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에스앤티

1982 년 창립 이래 석재 외장 전문 건설사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양한

현장에서의 시공 경험과 연구 개발을 통해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석재 및 타일

외벽 설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스프링 앵커 시스템은 지난 40 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의 축적된 결과물로

현장에서의 다양한 실증 실험과 현장 적용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석재 및 타일 외장 설치 시스템입니다. 

스프링 앵커 시스템은 외장 석재 및 타일 시공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설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과 이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동에스앤티는 그간 축척하여온 외장 석재 및 타일 설치에 있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 함으로서 고객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및 가치 창조에

기여하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2020년 : AAMA 501.6 외장 석재패널 동적 내진 성능 시험 평가 인증

2019년 :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 (제190106-01176호)

2018년 : 벤처기업 인증(제20180111824호)

2013년 : ㈜대동S&T로 사명 변경

2009년 : 국토해양부 신기술 (NET) 인증 획득. 2009-586호

2008년 : (주)대동석재공업 기업 부설연구소 인증(제2008110982호)

1998년 : 포천공장으로 이전

1996년 : 법인전환

1989년 : 석공사 건설업 면허 취득

1982년 : 대동석재 설립

걸어온길



[공장현황]

제 1,2,3  동 :  Unit panel 제작동

제 4 동 :   Metal truss 제작동

제 5 동 :   재단실

[사업장현황]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61 

공장 부지 면적 :   28,050m2 / 8,250m2

생 산 량 :   40 – 50set/day  (8m2/panel)

[생산품목]

Stone/Tile/Uhpc/Artificial/Terracota Unit panel

Undercut spring anchor 

[주 소]

주소 :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61

TEL  : 031-532-7671  FAX 031-532-7671

[ 서울기업부설연구소]

주소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 서울 숲 itct 701호

TEL  :  02-942-1982/3  FAX 02-6215-0575

E-MAIL  dfP@daum.NET     www.spring-anchor.com

생산 공장 현황

















 석재의 경우 20mm,세라믹 타일의 경우 12mm 적용됨.

`

Granite 30mm 12mm 4.00-4.50kN

Lime stone 30mm 12mm 3.00-4.00kN

Ceramic Tile 12mm 7mm 1.50-1.80kN

Artificial marble 12mm 7mm 1.50-1.80kN 

 스프링 앵커는 언더컷 홀에 삽입 시 석재에 충격을 최소화 (stress-free)하여 석재,타일의 파단 또는 균열 발생을

방지합니다

 부정형의 언더컷 홀은 언더컷 홀 형성 장치의 기계적 오류와 드릴 비트의 마모로 인해 부정형의 언더컷 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언더컷 앵커는 부정형의 언더컷 홀에 삽입 시 석재가 파손되거나 앵커가 빠지는 현상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앵커는 0.6mm 스테인리스 와이어 두 가닥을 겹쳐서 1.2mm 두께의 유연한 구조로의 신축성있는 확장 링

으로 구성되어 있어 앵커 삽입 시 석재 나 타일에 충격이 최소화되며 석재 및 타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부정형의 홀

에서도 적절한 인발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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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재 또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결과 값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Product description

Product information

Technical data



Model
Thread of 

dia
Application

Thickness of 
stone

GS6-D 6 mm
Granite /Lime Stone  

/Thin stone
12∼30mm

GS8-D 8 mm
Granite /Lime Stone 

/Thin stone
12∼30mm

Embedded  type for stone  [매립형]

Protruding type for stone  [돌출형 ]

Protruding type for ceramic tile

Model
Thread of 

dia
Application

Thickness
of stone

GS6-P 6 mm Granite /Lime Stone 30mm

GS8-P 8 mm Granite /Lime Stone 30mm

Model
Thread of 

dia
Application

Thickness
of stone

TS6-D 6 mm
Thin stone (Tile/artificial 

marble)
12mm

TS8-D 8 mm
Thin stone (Tile/artificial 

marble)
12mm



Spring anchor FZP anchor

Made in Korea Made in Germany

 스프링 앵커의 확장 스프링은 0.6mm 스테인리스 와이

어 두 가닥이 겹쳐 제작되어 있습니다. 0.6mm가 겹쳐져

전체 두께는 1.2mm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구조를 형

성합니다.    

