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1997년 설립이래 소음, 진동 및 건축/토목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소음방지부분
(방음벽, 방음터널, 도로안전시설 및 각종 방음 방진시설물의 설계/제작)과 그레이팅 사업부분, 철구조물 벤딩 및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수중공사등의 사업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시장의 추세가 점차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고객은 갈수록 기술집약적 완성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차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고객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생각에 한발 앞서 보다
효율적, 경제적이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선기술, 앞선기업을 추구하는 삼정스틸은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SO9001(품질경영인증체제), ISO14001(환경경영인증체제)를
바탕으로 한발 앞서 건설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미래한국의 전문건설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대표이사 회장   전  영  진

품질, 신뢰, 가치창조

三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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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회 사 명

대 표 자

본사주소

대표번호

공       장

해외지사

사업자등록번호

산업분류

보유면허

설  립  일

자  본  금

종업원수

산업재산권

소속협회

기업인증

수       상 2011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토목설계부문 수상

2012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2013 조달우수제품 수상  

벤쳐기업, INNO-BIZ, MAIN-BIZ, ISO9001:2008

환경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광주시유망중소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무역협회, 해외건설협회

특허: 곡면형 방음판(14/11/03) 외 14건

디자인등록: 14건 / 상표등록: 1건

40명(2015.01 현재)

2170(백만원)

2002년  1월  1일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수중공사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126-81-59059

싱가폴

8 Ubi Road 2, #02-05 Zervex, Singapore 408538

TEL: 65-6274-6440  FAX: 65-6274-6480

말레이시아

E-12-13, Plaza Mont Kiara, NO.2, Jalan 1/70C,

OFF Jalan Bukit Kiara, Mont Kiara, 50480 Kuala Lumpur, Malaysia

TEL: 60-3-6201-9175  FAX: 60-3-6201-9176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순성로 780   TEL: 041-352-9522  FAX: 041-358-3108

TEL: 031-769-3588  FAX: 031-769-535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우림라이온스밸리 3차 901, 902호

전 영 진

(주)삼정스틸  SAMJUNG STEEL CO., LTD.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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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방음벽
제조

가설방음벽
제조

도로시설물
/휀스

철구조물
벤딩/가공

철근
콘크리트공사

수중공사가설사무실

SAMJUNG

토공사

소음분석
진동대책
구조검토

소음/진동/구조
사업부문

토공사

제조
사업부문

철근·콘크리트
공사

철강/시공
사업부문

수중공사

소음분석/진동대책

구조계산/검토

굴착공사/성토공사

흙막이공사

영구방음판/가설방음판

도로시설물/금속재울타리

휀스/그레이팅

발포알루미늄내외장재

콘크리트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철강재 벤딩 가공

방음벽/방음터널 시공

가설사무실 설계/시공

도로/경관/안전시설물 시공

수중암석 파쇄공사

호안 및 방파제 축조공사

케이슨 거치공사

접안 시설공사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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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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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벤딩기(440KW)

ANGLE벤딩기 2"

H-Beam 냉간벤딩기 2호

Forming machine

Power Press

톱 절단기

알미늄 컷팅기

유압펀칭기

알미늄 프레스

Hoist Crane

Fork Lift

플라즈마 절단기

리프트카

절곡기

절곡기

Compressor

탁상드릴

Compressor

Welding machine

Forming machine

Shearing machine

Shearing machine

Forming machine

Forming machine

Forming machine

Uncoiler

Power Press

유압프레스

수동 절단기

플라즈마 절단기

Power Press

H-Beam 냉간벤딩기 3호

ANGLE벤딩기 5"

Max Φ1000×45T
Max H/B 1000×300

Pipe: Max Φ63.5 벤딩
Angle: Max L65×65×6T 벤딩

강지보 타입: 500×200 벤딩
캐노피 타입: 900×300 벤딩

요철형 전면
요철형 후면

110 TON(7ton)
160 TON(방음판)

Size: 1.5m×20m
650mm×3000Kg

550 Type

CO2 용접기 500A

아크용접기 20KW

알곤용접기

14"

