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S BEAM

PS BEAM
PS BEAM
PS BEAM

PRE-STRES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 

PS BEAM
PS BEAM
PS BEAM
PS BEAM

Prestressed

Prestressed

PRE-STRES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 

05836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C동 614호  
tel. 02-422-7141      fax. 02-425-3938        
e-mail. cswall@chol.com       homepage. www.cswall.co.kr(주)토우E&C



04              

06          

08   

10     

12         

14

16 

17       

18 

32    

34       

특허증 & 경쟁력  

PS BEAM 공법 개념도 

PS BEAM 공법 구조적 매커니즘

PS BEAM 공법 시공순서도 

켄틸레버식 개선단면

단순보식 개선단면

PS BEAM 공법 시험시공 

PS BEAM 공법 계측결과표

PS BEAM 공법 시공실적

UT 복합형 보강토옹벽

Epilogue

PRE-STRES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 

TOWOO INDUSTRIAL      02
PS BEAM      03



LH우수 신기술(제품) 선정확인서 

특허 : 제10-1609805호특허 : 제10-1667377호특허 : 제10-1608298호 특허 : 제10-1729117호

PRE-STRESS BEAM

특허 : 제10-1557462호  

흙막이 가시설 설계 & 시공전문기업 

“토우산업 주식회사”는  5개의 국내 특허를 획득한 

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을 개발하여 

토목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습니다.

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의 3대 경쟁력 
                공법 적용상의 확실한 차별성과 경쟁력 

• 공사비 절감 (E/A대비 평균 10% 이상 절감) 
• 최소 공기 (E/A대비 평균 50% 이상 단축)
• 최고의 안정성 (변위강제 억제 방식과 상반된 허용기준치 관리방법으로 완벽한 안정성 확보) 
• 지하 공사구간의 공간 활용도 극대화 (전체 공사기간 및 제비용 절감효과)

                      완벽한 특허 

• 특허 제 10-1609805호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엄지말뚝과 이를 이용한 자립식 가설 흙막이 및 이의 시공방법 
• 특허 제10-1729117호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엄지말뚝과 스트러트를 이용한 자립식 가설 흙막이 및 이의 시공밥법 

                      LH공사의 신기술 인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LH우수 신기술(제품)] 선정 
   (인증번호 : 제 2016-5호, 2016. 11. 18)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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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고 

근입고  

굴착 예상선 굴착 저면  

Prestressed

Prestressed

굴착 저면   

굴착 전
천공 ▶ 근입 ▶ 모래충진 ▶ 사전인장

굴착 후 

굴착 반복 진행 ▶ 토류판 설치 및 변위 계측관리

TOWOO INDUSTRIAL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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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식 흙막이 벽체에 발생하는 휨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강봉 또는 강선에 긴장력을 적용하여 
배면 토압에 의해 발생되는 휨모멘트를 감소시키는 자립식 흙막이 공법입니다. 

PS BEAM 공법 
개념도

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 개념도 



벽체의 거동 순 토압과 휨모멘트 분포  

[ 휨모멘트 분포도 ]  

Prestressed

[ 벽체의 거동 ]  

 기존 공법(PS 미적용) PS 공법 PS 적용 

+ =

+ =

Mmax
[ 기존 자립식 흙막이 벽체 ] 

f1

f1

fp fpe

fpe

ft(p+pe)

fc(p+pe)

fc2(=f1+ft(p+pe))

ft2(=f1+fc(p+pe))

P,M=Pe
[ PS 적용 ] 

P,MI
max

[ PS 적용 공법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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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BEAM 공법의 구조적 매커니즘  

가상지반면 (순 토압 0)

최대 휨모멘트 발생지점 (전단력 0)

순 토압 분포도 휨모멘트 분포도 

기존 자립식 흙막이 벽체(말뚝)의 기본 메커니즘 (PS 제외) 

기존 자립식 흙막이 벽체(말뚝)의 구조 메커니즘 (PS 제외) 

PS BEAM 자립공법 적용 시 벽체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

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은 변위발생 지속시 보완대응이 가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프리스트레스로 인한 변위 억제로 안정성 최대화)

PS BEAM 공법 
구조적 매커니즘



굴착 저면 

① 

② 

④ 

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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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은 지보재 설치비용 절감 및 
공기 단축에 의한 공사비 절감으로 일반 공법에 비해 
강재량 감소로 경제성이 탁월합니다.  또한 무지보공법으로 
본체 구조물 시공 간섭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공사가 가능합니다. 

