾ ݉ĥᄥ ₉┡ᖅĞĥᕾ
⦹ᇡ ₉┡ᖅĞĥᕾ⊂໕ ┡ᖅᨱŖ⦹ᩍ⦽݅
【설 명】
aÑ⣙Ḳᖅ⊹
1) 거푸집의 선형이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기층다짐으로 평탄면을 확보한다.⇒ 종단선형 확인
2) 거푸집은 경계석 전후면에 경계석 높이에 맞춰 제작·설치한다.⇒ 거푸집 H=20㎝
※ 추후 차도측 기초거푸집을 탈형하여 측구거푸집으로 사용을 위해 H=20㎝로 사용이 효율적임.
3) 콘크리트 타설 및 경계석(경계블록) 설치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Ŗ
⠙

ӹ⎹Ⓧญ✙┡ᖅ
1)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2)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석(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석(경계블록)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석(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4) 경계석(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석(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석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① ݅ḱ UPOಽᬙ్

② Ñ⣙Ḳᖅ⊹

③ ₉$POD┡ᖅ

⑥ ᧲ᔾ

⑤ ₉$POD┡ᖅ

④ Ğĥᕾᖅ⊹

öఙ$PODডบ_ଵบՋජு୪Ջ

ֻࠨլծজ լծटߧ ਏվ০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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ᅕ₉ࠥĞĥᕾ Ğĥትಾ ᖅ⊹
ᅕ₉ࠥĞĥᕾ Ğĥትಾ ᮡⷣᕽᬙ⩶ ᅕࠥ⡍ᰆ ၙҥౝ ᱡ⧎ʑᵡ ⧪ ⷤᮥ ၹऽ
ᵡᙹ⦹ᩍ ᅕ⧪ᯱ᮹ ᦩᱥᔍŁෝ ᩩႊ⦹ᩍ ⦹໑  ༉ʑ ᬕঊ3⽆  ᯱᰍ ᔍᬊ ၰ
ᵥ٩eĊ ᵡᙹ ॒ᮝಽ ℁ᱡ⦹í ⣩ḩšญ⦹ᩍ ᅕ₉ࠥĞĥᕾ ᅕ₉ࠥĞĥትಾ ᮹ ԕǍᖒᯕ
᷾ḥࢁᙹᯩࠥಾᖒᝅ⯩Ŗ⦹ᩍ⦽݅

【설 명】
aĞĥᕾ Ğĥትಾ ᮹ၙҥౝᱡ⧎ʑᵡ
강수·강설시 미끄러움으로 인한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경계석(경계블록)의 상단 미끄럼
저항기준은 다음표를 따르도록 한다.
ඝլծজ լծटߧ ࢠߋضୠා׆ஜ
֜ं

ஂÂดۚլॷ 

ࢠߋضୠා׆ஜ #1/

ඌ ஜඌ

_ଲ

ଲঃ

լॷ

ొր_ଲ

ଲঃ

ׂլॷ

ొր

ଲঃ

ö#1/ #SJUJTI1FOEVMVN/VNCFS ଲޯ
 ඝଭࠬఝনଡ౸୨ۀୋण #15 ߦਏէրĶ#1/౿ԧ೨ߧࢠߋضੲୢ

ӹᅕ₉ࠥĞĥᕾ Ğĥትಾ ᖅ⊹
1) 경계석(경계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경계석(경계블록) 줄눈 간격 유지를 위해 경계석(경계블록) 측면에 부착물 및 돌기를 설치한다.
3) 경계석(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터를 밀실 하게 채워서 마무리한다.
4) 곡선부에는 곡선 경계석(경계블록)을 사용하고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전동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5) 줄눈모르터 및 바닥콘크리트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석(경계블록) 사이에 메울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bญɩḡ 9 

ᱥ݉ᨱ≉᧞

ᬕঊญ 0
R10

ֻࠨլծজ լծटߧ ࡦߢ࣐׆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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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ᅕ₉ࠥĞĥᕾ Ğĥትಾ ᮹⩶ᔢ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은 주로 노면배수, 시선유도, 도로용지의 경계, 유지관리 및 청소 등의
편리를 위하여 설치한다.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은 도시부 도로에서 보차도 분리 등 횡단구성
요소의 시설로서 거의 필수적으로 설치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은 그 형상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위치는 <표 3.3>과 같으며, <그림 3.19>는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서울시와 같은 도시부 도로는 대부분 <표 3.3>의 5번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수직형Ⅰ(급경사형)을
사용해야 한다. 도로여건 및 교통상황에 따라 측구가 함께 결합된 측구겸용 경계블록을 사용할 수
있다.
ඝড౿౿࣪ࠛݗఙܑլծজ լծटߧ 
ড౿౿լծজ լծटߧ ஂࠑ

լॷ෴
լॷ෴

  জր ୂ֜ ߦন ܤඒଲ ٰଠ ฃۚ෴ ணंࠤ۩ ড౿්
լ

û

 ඌ֗ఙߦ఼֗ يఙߦছ ܑࠑত ۩ࠤं ۀށ ড౿ۀܣ
জ

û

 ఙܑ୦ু౦ंઘמԧড౿ܣճઘםࢭמ௬
জଡড౿්լ

û

ୀୢՋܑߦԧজଞߦఙܑंࠤ්լ

û

෴*
ׂլॷ෴

෴ɇ
ॷԨ෴


Ŗ
⠙

ܑਏऀছఙ߆ুܑԧୠুଲճܑ࣪ߦ֜ंܥլ

û

ඒଲଠணंࠤ۩ড౿්լ

û

ù

ச ûଵࢱୡୡ෴ਐ
சùܑߦՍॷޭݗԧۇ෴ਐ

B Ğᔍ⩶ ᪥Ğᔍ⩶

C ᙹḢ⩶Ⳓ ɪĞᔍ⩶

D ᙹḢ⩶ⳓ Ḣᔍb⩶

öঃࠨֻ׆ଠ෴ਐ۩ુਏॷාଞߦਏண୪ඨଠۗઑָգଲ଼ଣ

ֻࠨ࣪ఙܑլծজ լծटߧ ଭ෴ਐુਏ ۚNN 

연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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ᅕ₉ࠥĞĥᕾ Ğĥትಾ ᖅ⊹⮱ࠥ
ᅕ₉ࠥĞĥᕾ

Ŗᱥ
ᬱḡၹ ʑ⊖
݅ḱšญ℁ᱡ

ⴗࢱ׆ۀށ౾ۗீਏۗீณଭۗீւࠤ
එডਏ౾ ́_ ״ܪஜਏվ
 ߇ߩܛഢ ۗீĝۗீณ ఞճ౿ฎ

ⴗՋජுড౿ਏէऀճ୨ĝࢠճ୨ਏট෴ऄ߆
ᅕ₉ࠥĞĥᕾ

Ŗᵲ
Ñ⣙Ḳ ⎹Ⓧญ✙
Ŗšญ

ⴘࠤൈ ఙ ডਏࣲۗீਓਏ
öฃࢱଦਏ ઊIS լծজড౿ԧۇĝծୣߚୡւࠤ
ⴙլծজکԩգ _̀ ஜ
ⴚࠤൈ ఙ ডਏࣲۗீਓਏบࡪک ୡࢼ
ࢤਓతૺ

ᅕ₉ࠥĞĥᕾ

Ŗ⬥
᧲ᔾšญ

ⴗլծজਏվ֜ԩઑ׆ԩܛੲ࣪౿
ੲୢษਆߦਏվ֜ԩඍĝऀധ୪
ෂ૬ਏ Ս࣯ ԧଡ݊ णࣲߦېઑ

Ğĥᕾᖅ⊹Ñ⣙Ḳၙᖅ⊹⦽Ğᬑ Ŗᇩప

Ğĥᕾᖁ⩶ᇩపၰ⦹ᯱၽᔾⅩ௹

Ğĥᕾᖅ⊹Ñ⣙Ḳᖅ⊹⦽Ğᬑ Ŗ᧲⪙

Ğĥᕾᖁ⩶᧲⪙ၰ⦹ᯱၙၽᔾ

ֻࠨ࣪ఙܑլծজ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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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ಽĞĥᕾ Ğĥትಾ ᖅ⊹
ࠥಽĞĥᕾ ትಾ ᮡ ᅕ₉ࠥĞĥᕾ ትಾ ŝ Ŗႊჶᯕ ࠺ᯝ⦹໑ Ŗ ᦥ௹᮹ ᵝ᮹ᔍ⧎ᮥ
ᮁֱ⦹ᩍŖᔍšญ⦹ᩍ⦽݅

【설 명】
ࠥಽĞĥᕾ Ğĥትಾ ᯲ᨦᵝ᮹⧁ᔍ⧎
1) 도로와 대지경계 및 도로경계석(경계블록) 위치측량을 실시한다.
2) 도로경계석(경계블록)은 일일 시공물량만 반입한다.
3) 도로경계석(경계블록) 설치위치에 실줄을 띄워 놓는다.
4) 거푸집 설치 후 콘크리트 타설 및 도로경계석(경계블록)을 설치한다.
※ 양생 중 경계석(경계블록)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
5) 도로경계석(경계블록) 줄눈을 채움재로 마감하고 경계석(경계블록)을 깨끗이 청소한다.
6)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사항이 없는지 공사장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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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ԏ∅ᖅᖅ⊹
▒ԏ⇵ʑ۵⬂݉ᅕࠥ᮹ḥ᯦ḡᱱᯕӹʑ┡ᅕࠥ᪡₉ࠥ᮹׳ᯕ₉ಽᯙ⦽⮁ℕᨕᔍᬊᯱ॒᮹
ᇩ⠙ᮥŁᯱᖅ⊹ࡽᖅྜྷᯕ݅
ŝࠥ⦽⡎᮹ᅕࠥ▒ԏ⇵ʑၰȽᱶᨱ฿ḡᦫᮡĞᔍaᅕ⧪ᯱ᮹☖⧪ᇩ⠙ၰᰆᧁᯙॅ᮹
☖⧪ḡᰆᮥⅩ௹⧉ᨱᅕ⧪ᯱෝ႑ಅ⦹Łᰆᧁᯙ ᧞יᯱ॒Ʊ☖᧞ᯱ᮹⠙᮹ෝ᷾ḥ┍
ᙹᯩࠥಾᬊࠥᨱ฿۵▒ԏ∅ᮥ⧪⦹ᩍ⦽݅
※ 관련근거 : 「보도턱 낮추기 시설 설치개선 운용지침」 (서울시 도로관리과-2313, 2007.2.14)

【설 명】
aᅕ₉ࠥĞĥᕾ Ğĥትಾ ᮹ԏ∅Ŗ
1) 횡단보도 부근 및 건물, 주차장, 주유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낮춤 시공전 선형을 확정한 후 낮춤 시공 부분의 위치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비주차구간이 일치
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되 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낮춤 시공시 경계석 상부면과 차도(측구)포장면의 단차를 1㎝ 이하로 한다.
※ 차도와 만나는 경계석의 끝은 곡선 처리
4)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주(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다.
5) 횡단보도 위치변경 등으로 빗물받이가 턱낮춤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조치 한다.
6)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시 물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문제를 고려
한다.
ӹᮁ⩶ᄥ▒ԏ⇵ʑᖅᖅ⊹ႊᦩ
1) 횡단보도
- 횡단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 하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한 최소폭(100~150cm)만 턱 낮추기 실시
- 보행 통행량에 따라 턱 낮춤 폭원 결정 (100~150cm)
-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있는 정류장과 교차로 부근의 교통섬은 부분 턱낮춤 제외(횡단보도 전체
턱낮춤 후 볼라드 미설치)
다만, 교통섬의 경우 노점상(소형트럭 등)이 들어와 영업이 우려되는 지역은 부분 턱낮춤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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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횡단보도 - 보도 폭이 넓은 경우 (6m 이상)

200cm 이상
횡단기울기 1/18 이하
보도폭의 4/5
100~150cm

30cm

대기평탄면 : 1.0~1.5m x 1.0~1.5m

ֻࠨดܑۚ࣪ഊٗౣ ܑ࣪ඒNଲঃ

나) 일반 횡단보도 - 보도 폭 6m 미만

100cm 이상
횡단기울기 1/18 이하
경사로 폭
보도폭의 4/5
100~150cm

30cm


Ŗ
⠙

ֻࠨดܑۚ࣪ഊٗౣ ܑ࣪ඒNࢠ

단, 턱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0c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이때 낮춰진 턱의 길이는 불법 주정차 가능성,
보행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횡단보도 폭만큼 또는 100~150cm 부분
턱낮춤)하도록 한다.

높이차
1cm 이하

기
1/1 울기
2이
하

기
1/1 울기
2이
하

ֻࠨดܑۚ࣪ഊٗౣ ۩׆ඌค࣪ԧੲܥ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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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차로 횡단보도 접속부 - 보도 폭이 넓은 경우(6m 이상)
보도폭의 4/5
횡단기울기 1/18 이하
횡단기울기 1/18 이하

30cm

200cm 이상
100~150cm

200cm 이상

100~150cm

30cm
대기평탄면 : 1.0~1.5m x 1.0~1.5m

ֻࠨ֗ఙߦดܑۚ࣪୦ুऀഊٗౣ ܑ࣪ඒNଲঃ

라) 교차로 횡단보도 접속부 - 보도 폭 6m 미만
보도폭의 4/5
100cm 이상

횡단기울기 1/18 이하

100cm 이상

30cm

횡단기울기 1/18 이하

100~150cm

100~150cm

30cm

ֻࠨ֗ఙߦดܑۚ࣪୦ুऀഊٗౣ ܑ࣪ඒNࢠ

단, 보도의 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간격이 좁은 경우 코너 부분에 턱 낮추기를 하게 되면 평탄한
대기공간이 없고 우천시나 노면 동결시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위험한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코너부분 진입 전에 보도 전체를 턱 낮추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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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울 ὤ 하䚌
기 㟬2이
G㢨
ὤ
1/X1 Y
XV

XV1/ ὤ기㟬
울
기
X1Y2 ὤ
G이
㢨하
䚌

보도
⸨⓸

높이차
⋆㢨㵜
1cm이하
ZG㢨䚌

높이차
⋆㢨㵜
1cm이하
ZG㢨䚌

횡단보도
䟕␜⸨⓸
경계석 경사로
GaG㜤㉑ᷱ㇠⦐
GaG㜤㉑ᷱ㇠⦐
GaG䉥⇢㻈ὤ═G⺴⺸
턱 낮추기된 부분
GaG䉥⇢㻈ὤ═G⺴
GaGⵤ㍌Ạ
배수구
GaGⵤ㍌Ạ

ֻࠨ֗ఙߦดܑۚ࣪୦ুऀഊٗౣ ۩׆ඌค࣪ԧੲܥլ

턱 낮추기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Ŗ
⠙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마) 경계석(경계블록)이 곡선부인 경우
사잇길에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나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이 곡선부인 경우는 <그림 3.27>과
같이 턱 낮추기를 한다

기울기
ὤ㟬ὤ
1/12이하
XVXYG㢨䚌

횡단보도
䟕␜⸨⓸
높이차 1cm이하
⋆㢨㵜GZG㢨䚌

경계석 경사로
GaG㜤㉑ᷱ㇠⦐
턱 낮추기된 부분
GaG䉥⇢㻈ὤ═G⺴⺸
배수구
GaGⵤ㍌Ạ

ֻࠨլծজ լծटߧ ଲմটऀլഊٗౣ

턱 낮추기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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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m이하 이면도로 및 아파트단지 등의 진입부분
-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
•보도 폭이 4m이상인 경우 : 최소한 200cm이상의 수평면 확보
•보도 폭이 4m미만인 경우 : 최소한 150cm이상의 수평면 확보
가) 이면도로가 높은 경우

ֻࠨඹ෴ดܑۚ࣪ ଲܑߦԧఙܑ࣪ۗڔଠլ

나) 이면도로가 차도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

öܑ࣪ඒଲٰઘఙ߆ଲԧۇլ࣮ޭ݁ড౿

ֻࠨඹ෴ดܑۚ࣪ ଲܑߦԧఙܑ࣪ۗٗՋيԶଠ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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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주차장 진입로 부분
-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진입로 높이를 보도 높이와 일치
•보도 폭이 4m이상인 경우 : 최소한 200cm이상의 수평면 확보
•보도 폭이 4m미만인 경우 : 최소한 150cm이상의 수평면 확보

