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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재기반 식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KCS 34 40 10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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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토양 관련 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토양관련재료는 KCS 34 40 10 (2.1.3)에 따른다.

2.1.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1) 일반식재기반의 농약･비료･토양개량제는 KCS 34 40 1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KCS 34 40 1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①유기물 함량 30% 이상

②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③유해물질 함유량

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50 ㎎/㎏ 이하

카드뮴 5 ㎎/㎏ 이하

수 은 2 ㎎/㎏ 이하

납 150 ㎎/㎏ 이하

크 롬 300 ㎎/㎏ 이하

구 리 300 ㎎/㎏ 이하

니 켈 50 ㎎/㎏ 이하

아 연 900 ㎎/㎏ 이하

④수분함량은 45%이하

2.1.5 가로수 보호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가로수 보호재료는 KCS 34 40 10 (2.1.5)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2.2.1 멀칭재

(1) 일반식재기반의 멀칭재는 KCS 34 40 10 (2.2.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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