B11-2031

7"

5 TON

4.5 TON(대우)

120A

2200Kg

5.5KW, 11KW, 15KW

7.5KW

1.5KW

8.5KW

25HP

7.5HP

5HP

15HP

18.6KW

15KW

3.7KW

15KVA

2.2KW

2.2KW

2.2KW

1.75KW

1.5KW, 2.2KW, 535KW, 7.5HP

5.5KW

Drill 25mm

Steel 16mm

10HP

15HP

강지보 타입: 800×300 벤딩
캐노피 타입: 1000×300 벤딩
Pipe: Φ267.4 벤딩
Square Pipe: 250×250×20T 벤딩

Pipe: Max Φ165.2 벤딩
Angle: Max 90×90×9T 벤딩
Square Pipe: Max 125×125×12T 벤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수량설비명 Spec.

보유설비현황(2014년 12월 현재)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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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전경
(주)삼정스틸의 공장은 가설방음판, 영구방음판, 방음벽 지주를
한곳에서 제조하는 국내 유일의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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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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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2002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997 삼정철강 설립

삼정철강 제2공장 설립

(주)삼정스틸 법인 설립

가설방음벽의 포스트 클램핑 구조 실용신안등록

패널중앙부 개구부 형성용 절단장치 개발

(주)삼정스틸 부지확장이전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방음벽패널용 배면판재 개발

(주)삼정스틸 본사이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벤처기업 확인

경영혁신중소기업 확인

장애인기업 확인

(주)삼정스틸 본사이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조달청 MAS(다수공급자 물품) 계약체결

금속울타리용 철물, 난간 직접생산증명 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등록

금속구조창호 건설업등록

한국무역협회 회원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토목, 설계부문 수상

배수로용 그레이팅 개발 및 특허등록

싱가폴 수출 인큐베이터 업체선정

싱가폴 지사 설립

싱가폴 BizSafe3 레벨 취득

싱가폴 BCA 등록

싱가폴 지하철 방음벽 공사 참여

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무역의 날 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해외건설협회 회원등록

해외건설협회 싱가폴 지사 신고등록

OHSAS 18001:2007 인증서 획득

ISO 14001:2004 인증서 획득

경기도 광주시 유망중소기업선정, 중소기업청 성능인정제품 지정

플렉서블 노이즈 실드(FNS) 개발 및 특허등록

말레이시아 KVMRT-SBK 철도사업 - 방음벽/방음터널 부문 컨소시엄 수주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

우수조달제품 선정 및 수상

구 신세계씨엔씨 당진공장 인수 및 가동(영구방음벽용 판넬 생산 및 H빔, 파이프 철강재 벤딩 가공라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전국장애경제인대회 특허청장 포상

IBK 창조기업 선정

공장 확장 이전

싱가폴 BizSafe2 레벨 취득

중소기업청 수출유망중소기업 재지정

해외건설협회 말레이시아 지사 신고등록

수중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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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현황

보유특허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명 칭

-           방음벽용 파이프 클램프

-           햇빛 반사경을 갖는 유실수의 가지 교정용 무게추

-           도로 방음벽

-           도로 방음벽

-           도로 방음벽용 회전통풍부재 제품

-           회전방음패널 및 이를 이용한 도로 방음벽

-           방음통풍패널

-           가설방음패널의 조립구조

-           세라믹 박막용 코팅용액의 제조방법

-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음벽용 방음패널

-           방음패널용 강판

-           배수로용 그레이팅 (Plastic)

-           배수로용 그레이팅 (WPC)