öܑ࣪ඒଲٰઘఙ߆ଲԧۇլ࣮ޭ݁ড౿


Ŗ
⠙

ֻࠨՍࢄசఙୋߦਏվ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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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Ŗ ⡍ᰆᱩ݉⬥ྜྷℎᗭᝅ
⊂Ǎ۵ י໕ᙹa ኸྜྷၼᯕಽ  ᮁࠥࡹᨕ ࠥಽᨱ ኸྜྷᯕ Łᯕḡ ᦫŁ ࠥಽ᮹ ⋉ᙹႊḡෝ
ࠥ༉⦹ʑ᭥⧕₉ࠥ᪡ᅕࠥ᮹Ğĥᨱอु⎹Ⓧญ✙ᗭǍ᳑ྜྷᯕ݅
⊂ǍŖᅕⰒ₉ࠥ᮹᳦Ⱂ⬂݉Ğᔍෝᵡᙹ⦹Ł₉ࠥҾᇡᇥ᮹ᱶƱ⦽ษྕญaᵲ⦹݅

⡍ᰆ໕ᱩ݉
ࠥᝍḡԕᨱᕽ⊂ǍŖᱥʑ᳕⡍ᰆ໕ᱩ݉ᮁ᮹ᔍ⧎ᮝಽ۵ᔍᱥŖᔍᬊḡᯙᩍᇡ⪶ᯙ 
Ʊ☖ᝁ⪙ᖁ॒ḡ⦹ๅᖅྜྷ⪶ᯙ ࠥಽᱱᬊᨱෙၝᇩ⠙↽ᗭ⪵ݡ₦ᙹพ ⡍ᰆ໕ᱩ݉
ၽᔾࡹ۵ᇩᙽྜྷℎᗭĥ⫮ᙹพᩍᇡ॒ᯕᯩ݅

【설 명】
⡍ᰆ໕ᱩ݉݅ᮭᔍ⧎ᮥᵝ᮹⦹ᩍŖ⦹ᩍ⦽݅

aᔍᱥŖᔍᬊḡᯙᩍᇡ⪶ᯙ⳰ࠥಽᱱᬊ໕ᱢ↽ᗭ⪵⦹ᩍ⩥ᰆšญ
ӹƱ☖ᝁ⪙ᖁ॒ḡ⦹ๅᖅྜྷ⪶ᯙ⳰ᮁšᇡᕽ⩥ᰆ᯦⫭॒ᔍᱥᵡእ℁ᱡ
݅ࠥಽᱱᬊᨱෙၝᇩ⠙↽ᗭ⪵ݡ₦ᙹพ⳰ᄲ༊⩥ᔢᨱෙᬕᱥᯱᯙᖒ⪶ᅕ
⡍ᰆ໕ᱩ݉ၽᔾࡹ۵ᇩᙽྜྷℎᗭĥ⫮ᙹพᩍᇡ⳰⡍ᰆᱩ݉⬥ݚᯝྜྷℎᗭᝅ

⊂Ǎˉʑၰၹ⇽
⊂Ǎˉʑᵝ᮹ᔍ⧎ᮝಽ۵Ʊ☖ᝁ⪙ᖁ॒ḡ⦹ๅᖅྜྷ⪶ᯙ Õᖅʑĥᝁ⪙ᙹၰƱ☖ᦩԕᬱ
႑⊹ ኸྜྷၼᯕᩑđš⠱ᘥᵝ᮹ ݚᯝ⠱ʑྜྷၹ⇽ ᯥ☖⧪ಽ⪶ᅕ Ŗᔍᰆᬙ┡ญ⠱⧊
᳑⊹॒ᯕᯩ݅

【설 명】
⊂Ǎˉʑၰၹ⇽݅ᮭᔍ⧎ᮥᵝ᮹⦹ᩍŖ⦹ᩍ⦽݅

aƱ☖ᝁ⪙ᖁ॒ḡ⦹ๅᖅྜྷ⪶ᯙ⳰ᮁšᇡᕽ⩥ᰆ᯦⫭॒ᔍᱥᵡእ℁ᱡ
ӹÕᖅʑĥ ᝁ⪙ᙹ ၰ Ʊ☖ᦩԕᬱ ႑⊹ ⳰ ᦩᱥšญእ Õᖅʑĥ ᝁ⪙ᙹ  Ʊ☖ᦩԕᬱ ḢᱲŖᔍእ 
እᬊᱶᔑ℁ᱡ
݅ኸྜྷၼᯕᩑđšส⯹ᵝ᮹⳰ʑ᳕ኸྜྷၼᯕšญᗭ⪡⦹ᙹᩎඹ॒ᵝၝ⦝⧕ၽᔾ
ݚᯝ⠱ʑྜྷၹ⇽ၰᯥ☖⧪ಽ⪶ᅕ⳰ၙᵡᙹ⧁Ğᬑၝᇩ⠙aᵲ
ษŖᔍᰆᬙ┡ญ⠱⧊᳑⊹⳰Ŗᔍšĥᯱ⇽᯦ɩḡš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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Ñ⣙Ḳᖅ⊹
⊂ǍÑ⣙Ḳᖅ⊹۵⊂Ǎ᮹᳦Ⱂ⬂݉Ğᔍʑᵡᮥᵡᙹ⦹ࠥಾᮁࠥ⦹۵ᵲ⦽Ŗ᳦ᮝಽᕽ
౩ᄉ⊂ప॒ᱶၡŖᮥ⧕⦽݅
⊂ǍÑ⣙Ḳᖅ⊹ᮁ᮹ᔍ⧎ᮝಽ۵Ñ⣙Ḳᖁ⩶ᱢᱶᮁḡၰŁᱶ ⊂ǍÑ⣙Ḳᔢᇡᨱ໕༊
ᖅ⊹ ⊂Ǎ᳦Ⱂ⬂݉Ğᔍᵡᙹ℁ᱡ॒ᯕᯩ݅

【설 명】
aÑ⣙Ḳᖁ⩶ᱢᱶᮁḡၰŁᱶ
1) L형측구 시공에 앞서, 보차도경계석(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 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3) 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 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4)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5) 경계석(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Ñ⣙Ḳᖅ⊹aᇩప⦽Ğᬑ


Ŗ
⠙

Ñ⣙Ḳᖅ⊹a᧲⪙⦽Ğᬑ

ֻࠨՋජுড౿ॷߢ

ӹ⊂ǍÑ⣙Ḳᔢᇡᨱ໕༊ᖅ⊹⊂Ǎ᮹ᱥ໕ᔢᇡ۵⽇Ⱌ⽇Ⓧʑಽ༉ʑaࡹࠥಾ໕༊ᮥᖅ⊹⦽݅
໕༊ၙᖅ⊹ ༜ࡽᔍಡ 9

໕༊ᖅ⊹ ࡽᔍಡ 0

2~4%

2~4%

ֻࠨࡧড౿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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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᮹᳦Ⱂ⬂݉Ğᔍ
1) 종단경사
- L형측구의 종단경사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경사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① 도로경사가 있는 경우

ֻࠨ-෴౸֜ஂۚլॷ ܑߦլॷԧ଼ۀլ

② 도로경사가 없는 평지의 경우

ֻࠨ-෴౸֜ஂۚլॷ ܑߦլॷԧઢۀլ

2) 횡단경사
-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쪽으로 2~4%의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Ğᔍᨧᮭ ༜ࡽᔍಡ

⬂݉Ğᔍᱢᱶ ࡽᔍಡ

level(0%)

ֻࠨ-෴౸֜ดۚլ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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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ኸྜྷၼᯕ ⩥ᰆ┡ᖅ ᖅ⊹
ኸྜྷၼᯕ۵-⩶⊂Ǎෝ☖⦹ᩍḲᙹࡹ۵י໕ᙹෝ⦹ᙹšᮝಽᅕԕʑ᭥⧕Ḳᙹෝ༊ᱢᮝಽ
⦹۵႑ᙹǍ᳑ྜྷಽᕽŖᮁ᮹ᔍ⧎ᮝಽ۵⬂݉ᅕࠥၰ▒ԏ∅Ǎeԕᖅ⊹ɩḡ ᵡᖅ
॒᮹ᮁḡšญෝ᭥⦽ᯕ☁ᝅ )⽇ ᖅ⊹॒ᯕᯩ݅
【설 명】
aᖅ⊹᭥⊹
1) 턱 낮춤구간 및 횡단보도 구간에는 빗물받이 설치를 금지한다.
2) 횡단보도 위치 변경등으로 빗물받이가 턱 낮춤구간에 위치 할 경우 이설 조치하여야 한다.
ӹ⩥ᰆᩍÕᨱᱢ⧊⦽ᯕ☁ᝅᖅ⊹
- 관련근거 : 하수도시설기준 개정 ⇒ 환경부 공고 : 제2012-483호(‘12.10.16.)
※ 빗물받이의 저부에는 깊이 15cm 이상의 이토실을 설치한다. 다만, 악취 및 해충발생으로 위생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ᯕ☁ᝅᖅ⊹

ᯕ☁ᝅၙᖅ⊹

15cm이상


Ŗ
⠙
15˚이상

300

300

ֻࠨपࢄࢲଲ ଲഠਓ ড౿

݅Ŗᙽᕽ
ʑⅩ⎹✙ญ✙┡ᖅ

ᄞℕԕᇡÑ⣙Ḳ
ᖅ⊹ၰ⎹Ⓧญ✙┡ᖅ

ᜅ❙ə౩ᯕ❦ᖅ⊹ၰ
-⩶⊂Ǎ┡ᖅ

ֻࠨपࢄࢲଲਏվ০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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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ญ✙┡ᖅၰ᧲ᔾ
⊂Ǎ ⎹Ⓧญ✙ ┡ᖅᮡ -⩶⊂Ǎ᮹ ԕǍᖒᮥ ⪶ᅕ⦹۵ߑ ᯩᨕ ᵲ⦽ Ŗᱶᮝಽᕽ Ŗ
ᮁ᮹ᔍ⧎ᮝಽ۵౩ၙ⎹⣩ḩšญ ⎹Ⓧญ✙┡ᖅᱥ·ᵲ·⬥Ŗšญၰ᧲ᔾšญ॒ᯕᯩ݅
【설 명】
a౩ၙ⎹⣩ḩšญ⳰⩥ᰆእኵ·┡ᖅᵝ$IFDLQPJOUෝᵲᝍᮝಽ
1) 굵은 골재 최대치수 초과 및 입도 상태(편평한 것은 불량) 확인
2)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 측정관리 ⇒ 슬럼프를 적게 관리하여 수밀성을 확보한다.
3) 배합비 준수(단위수량, 시멘트량, 물-시멘트비 등)
ᜍౝ⥥⨹

Ŗʑప⨹

ֻࠨߑࢠඨாਏ

ӹ⎹Ⓧญ✙┡ᖅᱥ·ᵲ·⬥Ŗšญ
1) 콘크리트 타설전
가) 콘크리트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분리막)을 깔아야 한다. ⇒ Cement paste가 기층으로 손실되는 것을 방지
※ 분리막 시공시 요구조건 : 30㎝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핀 등으로 고정
(돌덩어리 등 사용금지)
나) 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팽창줄눈을 두어야 하는데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20m간격으로 설치하고 1 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팽창줄눈의 위치는 경계석 줄눈과 일치시켜 신축작용이 원활하도록 하고 양생 후 팽창
줄눈부 전면에 실란트 채움한다.
ᇥญสၙᖅ⊹ ⩥⧪ႊჶ

ᇥญสᖅ⊹ ࡽᔍಡ

ֻࠨ-෴౸֜ंࠤ࠭ড౿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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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ࠨ-෴౸֜൲ఢکড౿ુਏ

2) 콘크리트 타설 중
가) 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충분한 다짐상태는 콘크리트와 거푸집판과의 접촉면에 시멘트풀의 선이 나타는 상태를
말한다.
※ 다짐방법 ⇒ 다짐간격 0.5m, 다짐시간 1개소당 5~15초
나) 타설고는 1m이상이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 추후 재료분리의 원인 제거
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 준수


Ŗ
⠙

⇒ 외기온도 25℃ 이상(90분), 25℃ 미만(120분)
라) 플랜트를 떠난 트럭믹서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지 말 것

Ӻ⦹ŁNᯕ⦹

3) 콘크리트 타설 후
가)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나) 양생기간 중 안전·품질관리 조치한다. ⇒ 버스정류장 승·하차시 불편 제거
다) 수축(균열 유발)줄눈 시공시 절단시기를 타설 후 24hr 내외로 한다.
※ 6m마다 수축줄눈 설치 후 줄눈재 주입 (폭 6mm, 깊이 50mm)
ᱩ݉ʑḡᩑ

ᇩ⦥⦽ᜍ్ḡၽᔾ

ֻࠨ-෴౸֜ౠکড౿ॷߢ

݅᧲ᔾšญ
1) 타설 후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한다.
2)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기준으로 습윤양생기간의 표준은 5일(15℃이상) 7일(10℃), 9일(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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ᅕࠥ⡍ᰆ
ᦩᱶ⊖༉௹⡍ᖅၰᱶญ
༉௹ᦩᱶ⊖ᮡᅕࠥ⡍ᰆትಾ໕ᨱa⧕ḡ۵⦹ᵲᮥɁᯝ⦹íᇥᔑ⍽ᵝ໑ ትಾ᮹⠪┥ᖒᮥ
⪶ᅕ⧕ᵝ۵ ᩎ⧁ᮥ ⦹ݚݕŁ ᯩ݅ ༉௹ ᦩᱶ⊖᮹ ᰍഭ ၰ Ŗᇩపᯕ ᅕࠥ⡍ᰆ ⬥ ℁
ၽᔾ᮹ᵝᬱᯙᯕࡹŁᯩʑভྙᨱᰍഭáᙹၰŖšಉʑᵡᮥᵡᙹ⦹ᩍ⦽݅

【설 명】
aᰍഭ
「2.2.5의 나. 줄눈 및 안정층 모래」를 참조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도록 한다.
ӹŖ
1) 모래 안정층은 30mm두께를 원칙으로 하되 블록다짐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침하량을 고려하여
2~3mm 정도 여유를 확보하여 포설·정지작업을 한다.
다짐전 블록 높이

다짐 시공완료 후 블록 높이
안정층 다짐상태

경계석

안정층 완료 높이

경계석

ֻࠨੲ୨౾୨૬ߡ

2) 기층 침하 방지를 위하여 모래를 여러곳에 분산 후 포설한다.
3) 안정층깔기는 횡단구배 및 시공기준선을 두어 일정기준의 레일을 깔고, 수평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4) 평탄성확인은 길이 3m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요철면이 10mm이내 이어야 한다.
5) 투수성 블록포장의 경우, 기층과 모래 안정층 사이에 투수시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모래다짐·침하를 예상하여 포설두께를 조절하여야 한다.
༉௹⡍ᖅ

ᦩᱥ⊖ᱶญ

ֻࠨੲ୨౾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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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ᔍŖಚ
ᅕࠥ᮹⬂݉Ğᔍ۵ᯕ⦹ಽ⦽݅݅อ ḡ⩶ᔢ⫊ၰᵝᄡÕ⇶ྜྷ॒ᮝಽᯙ⦹ᩍᇡाᯕ
⦹݅Łᯙᱶࡹ۵Ğᬑᨱ۵ʭḡ⧁ᙹᯩ݅
【설 명】
보도의 원활한 배수기능 유지 및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횡단경사 설치시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조 2항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횡단경사 시공시 주의사항
1) 보도의 횡단경사는 기층 또는 노반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며, 모래 안정층에서 경사를 잡을 경우
에는 기준 두께를 벗어나게 되어 침하의 원인이 된다.
ܑ࣪ดۚլॷୡ୨ॷߢ 0

ܑ࣪ดۚլॷऀୡ୨ॷߢ 9

기층에서
경사를 만든다.

경계석

모래 안정층 에서
경사를 만든다.

