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단식재공사 특기시방서

(혼합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지피류, (숙근)초화류, 구근식물 등을 이용하여 봄부터 가을까

지 연속개화가 가능하도록 화단에 식재하는 혼합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공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하며, 본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외에 특

별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2. 재 료

2.1 식물재료

2.1.1 본 혼합식재에 사용되는 지피류 및 (숙근)초화류 소재는 숙근류, 구근류등 

으로 구분된다. (혼합식재 품목표 참조)

2.1.2 본 공사에 적용되는 지피류 및 숙근초화류는 혼합식재 품목표에 기재되어 있

는 품종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상황에 따라 품종을 추가, 생략할 수 있다

2.1.3 지피류 및 (숙근)초화류의 규격은 포트(POT), 분얼 등으로 표시한다.

(혼합식재 품목표 참조)

2.1.4 지피류 및 (숙근)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 및 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2)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3) 병충의 피해가 없고

(4)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5) 단 일부품목에 한하여 동절기에는 위의 (2)를 제외한 (1)(3)(4)를 적용한다. 

2.1.5 지피 및 (숙근)초화류의 규격

(1)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것으로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고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2)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

생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

고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4-5

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2.1.6 지피류 및 (숙근)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피식물은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한 식물로서 성장 수고는 30-50Cm 이내이고

숙근초화류는 화단의 다양한 표현, 경관, 입체감을 살려주기 위한 식물로서 성장수

고가 5-150CM 이내이며,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피복 성장 속도

가 빠르고 안정된 수종으로 경관적 가치를 지닌 식물이어야 한다. 

(2)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고 병충

해가 없어야 한다.

(3)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근

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

지 않는다.

3. 시공

3.1 면정리

3.1.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리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지를 조성한다.

3.1.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숙근)초

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다.

3.1.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 최소 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3.2 식재

3.2.1 발주처와 협의된 식재수종 ,디자인에 따라 면정리가 끝난 식재지에 페인트



마카등을 이용하여 수종별 식재구역을 표시한다.

3.2.2 m2당 36본을 기준으로 식재수종을 식재구역에 배치한다.

3.2.3 식재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 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 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3.3 관수

3.3.1 강우로 인하여 토양이 습윤상태일 경우를 제외하고 식재 후 부터 활착 때

까지 정기적으로 관수하여야 한다.

3.3.2 활착 이후라도 가뭄이 들거나 건조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관수 하여야 한다. 

3.4 시공중 관리

3.4.1 식재작업시 잠시 보관중인 식물도 건조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수하여야 한다.

3.4.2 식재 후 특정 품종에 한하여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양을 위한

특별지시에 따라 햇빛가리개 설치 등의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수급인은 시공상태 검측확인서에 따라 사전에 시공상태를 검측확인하고 현장

대리인의 서명날인 제출 후 감리원 입회하에 시공상태가 적합한지를 검사 후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5.2 수급인은 검사 시 시공상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

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현장정리

3.6.1 수급인은 식재작업이 완료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식재과정에서 발생된 폐 

기물(포장재, 빈POT, 포장박스, 기타 이물질 등)은 완전 수거하여 수급인 책임 하 



에 외부반출 처리하도록 한다. 

4. 혼합식재 디자인 연출방법

4.1 혼합식재란 제한된 면적 안에 여러 가지 식물을 이용, 연중 아름다움을 표현하

는 식재패턴이다. 따라서 다양한 식물들의 화기와 화색, 그리고 생태적인 특성을

필히 고려해야 하며 이들의 조화와 다양한 변화를 살려야 하는 식재기법이다.

4.2 기존의 일반적인 식재패턴은 군식을 해왔기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지나면 볼거

리가 없어지지만 혼합식재는 다양한 식물의 화색, 화기, 초장, 휴면기, 엽색 등 모

든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게 혼합 배치함으로써, 봄ㆍ여름ㆍ가을 계절별로 서로 다

른 이미지의 경관을 느낄 수 있다.