-           유연성을 갖는 방음판

-           곡면형 방음판

            명 칭

-           방음벽 패널용 배면판재

-           방음벽 패널용 테두리부재

-           가설용 조립패널

-           가설방음벽용 조립패널

-           가설방음벽용 파이프 클램프

-           방음벽용 방음패널

-           방음패널용 상부 차음판

-           방음패널용 하부 차음판 (유사디자인)

-           가설 방음벽용 포스트

-           방음벽 지주용 상부 마감장치

-           가설 방음벽용 포스트 부재

-           방음벽용 조립패널

-           방음벽용 조립패널

-           방음벽용 파이프 클램프

            명 칭

-           NOISE SHIELD

등록번호(년-월-일)

10-0872325(08/12/01)

10-0873606(08/12/05)

10-0875478(08/12/16)

10-0875480(08/12/16)

10-0875481(08/12/16)

10-0875482(08/12/16)

10-0886467(09/02/24)

10-0918422(09/09/15)

10-0953196(10/04/08)

10-0985183(10/09/28)

10-1244904(13/03/12)

10-1039711(11/06/01)

10-1124407(12/02/29)

10-1317165(13/10/04)

10-1459290(14/11/03)

등록번호(년-월-일)

30-0375564(05/02/22)

30-0375565(05/02/22)

30-0511193(08/11/04)

30-0511194(08/11/04)

30-0567255(10/07/12)

30-0601398(11/06/01)

30-0628167(12/01/03)

30-0628167(12/01/03)

30-0587261(11/01/26)

30-0601399(11/06/01)

30-0436194(06/12/29)

30-0480566(08/02/18)

30-0480567(08/02/18)

30-0480569(08/02/18)

등록번호(년-월-일)

40-1032339(14/04/10)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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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 진동 / 구조사업부문
Noise Impact Assessment / Structural Vibr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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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Impact Assessment and Consulting Service
(Cadna A ver4.0)

(주)삼정스틸 기술연구소는 체계적인 분석도구를 통해
소음/진동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CADNA-A(Computer Aided Noise Abatement)는 환경 소음의 계산, 평가와 예측,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가능케 하는 

소프트웨어로 환경부·국토해양부·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인정한 소음지도작성 프로그램 입니다.

공장 지역, 주차량이 많은 마트, 새로운 도로 또는 철도의 건설 계획, 도시 전체 또는 도심 지역에 관련된 소음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CADNA-A는 국제적인 소음 분석과 광대한 지역의 소음 지도 프로젝트도 수행합니다.

소음의 예측방법에는 크게 모형실험에 의한 예측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예측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형실험에 

의한 예측은 오래 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온 방법 이지만 최근 들어 컴퓨터의 성능과 해석 모델링 기법이 발달하면서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음을 예측하는 파동음향적 특성을 고려하여 경계요소법(BEM)으로 계산하거나, 기하학적인 특

성에 회절현상을 고려한 경상 음원법(mirror image source method), 음선 추적법(ray tracing method)등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계요소법에 의한 계산방법은 음파의 위상차에 의한 간섭현상 등 훨씬 정확하고 정밀한 검토가 가

능하지만 도로교통소음의 전파와 같이 넓은 영역에서는 방대한 계산량과 도로 형상, 포장상태 및 주변 지형, 장애물 

등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세부적인 모델링이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기하음향학적으로 계산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대부분 기하음향학에 기초한 도로교통소음 예측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삼정스틸의 설계팀과 생산라인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정확하게 생산하고 공급 합니다.
midas Gen은 정교하게 설계된 직관적인 User Interface 환경과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이 적용된 건축물 및 일반구조물 범용 구조해석 통합시스템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입출력 기능은 복잡한 대형 구조물의 모델링, 해석 및 설계과정에서 탁월한 편의성과 생산성을 제공합니다. 