경계석


Ŗ
⠙

ֻࠨܑ࣪ดۚլॷਏվ૬ߡ

《 횡단경사 시공사례 》

상가

구배10%

상가
가로수보호대

390cm
보도

휀스

차로

화단조성

구배2~4%

390cm
보도

휀스

150cm

차로

}ᖁ⬥

}ᖁᱥ

ֻࠨดۚլॷ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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ትಾ⡍ᰆ
ትಾ⡍ᰆᮡ Ʊ☖᧞ᯱෝ ⡍⧉⦽ ᅕ⧪ᯱ᮹ ☖⧪ ᦩᱥᖒŝ ⏭ᱢᖒᮥ Łಅ י໕᮹ ⠪┥ᖒᮥ
⪶ᅕ⦹Ł ትಾ᮹ ᵲ⦽ ʑ܆ᯙ ฿ྜྷฝ ⬉ŝ᮹ ɚ⪵ݡෝ ᭥⧕ ᯱᰍ áᙹ ၰ Ŗ šಉ
ʑᵡᮥᵡᙹ⦹ᩍ⦽݅
【설 명】
블록의 맞물림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가. 자재 검수시 확인사항
1) 블록 반입시 물리적특성(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등
2) 블록의 돌기(2~3mm) 유무
3) 줄눈 모래의 입도기준 및 건조상태 등
나. 시공전 확인사항
1) 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현장 일치여부
2) 시공상세도 작성 여부
- 보도의 종·횡단경사, 선형 변화구간, 노면시설 접속부, 시각장애인점자블록 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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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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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점자블록 설치기준 준수 여부
- 이격거리 (경계석 포함 30cm)
- 횡단보도구간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선형블록 설치
- 점자블록 설치 폭 및 그 외 설치기준 준수 등
(단속 : 점형 60cm, 선형 60cm/ 연속 : 점형 60cm, 선형 30cm)
⮉vࠥၙݍಽɁᩕၽᔾ

ᰆႊ⨆ᱩ݉ትಾᔍᬊ

ֻࠨܤटߧඑୋ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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ษqትಾၙᔍᬊ

ᅕࠥŖᔍᝅᱽ⢽ḡ❱ᖅ⊹
ᩑᰆNᯕᔢ༉ु ᱥ⡎ ᅕࠥ⡍ᰆŖᔍ۵ᅕࠥŖᔍₙᩍᯱ᮹₦ᯥŖ᮹ḡv⪵ෝ᭥⦹ᩍ
ᝅᱽ⢽ḡ❱ᮥၹऽᖅ⊹⦹ᩍ⦽݅
【설 명】
보도공사의 부실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보도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
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실명제 표지판 설치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시장방침 제134호, 2012. 5. 4), 「보도공사 실명제」
시행계획(도로관리과-8452호, 2012. 5. 11), 「보도공사 실명제」 확대시행 및 디자인 개선
(보도환경개선과-1634호, 2013. 2. 3)
가. 대상공사 :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폭)보도포장공사
1) 거리환경 개선사업(보도포장 공사가 주 공종인 사업)
2) 민영사업(대형 건축물 주변 도로정비 공사 등)
3) 전폭 굴착복구 공사
4) 그 밖의 사업 중 보도 전폭을 정비하는 사업
나. 대상규모


Ŗ
⠙

1) 연장 100m 이상인 모든 보도포장공사(보도 폭 무관)
다. 설치방법
1) 공사구간의 시·종점 기준 10m 이내 보차도경계석 측에 접하게 설치
2) 보행공간 및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로수분 사이
3) 장애인 점자블록 등 주요시설물과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
4) 단, 공사관계자 협의 후 시야가 확보된 녹지 또는 여유지에 설치가능
라. 표시내용 :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리사·감독자 정보(기관명, 성명, 전화번호)
마. 표지판 사양
ਓࡣ୪ൡָգপऀॷා
ù୍ா൞ৃ ࠬࡦ ૈસ ࢠ݊ߋضଲୡଠ
୍߹ ુฎআծવଭฃԳজ
ùֿୀଣԨ ళࠤ ࠬࡦ ౖীฃ  ک 
ۀޡআঃট୨
ùֿୀ఼ছْॺ఼&# ଣԨ କনൾൈ
ùߦճছਏ ็࠷ছࠬ
ୀ౿֜ ୀ౿֜ࠬ
ùୠ็ԧਏվ఼ॺْۗۍ׆׆ୡ
ùࠬԮୂۗ݇݊ ࢠߋضୠා#1/ଲঃ
ùॷଲலԧߦÝপߦÝ״ܪ
 DNÝDNÝDN
öֿ੨ۀ׆ඝൡणଘ࠸՚ড୨
ֻࠨਓࡣ୪ඝൡপऀ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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ଵࢱୡլ
실명제 표지판

실명제 표지판

생
활
도
로

10m 이내

생
활
도
로

도로경계석
보차도경계석

10m 이내

보도 공사구간
(공사 시점)

보도 공사구간

차도

차도

생
활
도
로

생
활
도
로

۩ָࡦॷડ݊ଞߦ߇֜ԩंࠤܣઘ଼ۀլ

도로경계석

도
보

공
사
구
간

실명제 표지판

보
도

간
구
사
공
보차도경계석

도
보

공
사
구
간

차도

보
도

간
구
사
공

࣪ෘਏਐଲଲܑߧড౿

보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보도공사
실명제

보차도경계석

보행방향

도로경계석

ֻࠨܑ࣪෴ড౿ঃ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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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점)

bᰆᧁᯙᱱᯱትಾŖ
ᱱᯱትಾ ᱱ⩶ትಾ ᖁ⩶ትಾ ᮡbᰆᧁᯙᨱí᭥⨹ḡᱱၰႊ⨆ᱥ⪹ᮥญŁᅕ⧪ႊ⨆ᮥ
ಅᵝ۵॒ᵲ⦽ᅕࠥᖅྜྷᯕ݅ᱱᯱትಾᖅ⊹ᨱ۵⩶┽ ȽĊ ᔪᔢ ᰍഭ ᖅ⊹ᰆᗭ
ၰႊჶ॒ᨱ⦽ݡԕᬊᮥᙺḡ⦹ŁŖ⦹ᩍ⦽݅

【설 명】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장애인안전시설, 국토해양부」, 「서울시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서울시 장애인 편의시설 매뉴얼」등에 규정되어 있다.
본 매뉴얼은 상기 언급된 규칙, 지침 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으며, 잘못된 시공사례, 개선된 사례 등을
추가 삽입하여 현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였다.
「장애없는 보도디자인 가이드라인, 서울시」에서 제시한 ‘보행안전구역’, ‘경고용 띠’ 등 기존 점자블록 설치
지침사항과 상충되는 내용은 폐지하여 혼동을 최소화하기로 한다.
가. 점자블록의 종류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상태에서 주로 발바닥이나 지팡이의 촉감으로 그 존재와 대략적인
형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로 정해진 정보를 판독할 수 있도록 그 표면에 돌기를 붙인 것이며 점형


Ŗ
⠙

블록과 선형블록의 두종류가 있다.
෴टߧ

ù෴टߧଠ౿Ԯଞߦดۚ ۩׆ ࡧୡ࣪ෘ
ܛটଭं׆݊ଭ౿ࠜඝਏՋ يୋࢄசড౿
ଡੵࠤۀլճ ট෴टߧଲਏୁ ֗ఙ ֠ୣ
ۀܣড౿ࢺේୢฅਏଞߦॷۗ
30cm x 30cm
경고, 정지, 주의 의미

ট෴टߧ

ùট෴टߧଠࢺේକܑଞߦ࣪ෘܛটଭं׆ ۩׆ 
ดۚড౿ܤ෴टߧծࡧୡࢺේଞߦଵ୨
Ջࠤגড౿࣪ෘࢺේଡਏՋܑ࣪ يুଠ
ۚুୡଞߦড౿࣪ෘܛটଡค࣪·କۗ
30cm x 30cm
유도, 진행 의미

65

나. 점자블록의 재질 및 규격
 ୍ா

ùճԳܑࠤൈ݊ٛ֜নրٛࠬࡦনଲ୍ாଡॷઉ
ۗ
ùୀटߧଭܕౢऀऀԧଵ఼෴୪ඨॷଡಀଞߦۗ

ᜅ▭ᯙ౩ᜅᱱᯱትಾ9

ùਓۀճࡿী୍ ন݊ٛ֜ন ٛવন ٛࠬࡦনଲݭઘ
ۀ୪ඨॷଡׁۗ
ùण݊کيଭࢄ׆ࢠ߇ضੴۀՓ _#1/ଲঃ ଞߦ
ড౿ැઉశ୍ॷଠׁۗ
Łྕ❱ᱱᯱትಾ9

 ָգ
점형블록
평면도
30cm
상세 "A"

30cm

ù෴टߧଠDNÝDNଭॷԨൡԹଭܕౢܤ
।ୣۚ෴ଞߦ֜নܣઘઉۗ

0.6±0.1

ùଭۀ׆ࠝDN ڔଲۀÜDN୨ܑԧ
ୡ ۥଭԩգଠDNଞߦۗ
상세 "A"

ùܕౢটଭඒଠ෴टߧଭܕౢրԶଠ׆DN
୨ܑԧୡڔ ۥଲۀÜDNଞߦැઉۗ

6cm

ùট෴टߧଠDNÝDNଭॷԨൡܕౢܤ।ୣۚ෴
টଲٷߦ֜নܣઘઉۗ
선형블록
평면도
30cm

ùୀटߧଭআঃଠจআ ڋআ ଡಀଞߦۗୀ
टߧଭআঃրߟދ՚۩णԧܣੴۀඑୋ୍ จআ
ծധଭআঃ ॷۀੴܑߧۗ

30cm

상세 "B"

ùඝஜָգ DN9DN ࣪ۗୁଠ׆ଭୀटߧ V෴ 
*෴݊ ଠড౿ੴܑߧۗ
단면도
6cm

상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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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다. 설치장소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이 있는 곳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bᰆᧁᯙᯕ
ฯᯕᯕᬊ⦹۵
ࠥಽ

bᰆᧁᯙᯕ
ฯᯕᯕᬊ⦹۵
ᖅᵝᄡ

bᰆᧁᯙᮥ
ᮁࠥ⧁⦥a
ᯩ۵Ŕ

ʑ┡
⦥ᖒᯕ
ᯩ۵Ŕ

ਏԨୋଲਏড ࡃ֗݊ছֽళଭ࣊ਆ୨ࠑୋ ୢశલגଭ
ܑߦ ਏԨୋࢤுՋசલଭฆܑߦࢫֽࠦվଭॺథ
ಸਆ݊

శܑࢫܑਏశܑ శલॷ Ժഉࢠٮଭౢ֜ ச૬ւվছ 
ࣦ݊վվਏডଭச࣡݊

ඌୡଞߦ ࣪ෘୀ ఙ߆ ݊ଭ ঃ౦ଲ ԧ ۇս ள  ดܑۚ࣪ 
ੲୢ۩ ֗ധত ܑ࣪ଭਏ·ஂऀ ࣊ਆࢫਏ୨ࠑୋଭఙ౿
݊ஂۚլॷԧׂգํ࣡ฃۀս ள ଖ֗ ծۚ ܑ݊ ݊


Ŗ
⠙
ୋࢄߦऀഉକ්ܑෂ૬ԧ଼ۀս

라. 설치방법(일반사항)
•점자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한다.
•점자블록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한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위험한 지역을 둘러막을 때에는 보행동선과 마주치는 방향에는 60cm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보행동선과 평행한 방향에는 30cm폭으로 점형이나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점자블록 시·종점 부근의 선형블록은 보행자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평행 연장선상으로 유도해야 한다.
•점자블록 위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적치물, 이동광고 시설 등을 놓아두어서는 안된다.
•점자블록 설치위치에 맨홀 등 평면 시설물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건너뛰어 설치하거나 조화맨홀
(관리기관 협의후)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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ᰆᧁྜྷᬑ⫭ᖅ⊹ 9

᳑⪵้⪡ᖅ⊹ 0

ᰆᧁྜྷᖅ⊹ᱽ 0

ֻࠨඝୋࢄଲ଼ۀլড౿ࢺ࣑

1) 점형블록
- 경계석 앞부분 설치시 경계석 차도측 끝단에서 30cm 이격되도록 한다.
- 점형블록은 위치 감지용으로 설치시 가로폭은 대상시설의 폭만큼 설치한다. 예를 들어, 육교의
입구 폭만큼, 지하도 출입구 폭만큼으로 설치한다. 단, 횡단보도는 부분 턱낮춤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횡단보도 폭만큼 설치하고 전체 턱낮춤시 횡단보도폭 만큼 설치한다.
-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보도의 폭 등을 감안하여 30～90cm 범위 안에서 설치하되 60cm를 표준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이 방향 전환시 굴절점에 설치되는 경우는 선형블록의 2배의 폭으로 설치하여 확인이
쉽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점형블록은 선형블록이 끝나는 지점을 마무리하는데 설치한다.
2) 선형블록
- 선형블록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장애물이 없는 도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선형블록의 돌출선이 유도대상시설의 방향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점형블록과 연계할 때 또는 보도에서 방향을 유도할 때 중앙에 설치한다.
- 선형블록은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 분기점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한다.
- 횡단보도, 안전지대, 교통섬, 지하도 입구, 육교 입구, 건축물 입구, 버스정류장 등에 선형블록을
설치할 때, 그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선형블록이 연속적인 직선 보행을 유도할 때는
30cm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장애물을 피하게 유도하는 경우, 유도 경로가 복잡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빈번히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유효 보도폭이 2.0m이상이고, 유효보도폭 좌우로
위험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점형블록에 연계해서 통행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일정한 거리까지만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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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설치장소별 설치방법
1) 횡단보도
- 점자블록은 횡단보도의 양단에 반드시 설치한다.
- 횡단보도에는 지체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부분턱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
하여 설치하며, 점자블록의 설치위치는 시각장애인의 보행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에서 이격거리가 가장 멀리 위치하도록 횡단보도의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신호기가
횡단보도 좌측 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음향신호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 부분 턱낮춤 횡단보도의 경우 부분턱낮춤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횡단보도 폭만큼 설치하고 전면
턱낮춤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폭 만큼 설치해야 한다.
- 점형블록은 실제 횡단하는 방향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 선형블록은 횡단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길이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으로부터 보도폭의 4/5가 되는 지점까지 설치하며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보도
횡단방향지시
음향 신호기
30cm

보도폭의 4/5
60cm


Ŗ
⠙

100~150cm

ᱱ⩶ትಾ
ᖁ⩶ትಾ

ֻࠨୀटߧড౿କ෴Ɇ ดܑ࣭ۚ࣪׆෴

- 보도폭이 좁은 경우, 점형블록만을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음향 신호기
보도
30cm

60cm

100~150cm

ᱱ⩶ትಾ
ᖁ⩶ትಾ

ֻࠨୀटߧড౿କ෴ɇ ดܑܑۚ࣪࣪ඒଲଠ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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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방향이 연석과 직각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블록을 통행 방향과 평행하게 설치한다.

점자블록으로 마무리

음향 신호기

횡단방향 지시

보도
보도폭의 4/5

60cm

30cm
100~150cm

ᱱ⩶ትಾ
ᖁ⩶ትಾ

ֻࠨୀटߧড౿କ෴Ɉ ดۚࢺේրজଲԨଲੰۏլ

- 횡단지점의 연석이 곡선부인 경우, 곡선을 따라 계단식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한다.

보도
횡단방향 지시

30cm

ᱱ⩶ትಾ
ᖁ⩶ትಾ

ֻࠨୀटߧড౿କ෴ɉ জଲմটऀլ

- 차량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c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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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횡단보도가 연접한 경우, 점자블록의 연장 부분은 교차할 수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가 설치된 경우, 횡단보도 진입부분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신호기에
손이 닿는 거리(수동식버튼 30cm 전면)까지 설치한다.
⬂݉ᅕࠥ᮹Ǎᖒᬱ⊺

신호등
음향신호기

문전함

부분턱낮춤
점자블록

부분턱낮춤
보험안전구역

녹지조성


Ŗ
⠙

⬂݉ᅕࠥ᮹⠪໕Ǎᖒ

부분턱낮춤

점형블록
녹지조성

ֻࠨดܑۚ࣪ଭ֜নಀࢫඌ֜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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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속적으로 방향을 유도할 때
- 방향 전환시에 보행 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절점에는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한다.
- 선형블록의 진행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곳 이외의 곡선부에서는 선형블록만을 설치하며, 선형
블록의 돌출선 방향이 보행 방향과 일치하도록 굽어지는 정도에 적절하게 약간씩 방향을 틀어
설치한다.
- 방향 유도시 선형블록 주변에 여유폭을 확보한다.
-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60cm 이내의 지역에는 장애물을 제거한다. 다만, 통행량이 많거나
복잡한 거리의 경우 선형블록의 양쪽으로 최소한 20cm 이내의 공간에서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직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 》

굴절점에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ᱱ⩶ትಾ
ᖁ⩶ትಾ

《 비스듬하게 유도되는 경우 》

ᖁ⩶ትಾ

<그림 3.55> 방향 전환시 점자블록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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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지대, 중앙버스 전용차로 승강장
- 횡단지점에 턱 낮추기가 된 연석과 같은 가로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세로폭이 1.5m 이상인 경우, 점형블록의 세로폭은 60cm로 양 횡단방향에 각각 설치
하고 중앙에 방향 지시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 세로폭이 1.5m 미만이면, 점형블록을 양 횡단방향에 각각 60cm의 폭으로 설치한다.
- 양방향의 횡단보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않은 경우, 점형블록의 가로폭은 횡단보도의 폭만큼
세로폭은 60cm 폭으로 양방향에 각각 설치하고, 점형블록간은 선형블록으로 횡단 방향을
지시하거나 방호울타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횡단 지점으로 유도한다.
《 세로폭이 150cm 이상인 경우 》

30cm

30cm

안전지대

60cm

횡단방향지시

150cm 이상

60cm


Ŗ
⠙

30cm

ᱱ⩶ትಾ
ᖁ⩶ትಾ

《 세로폭이 150cm 미만인 경우 》

30cm

안전지대

60cm

150cm 미만

60cm
30cm

ᱱ⩶ትಾ
ᖁ⩶ትಾ

<그림 3.56> 안전지대 및 중앙 버스전용차로 승강장 점자블록 설치방법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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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가 일직선이 아닐 경우 》