PS BEAM 공법 
시공순서도 

1 2PS BEAM 사전제작·조립   엄지말뚝 천공 및 근입

3 4모래 충진 강선 사전인장

5굴착 반복 진행 및 토류판 설치

시공순서 

6PS BEAM 굴착 완료 

시공순서 
① PS BEAM 사전제작·조립 
② 엄지말뚝 천공 및 근입
③ 모래 충진
④ 강선 사전 인장
⑤ 굴착 반복 진행 및 토류판 설치
  ※ 굴착 단계별 변위 계측 및 관리

계측순서 
▘1차 계측 : 모래 충진 직후 계측    
▘2차 계측 : 사전 인장 직후 계측   
▘3차 계측 : 굴착 단계별 계측  
▘4차 계측 : 굴착 완료 직후 계측   
▘5차 계측 : 변위 수렴 확인 계측 

Prestressed



 원설계 : E/A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굴착고 

굴착저면 

굴착배면 

굴착고 

굴착저면 

굴착배면 

변경설계 : PS BEAM

굴착고 

굴착저면 

굴착배면 

 원설계 : Raker공법 

굴착고 

굴착배면 

An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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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은 켄틸레버식 자립 공법[굴착배면 인장]으로 
기존 가시설 공법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얕은 굴착의 지하건축공사, 건물지하층 등의 
Earth Anchor나 Strut공법의 대체 공법으로 효과적입니다. 

켄틸레버식 개선단면 

▶굴착길이 10m 이내의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



변경설계 : PS BEAM + Strut 공법  

20m

10m

10m

 원설계 : Strut 공법 

20m

2.5m

2.5m

2.5m

2.5m

2.5m

2.5m

2.5m

2.5m

 원설계 : Strut 공법 

10m

2.5m

2.5m

2.5m

2.5m

변경설계 : PS BEAM + Strut 공법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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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은 단순보식 자립 공법[굴착전면 인장]으로  
기존 가시설 공법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깊은 굴착의 지하건축공사, 지하차도, 지하철 등의 
Earth Anchor나 Strut공법의 대체 공법으로 효과적입니다. 

단순보식 개선단면 

▶중간  굴착의 경우 (10m 이상의 지하차도, 하수 BOX 등) ▶깊은 굴착의 경우 (건축 지하층)



• 장소 : 시흥시  은계동 32-1번지 인근        • 일시 : 2015.11.11 ~ 2015.11.20        • 내용 : 폭 7.2m(4경간), 높이 7.0m(토류판고)

7.0M 
(굴착저면)

3.0M 

3.0M 

4.0M 

• PS BEAM 시험시공 근입전 파일 Sample 시공           • H BEAM : 350×350×12×9           • 강봉 : 40m/m 1개
• 강선 : 12.7m/m  2개           • 강봉, 강선길이 (L) :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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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BEAM 공법 
시험시공 

PS BEAM 공법 
계측결과표  

구분 공사명 발주처 원도급사 굴착고 굴착배면 
변위량 

비고 계측 
관리기준
(mm) 

실 발생량 
(mm) 비율 

1
LH 천안백석 1HBL 

행복주택건설공사1공구 LH 태한건설 H=7.50m 완충녹지 70 11.7 16.7%

2 포천 산업단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포천시청 한일건설 H=9.00m 완충녹지 88 48.3 54.9%

3 홍성 상가부지 
가시설공사 호경건설 호경건설 H=7.00m 완충녹지 59.5 17.1 28.7%

4 LH 양주옥정 A21-1BL 
공공임대시설 가시설공사 LH 금호건설 H=5.50m 완충녹지 48 2.8 5.80%

5 LH 양주옥정 A21-2BL 
공공임대시설 가시설공사 LH GS건설 H=6.50m 완충녹지 62.4 3.5 5.60%

6 의정부 용현동 오피스텔 
가시설공사 대우씨앤디 대우씨앤디 H=6.65m 단독주택 19.95 18.7 93.9%

7 LH 진해석동 행복주택 
가시설공사 LH 지평건설 H=6.20m 단독주택 18 5.61 31.2%

8 LH 시흥 장현 행복주택 
가시설공사 LH 한일건설 H=10.40m 완충녹지 104 7.7 7.0%

9 LH 의정부 녹양 행복주택 
가시설공사 LH 동방건설 H=7.90m 단독주택 33.3 11.8 35.4%

10 LH 화성 발안 행복주택 
가시설공사 LH 한신공영 H=9.60m 단독주택 32 11.2 35.0%

11 평택시 진위 
오수중계펌프장 평택도시공사 건희건설 H=7.60m 단독주택 76 19.2 25.0%

12 평택시 진위 
초기 우수처리장 평택도시공사 건희건설 H=7.61m 단독주택 76 22.8 30.0%

13 LH 고덕교량 가시설공사 LH 경남기업 H=7.62m 단독주택 76 10.5 13.8%

14 서울 염곡 제2지하차도 서울시 롯데건설 H=6.20m 도로 12 2.5 20.8%

15 BGF 물류센터 BGF물류 동원산업 H=10.06m 도로 50.3 17.5 34.8%



   공법
시공실적

 

