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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standardunitmanpowerandmaterialinlandscapearchitecturalconstructionwasconsistofastandardanduniversal

workclassification.However,theseconstructionalmethodshavecreatedanumberofproblemsinutilizingandresponding

onavarietyofrecently-developedworkingmethodssuchasnewconstructionalskillsandtechnologies.Thisresearchdecided

thatpresentingtheamendmentsofworkclassificationofastandardunitmanpowerandmaterialinlandscapearchitectural

constructionwasveryimportant,andinvestigatedthoseworkclassificationswhichrequiredthesenewamendments.First

ofall,assessmentitemswereselectedthroughtheliteraturereviewsandapreliminarysurvey.Then,theseassessmentitems

weresurveyedtothetotalof60professionallandscapearchitecturefield.Theresultsofthisstudywereasfollows;First,

theutilizationleveloftheastandardunitmanpowerandmaterialinlandscapearchitecturalconstructionwashighestin

theareaofworkclassificationofplantingunitmanpowerandmaterial.Second,theworkclassificationsthatneededto

beaddedwererecognizedaslevelingthegroundconstruction,landscapestructureconstruction,pavingconstruction,water

facilitiesconstruction,andoutdoorfacilitiesconstruction.Third,inthefieldoftheastandardunitmanpowerandmaterial

inlandscapearchitecturalconstruction,66.7%oftherespondentsrepliedthatsomeamendmentswerenecessary,andthose

amendmentsneededworkclassificationswereidentifiedasworkclassificationofplantingunitmanpowerandmaterialwas

giganticplant,topiarytree,temporaryplanting,exchangedeadtree,etc.Intheareaofdiggingoutwasgiganticplantand

plastictreewererecognized.Thesurveyrespondentsalsoansweredthat,inkeepingandmanagementworkclassifications

someamendmentsinpruningwastewerenecessary,andinthefieldsofrubblemasonryworkclassificationssome

improvementswererequiredinrubbleapertureplantingunitmanpowerandmaterialandsoddingandherbaceoussowing

wasarealisticlawnsizeunitmanpowerandmaterialwasneeded.Basedontheresultsexplainedabove,thisstudysuggests

thatamendmentsforastandardunitmanpowerandmaterialinlandscapearchitecturalconstructionarenecessary,especially

intheareasofplantingsizeandqualityofworkclassificationsunitmanpowerandmaterialandintheunitmanpower

andmaterialthataffectsthequalityoflandscaping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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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조경공사 표 품셈은 표 이고 보편 인 공종과 공법들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조경분야는 건설기술의

발 과공사품질의 고 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행 조경공사 표 품셈으로는이러한변화에 응하기에는

한계가있다.이에본 연구는조경공사 표 품셈의 발 방안을제시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하여 우선개정들이필요한

품셈공종을 악하 다.개정이필요한공종을 악하기 하여문헌고찰과 비설문조사를통하여설문항목을선정하

으며,선정된 항목들은 조경 분야 문가 6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통계처리 하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조경공사 표 품셈에 한 활용도는 식재공종의 품셈이 가장 높았다.둘째,신규로

추가될 필요가 있는 공종으로는 정지공사,조경 구조물공사,포장공사,수경시설공사,옥외 시설물공사들로 악되었다.

셋째,조경공사품셈공종 분야에서는 설문응답자들의66.7%가 개정이필요하다고 응답하 고,개정이 필요한품셈 공종으

로는 식재 공종에서는 형수목,조형수목,수목가식,수목하자 등으로 악되었다.굴취공종에서는 형수목,조형수목

등으로 악되었다.유지 리공종에서는 정폐기물 처리 품셈,정원석 쌓기 놓기 공종에서는 돌틈 식재 품셈,떼붙임

류 종 공종에서는 실 인 잔디규격의 품셈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하 다.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조경공사 표 품셈의 발 방안을 제시하면,조경 식물의 규격과 조경공사 품질에 한

공종별 세부 품셈과 조경공사 품질에 향을 미치는 품셈분야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산기 ,수목규격 실화,공사 품질

Ⅰ.서론

표 품셈은 사람이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어떠한 목 물을

창조하기 해단 규격당소요되는노력의수량과표 인

재료의소요량도함께나타낸것으로,건설공사에서공종과공

법을 기 으로 품의 양을 표 화 한 것이다(박원규,2008).우

리나라는 1962년 최 로 품셈이 제정되어 재까지 약 49년간

정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 에서시행하는건설공사의

공사비 정가격을 산정하는 일반 인 기 으로 폭 넓게 용

되고 있다.

