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본드)

(힐럭)

(크라운)

(딤플)



(크라운)

(스타-본드)

(힐럭)

(딤플)

(원형용마루)

(일반용마루)

- 상기 금속기와 부속의 치수는 주문제작이 가능함.
- 포장 : 나무 파렛트(1,400mmX1,100mm) 한 개에 최대 450장의 기와를

포장 할 수 있으며, 이 때 기와 무게는 1,260kg이다.
- 보관방법 : 금속기와와 부속을 건물 밖에 보관시 반드시 방수가 되는 커버

를 씌워서 보관한다.
- 취급 : 운반 또는 시공시 금속기와 표면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보수 : 미세한 흠집 발생시 마감제 세트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 시공은 금속기와 전용 아연도금 못이나 스테인리스 못을 사용한다.
- 모든 치수와 무게는 실제와 약간 다를 수 있다.

2

(각형용마루)

마감재 세트

접착제
(0℃ 이상보관

돌가루
(천연석)

① 시공 후 보수할 곳이 있는지 살펴본다.
② 흠집 부분에 접착제를 바른 후 바로

돌가루를 뿌린다.
③ 손상이 심할 경우 본사에 문의한다.

금속기와 못(아연도금) 금속기와 못(스테인리스)



기와상 시공 안내

유의사항
① 금속기와를 고정하기 위한 기와상은 목재 또
는 강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설치면이 평탄하지 않은 곳에 기와상 시공시
에는 레벨조정용 브라켓(목재)이나 앵글철물(강
재) 등을 이용하여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③ 금속기와를 목재기와상에 고정시에는 금속기
와 전용 못을, 강재기와상에는 스크류 피스를 사
용한다.
④ 기와걸이의 간격은 스타-본드, 힐럭, 딤플은
370mm, 크라운은 380mm로 한다.
⑤기와를 기와상에 못이나 피스로 고정시 전선
을 피한다.

1. 용마루널 시공
① 용마루널은 서까래의 재질(목재, 철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② 용마루널은 서까래보다 기와걸이(통상50mm)

만큼 더 높게 설치한다.

④ 서까래와 트러스의 간격은 건물의 구조, 서
까래의 강도(재질, 두께)와 길이, 기와걸이의 강
도(재질, 두께), 적설량에 따라 조정한다. 
서까래 간격에 따른 목재기와걸이 치수는 대부
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서까래간격 기와걸이 치수

900mm 50 x 40 mm 

1200mm 50 x 50 mm

1500mm 50 x 65 mm

1800mm 50 x 75 mm

그림C

기와걸이 높이
50mm(2”)

용마루널그림A

목재
철재

2. 서까래 시공
① 물받이와 처마널의 시공여부에 따라 서까래

의 길이를 조정한다.
② 금속기와는 지붕경사도 12°에서 9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③ 평탄하고 이미 레벨링을 마친 지붕면에는
서까래 시공을 생략하고 바로 기와걸이를 시공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추녀마루(내림마루) 시공
추녀마루는 서까래보다 기와걸이(통상50mm)
만큼 더 높게 설치한다.

4. 물골널 시공
① 물골의 시공은 그 지역 관행, 법규, 현장조

건 등에 따르며, 물골의 크기도 지역의 강수
량에 따라 달라진다.

기와걸이 높이
50mm(2”)

추녀마루
서까래

그림D

서까래

기와 기와걸이

철재
서까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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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서까래 철재

서까래

원형용마루
기와걸이

서까래

그림B

목재
서까래

기와



5. 박공널 시공
① 박공널은 서까래보다 기와걸이(통상50mm) 만큼

더 높게 설치한다.

6. 처마널 시공
처마널은 서까래보다 기와걸이(통상50mm) 만큼
더 높게 설치한다.

7. 기와걸이 시공

① 완벽한 금속기와 시공을 위해서는 기와걸이의 정
확한 배열이 중요하다.

② 처마쪽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와걸이 사이의
간격은 물받이 시공 여부와 종류에 따라 조정한다.

③처마쪽 두 번째부터 용마루 두 번째 전까지의 기와
걸이는 기와 유효폭 간격(스타-본드, 힐럭, 딤플은

150mm(6”)X25mm(1”) 
물골널을 잘라 서까래
(트러스)사이에 고정시킨다

보강목을 잘라 서까래
(트러스)사이에 최대
20mm(3/4”)돌출이 되
도록 물골널 모서리에
못질한다.

기와걸이

최대
최소

서까래
또는 트러스

기와걸이

물골

처마널

그림E

주의: 박공 안으로 들어가는 기와의 끝은 위로 구부려
빗물 유입을 방지한다.