최고 성능의 Multi-Frontal 솔버와 해석 알고리즘을 탑재하였으며, 다양한 해석기능과 국내외 설계기준을 내장한 설계자동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구조해석 및 설계분야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주)삼정스틸의 설계팀은 midas Ge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소음, 진동 분석 ▶ 시뮬레이션 ▶ 구조분석 ▶ 구조물 설계 ▶ 방음판 적용

▶ 방음벽 / 터널 설계 ▶ 시공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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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방음벽 제품군
Permanent Nois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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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방음벽 제품군

유공형 방음판

디자인형 방음판

요철형 방음판

갤러리형 방음판

전면 플라스틱형 방음판

투명형 차음(반사)판

목재형 흡음/차음(반사)판

소음저감장치

Permanent Noise Barrier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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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방음벽 제품군

이미지 품 명

유공형 방음판

1,960~3,960 x 500 x 95T
Front Panel: AL(1.0mm) or G.I.(0.6mm)
Back Panel: G.I.(1.6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ester, Glass wool

1,960~3,960 x 500 x 95T
Front Panel: AL(1.0mm) or G.I.(0.6mm)
Back Panel: G.I.(1.6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ester, Glass wool

1,960~3,960 x 500 x 125T
Front Panel: AL(1.0mm) or G.I.(0.6mm)
Back Panel: G.I.(1.6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ester, Glass wool

1,960~3,960 x 500 x 95T
Front Panel: AL(1.0mm)
Back Panel: G.I.(1.6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ester, Glass wool

1,960~3,960 x 500 x 95T
Front Panel: Plastic
Back Panel: G.I.(1.6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ester, Glass wool

1,960~3,960 x 500~1,000 x 60~100T
Frame: Aluminum(1.0~1.2mm)
Transparent Panel: Glass(8.38mm/8.76mm),
PMMA, P.C(8mm/10mm)

1,960~3,960 x 500~3,000 x 100T
Front Panel: Antisepsis Semi circumference
Back Panel: Antisepsis 20mm
Antisepsis Section Wood: 30 x W x 80
Absorption Material: Polyester, Glass wool

Φ500 x W2,000

디자인형 방음판

요철형 방음판

갤러리형 방음판

전면 플라스틱형 방음판

투명형 차음(반사)판

목재형 흡음/차음(반사)판

소음저감장치

규 격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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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형 방음판Perforate type Noise Barrier Panel

특 징

· 전면판에 다수의 타공을 가하여 흡음재의 기능을 높이는 구조를 가집니다.

· 전면판과 후면판 접합부 프레임 구조가 단순하고 단차가 적어 방음판의

  탈락이나 뒤틀림을 방지합니다.

· 다양한 칼라로 경관디자인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시공이 용이하고 유지보수성이 좋습니다.

사 양

· 1960~3960 x 500 x 95T

· 전면판 : G.I. 0.6mm / A.L 1.0mm

· 후면판 : G.I. 1.6mm

· 흡음재 : Polyester, Glass woo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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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전면판에 문양, 로고등을 삽입할 수 있는 형태로 경관디자인에 특화된 제품 입니다.

· 전면판과 후면판 접합부 프레임 구조가 단순하고 단차가 적어 방음판의 탈락이나                                                       

  뒤틀림을 방지 합니다.

· 다양한 칼라로 경관디자인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시공이 용이하고 유지보수성이 좋습니다.

사 양

· 1960~3960 x 500 x 95T

· 전면판 : G.I. 0.6mm / A.L 1.0mm

· 후면판 : G.I. 1.6mm

· 흡음재 : Polyester, Glass wool

디자인형 방음판 Design Type Noise Barrier Pane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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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고흡음율(NRC 0.85이상) 및 음향투과 손실이 매우 우수합니다.

· 전면판의 요철형태를 통해 회절음의 저감기능이 있습니다.

· 인체에 무해한 폴리에스터를 흡음재로 사용합니다.

· 전면판과 후면판 모두에 분체도장을 통해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합니다.