보도
보도폭의 4/5

60㎝
30㎝
100~150cm

차량주행방향

차도
진행방향유도
30㎝
60㎝
보도폭의 4/5
60㎝
30㎝
방호울타리

차도

차량주행방향
100~150cm
30㎝
60㎝
보도

보도폭의 4/5

ᱱ⩶ትಾ
ᖁ⩶ትಾ

<그림 3.57> 안전지대 및 중앙 버스전용차로 승강장 점자블록 설치방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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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섬
- 교통섬의 각 횡단 방향 모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횡단보도 폭만큼 점형블록을 60cm폭으로 설치해야 하며 선형블록의 돌출부는 실제 횡단하는
방향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교통섬의 횡단보도 턱낮춤은 전폭낮춤을 원칙으로 함)
- 공간이 협소하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점형블록은 한줄(30cm)로, 선형블록은 간소화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섬의 중앙에 평탄한 공간을 제공한다.
- 교통섬의 모서리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 보행자가 정지하도록 만들어진 교통섬이 아닌 경우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지 않는다.
《 교통섬 점자블록 》

60㎝
30㎝


Ŗ
⠙

30㎝
60㎝
60㎝
30㎝

ᱱ⩶ትಾ
ᖁ⩶ትಾ

<그림 3.58> 교통섬 점자블록 설치방법

5) 지하도, 육교, 건축물 입구
- 지하도 및 육교의 출입구, 건축물 입구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되, 가로폭은 각 입구의 폭 만큼,
세로폭은 60cm의 폭으로 설치하고 진행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을 중앙에 60cm의 폭으로 설치
하며, 선형블록의 마무리는 점형블록으로 한다.
- 육교나 지하도의 경우, 보도를 가로질러 선형블록을 설치하여 육교나 지하도로 방향을 유도한다.
- 육교의 경우는 육교의 외곽형태를 선형블록으로 둘러막아 시각장애인에게 육교의 구조물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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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교 점자블록 설치 》

2) 방향유도
3) 육교외곽으로 유도

60㎝

1) 입구표시

1) 입구표시

경사로

ᱱ⩶ትಾ
ᖁ⩶ትಾ

《 지하도 입구 점자블록 설치 》

2) 방향유도
3) 장애물표시

지하도
1) 입구표시

ᱱ⩶ትಾ
ᖁ⩶ትಾ

《 건물입구의 점자블록 설치 》
건축물 입구

1) 입구표시

2) 방향유도

ᱱ⩶ትಾ
ᖁ⩶ትಾ

<그림 3.59> 육교, 지하도, 건축물입구 점자블록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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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장에는 버스 승차대의 길이만큼 60cm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 보도의 폭이 넓은 경우는 선형블록으로 연계하여 버스승차대와 연결한다.
- 보도의 폭이 좁은 경우, 승차대의 폭 만큼 점형블록만 설치한다.

《 보도폭원이 넓은 경우 》

ქᜅ
방향유도
승차대표시

60cm
30cm

승차대의 폭

ᱱ⩶ትಾ
ᖁ⩶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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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폭원이 좁은 경우 》

ქᜅ

승차대표시

60cm
30cm

승차대의 폭

ᱱ⩶ትಾ
ᖁ⩶ትಾ

<그림 3.60>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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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물 주위
- 위험한 지역이나 장애물을 피하여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험한 장소의 30cm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 동선에서 위험물과 마주치게 되는 방향에는 60cm의 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보행
동선과 평행한 방향으로는 30cm의 폭으로 점형이나 선형블록을 설치한다.

《 장애물 주위 점자블록 설치 》
ᱱ⩶ትಾ
ᖁ⩶ትಾ

장
애
물

30cm

장
애
물

<그림 3.61> 장애물 주위 점자블록 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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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

바. 잘못된 시공 사례
1)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방향 불일치 및 설치위치 부적정
•횡단보도에서 점형블록의 목적은 바닥의 질감을
통해 횡단보도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치는 보행안전을 위해

실제 횡단방향
유도방향

횡단 보도 우측 음향신호기앞에 설치한다
위치이동

•횡단보도에서 선형블록은 횡단방향과 같은 방향
으로 중앙에(60cm폭)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물과 충돌 위험
•보행동선에서 위험물과 마주치게 되는 방향
에는 60cm폭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평행한
방향은 30cm의 폭으로 점형이나 선형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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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한 장애물 우회 설치
•점자블록 설치 위치에 하수구 뚜껑이나 기타
보도 표면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조화맨홀 설치
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설치한다.

4)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미설치
•버스정류장에는 버스승차대의 길이 만큼 60cm
폭으로 연석에서 30cm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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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존보도 연결부 점자블록 설치 부적정
•기존 보도와 신설 보도 연결시 장애인의 연속
적인 보행유도를 위해 점형블록을 제거하고
선형블록을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점자블록 색상 부적합 및 곡선부 점형블록 설치방법 부적정
•점자블록의 색상은 황색 사용이 원칙으로 사진은
바닥재와 같은 색상을 사용하여 점자블록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있다.

7) 직각으로 방향전환시 점자블록 설치 부적정
•보행방향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굴절점에는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설치한다.

점형블록 설치

8) 비스듬하게 방향전환시 점자블록 설치 부적정
•선형블록이 직각으로 꺾어지는 곳 이외의 곡선부
에서는 선형블록만 설치한다.

선형블록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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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횡단보도 점형블록 설치 폭 기준 미준수
•부분턱낮춤 횡단보도의 경우 부분턱낮춤 부근을
제외한 우측 횡단보도 전면에 연석과 30cm
이격하여 횡단보도 폭만큼 설치한다.
횡단보도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10) 횡단방향 점자블록 설치 부적정
•곡선부인 경우 곡선을 따라 연석에서 30cm
점형블록 제외

이격하여 계단식으로 점형블록을 설치하고
선형블록으로 횡단방향을 지시한다. 사진의
횡단방향 점형블록은 제외되어야 시각장애인의
연속보행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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ትಾeĊ᳑ᱶ
ᅕࠥትಾ⡍ᰆᵥ٩eĊ _NN ᮥၹऽᮁḡ⦹ᩍትಾ᮹฿ྜྷฝ JOUFSMPDLJOH ⬉ŝ
᷾ḥၰᯱᰍ᮹⨩ᬊ᪅₉ᨱ⦽ݡ᪥∊ᱢᯙᩎ⧁ᮥ⧁ᙹᯩࠥಾ⦹ᩍ⦽݅

【설 명】
블록 간격의 조정은 줄눈라인이나 줄눈폭을 일정하게 하여 블록상호간 맞물림(interlocking)으로 하중을
분산함으로써 성능 향상 및 미관 개선을 도모하고, 공장에서 제작된 블록자재에 대한 허용오차의 완충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가. 기준선을 초과한 블록에 나무토막(파손예방)을 대고 고무망치로 두드려서 맞춘다.
나. 기준선보다 안쪽에 설치된 경우 일자드라이버나 쇠 지렛대로 조정한다.
다. 줄눈모래를 넣기전에 틈새를 조정한다.(줄눈모래를 넣으면 간격 조정이 어려움)

《 블록 간격 조정 요령 》

ʑᵡᖁᮥⅩŝ⦽
ትಾ᳑ᱶ

ᵥ٩eĊʑᵡⅩŝ

ʑᵡᖁᦩᨱᖅ⊹ࡽ
ትಾ᳑ᱶ

ᵥ٩eĊʑᵡၙݍ

ᵥ٩༉௹₥ᬡᱥ
᳑ᱶ

ᵥ٩eĊၙᵡᙹ ትಾ❭ᗱ

ֻࠨटߧԩգ୨ܤ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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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ᰆᯱญษྕญ
aᰆᯱญ۵ ษqትಾᯕӹ ᗭᱶႊ⩶ ትಾ ॒ ᅕ᪥ትಾᮥ ᔍᬊ⦹ᩍ ᳑bትಾᯕ ၽᔾ⦹ḡ
ᦫࠥಾᱶၡŖ⦹ᩍ⦽݅
【설 명】
가장자리 블록 포설 작업시 작고 깨지기 쉬운 조각블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블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öୁճמ׆৸Ԩटߧଲޯ ଲ٪णଭणଘଲଲঃटߧۀށDNࢠଭୁଠटߧ

가. 보완블록의 종류
ᗭᱶႊ⩶ትಾ

aಽษqትಾ

ᖙಽษqትಾ

aಽ⻱ᖙಽษqትಾ

ᱩ݉ትಾ

ֻࠨ࣪टߧଭஂࠑ

나. 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특수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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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감블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절단기로 절단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Ԯटߧଡॷۀլ

 टߧଡॷۀլ

경계석
마감블럭
특수블록

소정방형 블록

직선라인
기준점

마감블럭

특수블록

 ࠬԮटߧଡॷ්ઢۀլ

 ী୨ࢺ෴टߧଡॷۀլ

경계석
마감블록
기준점
컷팅블록

직선라인

작은 조각블록
(X)

소정방형 블록
(O)

ֻࠨ࣪टߧॷુ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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ትಾᯱʑ
ᱩ݉ትಾᮡ↽ᗭ⦽໕᮹ᱩ݉ࡹḡᦫᮡ݉໕ᮥaᲙ⦹Ł ᱩ݉ࡽትಾ᮹ʙᯕ᪡թእ᮹
እᮉᯕᯕᔢᯙትಾᮡᔍᬊ⦹ḡᦫ۵݅

【설 명】
블록절단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공전 자재의 규격이 제조회사별로 조금씩 상이하므로 반드시 시험시공을
통해 보도폭을 결정하고 가로등 등 각종 지주의 기초는 포장면 아래로 매립하여야 하며, 부득이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ㄱʼ자 ‘ㄴ’자 등 2면 절단은 블록 파손 등 하자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나. 절단된 블록의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은 쉽게 파손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다. 절단된 블록의 크기가 25cm2 미만의 작은 조각블록은 사용하지 않는다.
ᱩ݉ႊჶ

༜ࡽŖ 9

조각블록 발생
(2단 절단)

길이방향 절단

ၵෙŖ 0

90ä회전-너비방향절단

(4:1 비율)
잘못된 절단(X)

잘된 절단(O)

ֻࠨटߧୀ࣑࠙ࢺ׆

라. 작업도구는 망치사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전동절단기 또는 유압 절단기를 사용하며 필요시 (곡선가공 등)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한다.
ᱥ࠺ᱩ݉ʑ

ᮁᦶᱩ݉ʑ

ֻࠨୣۚୋणஂ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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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ऽəᯙ

마.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분필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전동 절단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
하여 절단작업을 하여야 한다.
ᰆእᯕᬊᖁɬʑ

ᇥ⦥ᯕᬊᖁɬʑ

ᵥ٩eĊᮥŁಅ⦹۵ᱩ݉
2~3mm 줄눈간격 고려하여 절단

<그림 3.67> 절단선 긋기

바. 전동 절단시에는 장갑 등의 착용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동일한 사람이 절단선 표기 및 절단작업을
하도록 한다.
사. 전동 절단시에는 반드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진흡입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ᇥḥ⯂᯦ʑᖅ⊹

ᇥḥ⯂᯦ʑ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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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 분진흡입기 설치사례

י໕ᖅᱲᗮᇡษq
ᖅྜྷᱲᗮᇡ۵ᗭᱶႊ⩶ትಾੱ۵݅ෙႊ⨆᮹᪉ᰆትಾᮥᔍᬊ ⡍ᰆ➉▕ᮥᄡĞ⦹ᩍ
᳑bትಾᯕၽᔾ⦹ḡᦫࠥಾᱶၡŖ⦹ᩍ⦽݅

【설 명】
노상시설 접속부 또는 경계석 주변 마감시 블록의 절단이 불가피한 경우 조각블록의 사용을 지양하기
위하여 소정방형 블록 사용, 포장패턴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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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ࢭࠛਏվॷߢ 0
1/2 이상 블록사용을 위하여
패턴변경
소정방형
블록 사용

ùۚऀଭԨटߧࢳࢺࠜী୨ࢺ෴टߧ
ۀށඑୋ൪ഋ࣡լਏվ

ܤਏվॷߢ 9

ùटߧඑড൪ഋକࠜැਏվԨटߧࢳ
ùԨटߧଠ৽՚מՋيम݊ۀٛ֜নଡઊฃ
ਏ೬ܑਏࢠւଡୠැ

조각블록

불록 패턴 유지를 위해
조각블록 발생
조각블록
조각블록

가. 경계석 접속부 마감방법
 ¶G୍ֻֻ൪ഋ ¶G)BSSJOHCPOF#POE
경계석
패턴에 맞게 절단할 경우
조각블록 발생

경계석 형태에 맞게 절단
소정방형 블록 사용

곡선부 마무리 상세(개선전)

패턴에 맞게 절단할 경우
조각블록 발생

직선부 마무리 상세(개선전)

곡선부 마무리 상세(개선후)

형태에 맞게 절단

소정방형 블록 사용

직선부 마무리 상세(개선후)

 ¶୍ֻֻ൪ഋ ¶)BSSJOHCPOF#POE
조각블록 발생
(깨지기 쉬움)

마감부 상세(개선전)

86

소정방형 블록
형태에 맞게 절단

마감부 상세(개선후)

 ԧߦଵୀ൪ഋ 4USFDIFS#POE
절단부위 조정

조각블록 발생

마감부 상세(개선전)

마감부
마감부
상세(개선후)
상세(개선후)

 թଲଣ൪ഋ #BTLFU8FBWF#POE
경계석

경계석

패턴에 맞게 절단할 경우
조각블럭 발생

형태에 맞게 절단

소정방형 블럭

곡선부 단부상세(개선전)

곡선부 단부상세(개선후)

경계석

경계석

조각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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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맞게 절단

직선단부 마무리 상세(개선후)

직선단부 마무리 상세(개선전)

<그림 3.69> 경계석 접속부 마감 방법
《 경계석 접속부 시공사례 Ⅰ》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채움 시공

소정방형 블록

절단된 블록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미만

}ᖁᱥ

}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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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석 접속부 시공사례 Ⅱ》
절단블록의 불규칙한 단부 라인으로
인한 지저분한 콘크리트 채움

소정방형 블록

절단된 블록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미만

2~3mm 조인트

}ᖁᱥ

}ᖁ⬥

᳑bትಾᔍᬊ 9

ᗭᱶႊ⩶ትಾᔍᬊ 0

ᗭᱶႊ⩶ትಾᔍᬊ 0

ֻࠨլծজ୦ুऀਏվॷߢ

나. 횡단 빗물받이 접속부 마감방법
- 가능하면 블록으로 마감시공하고 부득이한 경우 어울리는 색상의 콘크리트 폭(100mm이하)으로
시공 한다.
 ดۚपࢄࢲଲۚऀళࠤ Թট්࣪լ

블록과 매치되는 색상의 폭 100mm이하 콘크리트
2~3mm 조인트
빗문받이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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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ดۚपࢄࢲଲۚऀళࠤ ডଵլ
빗물받이 뚜껑과 접하도록 블록 포설

2~3mm 조인트 빗물받이 뚜껑

<그림 3.71> 횡단 빗물받이 마감방법

《 횡단빗물받이 접속부 시공사례 》

미관을 해치는
빗물받이 주변
콘크리트 시공

가능하면 블록으로
마감시공(부득이한
경우,100mm이하로하되
어울리는색상의
콘크리트로 시공

}ᖁᱥ


Ŗ
⠙

소정방형 블록

}ᖁ⬥

<그림 3.72> 횡단 빗물받이 접속부 시공사례

다. 맨홀 접속부 마감방법
- 맨홀 또는 기타 지하매설물 덮개는 주변 포장패턴에 맞는 조화맨홀을 시공할 수도 있다.
(맨홀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
- 맨홀주위의 블록 시공시는 블록이 맨홀덮개와 인접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부득이
하게 인접시공이 안될 경우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맨홀이나 그레이팅일 경우는
100mm이하, 소형밸브 덮개일 경우는 50mm이하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의 콘크리트로 포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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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୦ুऀࠬԮࢺ࣑
소정방형 블록