추녀마루
기와걸이

기와

서까래 처마널

기와걸이

처마널

그림H
그림I

기와상 시공 안내

추녀마루

② 보통 박공을 사용하나 원형용마루나 각형용마루를
사용하여 더 개성 있는 디자인의 시공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걸이는 기와 유효폭 간격(스타-본드, 힐럭, 딤플은
370mm, 크라운은 380mm)으로 시공한다.

빗물 유입을 방지한다.

기와걸이 기와 박공위로 구부린다

박공널
서까래

그림F

4. 용마루널 시공

기와걸이 기와

서까래

원형용마루

박공널

그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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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J

위로 구부린다



1. 물받이, 처마후레싱 시공
①수요가의 요구와 현장 조건에 따라 물받이와
처마후레싱을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으며, 처마
널마감을 위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2 못박기
① 못 박는 위치는 그림과 같으며 물이 흐르는 움
푹한 부분의 중앙은 피한다.

②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용마루와 처마
쪽의 기와 두 줄과 박공, 추녀마루, 물골에서 기와
한 장 정도의 거리)에는 7개/장 의 못을 박는다.

② 물받이로 인해 그림 3-2.2와 같은 위치에 못 박
기가 어려울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기와표면에 직
접 못을 박아 처마널 뒤쪽의 기와걸이에 고정한다.
③ 물이 흐르는 움푹한 부분의 중앙을 피하여 못을
박고 확실한 방수를 위해 실리콘이나 마감접착제로
마무리한다.

그림1.1

그림1.2

그림3-2.1

그림3-2.2

금속기와 및 부속품 시공 안내

처마후레싱

물받이

2. 물골시공
<4. 물골널 시공> 참조

3. 기와시공
3-1 기와 놓기(겹치기)
①기와는 서로 맞물리게 겹쳐 시공하며 해당 지역
의 주된 바람방향에 따라 좌·우기와 중 바람이 불
어오는 쪽의 기와가 위로 오게 겹치는 것이 좋다.
②좌·우 기와의 겹침부가 물골이나 빗물이 모아져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된다.

3-3 이중경사
①지붕의 경사가 변할 경우 그림과 같이 기와걸이
와 기와를 시공한다.
②기와의 유효 상·하폭과 이중경사 부분에서의 기
와걸이 간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쪽 기와의
윗부분을 절단하고 접어서 시공한다.

못

그림1.3

그림3-1.1

5

③ 작업자는 처마 방향으로 서서 상·하 기와가 맞
물리는 기와걸이 위를 밟아야 한다.

그림3-2.3 그림3-2.4

그림3-3.1
그림3-3.2

370 또는
380mm

370  또는 380mm



3-4 추녀지붕 기와시공
① 용마루쪽에서 두 번째 줄의 양끝 첫 번재 기와
를 추녀마루에서 150mm 떨어진 위치에 놓고 반대
편 추녀마루쪽으로 온전한 한 장을 놓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겹쳐 놓는다.
② 골에 잘 맞추어 겹치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골
단위의 기와 조각을 사용하여 추녀마루로부터 약
150mm 이내에 시공한다.

⑤ 필요한 치수(구부리고 자르는 선)를 측정하여 기
와 위에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⑥ 표시한 선을 따라 절단하고 위쪽으로 구부려 아
래 그림과 같이 시공한다.

3-6 물골부 기와시공
다음 ①, ②항의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3-4 추

그림3-4.1

그림3-5.2

기와걸이 위로 돌출된
추녀마루 높이

절단선

구부리는 선

금속기와 및 부속품 시공 안내

그림3-5.3
150mm

3-5 치수 측정과 표시
① 치수 측정은 지붕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치수표
시, 절단, 구부리기 및 쌓기 작업은 지면에서 한다.
② 치수를 측정하는 사람과 기록하는 사람이 2인 1
조로 작업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③ 기본 치수는 온전한 기와 하단의 코너(겹침부의
중앙)로부터 기와걸이의 전면(처마쪽) 모서리를 따
라 추녀마루까지이다. 
④ 측정된 기본치수는 구부리는 선이 되고 거기에
추녀마루가 기와걸이 위로 올라온 만큼을 더한 치
수가 자르는 선이 된다. 

다음 ①, ②항의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3-4 추
녀지붕 기와시공>과 <3-5 치수 측정과 표시>방법
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① 기본 치수는 온전한 기와 상단의 코너(겹침부의
중앙)로부터 기와걸이의 후면(용마루쪽) 모서리를
따라 추녀마루까지이다. (참조 : 3-5 ③)
② 표시한 선을 따라 절단하고 아래쪽으로 구부려
아래 그림과 같이 시공한다. (참조 : 3-5 ⑥)

추녀마루 맞게 겹쳐지는 마지막 골

기본치수 그림3-5.1

절단선 구부리는 선

약 40mm(1/2”)
물골 중심선

기와 마무리선

그림3-6.1
그림3-6.2

그림3-6.3

6



6. 용마루 시공
<3Page 1. 용마루널 시공> 참조
원형용마루는 원형용마루 캡을 이용하여 마감하고
각형용마루와 일반용마루는 아래 그림과 같이
마감 시공한다.