건설공사에서 시공에 필요한 품의 양은 같은 공사의 목 물

이라도 장여건이나기상상태,작업자의 숙련도,공사의성격,

재료와 공법 등에 따라 달라진다.특히 공공 건설공사에서는

임의 로품을결정할수가없기에일정한기 이되는표

인 계산이 요구된다(박원규,2008).건설공사 표 품셈은 공사

정가격을 산출하기 하여 공종별로 시공에 필요한 인원수,

재료의규격별소요량,건설기계의규격등을포함한다(박종

과 박배호,1993).그러나 표 품셈에 의한 건설공사 정가격

산정 방식은 건설공사의 특수성과 장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

고 보편 인 공종과 공법 주로 작성되어 있다.그리고 표

이라는 엄격성 때문에 실무자의 용상 재량이 해되고 있어

건설공사 정가격계상에어려움이있다(이 희와윤주철,2009).

최근의 건설공사 상황은 건설기술의 속한 변화와 소재의

다양화,공사품질의고 화,건설시장의개방등으로인하여경

쟁력 향상이 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그러나 행 품셈은

일반 이고 보편 인 공종과 공법을 토 로 표 으로 작성

되어 있어,건설공사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 하지 못한다는

지 과 함께 품셈의 정성에 한 논란이 지속 으로 제기되

고 있다.표 품셈의 제정 개정에는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

기 때문에, 속한 건설기술의 발 과 시공방법 등의 변화에

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특히 신기술 신공법의 용에

장애가 됨과 동시에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고

있다(윤무희,2001).

조경공사는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에 비하여 자연 ,지리

여건에따라시공조건이변하는특수한공사이다( 우섭,2006).

그러나 조경공사 표 품셈은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표 화된하나의틀로품셈을규정하고있기에,조경공사의질

인 발 과 신기술개발 의지를 약화시키는 등 조경공사 반

에 걸쳐 많은 문제 을 내포하고 있다.그리고 품셈의 가장

요한 역할인 공사비 정가격 산정에 있어 합리 으로 공사비

를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부실공사의 우려와 함께 공사 품

질이 하되고있는실정이다.민간공사에서 리활용되는신

기술이나 신공법 등도 공공공사에서는 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2010년 기 으로 한국건설신기술 회와 한국건설교통기

술평가원에 지정된 조경 련 신기술 황을 살펴보면,총 17

건의신기술이지정되었다.특히표 품셈에수록되지않은신

기술이나 신공법 등은 설계의 용을 포기하거나 견 에 의하

여과 한 액으로계상되는등불합리하게운용되고있다(강

태호,2008).조경공사는 재까지도 독립 인 표 품셈은 없

으며,토목 건축공사의세부공종으로조경공사가취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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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이는 조경공사의 특수성 다양성 등을 반 하지 못하

고 표 화된 틀로 조경공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에서 발생되

며,이로 인하여 조경공사 표 품셈에 한 불만과 문제 이

발생하고 있다(손창구 등,1990).

조경공사의 경우,2009년 기 으로 체 공사비 약 5조 7천

7백억 원 에서 약 38%인 2조 2천억 원 정도가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건설 회 등,2009).이러한 실

에서 정한건설공사 정가격산정은국가 산의 감과더

불어 건설부문의 경제활동과 건설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건설공사의 표 품셈 개정을 살펴보면 2010년 하반기 말을

기 으로 건축공사는 7개 공종,토목공사는 28개 공종의 표

품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조경공사 표 품셈의 공종

과 련해서는 수정 보완된 공종이 없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이와같이조경분야는 공사의 역확 와아울러신기

술과신공법이 속히발 하고있는 시 에조경공사표

품셈에 한 개정은 시 한 것으로 단된다.특히 조경 시설

물분야와 생태복원분야의 품셈은 무한 상태여서,이에 다른

유사공종이나타분야의비합리 인품의계상으로인하여시

공 품질의 하와 함께 조경시공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조경분야의 역 확 와 함께 신기술,

신공법 등의 변화에 비하여 조경공사 표 품셈의 개정이 필

요한 공종을 악하여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하다고

단하 다.이를통하여조경공사표 품셈에 한연구가보

다구체 이고실효성있는방향으로발 하며,향후조경공사

표 품셈의개정시필요한기 자료를제공하는데연구의목

이 있다.