ිֻ݁ޭ۳݊ଡॷ୨֗՚ࠬԮ
ী୨ࢺ෴टߧॷ
࠽րඑୋ୍ଭۚఙԧࢳੴܑߧਏվ
_ کNN ԩգକ
마감 블록

Ķોࢭࠛਏվࢺ࣑
ী୨ࢺ෴टߧॷଞߦԨटߧଲࢳੴܑߧճटߧଡ
ୣۚߦ׆ୣۚบޭֻ݁ිޭݗ۳ߦࠬԮک
ԩգଲଵ୨ճ୨֗՚ਏվ

Ķܤਏվࢺ࣑
ী୨ࢺ෴टߧଡॷੴੰԨटߧଲଲࢳ ୣۚଡ
টୡଞߦکԩգଲଵ୨ੴੰࢠւଡැ౿ճ࠽
ச࣡ଭৃঃଲ৽՚ࢳ

᳑bትಾၽᔾ 9 

᳑ᰂŖၰ݉₉ၽᔾ 9

᳑⪵้⪡ᔍᬊ 0

ֻࠨ࠽෴୦ুऀਏվॷߢ
 Ԩ෴୦ুऀࠬԮࢺ࣑
소정방형 블록

ী୨ࢺ෴टߧॷ
࠽րඑୋ୍ଭۚఙԧࢳੴܑߧਏվ
_ کNN ԩգକ
ฎୣ࣑ۚଲيୣ࣑ۚଞߦୣۚ ฎୣׁۚ 

Ķોࢭࠛਏվࢺ࣑
ฎୣ࣑ۚଲيୣ࣑ۚଞߦਏվଡکԩգଲଵ୨
ճ୨֗՚ࠬԮ଼්ଣ
⫭ᱩ݉ჶ

᳑⧊ᱩ݉ჶ

Ķܤਏվࢺ࣑
ฎୣ࣑ۚଞߦਏվଡکԩգଲଵ୨౿ੴੰࢠւଲ
அੴճ࠽ச࣡ଭඑୋଲ৽՚ৃঃܦ
⫭ᱩ݉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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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₉ၽᔾ 9

้⪡࠭⇽ၰ᳑ᰂŖ 9

᳑⪵้⪡ᔍᬊ 0

ֻࠨ࠽Ԩ෴୦ুऀਏվॷߢ

라. 가로등 등 기둥 접속부 마감방법
- 기둥이 원형일 경우에는 공장제작(반원형 블록)된 제품 사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기둥이
한곳에 밀접하게 모여 있는 곳에는 시공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사여건을 보고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공장제작된 반원형 블록 시공시에는 주변의 2열이상의 블록을 절단하여 조각블록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Ŗ
⠙

《 반원형 블록 시공사례 》
기둥주 주위의 2열의 블록을
절단하여 조각블록이 발생치
않도록 시공
소정방형 블록

공장 제작된 반원형 블록을 이용하였으나
잘못 시공된 예
(작은 조각블록이 깨지기 쉬움)

ֻࠨࢱ෴टߧਏվॷߢ

- 각종 기둥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절단기 및 핸드그라인더를 이용 정밀시공하고 조각블록이 발생
하지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기둥의 형태에 따라 핸드그라인더를 이용 정밀시공이 불가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의 콘크리트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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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접속부 시공사례 》

기둥주위의 잘못된
마무리 시공

기둥주 기초 양면으로 일련의 블록을
배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게 시공

기둥 기초의 노출
형태에 맞게 블록절단

}ᖁᱥ

}ᖁ⬥

ֻࠨܱ׆୦ুऀਏվॷߢ

- 각종 기둥의 기초는 블록포장 아래로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기둥 기초 마감 시공사례 》
매몰된 콘크리트 기초 및
알맞게 절단된 블록으로 마무리 시공

노출된 콘크리트 기초

}ᖁᱥ

}ᖁ⬥

ֻࠨࠬొ׆ܱ׆Ԯਏվॷߢ
aಽ॒ᵝᄡ 9

aಽ॒ᵝᄡ 9

ֻࠨܱ׆୦ুऀܤ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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ᱥᝁᵝᵝᄡ 9

소정방형
블록

ᱥᝁᵝᵝᄡ 0

ᔍᖅᦩԕ⢽ḡ❱ᵝᄡ 0

ᅝऽᵝᄡ 0

ֻࠨܱ׆୦ুऀોࢭࠛਏվॷߢ

마. 가로수 접속부 마감방법
- 가로수 접속부 시공방법은 가로수 보호대(받침 철개)를 이용하는 방법과 블록을 이용 패턴을 유지
하며 시공하는 방법이 있으며, 나무뿌리로 인하여 보행인의 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은 가로수
보호대 등을 이용하여 가로수분이 보행인과 이격되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접속부 시공사례 》
잘못 배치된 가로수분 경계 및
지나치게 넓게 노출된 주위


Ŗ
⠙

축소된 가로수분 경계

패턴에 맞게 설치된 블록

}ᖁᱥ
᳑bትಾၽᔾ 9

}ᖁ⬥
᳑bትಾၽᔾ 9

✩ᔩ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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➉▕ᨱ฿íŖ 0

ᗭᱶႊ⩶ትಾᔍᬊ 0

᳑bትಾၽᔾᦩࢉ 0

ֻࠨԧߦ୦ুऀਏվॷߢ

바. 건물 접속부 마감방법
- 건물 접속부 마감시 소정방형 블록 사용 및 포장 패턴의 변경으로 조각블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 접속부 시공사례 Ⅰ》
규칙적인
절단블록 배열

2~3mm
조인트
불규칙한
절단블록 배열

넓은 간격의
콘크리트 채움시공

소정방형 블록

}ᖁᱥ

}ᖁ⬥

《 건물 접속부 시공사례 Ⅱ》
패턴유지를 위해 가로로 블록절단

올바른 단부처리를 위한 일련의 온장블록 사용

절단하지
않은블록
패턴 유지를 위해
가로로 블록절단

1/3 절단블록

}ᖁ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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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ᖁ⬥

《 건물 접속부 시공사례 Ⅲ》
(주의) 설치물(밸브등)모양에 따라 절단이 어려울
경우는 콘크리트 채움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칼라
몰탈로 마무리하여 이질감을 최소화 하여야 함
형태에 맞게 절단

조각블록 발생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채움시공

2~3mm 조인트

}ᖁᱥ

}ᖁ⬥

《 건물 접속부 시공사례 Ⅳ》


Ŗ
⠙

소정방형 블록

크기에 맞게 절단시공

조각블록 발생

}ᖁᱥ

ʑᵡᨱ฿íᱩ݉Ŗ 0

}ᖁ⬥

Ƚ⊺ᱢᯙᱩ݉ትಾ႑ᩕ 0

ᗭᱶႊ⩶ትಾᔍᬊ 0

소정방형 블록

2~3mm
조인트

ֻࠨՍࢄ୦ুऀ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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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시설물 접속부 마감방법
- 블록과 점유물의 접속부 조인트는 2～3mm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점유물 주변을 콘크
리트 포장으로 할 경우에는 주변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폭 100mm이하, 블록 두께보다 깊게 시공
함으로써 구조적 일체성을 보유하게 하여야 한다.

《 기타 시설물 접속부 시공사례 Ⅰ 》

2~3mm
조인트

패턴에 맞게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
(부득이한 경우, 100mm이하로 하되 어울리는
색상의 콘크리트로 시공)

넓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은
콘트리트 마감 채움

}ᖁᱥ

}ᖁ⬥

《 기타 시설물 접속부 시공사례 Ⅱ 》
형태에 맞게 절단된 블록

소정방형 블록

조각블록 발생

}ᖁᱥ

}ᖁ⬥

ĥ݉ᱲᗮᇡ 0

ᰆᧁᯙᱱᯱትಾᱲᗮᇡ 0

ֻࠨ׆ਏডࢄ୦ুऀ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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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상이 포장간의 접속부 마감방법
- 다른 종류의 포장 재료와 접속부에는 포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하여 포장구분 경계석을 설치하거나
블록의 단부를 고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이 포장간 접속부 표준 시공도 》

포장구분 경계석(100X100X1000)
콘크리트(150X50X1000)

마감블록

지정포장

보도블록
조립층

모르타르 기초

보조기층

콘크리트

《 상이 포장간 접속부 시공사례 Ⅰ》


Ŗ
⠙

일련의 온장 블록을 이용하여 두 개의
다른 재질의 포장재 접합부를 연결

소정방형 블록
두 다른 포장 재료의 접속부에
누더기의 콘크리트 채움

형태에 맞게 절단

}ᖁᱥ

Ğĥᕾၙᖅ⊹ 9

}ᖁ⬥

Ğĥᕾᖅ⊹ 0

Ğĥᕾᖅ⊹ 0

ֻࠨঃଲඑୋԩଭ୦ুऀ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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Ğᔍḥ⡍ᰆ໕Ŗႊჶ
Ğᔍḥ⡍ᰆ໕ᮡᵥ٩eĊ _NN ᯕմᨕḡḡᦫࠥಾʑ⊖݅ḱᇡ░᪥อ⦽łᖁᮝಽ
ญ⦹Łᄡłᱱᇡɝᮡᗭᱶႊ⩶ትಾᮥᔍᬊ⦹ᩍ⦽݅

【설 명】
경사진 포장면은 변곡점 부위의 줄눈간격이 넓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경사진 포장면은 완만한 곡선으로 마무리 한다.
나. 포장경사가 많이 변화하는 부분은 기층 다짐시 완만한 곡선으로 처리한다.
다. 변곡점 부위는 줄눈간격이 넓어지지 않도록 소정방형 블록을 사용한다.

《 올바른 시공방법 》

경사면 길이
변곡점, 줄눈폭이 균일
소정방형 블록

변곡점, 줄눈폭이 균일

높이
기층
블록
모래안정층

《 잘못된 시공방법 》

경사면 길이
변곡점, 줄눈폭이 균일

변곡점, 줄눈폭이 큼

높이
기층
블록
모래안정층

ֻࠨլॷඑୋਏվ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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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ᰆႊ⨆ᄡĞᇡญႊჶ
⡍ᰆႊ⨆ᯕ ᄡĞࡹ۵ ḡᱱᨱ ᳑bትಾᯕ ᖅ⊹ࡹḡ ᦫࠥಾ ʑᵡᖁᮥ ᖅ⊹⦹Ł ษqትಾŝ
ᗭᱶႊ⩶ትಾᮥᔍᬊ⦹ᩍ᳑ᰂ⦽Ŗᯕᦩࡹࠥಾ⦽݅

【설 명】
포장방향 변경부는 시공전에 조잡한 시공이 안되도록 마감블록, 소정방형 블록, 절단블록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ԧඑୋࢺේଲԨଞߦ࣡լۀܣլ
마감블록

׆ஜট ਓ ଡԨଞߦඝਏճ׆ஜটޭݗک
 ËNN ଡ୨คํ࠸ౡۗ
׆ஜটࢼ౿ۀܣटߧଠԧࠬۇԮटߧଡଲۗ
기준선

׆ஜটଡ۩Ԩଞߦඝਏۗ


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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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블록

׆ஜটࢼ౿ۀܣटߧଠԧۇୣۚटߧॷଠઑۗ

기준선

يԨଲଭԨܑߦඑୋࢺේଲ࣡լۀܣլ
절단블록

마감블록

90°이상

׆ஜটլծଭઑ௬टߧଠୣۚࠜ׆ଲ୨คଲୣۚۗ
Ԩटߧଲॷܣੴܑߧী୨ࢺ෴टߧଡॷۗ
90°이상

기준선

소정방형 블록

마감블록

직선블록을
사용한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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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ትಾၽᔾ 9

᳑bትಾၽᔾ 9

᳑bትಾၽᔾ 9

ᱱᯱትಾႊ⨆ᱥ⪹ 0

ษqትಾᔍᬊ 0

ᗭᱶႊ⩶ትಾᔍᬊ 0

ֻࠨඑୋࢺේ࣡լऀ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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ᵥ٩༉௹₥ᬑʑၰ⡍ᰆ໕݅ḱ
ትಾ⡍ᖅŖᱶ⬥ᷪÕ᳑ࡹŁ᧲ḩ᮹a۵༉௹ෝᯕᬊ₥ᬡ᯲ᨦᮥᝅ⦹Ł݅ḱʑ
Łྕ➉ऽᰆ₊ ಽḥ࠺ᮥa⧕∊ḥ⬉ᮉᮥ᷾ḥ┉݅

【설 명】
줄눈 모래 채우기는 포장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충진이 충분하지 않으면 블록의 이동이나 국부
침하 등을 유발하여 블록파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므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가. 블록포설 후 줄눈모래 포설전에 콤펙트로 충분하게 다짐작업을 한다.
(불량자재 파손유도 및 블록의 모래안정층 정착유도)
나.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채움 작업을 실시한다(최소 1일 이내).
다. 줄눈모래는 2.2.5의 <표 2.5>~<표 2.7>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라. 줄눈모래의 보관은 시트를 덮어 먼지나 진흙의 혼입을 막는다.
마. 줄눈채움은 모래가 블록 표면까지 충분히 삽입될 때까지 다음 사항을 반복한다.
ࡦکత׆එୋۗீ૬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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टߧଭඝࡦֹࠜଵ՚ୡ߆ۥඑডۗ
 ࠜࡦکրܑ՚ଲඑড්լ ۗீ׆ଭ౦գଲ
ࡦکୢۜܣੴଞ࢛ߦசଭැઉۗ
पୀ߿݊ଞߦटߧඝଡীۀՓళߋࡦࠜ
ൎঅۗۀٶ
کతૺଠ಼ൿൈ ճࡿ൪݁ୋచ ߦܛଡԧැ
 ౦ตଘଡڔۗ
սছুۗீଠׁۗ
Վߦܑুۀଵ୨ࢺේ࣫ۗீଡਓਏۗ
۳ଲঃ౦ଲੲݡܥԧ_ฎࢱ࣫ۗீଡ
 ਓਏۗ

⦽Ŕᩑᗮ݅ḱɩḡ

ۗீଲੲۀܣୋীۀճࡿ࠷ࡿي౿ टߧ൞ৃࢺ ߦ
 ۗீଡਓਏۗ

ࡦతૺ߹บ౦ଲ୪۩ߦܣતۀս݊ଞߦఓ߇
คۗ
తૺ߹บْଠࡦীบॼࠜਓਏۗ
 ࣪ෘୀࢠ݊ߋضଭੲୢॷճ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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ትಾ⮵ॅฝၰḱ 9

᯦ࠥᇩపᯙ༉௹ᔍᬊ 9

ֻࠨࡦکత׆ਏվॷ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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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ᔍᬊ 0

Ǖ₊ᅖǍ
ḡ⦹ๅᖅྜྷ ᱥʑ  ☖ᝁ  aᜅ  ᔢ·⦹ᙹࠥ ॒ ᮹ ᝁᖅ  }⇶  ᄡĞ ੱ۵ ᱽÑ ॒ᮥ ᭥⦹ᩍ
ᅕࠥෝǕ₊⧁Ğᬑᨱ۵ᕽᬙࠥಽǕ₊·ᅖǍᨦྕญȽ⊺ᮥᵡᙹ⦹ŁݚᯝᅖǍෝᬱ⊺
ᮝಽ⦹໑ ᔍᱥ⪮ᅕᝅಽၝᇩ⠙ᔍ⧎ᮥ↽ᗭ⪵⦹ᩍ⦽݅

Ǖ₊ᅖǍᝁℎၰ⨩a
ᅕࠥෝǕ₊⧁ᔍᨦ⧪ᯱ۵ࠥಽᱱᬊ Ǖ₊·ᅖǍ ⨩aᝁℎᕽෝ᯲ᖒ⦹ᩍࠥಽš⧁Ǎℎᰆ
ᨱíᱽ⇽⦹ᩍ⦹໑ š⧁ǍℎᰆᮡᇡᝅŖᔍႊḡ ၝᇩ⠙↽ᗭ⪵॒ᮥ᭥⦹ᩍᱱᬊʑe 
໕ᱢ ᭥⊹ၰᅖǍႊ॒ᮥ∊ᇥ⯩á☁⬥⨩a⦹ᩍ⦽݅

【설 명】
aᅕࠥǕ₊ᅖǍ⨩aᝁℎᮁ᮹ᔍ⧎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10조」에 의거 굴착한 보도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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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복구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도로굴착공사가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 복구를 원할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복구지연, 품질 미확보 등이 우려되어 신속한 도로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도로 관리청
이 판단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구청장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교통소통
및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등에 대하여 관계자와 공사현장에서 협의한 후 시행할 수 있다.
ӹᅕࠥǕ₊ᅖǍá☁ၰ⨩a
굴착복구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현장을 조사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후 허가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용의 기간·위치 및 면적의 타당 여부
2) 원상복구의 시기 및 방법의 적정 여부 등
구청장은 상기 사항에 대하여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을 발급하되 충분한 다짐 및 정밀복구토록 하고, ‘당일굴착/당일완전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일임시복구/익일완전복구’ 등 복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aԕᬊí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사기간 중에 점용(굴착·복구)하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보기 쉬운 장소
에 점용사실(점용목적, 기간, 공사방법, 복구방법, 불편신고전화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Ǎℎᨱᕽ⧕⧁ᨦྕ
⨩aᝁℎᕽᱲᙹ

