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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TechWood 데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의 시공방법은 NewTechWood 데크의 외부 설치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기준은 관련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1.2 운송보관 및 취급

1.2.1 자재의 상하차, 운반 시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을 확인하여 시공 순서에 맞는 장소에 적재한

다.

1.2.2 자재의 보관은 평탄하고 환풍이 잘 되며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수평으로 눕혀 보관한다.

1.2.3 보관은 옥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옥외에 보관할 경우 빗물이나 기타 이물질이 침입하지 않도록 보

호재를 씌우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1.3 품질보증

1.3.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기간 중 시공업체의 시공 부주의나 실수로 발

생된 결함 및 손상은 시공 업체의 책임 하에 즉시 수정·보수 한다.

1.4 현장 작업조건

1.4.1 NewTechWood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4.2 시공자는 NewTechWood 데크 설치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설치해야 하며, 작업여건이 적당하지 

않을 때는 보완 후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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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크 자재와 부속자재

2.1 데크 자재 일반사항

2.1.1 천연 합성 목재 데크는 중공구조 및 솔리드 NewTechWood 데크로 구성된다.

2.1.2 목분과 친환경 폴리에틸렌 등이 혼합된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 친화적 소재로 연속적인 압출가공 및 특수 

표면 처리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이다.

2.1.3 주자재를 체결하는 부속 클립은 스테인리스 및 특수플라스틱 재질이며, 폭방향 수축/팽창에 대한 완충 기

능적 제품이다.

2.1.4 하부 구조재는 아연도금 형강을 사용하며, 부속클립이 직결식으로 체결되는 시스템 구조를 사용한 데크 제

품이다.

2.2 데크 자재

2.2.1 자재 규격 및 외형

1) UH07

2) US07

3) US33 (계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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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성부품

시공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재료는 NewTechWood 제품 및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상응하는 최상급 제품으

로 선택하여 시공한다.

2.3.1 설치용 부자재 (단위 : ㎜)

명  칭 형  태 규  격 재  질 비  고

1
연결용 클립

TC-2
37(W)x19(H)x12(D) 플라스틱

데크 간 연결부고정

(5.5㎜간격)

2
연결용 클립

MG-1
스테인리스

데크 간 연결부고정

(1㎜간격)

3
고정용 클립

TC-10
38(W)x10.8(H)x16.5(D) 스테인리스

데크 간 연결부고정

(5.5㎜간격)

4
고정용 클립

MG-2
스테인리스

데크 간 연결부고정

(1㎜간격)

5
스타팅클립

TC-5
35(W)x30x10(D) 스테인리스

데크 시작 부분 및

계단재 데크 클립용

6 칼라스크류
Φ10, L38

Φ10, L45
스테인리스

데크측면

마감재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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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마감재

명  칭 형  태 규  격 재  질 비  고

1 마감캡 138(W)x23(H) 플라스틱
중공형 데크보드

마감처리 사용 시

2
직선 옆 마감재

(US06)
138(W)x15(H) WPC

데크 측면

직선 마무리용

3
곡선 옆 마감재

(US08)
138(W)x10(H)) WPC

데크 측면

곡선 마무리용

4
계단 옆 마감재

(US03)
180(W)×15(H) WPC 계단 측면 마무리

5
논슬립파이프

(Nonslip Pipe)
55(W)×22(T)

기성품 구매

계단 미끄러움

보조 상품

6
스크래치 

보수크레용
10㎝ x 2개 / 세트 보수 크레용

7 태양광조명 90x90x45 데크악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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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시공 부자재

명  칭 형  태 규  격 재  질 비  고

1 아연도 각관

50x50x2.3T

50x30x2.3T

100x100x2.3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2 앙카볼트
½인치(M12)

Φ12.7, L100
일반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3 앵글화스너 50x50x5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하부골조 고정

4 베이스플레이트 100×100×3T 아연도금스틸
기성품구매

방수층 현장 시

5 고무패드
200×200×6T

300×300×6T
고무

기성품구매

방수층 현장 시

6 기초석 200×200×200 콘크리트
기성품구매

흙바닥 현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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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3.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1) 데크 설치 장소의 환경을 확인하여 설치높이를 정한다.

Ÿ 설치 면은 최소 120㎜이상 위치하도록 한다. (배수, 통풍)

Ÿ 바닥과 각관사이는 현장에 따라 각관기둥을 세운다. (설계에 따라 변동 가능)

2) 지면으로부터 250㎜이상으로 설치 할 경우 추가 보강을 하여 안전도를 높인다.

