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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Wall

제품명_SMART Precast® Wall
● 천단 구배를 자유자재(도로 구배 및 법면형성에 맞춘 제품을 제작 설치 가능)

● L형 타입으로 토지의 유효 활용가능

● 본체로 프리캐스트 구조물, 바닥판 20m 일체 구조물로 현장타설

● 높이 H=2,000~10,000mm로 제작/설치 가능하며, 100mm 단위로 높이조절 가능, 현장별 구조설계

● 전면 다양한 문양 가능

●

● 벽면마찰각 δ

● 토사의 단위 체적 증량 Υd=19kN/㎥

● 철근벽 콘크리트의 단위 체적 중량

Υc=24.5kN/㎥

● 토압계산 시행 쐐기법에 의한 계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fck= 35Mpa

형상 치수 및 제품 질량

SP-Wall
형상 치수(mm) 제품중량(kg/개)

H H1 H2 H3 B B1 t

SP-Wall 20L 2,000~2,900 200 1,380 420 1,500 700 120  3,016 ~ 3,581

SP-Wall 30L 3,000~3,900 400 1,600 1,000 850 430 120  3,640 ~ 7,147

SP-Wall 40L 4,000~4,900 400 2,800 800 1,200 900 150  7,221 ~ 10,430 

SP-Wall 50L 5,000~5,900 500 3,500 1,000 1,400 1,100 150  10,504 ~ 13,835 

SP-Wall 60L 6,000~6,900 550 4,250 1,200 1,700 1,300 150 13,908 ~ 17,805 

SP-Wall 70L 7,000~7,900 600 5,200 1,200 1,950 1,600 150 17,878 ~ 25,341 

SP-Wall 80L 8,000~8,900 750 6,050 1,200 2,400 1,700 200 25,439 ~ 30,613 

SP-Wall 90L 9,000~9,900 800 6,900 1,300 2,750 1,800 200 30,711 ~ 35,654 

SP-Wall 100L 10,000 850 7,850 1,300 3,000 1,900 200  35,752 ~

• • 현장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fck= 24Mpa   • 철근항복 강도: fy=400Mpa   

• 현장여건상 뒷굽의 길이가 제한적일 경우 배면부에 선반을 설비하여 뒷굽의 길이 조정 가능

최저 최고

상재하중 토질조건

(A Type) PC 구조용 커플러 

EZ Coupler

EZ - 1 Coupler(B Type)



프리캐스트 박스

다양한 SMART Precast® 구조물

조류저트스캐리프스박트스캐리프

벽옹트스캐리프벽옹트스캐리프

프리캐스트 옹벽 프리캐스트 옹벽

프리캐스트 대분활 박스

프리캐스트 분활 박스

프리캐스트 분활 박스

프리캐스트 배수로

프리캐스트 저류조

프리캐스트 박스

프리캐스트 배수로

프리캐스트 배수로



공법 비교안

구 분

단면

형상

구조적

특징

현장타설 옹벽 Union Wall (프리캐스트 옹벽) SMART Precast® (옹벽)  

해석

방법

•시행쐐기 토압이론 적용

•뒷채움 경사가 불균일한 경우 사용

•시행쐐기 토압이론 적용

•뒷채움 경사가 불균일한 경우 사용

(현장타설 공법과 동등한 수준의

구조해석)

•시행쐐기 토압이론 적용

•뒷채움 경사가 불균일한 경우 사용

(현장타설 공법과 동등한 수준의

구조해석)

사용성

단가

시공성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 쉽게 발생

되어 균열 유지보수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발생

•초기 공사비 및 유지관리 비용 등

생애주기 비용 저렴

•한곳에 커플러이음을 집중으로 취약부

가능성 있음

•전면 벽체를 현장적용에 맞는 문양

거푸집으로 제작하여 미관이 우수

•공장에서 증기양생으로 제작하여 건조

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 적음

•전면 벽체를 현장적용에 맞는 문양

거푸집으로 제작하여 미관이 우수함

•국내 시공경험이 풍부하여 시공능력

우수

•현장 현황변경에 따른 대응이 유리함

•기상여건(동절기 및 우기시)에 따른

현장 타설에 어려움이 있음

•현장 타설 작업으로 시공속도가 늦고

세밀한 품질관리 요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침

•주변환경 오염 및 민원에 따른 공기

지체 발생

2,881,023원(제잡비 포함) 3,505,000원(제잡비 포함) 2,950,690원(제잡비 포함)

•PC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속도 빠름

(설치속도: 약 20~30m/일)

•공장에서 PC부재를 제작하므로 품질

관리가 용이

•공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법으로

설치 공정이 간단하여 기상여건에 제약

이 없음

•공장 제작된 옹벽 설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음

•친환경적인 공법(민원 최소화)

•PC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공속도 빠름

(설치속도: 약 15~20m/일)

•옹벽 저판 레벨링이나 몰탈주입 품질

관리가 중요

•공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법으로

설치 공정이 간단하여 기상여건에 제약

이 없음

•운송중량이 상대적으로 크고, 대형

가설장비 필요

•공장 제작된 옹벽 설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음

•민원 최소화

•배면부 옹벽 뒷굽에 작용하는 뒷채움

토사의 자중과 옹벽 구체의 자중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

•철근조립 및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등 모든 제반사항을 현장에서

수행

•모멘트가 큰 벽체와 기초가 만나는

부위에 현장 이음이 발생하여 구조적

으로 불안함

•배면부 옹벽 뒷굽에 작용하는 뒷채움

토사의 자중과 옹벽 구체의 자중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

(현장 타설 공법과 동일)