사 양

· 1960~3960 x 500 x 125T

· 전면판 : G.I. 0.6mm / A.L 1.0mm

· 후면판 : G.I. 1.6mm

· 흡음재 : Polyester

요철형 방음판Corrugate Type Noise Barrier Pane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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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형 방음판 Gallery Type Noise Barrier Panel

특 징

· 기능성과 무난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입니다.

· KS규격에서 요구하는 흡음율 및 투과손실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입니다.

· 전면판은 알루미늄 1.0(T) 소재를 사용하여 녹 발생을 방지합니다.

· 다양한 색상 연출이 가능합니다.

· 후면판은 아연도강판을 가로벤딩 절곡하여 구조적 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 양

· 1960~3960 x 500 x 95T

· 전면판 : A.L 1.0mm

· 후면판 : G.I. 1.6mm

· 흡음재 : Polyester, Glass woo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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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투명판의 벤딩 시공 시 접합부위에 단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암, 수 결합구조의 프레임으로 누음 현상이 없습니다.

· PC, PMMA, 강화유리, 비강화접합(강화접합)유리 등 다양한 재질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 양

· 1960~3960 x 500~1000 x 60~100 x 8~10T

· 프레임 : 알루미늄 BAR(60~100mm)

· 투명판 : 비강화접합(강화접합)유리, 강화유리, PC, PMMA

투명형 차음(반사)판Transperant Noise Barrier Pane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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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형 흡음/차음(반사) 방음판 Wooden Noise Barrier Panel

특 징

· 음향투과손실율이 뛰어나며 소음저감효과가 우수 합니다.

· 금속재의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며

  경관에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 천연목재에 ACQ 가압방부처리를 하여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사 양

· 1960~3960 x 500~3000 x 100T

· 전면판 : 방부반원목재(50~60Φ)

· 후면판 : 방부목재판재(20mm, 30mm)

· 흡음재 : Polyester, Glass woo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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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기능성과 무난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입니다.

· KS규격에서 요구하는 흡음율 및 투과손실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입니다.

· 전면판은 플라스틱 복합 소재의 사출 패턴을 적용하여 녹발생이 없습니다.

· 다양한 디자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 후면판은 아연도강판을 가로벤딩 절곡하여 구조적 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사 양

· 1960~3960 x 500 x 95T

· 전면판 : 플라스틱

· 후면판 : G.I. 1.6mm

· 흡음재 : Polyester, Glass wool

전면 플라스틱형 방음판Plastic Noise Barrier Pane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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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감소장치 Noise Reducer

특 징

· 일반 방음판으로 저감 시키기 어려운 회절음에 대한 효과가 뛰어납니다.

· 방음벽의 전체 높이를 약 2m 정도 줄일 수 있어 시공비를 낮춥니다.

· 높이가 낮아진 만큼 풍하중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사 양

· Φ500 x W2000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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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흡음성 : 다공질의 발포알루미늄은 흡음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나 시간에 따른

  흡음 성능 저하가 없이 반영구적인 방음 성능을 보여줍니다.

· 불연성 : 불에 타지 않는 금속 소재로서 불연1급 자재이고 화재시 유독가스 방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 경량성 : 일반 알루미늄 소재 무게의 1/10 수준으로 가공, 설치가 용이함.

· 친환경성 : 100% 재활용 가능한 유해물질 발생이 없는 소재.

용 도

· 화재의 위험성이 큰 화학공장, 터널내부, 해양구조물 등의 방음벽으로 적합.