ࠥಽᔍᨦᗭၰᖅšญŖ݉ᨱᕽ⧕⧁ᨦྕ
ᷪ

✚ᄥࠥ₉ࠥၰᯱ࠺₉ᱥᬊࠥಽĞᬑ Ŗྙੱ۵ࠥಽ
Ǖ₊ᅖǍᜅ▽ᔢᨱᕽ☖ḡ
⩥ᰆ᳑ᔍၰšಉჶಚá☁ᅕŁᕽ ԕᇡđᰍ॒

⩥ᰆ᳑ᔍၰá☁
ᯝᯕԕ

⩥ᰆ᳑ᔍၰá☁đŝš⧁Ǎℎᨱ☖ḡ
Ŗྙੱ۵ࠥಽǕ₊ᅖǍᜅ▽ᔢᨱá☁ᅕŁᕽ℉ᇡ

⨩aญၰᬱᯙᯱᇡݕɩ
Ḷᙹෝ᭥⦽ԕᇡđᰍ॒
ᬱᯙᯱᇡݕɩŁḡᕽၽɪ
ᬱᯙᯱᇡݕɩԊᇡ⪶ᯙၰ⨩a᷾Ʊᇡ
⨩aᝁℎᕽᱲᙹᯝಽᇡ░ᯝ

⨩aԕᬊšಉʑšᨱ☖ḡ

ᷪ

š⧁ࠥಽᔍᨦᗭၰᖅšญŖ॒݉

₊Ŗĥᱲᙹ ₊Ŗ⦹ʑᯝᱥʭḡ

ࠥಽǕ₊ᅖǍᨱෙࠥಽᮁḡšญᨱ⦥⦽᳑⊹
ݚݕᯱḡᱶ ₊Ŗĥᱲᙹᔍ⧎⪶ᯙ॒

ᷪ

₊Ŗĥᱲᙹ⩥⫊ࠥಽᔍᨦᗭၰᖅšญŖ݉ᨱ☖ḡ

ࠥಽǕ₊ᅖǍŖᔍᰆḡࠥqࠦ

ࠥಽǕ₊ᅖǍŖᔍᰆḡࠥ·qࠦ
✚ᄥࠥᅕࠥǍe

✚ᄥࠥ₉ࠥၰᯱ࠺₉ᱥᬊࠥಽǍe
ᷪ ✚ᄥࠥ₉ࠥၰᯱ࠺₉ᱥᬊࠥಽšญℎᅖǍ᮹Ǎe

ᅕࠥǍešญℎᅖǍ᮹ǍeᅖǍ⧪
ၰᅖǍđŝෝᬱᯙᯱᨱí☖ḡ

ᅖǍŖᔍ⧪ၰᅖǍđŝෝᬱᯙᯱၰǍℎᨱ☖ḡ

ⲻǕ₊໕ᱢ᷾qᩍᇡ⪶ᯙ℁ᱡ

ᵡŖĥ ᅖǍ᪥ഭ⪶ᯙᕽ ᱲᙹ

ⲻǕ₊⨩a໕ᱢ᷾qᩍᇡ⪶ᯙ℁ᱡ
ᷪ

✚ᄥࠥ₉ࠥၰᯱ࠺₉ᱥᬊࠥಽĞᬑ Ŗྙੱ۵ࠥಽ

ญʑeᯝ

Ǖ₊ᅖǍᜅ▽ᔢᨱᕽ☖ḡ

⨩aԕᬊݡಽŖᔍa⧪ࡹᨩ۵ḡ
⩥ᰆ⪶ᯙၰá☁

⨩aԕᬊݡಽŖᔍa⧪ࡹᨩ۵ḡ⩥ᰆ⪶ᯙ
á☁ᅕŁᕽ᯲ᖒ॒ԕᇡđᰍ
ᯝᯕԕ

⩥ᰆ᳑ᔍၰá☁đŝš⧁Ǎℎᨱ☖ḡ
Ŗྙੱ۵ࠥಽǕ₊ᅖǍᜅ▽ᔢᨱá☁ᅕŁᕽ℉ᇡ

ᵡŖญ ࠥಽǕ₊໕ᱢ᷾qᨱෙ
⇵aŁḡੱ۵⪹ɪญ॒
ᵡŖࠥ໕ᅕššญ

ๅᇥʑᯝʭḡ✚ᄥࠥ₉ࠥၰᯱ࠺₉ᱥᬊࠥಽᯙĞᬑࠥಽᔍᨦᗭ
ၰᖅšญŖ݉ᨱ☖ḡ
ᵡŖࠥ໕ᅕššญ

Ǖ₊ᅖǍŖᔍᰆ⦹ᯱáᔍၰđŝᱽ⇽

Ǖ₊ᅖǍŖᔍᰆ⦹ᯱáᔍၰđŝᱽ⇽

ᱶʑ ๅ֥ᬵ ᬵ ၰᙹᱱá
đŝᱽ⇽ๅ֥ᬵั ᬵั

ᱶʑ ๅ֥ᬵ ᬵ ၰᙹᱱá
đŝᱽ⇽ๅ֥ᬵั ᬵั

əฝࠥಽᱱᬊ Ǖ₊·ᅖǍ ᨦྕญ⮱ࠥ



Ǖ₊ᅖǍ⧪
ᅕࠥ᮹Ǖ₊ᅖǍ⧪ᯝŖྜྷపᮥᖅᱶ⦹ᩍ∊ᇥ⦽݅ḱ᯲ᨦŝᱶၡŖᮥ⦹ᩍ
⦹໑ Ŗᔍᦩԕe❱ ⩥ᙹสၰᦩᱥᖅྜྷ॒ᮥᖅ⊹⦹Ł ⩶ᱢᯙᯥᅖǍෝᨧᧁၝ
ᇩ⠙ᮥ↽ᗭ⪵⦹ᩍ⦽݅

【설 명】
보도 굴착복구 시행전 과도한 공사구간 확대 방지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간별 세부 공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며, 긴급공사를 제외한 당일 복구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5일 전까지 공사안내표지,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포장 손상은 주로 기층의 다짐부족, 기층 두께 부족, 배수처리의 부적절 등에 의하므로 굴착복구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가. 노반다짐 불량에 의한 공사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굴착면적과 굴착폭 준수
- 블록 및 화강석류 : 최소굴착면적 0.8m×0.8m, 최소굴착폭 0.8m
-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 최소굴착면적 0.7m×0.7m, 최소굴착폭 0.7m
- 단, 기존 보도 포장면의 침하, 파손 등을 고려하여 공사시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수면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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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굴착부분은 모래 되메우기 후 물다짐 실시
다. 롤러, 콤펙터, 소형램머 등 다짐장비 사용
라. 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현장밀도 시험 실시)
마. 굴착토사 현장 즉시 반출 및 복구후 물청소 실시
바. 공사중 보행통로 확보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등

ᦩᱥ⭡ᜅᖅ⊹

ʑ⊖ၰ༉௹݅ḱ᯲ᨦ

ᅕࠥትಾ⡍ᖅ

əฝǕ₊ᅖǍŖᔍ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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ᱽᇡᄥ⢽ၰᇡಾ

[별표 1]

설계도서 지도점검 의뢰시 필요서류
○ 용역개요 - 한글파일로 작성
-사업명
- 사업목적(내용) 및 기본방향 등
- 사 업 비 : 총 사업비

백만원(설계비 :

-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설계기간 :

백만원)

~
~

)

- 발주자 :
- 설계사 :
- 사업개요 : 위치, 폭, 연장, 면적, 보도재질 등
- 추진경위

○ 설계도면 - A3(횡) 제본 후 1부 제출
- 서울시 ‘보도공사 상세설계 표준도’ 수준의 설계도면 작성

○ 공사시방서 - A4(종) 제본 후 1부 제출

○ 설계내역서 - A4(횡) 제본 후 1부 제출

○ 디자인 심의 관련 서류(심의 대상 아닌 경우 제외)
- 심의 전/후 자료(PPT 등)



[별표 2]

지적사항 처리결과
□ 용역(공사)명 :

(기관 및 부서명 :

)

□ 점검일시 :
ᩑჩ

ḡᱢᔍ⧎

᳑⊹đŝၰ᳑⊹ĥ⫮

ᄥ
⢽

※ 작성방법
- 단기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우선 통보하고, 완료시 별도 통보
-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은 구체적인 방법과 규모, 처리일시 또는 예정일 등 기재
- 조치결과 설계도서 등 첨부(용역 점검)
- 조치결과 전·후 사진 첨부(공사 점검)



[별표 3]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부록 1]

투수 블록포장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 (ver 2.0)
ᯝၹᔍ⧎
ᱢᬊჵ᭥
본 시방은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ₙ᳑ȽĊ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실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JIS A 1108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BS EN 13242 입상재료 및 시멘트 혼합물용 골재 사용 입도 기준
•ASTM C 1701 투수성 콘크리트 현장 침투능 시험방법
※ 서울특별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보도환경개선과–485호)

ትಾၰݡᔢḡᖁᱶ
투수블록은 크게 블록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 투수블록과 줄눈 틈새에 의해 투수성을 갖는 틈새 투수블록으
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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ትಾᖁᱶ
2.1.1 틈새 투수블록
틈새 투수블록은 블록과 블록사이에 형성된 줄눈 및 틈새로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하며, 블록 형상에 따라
틈새 형성블록, 줄눈 확대블록 및 결합 틈새 블록으로 구분된다. 틈새 투수블록 선정시에는 줄눈재의 유실로
인한 하이힐 빠짐 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틈새 형성블록
블록을 서로 연결했을 경우에 빗물이 들어갈 틈새가 형성되는 블록을 말한다.
(2) 줄눈 확대블록
블록 옆면에 빗물이 빠질 수 있는 확대된 줄눈이 미리 가공되어 있는 블록을 말한다.
(3) 결합 틈새블록
블록과 블록의 사이에 결합만으로 맞물림이 형성되는 블록으로 줄눈재의 시공 없이 빗물을 투수시키는 블록을 말한다.


2.1.2 자체 투수블록
블록 자체가 투수성을 갖는 자체 투수블록은 비가 오면 빗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여 하부로 투수시키는 형태이
다. 자체 투수블록 선정시에는 공극 막힘으로 인한 투수성능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결과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ݡᔢḡᖁᱶ
투수 블록포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2.2.1 투수 블록포장은 종단경사가 10% 이내인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2.2.2 대상지 선정 기준은 투수 블록포장의 설치 대상지에 따른 교통량 요소를 구분하여 나타낸 <표 1>과 같다.
2.2.3 <표 1>의 구분 A~D에 해당되는 상세 포장단면은 3.2절 <표 2>를 따르도록 한다.
2.2.4 투수 블록포장은 설계 속도 60km/h 이하의 도로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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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Ⱁ႑ᙹᜅ▽᮹ᇥඹ
투수 블록포장은 투·배수 시스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1.1 보도의 경우 교통하중이 작으므로 빗물 저장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노상 다짐을 90%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
칙이며,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 이상인 경우 투수 시스템을 적용한다<그림 1>. 노상의 투수계
수가 1.0×10-3 mm/sec 미만인 경우, 또한 주변 건물 등이 빗물 침투로 인하여 침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는 배수 시스템을 적용한다<그림 2>.
3.1.2 차도의 경우 구조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노상 다짐을 95%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 이상인 경우 투수 시스템을 적용한다<그림 1>.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 미만인 경우, 또한 주변 건물 등이 빗물 침투로 인하여 침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배수 시스템
을 적용한다<그림 2>.

əฝ⚍ᙹ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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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ᰆ݉໕ᖅĥ
3.2.1 차도의 투수 블록포장 단면은 노상, 보조기층, 기층, 투수시트, 받침안정층 및 표층(블록)으로 구성된다.

ᇡ
ಾ

3.2.2 보·차도 구분 및 투·배수 시스템에 따라 포장체 각 층의 두께는 <표 2>를 따른다.
3.2.3 투수 블록포장은 노상 CBR이 5%보다 큰 경우 적용한다.
3.2.4 투수 블록포장은 설계 속도 60km/h 이하의 도로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5 투수 블록포장이 적용 가능한 최대 종단 경사는 15%이며, 경사지 시공방안은 <별첨 1>에 제시한 기준을 참
조한다.
3.2.6 차도의 경우 겨울철에 동상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동상방지층을 다음 예시와 같이 설치해야 한다. 동상방
지층의 설계는 노상의 투수계수가 1.0×10-3 mm/sec 보다 작은 경우 또는 차도포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3.2.7 투수시트는 빗물로 인한 받침안정층 모래의 유출방지 및 도로 바닥 흙의 세립분 상승방지 등의 목적으로 받
침안정층 하부 및 투수기층(또는 투수시멘트 안정처리기층) 하부에 설치된다.



ⷦ࠺ᔢႊḡ⊖ࢱ̹ᔑ⇽ᩩⷧ
ᖅĥ⡍ᰆࢱ̹ B ⽆
ᖅĥ࠺đš᯦ʙᯕ C ⽆
࠺ᔢa⦽܆ʫᯕ D CB⽆
࠺ᔢႊḡ⊖ࢱ̹ E DⰛ⽆᧞⽆⡍ᖅᮥđᱶ

⢽⚍ᙹᖒትಾ⡍ᰆ᮹Ǎ᳑ᖅĥ

݉᭥NN

יᔢ⚍ᙹĥᙹⰛNNTFDᯕᔢ

Ǎᇥ

יᔢ⚍ᙹĥᙹⰛNNTFDၙอ

"

"

#

#

$

$

%

%

Ǎᇥ"
ᅕࠥ

Ǎᇥ#
/

Ǎᇥ$
/ 

Ǎᇥ%
/ 

/༊⢽ᩑ֥ࠥ⠪ɁᯝƱ☖ప ""%5 ݡᯝ
࠺ᔢႊḡ⊖ᮡ⢽ᵡ݉໕ᨱಽᱽࡹḡᦫᦥᨱᅕ᳑ʑ⊖ᦥ௹ᨱᖅ⊹⦽݅



ᰍഭᖅĥ
3.3.1 투수 블록
(1) 물성 및 형태
① 투수 블록은 종류 및 사용 용도에 따라 <표 3>의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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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이 가능하며, 3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블록 표면에 직경 3mm 이상의 인위적인 구멍을 형성하고 구멍이 차지하는 표
면적이 블록 표면적의 10% 이상인 자체 투수블록의 경우,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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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틈새 투수블록은 줄눈재의 입도 및 틈새형성 소재 등에 따라 투수성능이 달라지므로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사용되는 줄눈재의 기준(입도 등) 등을 반드시 준수(시험 성적서 확인 등)하거
나 틈새형성 소재의 내구성 등을 확인 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④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는 결합 틈새 투수블록은 투수성능 저하에 대한 검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을 시
행하지 않는다.
(2) 유색층
① 유색층의 최소 두께는 표면에서부터 8mm이상으로 한다. 단, 유색층 없이 한 번에 성형된 제품은 제외한다.
② 시편 3개의 휨강도 시험 후 유색층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는지 육안 검사를 실시한다.
③ 유색층에 사용할 모래의 조립률은 2.6 이상이어야 한다.



(3) 두께
투수 블록의 두께는 일반 블록과 마찬가지로 차도용은 80㎜, 보도용은 60㎜를 원칙으로 한다. 단, 투수 효과
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진 블록(이형블록 등)은 인수 인도자간의 협의에 따라 두께 및 모양을 달
리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블록과 관련된 품질 기준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른다.
3.3.2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
(1) 틈새형성블록
① 틈새형성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5>와 같다.
② 편장석의 함유율은 10% 이하이고, 깬골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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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줄눈재는 <표 5>의 입도 이외에 특수 제작된 형태인 타 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환경 및 교통하중에 의
한 유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요구되는 투수성능 및 블록간의 하중전달 성능은 기존 재료와 동일해야
한다.
(2) 줄눈확대블록
줄눈확대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BS EN 13242:2002
Type 2/6.3에 제시한 입도 <표 6>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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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합틈새블록
결합틈새블록은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받침안정층은 <표 6>의 입도기준을 사용한다.



(4) 자체투수블록
① 자체투수블록의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사용되는 골재의 입도 기준은 <표 7>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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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줄눈재는 반드시 건조된 상태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한 팩당 20～40kg 단위로 포장해야 한다.
(6) 기준에 맞지 않는 줄눈재를 사용할 경우 줄눈재 유실, 공극 막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반입 전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3.3.3 투수 시트
(1) 받침안정층 또는 지반의 세립자가 기층(투수기층이나 혹은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침투하여 투수력을
저하시키거나 침하유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받침안정층 하부 및 기층 하부에 설치한다.
(2) 품질 기준은 <표 8>과 같이 KS K 2630(토목용 부직포 섬유)의 필터매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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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투수 기층
(1) 빗물의 침투 및 빗물 저장 공간을 제공하며 지반의 지지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2) 골재 입도는 <표 9>의 기준을 따르며, 공극률은 최소 20% 이상 되도록 한다. 공극률실험 방법은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를 따른다.
(3) 균등계수 10이상, 곡률계수 1～4범위의 골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균등계수와 곡률계수는 다음식을 통해
산출한다.



