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KRO LWK 접이식사다리 특기시방서

FAKRO LWK Komfort 접이식사다리 특기시방서
1. 일반
1.1 적용 범위
본 특기 시방서는 FAKRO社의 LWK 접이식사다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이하 "사다리" 라 칭함)
1.2 일반 사항
공사의 진행은 해당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재사항 이외의 기
타 사항은 감리원, 감독원, 시공사의 건축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 진행하되 일반사항은
전문 업체의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1.3 자재의 적용 규격
사다리는 외형규격 폭 580mm x 길이 1,184mm x 높이 2,800mm 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1.4 자재의 구성
사다리는 개구부와 맞는 규격의 사각 목재틀과 3단 접이식 목재 사다리 레일부, 하단부 해치판
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목재틀, 사다리 레일, 해치판을 연결하는 스틸힌지부속과 PVC재질의
힌지고정부속, 개폐용 폴대, 레일 하단부 마감 캡으로 구성된다.
1.5 자재의 특성
실내천정 마감면과 동일한 높이에 해치판의 하단부가 위치하게 설치하며, 설치는 하부층 바닥마
감상단에서 높이2,800mm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1.6 검사 및 품질보증
(1) 외관 검사
외관 검사는 파형의 파손, 재료의 손상 여부 등을 검사한다.
(2) 성능 검사
원, 부자재의 성능은 전문업체의 사양서 및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과 동일하여야 하
며 타 재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는 지정 자재의 성능보다 탁월하게 우수한 품질의 재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작업인원 관리 및 보완조치
공사장 내에서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 등으로 지연시키는 작업자는 즉시 교
체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경비, 안전관리 및 위생 사고에 대해서는 하도
급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시공 및 사용법
2.1 접이식 사다리의 설치
(1) 개구부 확보
가. 개구부는 사다리 외형 사이즈보다 가로 2cm 세로 2cm 이내로 최소한의 여유를 확보한다.
각코너는 직각이 되게 하고, 각변의 길이와 대각선 길이가 동일하게 한다.

(2) 포장제거
가. 제품의 비닐포장 제거 후 사다리 개폐용 폴대와 하단부 마감 캡은 제품과 분리하여 별도
보관한다.
나. 이때 3단 접이식 사다리 레일을 고정하는 로프는 제거하지 않는다.
다. 하부의 해치판 역시 별도로 보관한다.

(3) 설치보조각재 설치 및 사다리 거치
가. 개구부의 단변 양단부에 폭50mm 이상의 각재를 각각 1개씩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치하
여, 개구부 하부에 25mm 가량의 턱을 만든다.

나. 해치판이 제거된 사다리 전체를 미리 준비된 설치보조각재 위에 얹는다.

(4) 목재틀 고정
가. 미리 준비된 합판조각을 각 고정위치의 목재틀 외부에 넣고, 드릴로 천공 후 피스로 고정
한다.(최소 ∅5 x 130mm)
나. CON'C 구조에 설치시 석재용 드릴비트를 사용하여 타공하고 칼블럭을 이용한 피스 고정
을 한다.(최소 ∅6 x 80mm)
다. 사다리 레일연결 힌지부 2개소, 해치고정 힌지부 1개소, 측면 각 3개소씩 최소 9개소 이상
의 위치에 목재틀을 견고하게 고정한다.
라. 각 개소 고정이 완료된 후 설치보조각재는 제거한다.

(5) 사다리 레일과 해치판 조립
가. 사다리 레일을 아랫방향으로 잡아당겨 최대한 하부까지 끌어내린다.
나. 사다리 레일과 연결된 금속힌지를 아랫방향을 향하게 회전시킨다.
다. 해치판의 힌지고정용 부속의 홈에 맞게 걸고,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서 조립한다.

(6) 사다리 레일 길이 조정
가. 사다리 레일을 고정하는 로프를 제거하여 위쪽으로부터 사다리를 펼친다.
나. 상단부터 1,2번째 사다리를 완전히 펼친 후 2단 하부에서 바닥 마감면까지의 길이를 측정
하여 3번째 사다리 레일을 동일한 값에 맞게 절단한다.
다. 이때, 3번째 사다리 레일의 절단 위치가 디딤판과 간섭이 있을 시 목재틀과 사다리 힌지
를 연결하는 부속을 조정하여 사다리의 전체 경사를 움직여 레일 절단위치를 조정한다.
라. 절단 후 3번째 레일하부에 최초에 별도 보관했던 마감캡을 끼우고, 동봉된 피스로 고정한
다.

(6) 사다리설치확인
가. 사다리를 모두 펼쳤을 때 사다리 레일간의 이격공간 없이 레일이 일직선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나. 사다리 레일이 일직선이 되지 않거나, 레일 간 접합위치에서 이격이 있으면 정상적인 사
용이 불가하게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한다.

2.2 접이식 사다리의 사용법
(1) 사다리 닫기
가. 사다리 레일을 모두 접어올린 후 해치를 천정 방향으로 밀어올리면 힌지와 연결된 스프링
이 올라간 해치판과 사다리를 지탱한다.
나. 이때 최초에 제품에 포함된 개폐용 폴대의 긴쪽을 이용하여 해치판이 목재틀과 밀착되도
록 밀고, 개폐용 폴대를 해치판 고정부속의 홈에 맞춘 후 시계방향으로 90° 가량 회전시
켜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2) 사다리 열기
가. 사용시는 개폐용 폴대를 고정부속의 홈에 맞춘 후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해치판을 내리고 접혀있는 사다리 레일을 모두 펼쳐 최 하단부를 바닥면에 밀
착한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