3) 필요한 부자재의 품질상태 및 수량을 확인한다.

3.2 수평잡기

1) 시공할 바닥의 수평(평활) 상태를 확인한다. (수평일 경우 시공기준점을 선정한다.)

2) 바닥의 수평 상태가 고르지 않을 경우, 실 또는 레이저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의 기준점을 설정한다.

4)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5) 필요한 경우 바닥 평탄도 작업을 진행하여 수평면을 확보한다.

3.3 하부골조 설치

1) 골조역할을 할 하부각관이 설치 될 자리에 1,000㎜ ~ 1,200㎜ 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볼트에 앵글화스너를 고정한다.

3) 아연각관을 수직/수평 맞춰서 1,000㎜ ~ 1,200㎜(장선) 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설치된 아연각관 위에 아연각관을 350㎜~400㎜(멍에) 간격으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a) 기본 하부골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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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흙바닥 하부골조 설치 (기둥마다 기초석 간격 @1,000 설치)

(b) 흙바닥 하부골조 설치 전 기초석 들어간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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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방수층 하부골조 설치 (기둥마다 베이스플레이트+고무패드 @1,000 설치)

     

▶ 하부골조 시공의 간격은 설계에 따라 변동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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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본 조립 및 설치

1) 시공 시작되는 끝부분에 맞춰 스타팅클립을 고정하며 옆면 마감처리를 한다. 측면마감을 위해 앞서 설치된 

하부골조 아연도 각관의 끝 부위에 US08, US06 자재나 마감캡을 환경에 맞게 사용한다.

2) 고정 스타팅클립에 데크가 삽입되도록 데크재를 끼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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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먼저 끼워 넣은 데크재의 다른 홈에 연결용 클립을 끼우고 고정한다. 

데크보드 한 개당 하나의 고정용 클립을 시공한다. 고정용 클립을 연결하는 것은 일정한 수축팽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데크와 데크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는 역할도 한다. (클립의 스크류 

시공시 데크재를 연결할 때 데크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데크재를 반복하여 조립 시공한다. 데크와 데크 간격은 최소 1㎜~4㎜를 유지한다.

▶ 데크와 데크 간격은 여름은 1㎜~2㎜, 겨울은 4㎜ 기준. (수축팽창으로 인한 계절에 따라 간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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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지 및 관리

4.1 유지 및 관리

4.1.1 얼룩

데크의 얼룩은 가벼운 물청소만으로도 쉽게 없어진다.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일반 중

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수세미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할 수 있다. 이 때 데크 표면에 긁힘 발

생을 유발할 수 있는 쇠 재질의 브러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1.2 기름

기름때가 끼인 경우에는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부드러운 솔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4.1.3 표면도장

오일스테인, 페인트 등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표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 기술팀

과 상의한다. (추천제품사용)

4.1.4 긁힘 발생

데크 표면에 긁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NewTechWood 보수 크레용을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문

질러 준다. 이 경우 청소상태에 따라 색이 조금 밝을 경우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주변 데크와 동일한 색상

으로 변화한다.

4.2 수리 및 보수

4.2.1 중앙에 파손된 경우

1) 파손된 데크재와 양쪽 고정연결클립을 풀어 클립이 움직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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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손된 데크재와 양쪽 고정연결클립을 양방향으로 밀어준다.

3) 파손된 데크를 꺼내고 새로운 데크를 넣은 후 밀었던 클립을 제자리에 정렬시켜 피스로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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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테두리에 파손 된 경우

1) 파손된 데크재의 양쪽 고정연결클립을 풀어 파손된 데크재를 제거한 후 고정연결클립을 양쪽으로 밀어낸

다.

2) 고정연결클립을 삽입 후 새로운 데크를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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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 사항

5.1 보관

1) 자재의 보관은 가급적 환기가 잘돼는 실내에 보관한다.

2) 오염 및 자재 파손을 피할 수 있는 보호덮개를 씌워둔다.

3) 자재는 수평으로 평탄한 바닥에 보관하며, 벽에 기대어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5.2 시공

1) 자재의 운반, 상/하차 시 제품 손상에 유의한다.

2) 제품 낙하 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취급시 안전에 유의한다.

3) 부속자재의 제품 및 수량을 확인하며, 시공순서에 맞게 시공한다.

4) 시공 전 합성목재 설치 시방서를 숙지한다.

※ 시방서를 따르지 않은 시공 상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