Ⅱ.이론 고찰

1.조경공사 표 품셈의 개념 연구

이재근(1988)은 조경공사 표 품셈을 포 으로 분석하여

조경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표 품셈 내용의 보완 정비와

구성체계를재정립하고,공종별품셈개정실무 원회구성을

제안하 다.

강호철과 윤인규(1996)는 공원 산책로의 조성 시 용되는

비 실 인 토목공사 품셈의 용으로 인한 공사비 산출에 따

른 문제 을 지 하 다.그리고 조경공사 건설품셈의 재정립

과 공종별로 세분화된 공종에 한 건설품셈을 도출하여 공

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 다.

손재철(2007)은 한국과 일본의 표 품셈 비교 분석에 한

연구에서 연구과정의 일부로 한국의 조경공사 표 품셈과 일

본의 조경공사와 련된 표 보괘
1)
를 비교하 다.

이 희와윤주철(2009)은우리나라표 품셈의시 별변천

특성을 악한 연구에서 조경공사 표 품셈이 수목식재 분야

에서 차조경공학 분야와유지 리분야로변화의특성을

가지고 발 하고 있다고 하 다.

윤주철(2010)은조경공사표 품셈의변천요인연구에서조

경공사의 다양화,조경공사의 고 화,경제여건의 변화,건설

환경의변화,조경공사의 형화,경제 인력변화등의요인

때문에 조경공사 표 품셈이 변천되었다고 하 다.

2.조경공사 표 품셈의 공종별 연구

조경시설물과 련된품셈연구로정평란(1980)은조경부문

의독립 인표 품셈이필요하다고하 고,품에융통성부여

와 함께 자료의 축 을 해서 공정별로 세분화된 산방식의

도입과 하청경비의 양성화를 제안하 다.

조경 식재와 련된 품셈 연구로 윤근 (1990)은 수목식재

공사의 품에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 에서 나무 높이를 기

으로 하여 토질에 따른 식재품의 차이를 고찰하 다.

3.조경공사 표 품셈의 개선 연구

손창구등(1990)은수목식재공사품셈의개선방안연구에서

수목의품질 규격기 에 한연구와표 설계,표 시방서

등에 한 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 다.그리고 공

사의 질에 향을 미치는 노임수 의 실화와 장작업 비

장 뒷정리 비용 등 실사가 곤란하여 직 노무비에 계상

되기 어려운 부분은 간 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공사원가계산

체계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고 하 다.

김종성(1997)은수목 정작업을 심으로한조경식물유

지 리 품셈의 개선방안 연구에서 품셈에 한 만족도는 장

면 ,토양 조건,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 다.

장 진(2001)은교목류를 심으로한수목이식공사의 산

방법개선에 한연구에서 련 문가들을 상으로한설문

조사 결과, 행 품셈제도에 해서는 부분이 불만족하다고

답하 다.그러나 심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업무수행

에 있어 가장 어려운 으로 품셈의 미비로 인한 산책정의

어려움을 들었다.

박원규(2006)는 조경공사 산기 개선에 하여 조경

문가 의식 조사를 실시하 다.연구결과,조경분야 문가들은

표 품셈에 하여 하지않다고하 다.그러나조경시설

물공사 표 품셈의 필요성에 한 인식이 높았고,조경공사의

독립된 표 품셈이 필요하다고 하 다.그리고 조경공사의 소

규모 다공종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한다는 문제 과 조경 식재

공사의 품의 개선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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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설 회 등(2010)은 조경공사설계기 과 조경공사 표