4.3 식재지 위치의 환경에 따라 즉, 차가 다니는 도로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볼

수 있는 곳 등 감상 포인트에 따라 조성방법을 달리한다.

4.4 혼합식재는 대부분의 화색을 시기별로 표현할 수 있고, 거의 연중 관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 번의 식재로 몇 년을 특별한 관리없이 유지할 수 있으며 일 

부 식물만을 교체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다양한 변화를 연출할 수 있다.

4.5 위와 같이 혼합식재를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급종의 숙근지피식물

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4.6 적용되어진 다양한 품종은 대부분 장기 개화되고 잎의 질감이 뛰어나다. 그리

고 계절을 대표하는 화려한 꽃과 식물의 폼이 좋은 고급품종으로서 계절별로 다양

한 경관이미지를 가능하게 한다.

- 장기개화종: 숙근코스모스, 스텔라원추리, 꼬리풀류, 개량후룩스, 톱풀류, 개량

감국, 왜성아스타 춘추, 숙근사루비아, 가우라, 숙근왜성천인국, 

상록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 금계국 왜성사계 등등



5. 식재 후 관리 

5.1 숙근 지피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노출, 공중습도 결핍 등에 의한 생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6. 하자보증

6.1 본 혼합식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6.2 시공(식재)불량, 불량재료의 사용 등 현저하게 수급인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식, 재시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하자보   

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4 상기 이외의 원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발주자와 상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품 종 규 격 비 고 품 종 규 격 비 고

가우라(흰색) 3치포트 장기개화종 무늬비비추 2~3얼분

가우라(분홍) 3치포트 장기개화종 무늬안젤리카 3치포트

가우라(빨강) 3치포트 장기개화종 벌개미취 3치포트

금강애기기린초 3치포트 산수국 3치포트

금낭화 4치포트 상록양지꽃 3치포트

꼬리풀 리틀블루 3치포트 장기개화종 섬기린초 3치포트

꼬리풀 로켓 3치포트 장기개화종 속새 3치포트

꼬리풀 이브 3치포트 장기개화종 스텔라원추리 2~3얼분

꼬리풀 핑크 3치포트 장기개화종 아스틸베 파날 4치포트

꽃무릇 개화구 구근류 옥잠 골든티아라 2~3얼분

꽃무릇 아리아 개화구 구근류 옥잠 브림컵 2~3얼분

꽃백합 드레곤 개화구 구근류 옥잠 블루문 2~3얼분

꽃백합 소우 개화구 구근류 옥잠 빅대디 2~3얼분

꽃백합 스타게이저 개화구 구근류 옥잠 사계 2~3얼분

꽃백합 카사블랑카 개화구 구근류 옥잠 알보마키나타 2~3얼분

꽃백합 트레서 개화구 구근류 옥잠 엘레강스 2~3얼분

꿩의다리 3치포트 옥잠화 2~3얼분

노랑무늬맥문동 3~5얼분 원추리 닐크레인 1~2얼분

달개비 믹서 3치포트 원추리 시카고 1~2얼분

돌단풍 3치포트 원추리 퍼플워터 1~2얼분

로니세라 황금 3치포트
실유카 브라이트에

찌
HO.4

맥문동 3~5얼분 음지황국 3치포트

휴케라 프린스 3치포트 클레마티스 6치포트

흰줄무늬대사초 3치포트 숙근코스모스 장기개화종

혼합식재 품목표



품 종 규 격 비 고 품 종 규 격 비 고

스텔라원추리 4~5얼분 장기개화종 왜성아스타 춘추 3치포트 장기개화종

개량후룩스 3치포트 장기개화종 숙근사루비아 3치포트 장기개화종

톱풀 3치포트 장기개화종 숙근왜성천인국 3치포트 장기개화종

톱풀 비단 3치포트 장기개화종 상록잔디패랭이 3치포트 장기개화종

톱풀 파스텔 3치포트 장기개화종 잔디패랭이 3치포트 장기개화종

개량감국 3치포트 장기개화종 금계국 왜성사계 3치포트 장기개화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