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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시  방  서

3줄 반사지 보호 볼라드

1. 목적
 본 시방서는 차량의 진입 및 통제가 필요하거나 보행자에게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고, 차량의 

빈번한 진·출입을 통제하여 주·정차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보도 파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볼라드로서 매립식, 앙카식, 이동식 등의 설치방법이 있으며 설치지역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안전하게 설치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다.

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반사지 보호 볼라드의 시공 및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3.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 3줄 반사지 보호 볼라드

 나. 규격 : 매립식 : Ø150㎜ × H1100㎜

           앙카식 : Ø150㎜ x H800㎜ / Ø200㎜ x 3T

           이동식 : Ø150㎜ x H1000㎜

 다. 재질 : TPE, 스톈 

      

4. 제품의 구조도



(주)해광- 2 -

5. 시공
 가. 안전조치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일반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한다.  

 3) 설치 위치의 기타 구조물에 대한 영향에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시  공

 5.1 매립식

 1) 볼라드의 설치위치와 방법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가로·세로 300㎜, 깊이 300㎜가 되게 한다.

 3) 볼라드 매립 부분만큼 삽입하고 주변의 틈새는 콘크리트로 마감한다.

 4) 기초 콘크리트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콘크리트가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 물로 닦아낸다.

 5) 주변정리를 하고 안전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5.2 앙카식

  1) 볼라드의 설치위치와 방법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아스콘(아스팔트)의 경우 ∅12드릴로 볼트구멍 위치를 마킹하고, 마킹위치에 ∅17드릴로 

   깊이 140㎜정도 천공한다. (송풍기나 흡착기가 없을 경우 제품을 들어내어 이물질을 제거한다.)

  3) 천공된 구멍에 칼블럭을 삽입하고 볼라드의 구멍을 맞춘 후 쐐기앙카(스크류볼트)를 넣고 

     결합한다.

   ※ 콘크리트의 경우 볼라드의 구멍을 맞춘 후 웨지앙카를 넣고 헤머드릴을 이용하여 결합한다.

  4) 임펙에 19㎜ 복스를 끼워 앙카를 결합한다.

  5) 주변정리를 하고 안전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5.3 이동식

  1) 볼라드의 설치 위치와 방법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타설을 위한 터파기를 가로·세로 300㎜, 깊이 30㎜가 되게 한다.

  3) 볼라드(하부지주) 매립 부분만큼 삽입하고 주변의 틈새는 콘크리트로 마감한다.

  4) 자물쇠 고리에 자물쇠를 연결 후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다.

  5) 기초 콘크리트는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 시공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시 지상으로 돌출되는 본체에 이물질이 묻지 않게 하고 만약 콘크리트가 묻은  

    경우 양생되기 전 물로 닦아낸다.

  6) 주변정리를 하고 안전조치 시설물을 철거한다.

 

6. 검수
 시공이 종료되면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는다.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입회가 불가능 할 경우 설치과정 전·중·후를 촬영하여 시공이 완료되었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7. 유지 관리
  본 볼라드는 설치환경 또는 관리소홀로 훼손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볼

트의 흔들림/본체의 밀림)

8. 기타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