· 필요에 따라 후면부 가공을 통하여(허니콤 구조, 공기층, 흡음재층 등)

  흡차음율 및 구조적 강도의 조절이 가능

발포 알루미늄 내외장 패널Aluminum Foam Panel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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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방음벽 제품군
Temporary Noise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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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방음벽 제품군

이중결합구조형 가설 방음판

스틸 가설 방음판

투명 가설 방음판

플라스틱 디자인 가설 방음판

대나무형 가설 방음판

E.G.I 휀스

플렛 휀스

유연성을 갖는 방음판

Temporary Noise Barrier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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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방음벽 제품군

이미지 품 명

이중결합구조형 가설 방음판
특허등록 10-0918422
조달청 성능인증제품

스틸 가설 방음판

H x 500 x 30T
Front Panel: Steel(0.8mm)
Back Panel: Steel(0.4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urethane(28mm Thick)
(Option: Powder Coating)

1,980 x 500 x 30T
Front Panel: Steel(0.4mm)
Back Panel: Steel(0.4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urethane(25mm Thick)
(Option: Powder Coating)

1,980 x 500 x 30T
Transparent Plate: PMMA, PC, PET(3mm)
Frame: Steel
(Option: Color)

H x 500~667 x 34T
Front Panel: P.V.C Reinforced Plastic
Back Panel: P.V.C Reinforced Plastic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urethane(3mm Thick)

Customized size
Front Sheet: PVC Tarpaulin Sheet 1.0mm
Thick(1,100g/㎡), Denier: 1200 x 1200
Backing Sheet: PVC Tarpaulin Sheet 1.0mm
Thick(1,100g/㎡), Denier: 1200 x 1200
Absorption Material: Glass Wool 25mm
Thick, 32kg/㎡
Protection Film: Polyester Film
Fire Resistance Grade for Glass Wool:
ASTM E84 Class A

1,980 x 500 x 30T
Front Panel: ASA
Back Panel: Steel(0.4mm)
Sound Absorbing Material:
Polyurethane(25mm Thick)

H x 530 x 0.5~0.8T
Front Sheet:
Electrolylic Galvanized Steel Sheet

H x 500
Front Sheet: Steel(0.8mm)

투명 가설 방음판

플라스틱 디자인 가설 방음판

대나무형 가설 방음판

E.G.I 휀스

플랫 휀스

유연성을 갖는 방음판

규 격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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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가설 방음판Steel Soundproof Panel

특 징

·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 적합한 가설 방음판.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장비 사용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 가격면에서 경제적입니다.

· 철재로 되어있어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사 양

· 1980 x 500 x 30(mm)

· 전면판 : 스틸(0.4mm)

· 흡음재 :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후면판 : 스틸(0.4mm)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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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합구조형 가설 방음판 Double Bond type Soundproof Panel

특 징

·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 적합한 가설 방음판.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장비 사용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 철재로 되어있어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전면부는 디자인 시트 시공으로 광고 및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 체결구조 특허등록(10-0918422), 의장등록(30-0511194) 제품입니다.

사 양

· H x 500 x 30(mm)

· 전면판 : 스틸(0.8mm)

· 흡음재 :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후면판 : 스틸(0.4mm)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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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가설 방음판 Transperant Panel

특 징

·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 적합한 가설 방음판.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을 방지합니다.

· 공사현장의 채광과 시야확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합니다.

사 양

· 1980 x 500 x 30(mm)

· 투명판넬 : PMMA, PC, PET(3mm)

· 프레임 : 스틸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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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디자인 가설 방음판Plastic Design Panel

특 징

·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 적합한 가설 방음판.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장비 사용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 가격면에서 경제적입니다.

· 재활용성이 뛰어납니다.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합니다.

· 전면부는 디자인 시트 시공으로 광고 및 홍보용으로 사용합니다.

사 양

· H x 500~667 x 34(mm)

· 전면판 : 염화비닐수지(PVC)

· 흡음재 :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후면판 : 염화비닐수지(PVC)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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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형 가설 방음판 Bamboo Pattern Panel

특 징

·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 적합한 가설 방음판.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장비 사용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 가격면에서 경제적입니다.

· 재활용성이 뛰어납니다.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합니다.

· 대나무 패턴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줍니다.