5. 박공 시공
4P. <5. 박공널 시공> 참조

3-7 용마루 부분 기와시공
그림3-7.1의 A의 길이에 50mm 더한 길이를 측정하
여 자르고 그림3-7.2 와 같이 시공한다.

물막이판

서까래

벽체 후레싱

골조
기와걸이

기와

그림4-2.1

못질용목재

그림6.1

기와

용마루널그림3-7.1

그림3-7.2

절단선

접는선

금속기와 및 부속품 시공 안내

7. 마감
마감재 세트와 실리콘 등을 이용하여 못 박은 자리, 
시공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흠집 벽체후레싱
시공 부분 등을 마감처리 한다.

4-1. 상·하 방향 수직벽과의 연결
① 수직벽면이 기와의 상·하 폭방향과 접해있는 경
우 위쪽으로 구부린 기와(또는 평판)의 위쪽 끝부분
을 벽체 후레싱 안으로 넣어 시공한다.
② 수직벽이 콘크리트일 경우 V자 홈을 내고 그곳
에 벽체 후레싱을 박아(실리콘 처리) 시공한다.

4-2. 좌·우방향 수직벽과의 연결
① 수직벽면이 기와의 좌·우방향과 접해있는 경우

위쪽으로 구부린 기와의 좌·우 끝부분을 벽체
후레싱 안으로 넣어 시공한다.

② 수직벽이 콘크리트일 경우 V자 홈을 내고 그곳
에 벽체 후레싱을 박아(실리콘 처리) 시공한다.

물막이판
못질용목재
벽체 후레싱

기와

서까래

기와걸이

골조

그림3-7.3

그림4-1.1

마감재 세트

접착제
(0℃ 이상 보관

돌가루
(천연석)

① 시공 후 보수할 곳이 있는지 살펴본다.
② 흠집 부분에 접착제를 바른 후 바로

돌가루를 뿌린다.
③ 손상이 심할 경우 본사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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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공지붕 기와 소요량
① 상·하 폭방향으로 필요한 기와의 줄 수는 다음과 같다.
상·하 줄 수 = (서까래 길이 + 처마널 두께 - 25mm) / 기와
의 유효폭 (소수점은 올림, 예를 들어 21.6은 22장이 된다.)
② 좌·우 길이방향으로 필요한 기와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좌·우 개수 = 지붕 총 길이/ 기와의 유효길이 (소수점 올림)
③ 위에서 계산한 ①, ②를 곱한다.
박공지붕 기와 소요량 = (상·하 줄 수) X (좌·우 개수)
다른 쪽의 지붕면도 크기가 같을 때는 여기에 X 2 를 한다.

2. 추녀지붕 기와 소요량
① 일단, 추녀지붕을 박공지붕으로 간주하고 <1. 박공지
붕 기와 소요량>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아래와 같이 추녀마루에 필요한 추가 기와의 개수를
계산한다.
추가 기와 개수 = 추녀마루(또는 물골)의 총 길이(미터) 
X 0.6(손실요인) X 2.2(기와소요량/㎡)
③ 위에서 계산한 ①, ②를 더한다. 

3. 추녀 및 물골 지붕 기와 소요량
① (a), (b), (c) 지붕 중 서까래의 길이가 가장 긴 부분을

(스타-본드)

그림 2

총 길이

용마루

추녀마루

그림 1

총 길이

용마루

박공

서까래 길이

총 길이 A

총 길이

금속기와 및 부속품 소요량 계산

① (a), (b), (c) 지붕 중 서까래의 길이가 가장 긴 부분을
선택한다. (그림 3의 (a)부분 서까래가 가장 길다고 가정)
② (a)부분을 총 길이 A를 이용하여 <2. 추녀지붕 기와
소요량> ① 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 a
③ 남은 (b), (c) 부분도 총 길이 B, C를 이용하여 ② 번
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b, c 
④ <2. 추녀지붕 기와 소요량> ② 의 방법으로 추가 기와
개수를 계산한다. -> d
⑤ 추녀 및 물골 지붕 기와 소요량 = (a + b + c) X 2 + d

4. 표준 부속 소요량
① 표준 부속 소요량 계산시 소량인 경우 손실량을 감안하여 계산한다.
② 일반용마루, 박공, 벽체후레싱, 물골, 처마후레싱의 소요량은 각각의 부속품이
필요한 총 길이(M)를 측정한 후 각 부속의 유효길이인 1.3M 로 나누어 계산한다.
③ 원형용마루와 각형용마루는 각각의 부속품이 필요한 총 길이(M)를 측정한 후
유효길이인 0.37M로 나누어 계산한다.

(크라운)

그림 3

총 길이

총 길이

물골

추녀마루

용마루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