균등계수 : Uu =

D60
D10

곡률계수 : Uc =

D60ⰛD10
(D30)2

여기서 D 60: 중량통과율 60%의 입경,
D 30: 중량통과율 30%의 입경,
D 10: 중량통과율 10%의 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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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투수 보조기층
(1) 투수 보조기층은 빗물 저장용량 확보를 위해 설치하며, 노상 투수계수 1.0×10-3 mm/sec 이상의 경우, 차도 포
장에만 설치한다.
(2) 투수 보조기층의 입도 기준은 ASTM No. 2에서 제시한 입도 <표 10>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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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Porous Cement Treated Base, 이하 투수 CTB)
(1) 투수 블록포장의 안정처리 기층은 지지력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해 <표 11>에서 정의하고 있는 압축강도, 공극률,
투수계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투수 CTB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를 포함하는 콘크리트 조성물에 의해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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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보조기층
보조기층의 입도기준은 <표 1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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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동상방지층
동상방지층의 입도 기준은 보조기층의 기준에 따른다.

Ŗʑᵡ

Ŗᮁ᮹ᔍ⧎
4.1.1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 다짐 시에는 협소한 공간의 다짐이 가능한
소형다짐 장비 등을 사용하여 다짐한다.
4.1.2 노상, 보조기층, 투수보조기층, 투수기층, 받침안정층 및 블록의 종Ⱁ횡단 경사는 설계에 맞도록 시공해야
하며, 계획고와의 시공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보조기층, 투수보조기층, 투수기층, 투수안정처리기층 (투수 CTB) : ±15㎜
(2) 받침안정층, 블록 : ±2㎜
4.1.3 공극 막힘 최소화
(1) 공사차량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흙 등의 이물질이 현장에 침범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가로변 조경(띠녹지, 가로수 등) 공사 시 토사 등이 투수블록 포장 공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조경공사를 선행 후 블록포장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토사유입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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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블록포장구간에 비닐 등을 설치한 후 조경공사를 시행한다.
(3) 투수블록 포장 구간에 인접하여 비탈면이 있을 경우, 강우로 인한 비탈면 토사유입 방지를 위한 비탈면 보강
또는 토사유실 방지공을 시행해야 한다.
(4) (2) 또는 (3)항을 이행하지 않아 투수블록 포장의 공극이 막혔을 경우에는 해당구간을 전면 재시공(신재 사용)
하여야 한다.
(5) 현장자재(블록, 경계석 등) 절단 가공시 발생하는 먼지, 오수의 회수가 가능하도록 집진시설 및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ᖙᇡŖ⧎༊
4.2.1 토공작업
토공작업은 노상 다짐,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투수기층 포설 및 다짐, 투수 시멘트안정처리기층(투수 CTB)


타설, 유공관 설치 등을 포함한다.
(1) 노상 다짐 및 투수 시트 설치
① 노상 다짐은 선정된 배수 형식 및 도로 유형에 따라 3.1에 준하여 시행한다.
② 다짐도에 대한 평가는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며, 500㎡마다 한번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③ 노상을 다짐한 후 투수 시트를 설치한다. 단, 노상층 상부에 보조기층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보조기층 위에 설치한다.
④ 투수 시트를 종Ⱁ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 이상으로 한다.
⑤ 노상이 동결된 경우,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① 경계석(또는 경계블록)에 포설 높이를 먹줄 긋기 등으로 표시한다.
② 골재는 일일 시공물량만 반입하고 재료시험을 실시한다.
③ 골재의 운반 및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혼합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④ 대형 다짐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골재를 고르게 펴고 구배에 맞추어 타이어 롤러, 탠덤 롤러, 진동 롤러
를 이용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충분히 다짐한다.
⑤ 다짐도에 대한 평가는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며, 500㎡마다 한번 이상 평가해야 한다.
⑥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⑦ 다짐은 두께 15㎝ 단위로 실시하며,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시행한다.
⑧ 높이 오차는 설계 두께에서 ±20mm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유공관 설치
① 선정된 설계 단면에 따라 유공관을 설치한다.
②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를 확인한 후, 인접한 빗물받이 방향으로 배수되도록 설치한다. 이 때 노상
또는 보조기층의 경사도는 도로의 종단 경사와 동일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공 중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투수 시트 등을 이용해서 유공관 외각을 보호한다.
④ 보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옆에 경계석과 평행하게 설치하며, 차도의 경우에는 차도의 양쪽
방향에 측구와 평행하게 설치한다. 그 이외의 구간(공원 등)에는 설계도서에 따르도록 한다.
⑤ 빗물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도로의 종방향으로 설치된 유공관을 빗물받이 옆에서 “T” 자 모양으로 연결
한다.
⑥ 빗물받이는 하부 또는 측면을 통하여 빗물이 침투될 수 있는 침투통 또는 메쉬망 부재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투수기층, 투수보조기층의 포설 및 다짐
① 골재의 운반 및 포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발생했을 경우 다시 혼합
작업을 실행해야 한다.
② 골재가 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도록 하차 및 적치한다.
③ 다짐은 3.5t이상 드럼 롤러를 이용하여 왕복 4회 이상 다짐을 실행해야 한다. 첫 회의 다짐은 진동을 주면
서 실시해야 하며, 마지막 다짐은 진동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짐을 실시한다.
※ 소형 다짐장비(150kg, Hand Compactor)를 사용 시 이층으로 나누어서 8번씩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④ 가장 자리의 다짐은 이층으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아래층 100mm는 소형 충격 다짐 장비를 이용하여 3회
씩 다짐을 실시한다. 위에 층은 소형 다짐장비(60kg, Hand Compactor)를 이용하여 8번씩 다짐을 실시해
야 한다.
⑤ 잘 다져지기 위해서 재료의 최적 함수비 ±2%범위 내에서 다짐 작업을 실시한다.
⑥ 투수보조기층(투수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20mm 이내
이어야 한다.
⑦ 완성면에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이하이어야 한다. 평가는 500㎡마다 한번이상
실시해야 한다.
(5) 투수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투수 CTB) 타설
① 운반
- 투수 CTB 재료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 변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하고, 비벼진 후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는 시간을 감소시켜야 한다.
- 적재함의 상단보다 낮게 적재하고 수분 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② 타설, 다짐 및 양생
- 투수 CTB의 재료가 건식배합임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피니셔를 이용하여 타설한다.
- 가능한 연속으로 타설하고, 공사 진행 중 추가 타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 1회 타설 높이는 15㎝를 기본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선쪽으로 시행한다.
- 진동으로 인한 블리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동을 주지 않도록 다짐하며, 편도로 머캐덤 롤러 3회,
탠덤 롤러 5회를 각각 실시한다.
- 투수 CTB 기층의 완성면은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는 15mm이내이어야
한다.
- 완성면에 3m 직선자를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평가는 500㎡마다 한번이상
실시해야 한다.
- 수분증발 방지를 위해 비닐 양생을 3일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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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품질 검사
- 7일 양생 후 코어 샘플링을 통해 시편을 확보하여 품질 검증을 실시하고 7일 압축강도가 2MPa을 초과하
여야 한다.
- 투수 CTB 기층의 침투능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하고 <별첨 4>를 참고하여 현장 침투능 실험을
실시한다. 침투능 결과가 1.0 mm/sec 이상이어야 양호한 것으로 판정한다.
4.2.2 블록 시공
블록 시공은 투수 시트 설치, 받침안정층 포설Ⱁ다짐, 블록 포설, 줄눈재 채우기를 포함한다.
(1) 투수 시트 설치
① 투수 시트 설치 전에 기층의 다짐상태, 경사도, 높이 등을 확인한다.
② 받침안정층의 세립분이 하부층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수기층(또는 투수 CTB)과 받침안정층
사이에 설치한다.


③ 투수 시트를 설치할 경우 끝단 부분을 고정시켜야 한다.
④ 투수 시트를 종Ⱁ횡단 방향으로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겹이음 길이 및 폭을 40㎝ 이상으로 한다.
⑤ 경계석(또는 경계블록), 맨홀, 구조물 및 각종 지주 등의 가장자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투수 시트를 정밀하게
재단하여 세립분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 한다.
(2) 받침안정층 포설
① 받침안정층 재료와 줄눈재의 입도가 다를 경우(자체 투수블록)에는 재료가 섞이지 않도록 구별하여 반입한다.
② 시공의 편리상 받침안정층 재료를 여러 곳에 적당량 분산하여 모아둔다.
③ 받침안정층은 직경이 30～35mm, 길이 2m 이상인 철 파이프와 고르기판을 이용하여 포설한다, 철 파이프
는 받침 안정층의 두께를 맞추기 위한 도구이며, 고르기판은 받침안정층의 수평을 맞추는데 사용한다.
④ 철 파이프 2개를 고르기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투수시트 위에 설치하여 받침안정층 재료를 고르게 핀다.
⑤ 고르기판을 철 파이프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받침안정층 재료를 평탄하게 고른다.
⑥ 철 파이프를 빼고,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고 평탄하게 고른다.
⑦ 철 파이프 길이만큼 받침안정층 재료를 고르게 하고 철 파이프를 다음 위치에 설치한다.
⑧ 받침안정층은 30mm 두께를 원칙으로 하되 블록 다짐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침하량을 고려하여 2～3mm
정도 여유를 확보하여 포설·정리 작업을 한다.
⑨ 받침안정층의 두께는 설계두께 30mm에서 ±5mm오차를 가져야 한다.
⑩ 기온이 1.5℃이하인 경우에는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승인 받아 시행한다.
(3) 블록의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블록은 운반 및 취급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블록의 외관에 대해서는 유해한 자국, 미세 균열, 변형 등의 손상이 없는 것, 그리고 정해진 표면 색조의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③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보관 중인 블록은 흰 꽃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등을 이용하여 덮는다.
④ 블록의 물량은 시공시 파손율 등을 고려하여 8%이내에서 추가 산정하여 현장 반입해야 한다. 블록의 종류,
색상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4) 블록 포설
① 설계(시공상세) 도면에 의해 블록포설 시작 기준점을 설정한다. 기준점 설정은 마무리 부분에 절단으로
인한 조각블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블록 시공 전에 수행 되어야 한다.
② 경계석에 직각 방향으로 실줄을 설치하면서 포설한다.
③ 패턴 및 정렬에 대하여 실줄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④ 필요한 경우(45도 지그재그 패턴 등)에는 마감블록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⑤ 포장층 블록이 침하되지 않도록 과도한 압력을 피한다. 특히 직전에 배열한 블록에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낙엽 등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청소를 병행하며 포설한다.
⑦ 블록포설 완료 후, 진동식 콤팩트(고무패드 등 장착)를 이용하여 블록 상단을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받침
안정층에 정착되도록 한다.



⑧ 다짐을 완료한 후, 깨진 블록은 새 블록으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⑨ 다짐 완료 후, 블록의 높이가 보도의 경우에는 보차도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의 높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차도의 경우에는 측구의 높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높이차가 2㎜ 이상 발생 시에는 재시공해야 한다.
(5) 줄눈재 보관 및 채우기
① 줄눈재는 사용하기 전, 반드시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줄눈재 보관시에는 사방을 방수 시트 등으로 덮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해야 한다.
③ 블록 포설 후 줄눈재 채움 작업을 지체없이 실시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블록 상단을 부직포 등으로 덮어
두고 최소한 익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④ 줄눈재를 적당량 포설한 후 다짐을 실시한다. 필요시 빗자루 등을 이용하여 블록표면을 줄눈재를 틈새에
채워 넣은 후 다짐을 실시한다. 줄눈재를 과도하게 많이 포설할 경우, 다짐기의 충격이 줄눈재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다짐시에는 비산 먼지 방지를 위해 부직포 등을 덮고 작업을 실시한다.
⑥ 더 이상 채움이 되지 않을 때 까지 “④～⑤”의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⑦ 장소가 협소하여 다짐장비가 미치지 않는 구간은 고무 또는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반복 다짐한다.
⑧ 줄눈재 채움 완료 후 제대로 충진 되었는지 점검 절차(송곳 등으로 찔러, 삽입되지 않아야함)를 이행한다.
⑨ 블록 표면에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 후 살수 처리한다.
(6) 현장 청소 및 정리
① 공사 장비를 정리하고 남은 자재는 정리하여 현장에서 반출한다.
②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현장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다.
4.2.3 준공 검사
(1) 포장 설계(시공상세)도면과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블록 패턴, 색상 및 다자인 정밀시공 등을 포함한다.
(2) 블록포장의 평탄성은 워킹 프로파일미터 또는 3m 직선자를 사용한다. 워킹 프로파일미터 사용시 기준은 7m/
km이하이며, 3m 직선자 사용시 오목한 곳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 시공 직후 포장의 침투능 확인은 <별첨 4>의 현장침투능 시험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침투능 기준은 0.1 mm/
sec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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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블록포장의 유지관리 기준은 포장의 투수성 저하, 줄눈재 유실 및 파손의 원상복구를 포함하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ᙹᖒ⊂܆ᱶ
5.1.1 공용중인 투수 블록포장의 투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내 투수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은 2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해야 하며, 공용 6년째부터 매년 평가를 해야 한다. 면적이 2,500㎡ 이하인 경우 최소 3군데 이상
위치에서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1,000㎡ 추가될 때 마다, 한 군데를 추가해야 한다.
5.1.2 현장여건 또는 재료여건상 실내 투수시험이 곤란한 경우, 현장침투능 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으며, 현장
침투능 시험 시에는 <별첨 4>를 참고하여 시험한 후 판정한다. 2년마다 한번 씩 평가를 해야 하며, 공용
6년째부터 해마다 평가를 해야 한다.


5.1.3 실내 및 현장 투수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은 <표 13>과 같으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투수성능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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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5.1의 투수성능 측정 결과 시험 결과 값이 기준 <표10>보다 적게 나왔을 경우, 투수성 블록포장의 투수능력
을 유지하기 위해 공극 확보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5.2.2 청소방법은 <표 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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ᵥ٩ᰍ
투수 블록포장에 사용된 줄눈재가 블록 상단으로부터 2㎝ 이상 유실되었을 경우에는 양질의 줄눈재로 재 충진
해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줄눈재의 품질 기준은 “3.3.2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따른다.
ᇡ॒⋉⦹ᬱᔢᅖǍ
투수블록 포장이 국부적으로 부등 침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질의 하부 재료로 치환하여 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정비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파손장소의 블록 및 하부재료를 제거한다.
② 품질불량의 하부 재료를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다짐작업을 실시한다. 다짐작업은 4.2.1에 제시한 방법
으로 실시한다.
③ 하부층 작업이 끝난 후, “3.3.2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서 제시한 받침모래를 사용하여 고르게 포설한다.
④ 제거된 블록의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기존에 설치된 패턴을 따라 블록 포설 작업을 실시한다.
⑤ 블록은 포설 후 콤팩터로 블록이 안정한 상태로 다진다. 다짐 방법은 4.2.2-(4)-⑦에 따른다.
⑥ 줄눈재 채움은 “3.3.2 받침안정층 및 줄눈재”에 만족한 재료를 사용하여 4.2.2-(5)에 따라서 마무리 해준다.



<별첨 1> 경사지 투수블록포장 시공 방안

aᱢᬊჵ᭥
투수성 블록포장을 경사지에 설치할 경우 <그림 1.1>과 같이, 저지대로 우수가 집중되어, 투수 포장체의 저장용량
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공방법은 경사지에서 저장 용량 확보를 위해 사용되며, 종단 경사가 4%를 초과하
고, 15%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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ӹ᳦݉Ğᔍᨱෙᦩݡ
종단경사가 4% 이하일 경우, 평지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종단경사가 4%를 초과할 경우, <표 1.1>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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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에서는 노상 투수 계수와 관계없이 배수관을 설치해야 한다.

 ᦩݡ႑ᙹšၰ᧖⍅ᅕᖅ⊹
<그림 1.2>는 앵커보 설치 단면이다. 앵커보 옆에는 배수관을 설치한다. 앵커보로 물의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최적의 저장용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앵커보는 투수 블록 포장의 밀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앵커보
의 설치 간격은 <부록 표 1.2>와 같다.

əฝ᧖⍅ᅕᖅ⊹݉໕

⢽᧖⍅ᅕ᮹ᖅ⊹eĊ



᳦݉Ğᔍ

ⴇ

ⴇ

ⴇ

᧖⍅ᅕᖅ⊹eĊ

N

N

N

<별첨 2> 블록의 압축강도 실험 방법

aᱢᬊჵ᭥
이 실험방법은 이형블록 등 휨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블록의 강도 측정 또는 압축강도를 통한 휨강도 추정을 위해
사용된다.