사 양

· 1980 x 500 x 30(mm)

· 전면판 : ASA 합성수지

· 흡음재 : 폴리우레탄(Polyurethane)

· 후면판 : 스틸 0.4(mm)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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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을 갖는 방음판Flexible NoiseShield

특 징

· 충격과 손상에 대해 매우 강함.

· 높은 수준의 차음성능(STC 18).

· 긴 수명기간(10년).

· 간편한 설치 & 제거 & 재사용.

· 주문에 따른 사이즈 및 치수 변경 가능.

· 특허등록 : 유연성을 갖는 방음판 10-1037165

사 양

· 앞 시트 : PVC 타포린 시트 1.0mm 두께(1,100g/㎡)

· 데니어 : 1200 x 1200

· 뒤 시트 : PVC 타포린 시트 1.0mm 두께(1,100g/㎡)

· 데니어 : 1200 x 1200

· 흡음재 : 그라스울 25mm 두께, 32kg/㎡

· 보호필름 : 폴리에스터 필름

· 그라스울 내화성 등급 : ASTM E84 Class A

Customized
Size

FNS-001T

모  델 내  용사이즈(mm)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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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I. 휀스 E.G.I. Fence

특 징

·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 적합한 현장 차폐용 휀스 입니다.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장비 사용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 가격면에서 경제적입니다.

· 재활용성이 뛰어납니다.

· 경량과 간단한 구조로 시공이 용이합니다.

사 양

· H x 530 x 0.5~0.8(mm)T

· 전기아연도금강판(Electrolytic Galvanized Iron)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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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 적합한 현장 차폐용 휀스 입니다.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및 장비 사용시 파편의 비산을 방지합니다.

· 가격면에서 경제적입니다.

· 재활용성이 뛰어납니다.

· 경량과 간단한 구조로 시공이 용이합니다.

사 양

· 500 x Length

· Front Sheet : 0.8mm

플랫 휀스Flat Fence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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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설물 / 휀스 제품군
Road safety Facilities /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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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 휀스 제품군

교량받침 / 조인트

가드레일

디자인 난간 / 경관시설물

금속재 울타리

교량난간 / 교량하부 외장 패널 / 방호책

낙석방지책 / 메쉬휀스

그레이팅

Road Facilities / Fences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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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받침 / 조인트 제품군

이미지 품 명

뉴모노셀조인트

뉴핑거조인트

일체형 탄성받침

일반형 탄성받침

포트 받침

규 격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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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Bridge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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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 휀스(금속재울타리, 디자인난간) 제품군

이미지 품 명

철재 가드레일

디자인 난간

디자인 난간

교량하부 외장 패널

강화유리 디자인 난간

메쉬 휀스

H725 x W4,000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B1 ~ SB7)

H1,500 x W2,000
Main Post : AL합금주물
횡바 : G.I 파이프
분체도장

H1,500 x W1,500
Main Post : AL합금주물
횡바 : AL압출바, AL압출+목재
분체도장

H1,500 x W1,500
Main Post : 알루미늄, 압출+목재
횡바 : 압출+목재
강화접합유리 10T

H VAR~ x W2,000

설계 규격 적용
AL Sheet 2.0~3.0t
불소수지도장

규 격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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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Guardr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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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난간 Design Fence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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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난간Design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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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외장 패널 Steel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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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난간 / 차량방호울타리Steel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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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호울타리 Steel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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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방호책Steel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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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 휀스 Mesh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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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석방지책Rockfall Protection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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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구조물 - 교량점검시설 Steel Structures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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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구조물 - 교량점검시설 Stee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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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구조물 - 조형물 Steel Structures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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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팅 제품 Multifunctional Block type Grating

특 징

·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다양한 색상 적용 가능.

  (수영장 파란색 / 공원 녹색 / 도로 회색 / 노란색 등)

· 용도 : 아파트 단지, 공원, 수영장, 학교 운동장, 유원지, 건축물 주차장, 골프장 또는 경하중 도로용.

· 강한 내부식성으로 조선소나 정유소등의 시설물에 적합함.