  

  “ 토우산업 주식회사 ” 의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새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천안백석 H1BL 
행복주택 건설공사 
[LH공사] 

▘ 원도급사 : 태한건설           ▘ 굴착고 : H=7.5m     

 원설계 : Anchor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7.5m

1 2PS BEAM 가조립 상태   PS BEAM 조립 상태 

3 4PS BEAM 천공·근입 전경 PS BEAM 근입 후면 시공 전경 

5 6강봉 인장 시공 전경 강봉 응력 시험 전경  

7 8PS BEAM 전면굴착 시공 전경 PS BEAM 전면굴착 시공 전경   

PRE-STRESS BEA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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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설계 : Raker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9.0m

포천  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공사 
[포천시청]  

▘ 원도급사 : 한일건설           ▘ 굴착고 : H=9.0m         

1 2PS BEAM 조립 중  PS BEAM 조립 완료

3 4PS 강봉 커플러 연결 PS BEAM 천공 및 근입 전경    

5 6PS BEAM 굴착 전경 PS BEAM 굴착 전경    

PRE-STRESS BEA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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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RESS BEAM

 원설계 : Anchor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5.5m

양주 옥정 A-21 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LH공사] 

▘ 원도급사 : 금호건설           ▘ 굴착고 : H=5.5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양주 옥정 A-21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LH공사]   

▘ 원도급사 : GS건설            ▘ 굴착고 : H=6.5m     

원설계 : Anchor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6.5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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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RESS BEAM
의정부 용현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우씨엔디] 

▘원도급사 : 대우씨앤디           ▘ 굴착고 : H=6.65m    

수평버팀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6.65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진해 석동 
행복주택 신축공사 
[LH공사]   

▘ 원도급사 : 지평건설           ▘ 굴착고 : H=6.2m    

원설계 : Raker 버팀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6.2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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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녹양 
행복주택 신축공사      
[LH공사]

▘ 원도급사 : 동방건설            ▘ 굴착고 : H=7.9m  

원설계 : Raker 버팀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7.9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PRE-STRESS BEAM
화성 발안  
행복주택 건설공사  
[LH공사]   

▘ 원도급사 : 한신공영             ▘ 굴착고 : H=9.6m    

원설계 : Anchor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 Raker 공법

9.6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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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염곡
지하차도 건설공사       
[서울시]

▘ 원도급사 : 롯데건설             ▘ 굴착고 : H=6.2m  

원설계 : 작업복공 + 수평버팀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자립공법

6.2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PRE-STRESS BEAM
BGF리테일 
물류센터 
[BGF리테일]   

▘ 원도급사 : 동원건설              ▘ 굴착고 : H=9.0m / 10.06m   

원설계 : Anchor 공법 변경설계 : PS BEAM  + Anchor공법

9.0m
10.06m

PS BEAM 굴착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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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장  구  간 
① GT가시설 옹벽시공 

기  존  구  간 

② 차선전환 

③ 2차 성토 

2차 구조물 시공
(횡배수관)

기  존  구  간 

확  장  구  간 

▘보강토옹벽 구성요소 : 전면체 + 보강재 + 흙 

▘블록에 벨트형 보강재를 직접 체결해 일체형으로 축조하여 작용 토압에 대해  저항하며, 
     내진(수평하중) 외부 저항성이 매우 큰 공법입니다. 

UT 복합형 보강토옹벽

구분 판넬식 옹벽 블록식 옹벽 UT 복합형 옹벽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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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  +  벨트형 보강재 블록 + 격자형보강재 블록  +  벨트형 보강재 

3요소 

전면체 

기계식 고정 

흙  

3요소 

전면체 

기계식 고정 

흙  

2요소 

블록  

 

흙  

기계식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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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식 기계식 고정 

공법개요(RE-GT 성토부 가시설 ) 공법개요(제머스톤) 



Epilogue 

PRE-STRESS BEAM
PS BEAM 자립식 흙막이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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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산업 주식회사”는   

창조적인 도전과 열정으로 신공법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겠습니다.

고객사, 협력사, 관계사와 더불어 협력·상생하면서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