•옹벽제작에 대한 모든 제반사항을 공장

에서 수행

•옹벽 배면에 부벽을 적용하여 고성토

구간에 시공이 가능하며, 프리캐스트

공법을 적용하여 벽체 및 기초단면 감소

와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

•옹벽 기초를 현장에서 타설하여 PC

부재간 구조적인 일체화

•배면부 옹벽 뒷굽에 작용하는 뒷채움

토사의 자중과 옹벽 구체의 자중으로

외력에 저항하는 구조

(현장 타설 공법과 동일)

•옹벽 부재의 크기로 분할 후 운반

접합부를 커플러로만 이음

•옹벽 배면에 부벽을 적용하여 고성토

구간에 시공이 가능하며, 프리캐스트

공법을 적용하여 벽체 및 기초단면 감소

와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

•옹벽 기초를 현장에서 타설하여 PC

부재간 구조적인 일체화

공법
개요

•내·외측에 거푸집을 이용,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공법

•공장에서 제작된 PC 옹벽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공법

•공장에서 제작된 PC 옹벽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공법

www.cjinstrument.com



SP-Wall

SP-WS 무지 문양제품 대응 가능 곡선 반경표

SMART Precast® 현장 시공사진

L형 옹벽 곡선부 시공

시공사례

▲대기리 마을 진입도로 설치공사 ▲군마현 마에바시시 고다이시 우회 도로공사

L형 옹벽 H=1.5~2.5m 대형 L형 옹벽 H=3.5~5.0m

▲중앙선 별내역 철도연변 설치공사

난간 설치 직벽식 옹벽 H=1.0~2.3m

▲대기리 풍력발전단지 설치공사

▲소양강댐 취수탑 공사 ▲양산석계 일반산업단지 14블럭 설치공사 ▲양산석계 일반산업단지 1블럭 설치공사

▲군마현 오타시 상부 철도연변 설치공사

L형 옹벽 H=2.5~7.0m

역L형 옹벽 H=1.5~6.5m L형 옹벽 H=2.0m L형 옹벽 H=2.0~7.0m

L형 옹벽 H=1.5~3.0m

▲성북구청 재해 예방 설치공사

직벽식 옹벽 H=2.5m

● 옹벽 저판이 안쪽으로 좁혀질 수 있게 제품 제작 후 시공

● 최소 곡선 반경 이하의 경우 별도 상담

제품크기 제품길이: L(m) 최소대응 곡선 반경: R(m)

310WS(F)~600WS(F) 2.0 17

고비간기사공명사공처주발

자연과 환경(주) L형 PC옹벽 커플러 및 자제 납품(H=2.0m~2.5m, L=120m) 2013. 07~2013. 11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선 논산~채운 외 5개소 L형 PC옹벽 기초 설치 2013. 01~2014. 03 완료

대림산업(주) 시화호 어른 2교 프리캐스트 박스 제작 납품(3m×2m, L=38m) 2014. 10~2015. 01 완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북악 골프장 사면 재해 예방공사 L형 PC옹벽(H=2.5m, L=98m) 2014. 11~2015. 02 완료

태영(주)

한국수자원공사

양산~석계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 L형 옹벽(H=2.0m~8.0m, L=2,488m)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건설공사(역L형 H=2.5m~6.5m, L=37m)

서울시 남부사업소 노들로 방음벽 설치공사 및 실시설계 직벽식 옹벽(H=1.5m, L=430m) 2017. 10~2017. 12   시공예정

2017. 05~2017. 12 

백두산건설 석교온천관광지~사천진항 마리나단지 연결도로(H=3.0m~6.0m, L=80m)                 2017. 08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상~부산진간 재해 예방공사 L형 PC옹벽(H=1.5m, L=550m) 2014. 11~2015. 05 완료

대우조선해양 별내 외곽순환도로 진입 교량구간 L형 옹벽(H=2.5m, L=500m) 2015. 07 설계반영

설계반영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원주 정거장 승강장 L형 PC 구조물(H=1.5m, L=260m) 2015. 08 설계반영

(주)효성 강릉시 풍력단지 L형 PC옹벽(H=2.5m~7.0m, L=550m) 2016. 08 완료

(주)효성 강릉시 대기리 마을입구 진입도로(H=2.5m, L=520m) 2016. 08 완료

          완료

시공중 

2017. 05. 24

www.cjinstrument.com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서삼로 1072

TEL. 055)855-0445~6 출하실. 055)855-0448 FAX. 055)855-0447

www.keukdong.co.kr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7길 6, 송원빌딩 르호봇 창업보육센터 303호

TEL. 02)423-3338 FAX. 02)422-2957 

www.cjinstrument.com

씨제이인스트루먼트 보유 지식 재산권

특허  10-1403971 프리캐스트 구조물 연결체

특허  10-1697762  구조물의 재난정보 관리시스템

특허  10-1353466  침목 높이 조절 장치 및 이를 이용한 계측 시스템

특허  10-1389123  파일형 방벽

특허  10-0996906  일체형 구조물 연결체

특허  10-1727745  수직형 프리캐스트 구조물 및 이 구조물을 이용한 옹벽 시공방법

특허  10-2015-0181660  프리캐스트 구조물 제작용 다변형 몰드장치

특허  10-2016-0019138  강거더가 설치된 프리캐스트 도로구조물

특허  10-2017-0101291  프리캐스트 구조물 천단부 자동 각도 조절이 가능한 멀티금형 몰드

실용  20-0467333  프리캐스팅 콘크리트 지지부재를 갖는 버트러스 사방댐

씨제이인스트루먼트(주) 

극동메이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