사 양

· 크기 : 300 x 100 x 50(mm)

· 재질 : 플라스틱 복합소재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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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작 / 벤딩
H-Beam, Pipe Bending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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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구조물 제작 / 벤딩

냉간 벤딩

고주파 벤딩

H-Beam 가공

각종 금속구조물 제작

H-Beam / Pipe Bending Service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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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벤딩가공 설비(공장)

이미지 설비명

고주파 벤딩기(440KW)

ANGLE 벤딩기 2"

ANGLE 벤딩기 5"

H-Beam 냉간벤딩기 2호

H-Beam 냉간벤딩기 3호

Max Φ1000 x 45T
Max H/B 1000 x 300

Pipe : Max Φ63.5 벤딩
Angle : Max L 65 x 65 x 6T 벤딩

Pipe : Max Φ165.2 벤딩
Angle : Max 90 x 90 x 9T 벤딩
Square Pipe : Max 125 x 125 x 12T 벤딩

강지보 타입 : 500 x 200 벤딩
캐노피 타입 : 900 x 300 벤딩

강지보 타입 : 800 x 300 벤딩
캐노피 타입 : 1000 x 300 벤딩
Pipe : Φ267.4 벤딩
Square Pipe : 250 x 250 x 20T 벤딩

가공규격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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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eam / Pipe Bending Service 

파이프 고주파 벤딩 High Frequency Bending H-Beam 벤딩 / 가공

SAMJUNG STEEL CO., LTD.
57



냉간 벤딩 Cold BENDING
냉강벤딩은 기계적 힘을 이용해 Pipe, H-Beam 등의 형강류를 다양한

형태로 굽히는 가공기술 입니다. 금형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써 

반경 및 각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고급 가공 기술입니다.

형강류와 Pipe 강재를 벤딩 가공 한다는 것은 다년간의 노하우와

숙련된 기술자, 그리고 고급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삼정스틸은 자재의 가공, 제작, 설치의 전 공정을 아우르는

one-stop line을 구축하여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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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주파 벤딩 
High frequency BENDING
고주파벤딩은 고주파 유도 가열을 이용해 Pipe, H-Beam 등의 형강류를

다양한 형태로 굽히는 열가공 기술입니다.

일반 냉간 벤딩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작은 반경의 곡률 가공을 고주파를

이용해 정밀하게 생산할 수 있으며 금형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함으로써

반경 및 각도를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파이프 벤딩은 엘보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제작이 가능하므로

배관계통의 용접 공정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주로 플랜트 사업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가공 기술이나 최근에는

대형 건축물이 늘어나고 건축물의 경관 요소가 강화되면서 철골구조를

이용한 대형 건축물의 벤딩 가공은 대중화된 경향입니다.

(주)삼정스틸은 이러한 건축, 토목 철골 구조물의 곡률 가공에 중요한

핵심 기술인 고주파 벤딩 가공 기술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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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
References

영구방음벽 / 방음터널 / 가설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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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음형 영구 방음벽

2012 KTC GROUP 버스터미널 영구방음벽 설치공사(싱가폴)

2011 Taisei Corp. Botanic Gardens MRT station 냉각탑 영구방음벽 설치공사(싱가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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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철형 영구 방음벽

2013~2014 대구 세명학교 신축현장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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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방음터널)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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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방음터널)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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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영구방음벽(목재+투명)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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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형 영구방음벽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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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방음시설(갤러리형 영구방음벽 / 혼합형 영구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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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방음시설(디자인형 영구방음벽)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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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결합구조형 가설방음벽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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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디자인 가설방음벽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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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디자인 가설방음벽 + 홀딩도어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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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디자인 가설방음벽

SAMJUNG STEEL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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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형 가설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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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가설방음벽(플라스틱 디자인 가설방음판+투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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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프로젝트(Malaysia KVMRT Noise Barrier & En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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