ӹ⨹ʑǍ
(1) UTM 강도 측정기
(2) 코어링 기계(코어 날은 블록의 두께 이하의 지름을 갖을 것)
(3) 그라인딩 기계
(4) 버니어캘리퍼스

݅⨹ᙽᕽ
(1) 휨 강도의 측정(KS F4419를 따름)
(2) 측정 후 절단 된 시편에 내경 4.5㎝ 코어링 실시
(3) 시편의 표면에 그라인딩 실시
(4) 시편의 높이와 지름을 측정(이때, 시편의 높이는 지름의 길이보다 클 것)
(5) 압축 강도 측정
※ 휨 강도 측정 불가한 이형 블록의 경우는 (2)에서 부터의 과정을 수행하여 이를 측정한다. 단, 향후 측정된 압축 강
도 수치로부터 휨강도를 추정한 값을 함께 제출한다. 이때 추정한 휨강도는 측정된 압축 강도의 1/4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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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 시험기가 나타낸 최대 파괴 하중(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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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MPa) =

d: 시편의 지름(㎜),
n: 시편 높이/직경 비율에 따른 보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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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a⨹༊ᱢ
본 실험은 투수·배수성 도로포장의 투수성능이 외부환경에 노출된 후 시간경과에 따라 얼마나 감소되는지 확인
하고 검증하기 위해 시행된다.

ӹ⨹ᰆ⊹ʑ܆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 장치는 협잡물에 의해 투수·배수성 포장의 공극이 막힘, 차량 등의 통행에 의한 압력
과 충격으로 협잡물이 공극을 통해 막힘, 표면에 있던 협잡물이 빗물과 함께 공극으로 침투되어 막히는 환경을 모
사한다. 시험장치의 구성은 <그림 3.1>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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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잡물은 표준사와 분진 등을 이용하여 합성이 가능하며, 합성입도 기준은 <표 3.1>에서 제시한 입도를 준수한
다.
(2) 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여부 확인을 위하여 시험용 시료의 형태 및 크기별로 <표 3.2>, <표 3.3>과 같이 협잡
물과 물을 투입시켜 시험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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ᝅ⨹ʑǍ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장치, 투수 시험 장치, 거푸기, 수평자, 저울, 초시계, 메스실린더, 합성 협잡물, 브러
쉬, 시료, 깨끗한 물 등

ษᝅ⨹ႊჶ
(1) 시료(600)를 거푸기(500) 내에 견고하고 수밀성 있게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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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푸기를 테이블(200) 상단에 고정시킨 후 테이블 수평을 맞춘다.
(3) 시료형태 및 크기를 고려하여 <표 3.2>에서 제시한 양의 협잡물을 시료 위에 도포 후 고르게 펴준다.
(4) 진동발생기(400)를 작동하여 60Hz조건에서 30초 동안 진동을 가해 협잡물을 시료의 공극으로 침투시킨다.
(5) 메스실린더를 이용하여 <표 3.3>에서 제시한 양의 물을 시료 위에 쏟아 물에 희석된 협잡물을 시료의 공극
으로 침투시킨다. 진동시간은 30초 동안 유지한다. 협잡물이 시료의 한쪽 방향으로 모이거나 뭉치지 않도록 막
대 등으로 저어준다.
(6) 진동을 멈추고 물이 모두 빠질 때까지 기다릴 후 거푸기에서 시료를 탈형한다. 단, 물이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 3분을 초과한다면 투수성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험을 종료한다.
(7) 탈형된 시료 표면에 남아있는 협잡물을 제거한 후 KS F 4419에 제시한 방법으로 투수실험을 실시한다.
(8) 다른 2개의 시료에 대하여도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 후 각각의 투수계수를 구하여 시료 3개의 평균값을 구한다.



<별첨 4> 투수포장의 현장 침투능 실험 방법

aᱢᬊჵ᭥
이 실험방법은 투수·배수성 포장의 현장 침투능 성능 측정을 위해 사용된다.

ӹ⨹ʑǍ
(1) 침투링 (Infiltration Ring)
(2) 저울
(3) 용기 (20L 이상 용량)
(4) 초시계 (0.1s)
(5) 깨끗한 물
(6) 지점토

əฝ⋉⚍ย *OGJMUSBUJPO3JOH 

݅⨹ᩍÕ
(1) 실험 구간 면적이 2,500㎡ 이하의 경우 최소 3군데 이상 위치에서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2) 면적이 1,000㎡ 추가 될 때 마다, 실험 실시를 한 군데 추가해야 한다.
(3) 실험 위치 간의 거리는 1m 이상 확보해야 한다. 단, 첫 회 실험이 끝난 후 24시간 지난 경우는 상관없다.
(4) 표면에 물이 고여 있는 위치에서 실험을 진행하면 안 된다.
(5) 선행 강우가 24시간 지난 후에 실험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ᙽᕽ
(1) 침투링의 안쪽에 바닥으로부터 10mm와 15mm 위치에 선으로 표시를 해둔다.
(2) 실험을 진행할 위치의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3) 침투링을 포장면 위에 설치하고, 포장표면과의 접촉된 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지점토로 밀봉한다.
(4) 본 실험 전에 프리웨팅(prewetting) 작업을 실시한다. 사용하는 물량은 3.60 ± 0.05kg이다.
(5) 순서 (1)에서 표시해둔 10mm와 15mm선 사이에 물의 수위가 유지되도록 물을 부어준다.
※ 경사진 표면에서 실험을 진행할 경우, 수위유지는 순서(1)에서 표시해둔 두선 사이의 낮은 쪽 기준으로 한다.
(6) 물이 바닥면에 닿는 순간부터 시간을 측정하여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시간을 0.1초 단위로 기록한다.
(7) 본격적인 실험은 프리웨팅이 완료되고 2분 내에 진행해야 한다.
(8) 프리웨팅 작업에서 측정된 시간이 30초미만의 경우, 18.00 ± 0.05kg의 물을 사용한다. 30초 또는 초과할
경우, 3.60 ± 0.05kg의 물을 사용한다. 사용한 물은 10g 단위로 기록한다.
(9) 순서(5), 순서(6)를 반복으로 실시한다.



※ 같은 위치에서 실험을 반복할 경우, 첫 회 실험이 끝난 후 5분 이내로 추가 실험을 실시할 때 프리웨팅
(prewetting)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또한 24시간 이내에 같은 위치에 두 번 이상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ษđŝᔑ⇽
I=

K×M
D 2×t

여기서 I : 침투능(mm/hr),
M : 투입된 물의 무게(kg),
D : 침투링의 내경(mm),
t : 투수가 완료되는데 걸린 시간(s),
K : 단위환산계수, 1273240.56(㎣/㎏)

※ 침투능 평가는 실험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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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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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진·출입하기 위한 시설(이하 “출입시설”이라 한다)의
허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와 원활한 도로교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서울특별시장이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적용하되 도로의 관리청이 자치구청장인 도로에도 일관된 도로시설물
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입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도로외의 특정장소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의 일부를 횡단하여 개조한
것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고, 표준출입시설이라 함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을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
에서 규정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차도”라 함은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차로로 구성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업소”라 함은 출입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주차장법」 제2조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나. 여러 필지상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
제4조 (표준출입시설의 설치기준) 출입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보행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2. 보행자와 운전자가 출입시설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곡선구간 및 전주, 가로수 등으로 시야와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3. 차량이 차도로부터 업소까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시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단거리일 것
4. 설치개수는 업소별로 2개 이내로 할 것
5. 업소 내에 출입시설을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으며, 주유소나 주차장 등 차량의 출입이 빈번한 업소에
서 출입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출입시설 사이에 5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6. 서로 다른 업소의 출입시설은 인접하여 연속으로 설치할 수 없으며, 각 업소의 출입시설에는 각 업소
가 서로 접한 대지 경계의 보도방향 연장선으로부터 2.5m이상의 간격을 둘 것
7. 업소에 닿아 있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출입시설을 설치
할것
8.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출입시설은 그 하위 법령·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제5조 (표준출입시설의 설치금지) 출입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1.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주간선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설치
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5호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나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간 등에 차량을 무단으로 주·정차하기 위한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표준출입시설의 규격 등) ① 출입시설은 [별첨]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1개의 출입시설의 너비는 6m 이내로 하되, 제4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히 인접한 업소의 출입시설과
연속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전체 너비를 9m 이내로 한다.
③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는 도로 모퉁이의 각도(이하 “가각”街角이라고 한다)는 45°~ 90°이내로 하고, 각(角)
부분의 정리는 1m × 1m 이내로 한다.
④ 보행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보도의 경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입시설 종단 방향(보도 기준 횡방향)
가.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m 이내는 10 ~ 20% 유지
나. 보차도 경계석으로부터 1m 이후는 2% 유지
2. 출입시설 횡단 방향(보도 기준 종방향) 5% 이내(권장)
⑤ 차량 통행으로 인한 보도의 파손 방지를 위하여 출입시설의 포장구조는 기초콘크리트를 시공·보강한다.
⑥ 포장 재료는 인접한 기존 보도의 포장재와 가급적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이음부는 단차가 없도록 한다.
⑦ 보차도 경계석 낮춤으로 인한 보도경사 조정길이는 1m로 하되, 10 ~ 20% 경사가 되도록 일률적으로 정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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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2항 및 제4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관련 별표1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시설에는 출입시설의 수와 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도로에 2개면 이상에 닿는 업소로
차량의 진·출입이 주된 용도인 주유소, 노외주차장, 여객자동차정류장, 화물자동차정류장 등에는 출입시설
의 수를 업소에 닿아 있는 도로면수의 1.5배수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⑨ 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은 안전하고 견고한 출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물 구조와 포장 재질, 표준도면
등 규격과 시공방법을 개선한 경우, 즉시 변경된 규격(점용면적 포함)을 모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표준도면의 비치) 구청장은 출입시설의 표준원도(청사진)를 제작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신청시 첨부 제출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허가신청의 접수) ① 출입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은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으로 접수하고 신청서에 다음 서류
를 첨부하도록 한다.
1. 일반평면 지적도(위치도) 1부
2. 설계도 2부


제9조 (처리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리한다.
1. 신청서류 구비사항 및 현장 조사
가. 장소, 너비, 개수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나. 전문가나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기타 주변여건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사전 협의
가. 설치 대상 도로부지에 대한 지하시설물 매설 여부 및 각종 공법상 제약 등 규제사항 관련 사전
확인
나. 필요시 도로점용시설물설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건설관리과에서
사전에 제1호 및 가호 사항의 조사 후 상정)
다. 위원장은 건설관리과 등 허가주관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통행정과, 토목과, 주차행정과 등
도로·교통·시설물 관련 부서의 팀장 및 관할경찰서의 교통계장으로 한다.
3. 경찰 협의 및 통보
가. 출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을 때에는 허가사항
을 명확히 표시한 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한다.
나. 출입시설을 허가한 후에는 「도로교통법」 제70조에 따라 즉시 허가사항을 관할 경창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허가방침 결정 통보(가허가)
가. 허가방침 내부 결정
나. 허가받은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점용료·수수료·면허세 납부고지서 발부
5. 허가증 교부 등(본허가)
가. 신청자에 대한 점용료·수수료·면허세 등의 납부 여부를 영수증 사본 징수 등으로 확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한다.
나. 허가받은 자에게 도로점용허가표시판을 제작·교부하고 허가표시판을 도로명주소 명판 하단
등 출입시설에 가까운 건물의 외벽에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6. 다른 법 등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의 통보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의 인·허가 의제조항 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건설관리과 이외의 부서에서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관리과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부서에서 준공까지 처리하여야 하고, 허가 및 준공시 점용물, 허가기간,
허가받은 자, 점용면적, 점용료 등 허가사항을 건설관리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관리과 등 도로점용허가
관리부서에서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준공 이후부터 점용료의 부과 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공사) ① 출입시설의 시공은 허가된 표준설계도에 따라야 하고, 그 비용은 허가받은 자가 부
담한다.
② 허가받은 자는 출입시설을 시공할 때, 전문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허가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입시설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한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 (공사감리 및 준공검사) 구청장은 건설관리과의 소속직원 중 토목직을 공사감리로 지정하여 감독
하게 하고 공사완료 후 준공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관리과 등 허가부서에 토목직이 없을



경우에는 건설관리과 담당직원 1인과 도로굴착허가부서인 토목과 등의 토목직 1인을 복수로 공사 감리
로 지정하여 감독, 준공검사 및 준공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점용면적의 산정) ① 표준출입시설의 양측면에 경사가 있는 경우, 양측 경사의 중간부분을 이은
선의 길이를 출입시설의 가로길이로 하고, 출입시설이 설치된 보도의 폭을 세로길이로 하여 직사각형
의 면적을 계산한다.
② 표준출입시설의 진입부 양측에 가각이 있는 경우, 양측 경계석 가각의 합산 면적인 1㎡를 제1항의 면
적에 합산하여 최종 점용면적을 산정한다.
제13조 (표준출입시설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출입시설에 대하여 안전표지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일명 ‘볼라드’)의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미 허가받아 설치된 출입시설 인근의 가로수, 전주 등 도로시설물이나 점용물로 인하여
운전자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작물 또는 수목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전이나 철거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수 등의 이전이나 철거에 따른 비용은 출입시설의 허가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이나 점용물의 관리자가 이전이나 철거시 비용부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 출입시설에 대해 매년 정기점검 및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
(보도환경개선과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출입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 후 무허가 출입시설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변상금을 부과한 후 허가전환 유도 또는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원인자 부담금 등) ① 출입시설로 인하여 보도(측구 및 경계석 포함)가 파손 또는 훼손되었거나
출입시설 점용허가의 취소 또는 허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자가 원상회복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우선 「도로법」제43조에 따라 원상회복한 후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
하고 원상회복 불이행에 대한 법 제10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와 법 제94조에 따른 무허가 점용
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시설로 인하여 보도의 파손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원인자를 확정한 후 원인자에게
파손 내역과 원인자 복구 보도공사 시행 또는 원인자 부담금 납부 여부 등을 통보한 후 원인자의 의견

ᇡ
ಾ

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토목과장 등 도로시설물 관리부서장)은 전 항의 원인자가 관리청에게 복구공사의 대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부과 징수한 후에 복구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보도환경개선과장)은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변경한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구청장에게 통보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의 지침에 의하여 허가된 출입시설은 이 지침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보되,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허가받은 출입시설이 파손 또는 훼손으로 재시공이 필요할 때에는 이 지
침에서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별첨]

차량출입시설 포장 설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일반사항
－ 보행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보도구간과 동일 재료, 동일 높이로 시공
Ⱁ보도 폭이 4m 이상인 경우 : 2.0m 이상의 수평면 확보
Ⱁ보도 폭이 4m 미만인 경우 : 1.5m 이상의 수평면 확보
－ 차량진출입로 경사구간의 경사 범위
Ⱁ차도측 : 1/10~1/5(10~20%)
Ⱁ건물측(사유지) : 지형 여건에 따라 설계·시공
－ 출입시설의 너비는 6m 이내로 시공
－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 턱 높이차는 1~3cm로 시공. 두께 150㎜ 이상의 낮춤 경계석 사용(기존
100㎜ 사용시 잦은 파손 발생)
－ 운전자의 주의 환기를 위하여 경사구간은 눈에 잘 띄는 색상(붉은색 계열) 으로 시공
－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침하, 깨짐 등) 방지를 위하여 기초 콘크리트 시공
－ 차량진출입로에 접근하는 보도에는 점형 점자블록(경고용)을 설치하지 않음.
단, 선형(유도)블록은 관련지침에 따라 설치여부 결정
(차량진출입로는 차량이 보도를 빌려 쓰는 장소이므로 항상 보행인이 우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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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주의사항
－ 표층 재료 선정 및 재료별 표준단면은 [표 1]에 의해 결정
－ 블록포장 시행시 블록 두께(80㎜) 준수 및 포장하부 보강
－ 충격하중에 취약한 블록(점토바닥벽돌, 타일블록, 도자블록 등 소성 제품) 사용 자제
－ 블록포장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 및 시공 매뉴얼」에 의함
－ 아스콘 및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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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형상 및 포설패턴 기준
－ 블록형상 : 하중전달률 0.5 이상 확보되도록 아래 기준 준수
ትಾ᮹ᰆᄡ
ትಾ᮹ࢱ̹

ⴌⲷⲷⲷⲷ 

ትಾ᮹⊂໕ᱢ᮹⧊

ⴍⲷⲷⲷⲷ 

ትಾ᮹ᔢᇡ໕ᱢ

݉ ݉໕ⴍNN ࢱ̹ⴌNN

－ 블록형태 : 블록의 맞물림(Interlocking)이 우수한 이형블록(U블록, S블록 등) 및 장방형 I2블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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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포설패턴 : 일반보도구간은 어떤 패턴을 사용해도 좋으나, 차량진출입로는 하중전달력이 좋은 지그
재그 패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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