시방서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표 화되고,통일된 조경

공사 산기 을 개정하 다.주요 개정 내용은 생태복원분야

의 기술과 공법에 한 사항과 문화재 부분,조경시설 그리고

개정된 산기 에 부합되도록 수정과 보완하 고,기존의

산기 상의문제 을조정한내용이포함되었다.그리고각발

주기 별로 상이한 산기 을 검토하여 조경공사 표 품셈

분류방식을 용하여 개정하 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할 때 조경공사 표 품셈의 개념

정립 연구와 공종별로는 조경 구조물공사의 산기 과 조경

수목식재공사의 품 산정과 련된 연구와 조경공사 품셈의 개

선에 한연구로는세부공종에한정된연구가진행되었다.이

에본연구는조경공사표 품셈을 상으로각공종별로어떠

한 공종의 개정이 필요한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

된다.

Ⅲ.연구의 범 방법

1.연구의 범 진행과정

본 연구의 요한 내용은 조경공사 표 품셈의 개정이 필요

한공종을 악하여이를바탕으로발 방안을제시하는것이

다.조경공사는다공종으로구성된공사이기에 재의품셈공

종만으로는 공사비 산정에 문제 이 있다고 단하여,개정이

필요한조경공사품셈을 악하려고한다. 한조경공사표

품셈 에서 재활용도가높은공종과신규로추가가필요한

공종도 악하 다.연구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조경공사표 품셈과 련된자료에 한기존문헌을

고찰한다.

둘째,조경 련 문가를 상으로 문헌고찰에서 악된 평

가항목을 상으로 비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설문 평가 항목

을 선정한다.

셋째,선정된 평가 항목을 조경 련 문가들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경공사 표 품셈에 한 개정이 필요

한 공종 항목을 악한다.

넷째,선정된 개정 필요 공종에 하여 타당성을 입증한다.

다섯째,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경공사 표 품셈에 한

발 방안을 제시한다.

2.설문 항목의 선정

1)문헌고찰

조경공사 표 품셈 발 방안 설문 항목의 선정을 하여

문헌고찰을실시하 다.문헌고찰은 한건설 회등(2010)에

서발간한조경공사 산기 과 행국토해양부제정조경공

사 표 품셈(2010)의 내용과 상이한 세부 공종을 발췌하 다.

조경공사 산기 은 2008년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공사 표

시방서의개정내용과각발주기 별로상이한 산기 을비

교 검토하여 작성된 기 이기에,본 연구의 문헌고찰에

한 연구 자료로 선정하 다.두 기 의 상이한 세부공종으로

는 식재공종은 형수목,수목가식,수목 소운반,지주세우기,

야생수목식재,법면녹화,지피류 품셈 등이다.굴취공종은 뿌

리돌림품셈그리고유지 리공종은 수,배수,외과수술,잠

복소 설치 품셈 등이다.자연석 쌓기 놓기 공종은 자연석

놓기,자연석 쌓기와 돌틈식재 품셈과 암 개면보호식재공 공

종은 비탈면 녹화 품셈 등 17개 품셈 공종으로 악되었다.

2) 비조사

조경공사 표 품셈의 발 방안에 한 평가 항목을 선정하

기 하여 문가 비설문조사를실시하 다.조사 상자는

구 역시에 근무하는 조경 련 공무원 조경설계 사무소

근무자를 상으로 각 15부씩 총 30부를 받았다.조사기간은

2009년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하 다.설문조사는 각

문가 별로 문헌고찰에서 도출된 17개 품셈 공종을 제시하여

이에 하여 문제 이나 추가하거나 삭제 는 수정하여야 할

품셈 공종을 선정하도록 하 다.

선정된 평가 항목은 떼붙임 류 종 품셈은 문헌고찰에

서 제시된 공종은 없었으나,조경 문가들은 잔디 규격에

한 실 인 품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뿌리돌림 공종은 문헌고찰에서는 식재 공종에 포함되어 있

으며,조경 문가들도 개정에 한 의견이 없었다.

