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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순서도 ] 
   기존 시설물 해체 및 터파기 → 정지작업(바닥 고르기 및 다짐) → 빗물저금통 모듈설치/조립 →   
   생육 삼통관 설치 → 띠녹지보호틀/판 설치 → 토사 포설 및 다짐 →  잔디 및 보호매트 설치  

1  터파기      
기존 시설물 및 보도블록 철거 후 터파기를 진행한다.

 

2  빗물저금통 설치    *옵션사항*  
터파기 작업 진행이 된 위치에 빗물저금통을 설치한다. 
① 빗물저금통 설치 시, 시공 범위와 연결 방향 결정
② 빗물저금통 모듈 구성을 빠짐없이 연결하여 설치
  ⓐ저금통 ⓑ지지판 ⓒ심지 ⓓ물수로,차수벽(저금통 200*200)

③ 모듈 연결 설치 후,  최초 물 충수 실시
  ⓐ저금통 내 물 충수 → ⓑ부직포 설치

3  생육 삼통관 설치                            
 띠녹지보호판이 설치될 위치에 따라 가이드라인 작업 후,
 생육 삼통관을 수직으로 세워 설치한다.  
① 천공기를 사용하여 지름 110mm, 길이3 00mm이상 천공
② 삼통관의 위치는 지하 매설물, 뿌리 등을 피해 설치
③ 삼통관을 우측 사진과 같이 천공경과 삼통관 사이 주변공간  
 을 토사로 견실하게 다짐

4  띠녹지보호판 설치         
     지반을 평탄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 후, 받침틀이 정확히
     지면과 맞닿도록 설치한다.

① 선정된 띠녹지보호판 설치
   a. 슬림형 : 일체형 받침틀 



   b. 일반형 : 분리형 받침틀

② 받침틀과 빗물침투 엘보를 조립하여 연결
③ 삼통관 시공 방향을 따라 삼통관이 정중앙에 오도록 틀설치
④ 빗물저금통에서 물공급 호스를 연결하여 받침틀 사이에 

   고정
⑤ 받침틀과 맞닿는 포장면의 틈새는 포장면의 틈새는 

   포장재를 정교하게 절단하여 시공하고 사이줄눈에는
   유동이 없도록 고운모래를 채움
⑥ 받침틀 위에 보호판을 수평으로 조립설치하여야 하며 

   받침틀과 보호판의 유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⑦ 보호판 조립 시, 양쪽의 홈에 맞물려 끼워 유격이 벌어

   지지 않도록 보호판과 보호판을 일체화 시킴

5  잔디보호매트 설치   *카스토퍼 선설치*      
     매트가 설치될 지면을 흙펴기 작업을 통해 평탄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① 선정된 잔디보호매트 시공

   a. 하부거치형 : 매트 위에 잔디 압착 방식 

   b. 상부덮개형 : 잔디 위에 매트 압착 방식
   (곡선, 일부 빈공간은 잔디보호매트 컷팅 후 공간에 맞게 설치)

② 토사층과 잔디, 매트가 압착 되도록 다짐 작업 

   (콤팩트, 진동 롤러, 람마 등 이용)

③ 잔디 식재 후 연결부 사이 매지 작업

   (토사량 과다하게 잔디 위에 뿌려지지 않도록 주의)

6  마무리 작업 (공사)                            
① 식재 후 흙속까지 물이 들어갈 만큼 충분한 관수 작업

②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7  사후관리       
① 식재 후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한달동안 1~2일에 1회 이상

   충분한 관수 실시

② 가뭄 시 매일 2회 이상 관수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