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ACP-JOINT
Sungsim Automatic Concrete Pile-JOINT 

전동공구로 체결하는 PHC파일 볼트식 이음 공법

신기술인증
제 2018-건축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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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21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신기술인증 

     - 제 2018-건축4호 

2017 •03.03 콘크리트 파일 및 강관 이음장치 특허등록 (10-1714371)

 •05.10 조립식 파일용 두부보강캡 특허등록(10-1736575)

 •09.19 콘크리트파일연결구 디자인등록 (30-0924434)

2016 •09.22 콘크리트파일연결구 디자인등록 (30-0874200)

2015 •03.17 강관파일의 두부보강장치 특허등록(10-1505326)

2014 •02.26 자동용접기파일캡조립장치 특허 등록(10-1369971)

2013 •11.26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558-27 본사이전

2012 •02.24 특허등록

 •04.01 법인설립전환자본금 1억

 •12.12 파일캡 특허등록(10-1213553)

2010 •03.08 파일캡 특허 등록(10-0947591)

 •05.18 벤처확인기업 등록

 •06.03 실용실안등록(20-0449148)

2009 •04.10 회사 설립 (시흥시)

 •09.14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753-7 이전

인사말

(주)성심씨앤엠은 기초 파일공사의 디딤돌을 목표로 지반컨설팅, SACP-JOINT, SSW 선단확장판, SPC 두부보강철근캡, 

STEEL 두부보강을 전문 제조 생산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입니다.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 기술개발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심씨앤엠 임직원 일동

원가를 줄이기 위해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다.

연혁

신기술인증
제 2018-건축4호

특허청등록제품 벤처기업인증 ISO
9001/ 14001

대한건축사협회
우수추천자재

신기술인증

제 2018-건축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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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씨앤엠  www.sungsim-ps.com

인증서 및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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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1 TYPE#2
세레이션 볼트

(풀림현상 제거)내 · 외측 강재블럭

공법개요

구조물 기초공사에서 기존의 이음방법인 용접방식을 개선한 공법으로 내 · 외측으로 분리된 강재 블럭을  

100%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수평볼트를 체결하므로서 균일한 체결력을 확보하여 이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PHC파일 연결공법

제품구성

신기술인증

제 2018-건축4호

내측 강재블럭
파일 볼트 결합

수평 볼트 결합
외측 강재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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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서

특징

용접식이랑 비교

구 분 기존 용접이음 수평볼트

파일종류 철물이 부착된 주문품 PHC파일 기성품 단본 PHC파일

이음공구 용접 전동공구

이음시간 15~20분/개소 2~4분/개소

자재무게 - 분리형 : 19kg×2

작업인원 숙련된 전문 용접공 1명 보통인부 1명

품질확보
기후, 현장조건에 따라 시공성, 

품질의 변동이 큼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100%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체결하므로 시공성 및 품질성 확보

비파괴시험 비용소요 검사 불필요

안전성
유해가스, 화재, 용접에 의한 불빛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성
친환경

성심씨앤엠  www.sungsim-ps.com

품질성

•100% 전동공구를 사용하여 
    균일한 볼트 체결력 확보

•단순조립 작업으로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음

•세레이션 볼트를 사용하여
    볼트풀림 현상 제거

균일한 품질

시공성 및 안전성

•100% 전동공구의 
    사용으로 시공시간 단축

•경량의 강재블럭 사용으로 
    현장 내 운반 및 취급이 용이

•친환경 자재 사용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향상

시공성 및 안전성 향상

경제성

•전동공구 사용으로 파일연결
    시간 단축=공사기간 단축

•악천후에도 작업가능

•기존 이음방식 대비 19~23%
    비용절감

•기성품 PHC파일로 연결가능

•비파괴 검사 불필요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PC너트에 가이드핀 체결 후 
내 · 외측 강재 블럭 결합

강재 블럭을 파일볼트로 체결 강재 블럭 조립 강재 블럭을 수평볼트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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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계산서

시험성적서

상부(외측)판 응력 (SS400)

•압축강도실험

•장소 : 계명대학교 첨단건설재료 시험센터(국토교통부 분산공유형 실험시설)

•시험날짜 : 2017년 5월 30일

•전단강도실험

•인장강도실험

•휨강도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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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응력 (F10T)

하부(내측)판 응력 (SS400)

볼트 전단 (F10T)

f = 128.41 MPa < fa = 188 MPa    ∴ OK!!

f = 114.07 MPa < fa = 530 MPa   ∴ OK!!

f = 154.41 MPa < fa = 188 MPa    ∴ OK!!

fv = 60.42 MPa < fva = 300 MPa   ∴ OK!!

신기술인증

제 2018-건축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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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납품사(OEM 포함)

납품실적(OEM 포함) 외 다수

현장명 발주처 시공사

(주)덕양 온산공장 
HC-2 Project

(주)덕양 이수건설

월곶동 오피스텔 근린생활
신축공사

부성종합건설 부성종합건설

이천 캠퍼스 자동화공장
신축공사

SK하이닉스 SK하이이엔지

송산그린시티
모아미래도

모아종합건설 모아종합건설

인천서창
공공주택

대우건설 대우건설

안산그랑
시티자이

GS건설 GS건설

세종신도시 
신동아파밀리에

신동아건설 신동아건설

제천 
바이오밸리

금강종합건설 금강종합건설

07



본사 및 제1공장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무봉길 166-10(석포리 558-27)     

 Tel : 031-353-3617 / Fax : 031-353-7517

제2공장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 2643-20(금이동 76번지)    

 Tel : 031-317-6046, 031-435-3617 / Fax : 031-317-6984

 www.sungsim-ps.com

신기술인증
제 2018-건축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