식재 공종은 거의 비슷하게 공종들이 도출되었다.다만 문

헌 고찰에서 제시된 지피류 품셈과 법면녹화 품셈은 행 품

셈에유사한품셈이있다고 단하여본조사에서는제외시켰

다. 한 조경 문가들은 문헌고찰에서 제시된 공종에 추가

하여 수목 하자 품셈의 개정을 필요로 하여 본 조사 항목에

포함하 다.그리고 형수목,조형수목,수목가식,수목하자,

수목 소운반,부자재 등의 항목은 식재공사에 있어 상당히

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행 국토해양부 제정 품셈에서는

이러한 품셈 공종들이 없기에 본 조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이

에 한 조경 문가들의 의견을 악하 다.야생수목식재

품셈은 조경 문가들은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의견이 나

타나지 않았다.

굴취 공종은 문헌고찰에서 제시된 뿌리돌림 공종은 행 품

셈에포함되어있으며,조경 문가들은 형수목,조형수목공

종의 품셈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유지 리 공종은 수,배수,외과수술,잠복소 설치 공종으

로 비조사를 하 으나,이에 한 개정 보다는 조경 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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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헌고찰 항목

(조경공사 산기 )

비조사 항목(설문조사)
본 조사 항목

조경 설계 문가 조경 련 공무원

떼붙임 류 종 - 실 잔디 규격 품셈 실 잔디 규격 품셈 잔디 규격 실화

뿌리돌림 식재공종에 포함 - - -

식재

형수목 품셈

수목가식 품셈

수목 소운반 품셈

지주 세우기 품셈

야생수목식재 품셈

법면녹화 품셈

지피류 품셈

형수목 품셈

조형수목 품셈

수목가식 품셈

지주세우기 품셈

형수목 품셈

부자재 품셈

수목하자 품셈

지피류 품셈

형수목 품셈

조형수목 품셈

수목가식 품셈

수목 소운반 품셈

지주 세우기 품셈

수목하자 품셈

굴취 뿌리돌림 품셈
형수목 품셈

조형 수목 품셈
-

형수목 품셈

조형 수목 품셈

유지 리

수 품셈

배수 품셈

외과수술 품셈

잠복소 설치 품셈

정 폐기물 처리 품셈 정 폐기물 처리 품셈 정 폐기물 처리 품셈

자연석 쌓기 놓기

자연석 놓기 품셈

자연석 쌓기 품셈

돌틈 식재 품셈

자연석 놓기 품셈

자연석 쌓기 품셈

돌틈 식재 품셈

자연석 종류별 품셈
자연석 종류별 품셈

돌틈식재 품셈

암 개면보호식재공 비탈면녹화 - - -

표 1.설문 항목 구성

들은 정 폐기물 품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자연석쌓기 놓기공종은자연석놓기,자연석쌓기,돌틈

식재로 비조사를하 으나,조경 문가들은돌틈식재와다

른 의견으로자연석 종류별 품셈의개정이 필요하다고 하 다.

암 개면보호식재공 공종은 이에 한 조경 문가들의 의

견은 없으며,다만 무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조사 단계에서 도출된 조경 문가들의

다른의견도 요한항목으로 단되어최종평가항목에포함

하 다.최종 으로 5개 공종과 12개 품셈 공종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 다(표 1참조).

3)본 조사

본 조사는 조경 설계분야 종사자와 행 조경공사 표 품셈

을 리감독하는조경 련분야담당공무원을 상으로하여

30부씩총60부의설문을받기로계획하 다.우선신규로추가

가필요한품셈공종을 악하기 하여문헌고찰에활용된

한건설 회등(2010)조경 산기 의공종 에서 행조경공

사 표 품셈의 공종을 제외하고,14개 공종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 다.14개 공종을 살펴보면,정지,조경구조물,조경

포장,하천,인공습지 생태연못,생물 서식 공간 조성,실내

조경,유희시설,수경시설,옥외시설물,운동 체력단련시설,

철거 보수공사,문화재공사등이다.14개 공종 에서신

규로품셈공종추가시고려되어야한다고생각되는공종을연

구 상자가직 5개를선정하는방법으로조사를실시하 다.

그리고 본 조사는 역시 이상에서 근무하는 조경 문가들

을 상으로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 다.설문지의높은회수

율과 회신되는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하여 설문조사의 내

용과 취지를 화로 조를 요청한 후 자우편(E-Mail)이나

FAX를 통하여 발송하여 회신을 받았다. 비조사는 구 역

시 지역을 한정하여 실시하 으나,본 조사는 많은 시간과 노

력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고도 지역 인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 으로 설문 상을 넓혔다.그리고 설문조사의 조사 상

자는우리나라 체인구비율을감안하여 역시이상의지역

으로한정하 다.즉,서울특별시12부,부산 역시4부, 구

역시3부,인천 역시3부, 주 역시3부, 역시3부,울

산 역시 2부씩 총 60부의 응답을 받아 당 계획한 로 60부

를 통계처리에사용하 다.설문조사 기간은 2009년 10월1일

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 다.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는 PASW Statistics17.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일원변

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 다.

Ⅳ.결과 고찰

1.응답자의 구성

총60명의응답자가운데조경설계분야 문가30명의성별

분포는 남자가 90%,여자가 10%이며,평균 연령은 36.6세,평

균 근무기간은 9.9년으로 악되었다.조경 련 분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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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경설계 문가 조경 련 공무원

성별
남성 27(90%) 21(70%)

여성 3(10%) 9(30%)

평균연령 36.6세 37.7세

평균 근무기간 9.9년 14.3년

표 2.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Sum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Between 2.689 2 1.344 2.640 0.077

Within 44.3 10 0.506

Total 46.989 11

p>0.05

표 3.One-wayANOVA검증

30명의성별분포는남자가70.0%,여자가30.0%이며,평균연

령은 37.7세,평균 근무기간은 14.3년으로 악되었다(표 2참

조).이와같은 분포는 재 부분의 조경분야종사자들은 남

성의 비율이 높으며,연령도 차 어지고 있으며,근무 연수

도 높아지는 것으로 단된다.그리고 각 문가별로 설문 평

가항목의차이분석에서유의수 0.05%수 에서볼때 문

분야별로차이가없기에표본을조경 문가60명 체로보고

결과를 도출하 다(표 3참조).

2.조경공사 표 품셈 활용도가 높은 공종

조경공사 표 품셈 에서 활용도가 높은 공종을 악하

다.식재공종이 51.7%로 가장 높았고,굴취 공종은 15.0%,자

연석쌓기공종은11.7%,떼붙임 류 종과유지 리공종

은 각 3.3% 그리고 무응답이 15.0%로 악되었다.그리고 뿌

리돌림과 암 개면보호식재공 품셈은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

으로 악되었다.

즉,식재공종,굴취공종,자연석쌓기 놓기공종,떼붙임

류 종,유지 리공종순으로조경공사표 품셈의활용

도가 높았으며,그 에서 식재 공종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다.이는 (재)한국조경발 재단(2008)에서 밝혔듯이 조경

식재공사의증가율이높아지고있다.이는 재조경공사는주

로수목공사 주로공사가이루어지기에품셈의활용도가높

다고 본다.품셈의 활용도가 높은 공종인 식재공종은 본 연구

의 설문조사에서 악된 평가 항목 한 많은 것으로 보아 활

용도가 높은 공종 일수록 개정에 한 요구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조경공사 표 품셈에 추가 신설 필요 공종

조경공사 표 품셈에 추가로 신설이 필요한 공종을 악하

다.정지,조경구조물,조경포장,하천,인공습지 생태연못,

생물 서식 공간 조성,실내조경,유희시설,수경시설,옥외시설

물,운동 체력단련시설,철거 보수공사,문화재 공사 등

14개 공종 에서 정지공사,구조물공사,포장공사,수경시설,

옥외시설물 등 5개 공종으로 악되었다. 부분이 조경토와

련이있거나조경시설물공종으로이는 재조경공사품셈

산정 시 품셈의 부재로 인하여 타 공종이나 견 처리 등의 방

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공종들로 조경 문가들이 생각하

기에도 반드시 필요한 공종들로 단하 기에 선정되었다고

본다.그리고 향후 조경공사의신설공종이 추가될 때 이들 공

종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단된다.

박원규(2006)는조경공사표 품셈에서신규로제정필요성

이 높은공종으로 지압보도용 포장,조명,분수설비,계단등에

한신설의견이 제시되었는데,이는 본연구의 추가 신설 필

요 공종의 결과인 포장 공사,수경시설 공사,옥외시설물 공사

등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은 조경 문가들의 품

셈에 한 기본 인 인식의 정도는 유사하다고 생각하기에 의

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조경공사 표 품셈의 개정 필요 공종

조경 문가들은 조경공사 표 품셈에 하여 66.7%가 개정

이 필요하다고 하 다.식재 공종과 굴취 공종이 각각 23.4%,

유지 리 공종이 8.3%,자연석 쌓기 놓기 공종이 6.6%,떼

붙임 류 종 공종이 5.0% 순으로 악되었다.응답자

33.3%는 개정이 필요한 공종이 없는 것으로 악되었다.

그리고개정이필요한품셈공종으로는식재공종은 형수

목 품셈35.7%,조형 수목품셈28.6%,수목가식품셈 21.5%,

수목하자 품셈 14.2% 등으로 악되었다.수목 소운반과 부자

재품셈은본연구에서는개정이필요하지않는공종으로 악

되었다.굴취 공종은 형수목의 품셈 50%,조형수목의 품셈

50% 등으로 악되었다. 한 유지 리 공종은 정 폐기물

공종 빈도(%)

식재 23.4

형 수목 품셈(35.7%)

조형 수목 품셈(28.6%)

수목 가식 품셈(21.5%)

수목 하자 품셈(14.2%)

굴취 23.4
형 수목 품셈(50.0%)

조형 수목 품셈(50.0%)

유지 리 8.3 정 폐기물 처리 품셈(100%)

자연석 쌓기 놓기 6.6 돌틈 식재 품셈(100.0%)

떼붙임 류 종 5.0 실 잔디 규격 품셈(100.0%)

없다 33.3 -

표 4.조경공사 표 품셈 개정 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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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품셈 100%,자연석 쌓기 놓기 공종은 돌틈 식재 품셈

이100%로 나타났고,떼붙임 류 종공종은 실 인 잔

디 규격 품셈을 필요로 한다고 악되었다(표 4참조).

박원규(2006)는 조경공사 품셈의 개정이 필요한 공종의 연

구에서 나무높이에 의한 굴취,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정 작

업,제 풀깎기등으로조사되었다.본연구결과와비교하

여 보면 굴취,식재,유지 리 등과 유사한 결과가 제시되었기

에, 행 조경공사 표 품셈에 하여 개정에 한 조경 문

가들의인식의정도가비슷하다고할수있다.그리고굴취,식

재,유지 리 공종에 한 개정이 필요한 것도 분명해졌다.

5.설문 평가 항목의 타당성 검증

문헌고찰과 비조사 단계에서 도출된 평가 항목에 하여

조경 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도출된

결과에 한 요한 자료인 품셈 공종들에 하여 실제 으로

행 조경공사 표 품셈 공종 설문 평가 항목 도출 공종

공종 소공종 소공종 타당성

떼붙임 류 종

떼붙임

실 잔디 규격

-조경공사 표 시방서 상의 잔디규격과 실제 반입되는 잔디 규격 상이

- 장 내 소운반,잔디식재기반 조성에 품 추가 발생

-노무비 상승이 원인으로 단

종자 붙임공

류종자 살포공

류종자 종공

뿌리돌림 - - -

굴취

나무높이에 의한 굴취

형 수목

조형 수목

- 재 표 품셈에 형목 경우 규격에 비례하여 품을 할증(건설공사 표

품셈에 명시)

- 한건설 회 등(2010)은 흉고 근원직경 60cm까지 품 명시

-일본의 토목공사 표 보괘(2010)도 흉고직경 90cm까지 품 명시

-수목 품질과 련된 조형목에 한 노무비 상승

흉고직경에 의한 굴취

근원직경에 의한 굴취

목류 굴취

묘목류 굴취

식재

나무높이에 의한 식재

형 수목

조형 수목

수목 가식

수목 하자

- 재 표 품셈에 형목 경우 규격에 비례하여 품을 할증(건설공사 표

품셈에 명시)

- 한건설 회 등(2010)은 흉고 근원직경 60cm까지 품 명기

-일본의 토목공사 표 보괘(2010)도 흉고직경 90cm까지 품 명시

-감독 기 과 감독자의 재량에 따른 규정이 모호

-명확한 기 의 제시로 향후 문제의 소지 해결

-수목 품질과 련된 조형목에 한 노무비 상승

-수목 생육에 향 미치는 가식 품의 명시로 노무비 상승

-민원 등의 문제 이 두되는 하자 품을 명시하여 문제의 소지 해결

흉고직경에 의한 식재

근원직경에 의한 식재

목류 식재

묘목류 식재

화류 식재 종공

롤형 지피식물 식재

유지 리

정

정 폐기물 처리

-식재 후 리 시 발생되는 정 폐기물의 처리 비용에 한 품 해결책

-소각 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상승이 원인으로 단

수간보호

수

제 풀깎기

시비

약제 살포공

자연석 쌓기 놓기 돌틈 식재
-돌틈 식재 품의 명확한 기 제시로 문제의 소지 해결

-노무비 상승이 원인으로 단

암 개면 보호식재공

표 5.설문 평가 항목 타당성

평가에 합한지에 하여 검증을 실시하 다.

설문 조사항목에 제시된 평가 항목들은 부분이 조경공사

와 련된 조경 분야 실무 문가들이 선정하 기에,상당히

실 인 방향과 조경업체의 이윤과 련된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공종품셈이선정되었다고 단된다.개정이필요한품

셈공종에 하여타당성을조사한결과, 형수목이나조형수

목 등에 하여는 행 건설공사표 품셈에는 기 은 있으나,

련단체나담당자의재량에의하여품셈 용이서로다르기

때문에 조경 문가들이 개정이 필요한 공종이라 하 다고

단된다.그 외에도 수목 가식은 수목의 생육에 련이 있다고

보고 품질의 개선을 한 품셈의 요구로 단되어진다.수목

하자에 한품셈의경우는조경 련공무원들이개정이필요

하다고 하 는데,이는 재 수목 하자에 한 기 이 명확하

지않기에이에 한민원의발생이많아서법 인구속력으로

수목 하자품셈의 개정을 원하는 것으로 단된다.

잔디규격, 정폐기물처리,돌틈식재등은조경업체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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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과 련된품셈이라고 단된다.식재,굴취경우는 부분이

수목 규격과 품질에 련된 품셈 공종들이 많았으며,수목 가

식,부자재와 같이 수목의 생육과 한 련이 있는 방향으

로 개정을 요구하 다고 단된다.즉, 재 공사 정가격의

산정에 있어 품셈의 락이나 견 처리,애매한 용 등 품셈

의 용에있어문제 으로 두되고있는 실 인면을개정

이 필요한 공종으로 선정하 다고 단한다.즉,조경 문가들

의 의견이 제시된 자료와 각종 문헌상의 자료 그리고 외국의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한 결과,도출된 공종들은 상

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단한다(표 5참조).

Ⅴ.결론

본연구는표 품셈의제정 개정작업이활발히진행되고

있는 시 에서조경공사표 품셈에 해개정이필요한공

종을 악하 다.

첫째,조경공사표 품셈의활용도는식재공종이높게나타

났다.둘째,추가 신규 필요 공종으로는 정지공사,구조물공사,

포장공사,수경시설,옥외시설물 등으로 악되었다.셋째,조

경공사품셈공종 에서개정이필요한공종으로는식재공종

은 형 수목 품셈,조형 수목 품셈,수목 가식 품셈,수목하자

품셈등으로 악되었다.굴취공종은 형수목의품셈,조형수

목의 품셈 등으로 악되었다. 한 유지 리 공종은 정 폐

기물 처리 품셈,정원석 쌓기 놓기 공종은 돌틈 식재 품셈,

떼붙임 류 종공종은 실 인잔디규격품셈의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경공사 표 품셈의 발 방안

을 제시하여 보면,조경 수목 잔디의규격의 실화와조경

공사 품질에 향을 미치는 품셈 공종들의 실화가 필요하다

고 단된다.

향후조경공사표 품셈의개정시본연구에서 악된공종

품셈들에 하여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되며,품셈에

하여실제 인개정에 한연구가앞으로다루어야할과제

로 단된다.

-------------------------------------

주 1.표 보괘(標準步掛)는 일본의 표 품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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