 확장스프링은 석재의 언더컷 홀 바닥 전체에서 접점을 형

성하며 확장 스프링의 유연성으로 인해 부정형의 언더

컷 홀 에서도 석재의 파단 없이 안정적인 인발 성능을 발

휘합니다

 FZP 앵커의 확장 링은 1.2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확장 링 (sus

wire1.2mm)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압력을 가해야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석재에 많은 압력이 가해집니다.

 부정형의 바닥확대면 홀에 1.2mm 두께의 확장 링이

삽입되면서 석재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파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앵커의 빠짐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볼트

확장링 sus 1.2mm

고정부 스프링

가입부 스프링

확장스프링 wire sus 0.6mm

Comparison of Spring anchor & FZP anchor 





 포터블 드릴 머신은 석재 현장 설치시 Undercut Hole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며 석재 30mm 이상에 적용됩니다

 기존 언더컷 홀 머쉰은 다이아 드릴 비트와 물을 사용하여 언더컷 홀을 형성하지만, Portable undercut drill 

machine은 Hard mental bit 사용하여 건식 (물 불필요)으로 언더컷 홀을 형성시켜 높은 작업 효율성(수정)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스프링 앵커의 형상은 Hard mental bit 를 이용한 Portable undercut drill machine 에 의해 형성된 규격에 맞추어

제작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언더컷 앵커에 적용 시 석재 탈락(수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Method Drill bit Dia

Stone 30mm Dry method Hard metal bit 6mm/8mm

Portable undercut drill machine

Product description

Product information



 Counter Sunken 언더컷 드릴 머신은 12mm 이상의 세라믹 타일과 20mm의 석재에 언더컷 구멍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이아몬드 드릴 비트와 물이 언더컷 구멍을 형성합니다

Application Method Drill bit Dia

Stone 20mm & ceramic 
12mm 

Water method Diamon bit 8mm

Counter-sunken undercut drill machine 

Product description

Product information





Test 단위 변위량 결과값 비 고

Seal cracking mm 150 OK Percentage to sample height ≥ 3.75%

Cracking mm 150 OK Percentage to sample height ≥ 3.75%

Fall out mm 150 OK Percentage to sample height ≥ 3.75%

 Test method : AAMA 501.6 Dynamic Seismic Performance Test Evaluation

 Test Lab     : Korea 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Test Research  Institute (KCL)

 리사주 Unit panel system은 기계적 연결구조의 내진설계( Seismic design)가 적용된 석재 및 타일 패널 제작

설치 시스템 입니다.

[ Lissajous angle system]

 처짐 방지와 위치 고정용 앵글 시스템은 석재 Unit Panel 제

작에 적용되는 앵글 시스템으로 ,석재 패널의 자중에 의한 처

짐 및 외력 힘에 의한 앵커 볼트의 위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Steel plate에 홈을 형성한 처짐 방지용 앵글과 이를 고정하

는 위치고정 앵글을 결합 ,석재 와 구조체간의 기계적 연결 구

조를 형성 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

• Seal cracking 은 실란트 파손이 시작한 시점의 변위량을 나타냄. 

• Cracking 은 외장재가 깨져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의 변위량을 나타냄.

• Fall out 은 외장재가 파손되어 탈락하기 시작한 시점의 변위량을 나타냄.

Product description

Product information

Technical data



Unit Panel 공장제작공정

석재 패널 제작 공정

Unit Panel 현장설치공정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R층▶

석재 패널 현장 설치 공정



[ 석재 파손 하자 자재 교체 상세 과정 ]

[ 인발 성능 시험 ]

 Unit panel system의 파손 하자 자재를 교체하는 설치 공법.

하자 파손 자재 교체 시스템





Test 단위 변위량 결과값 비 고

Seal cracking mm 150 OK Percentage to sample height ≥ 3.75%

Cracking mm 120 크랙발생 Percentage to sample height ≥ 3.75%

Fall out mm 150 OK Percentage to sample height ≥ 3.75%

 Test method : AAMA 501.6 Dynamic Seismic Performance Test Evaluation

 Test Lab     : Korea Constr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Test Research  Institute (KCL)

• Seal cracking 은 실란트 파손이 시작한 시점의 변위량을 나타냄. 

• Cracking 은 외장재가 깨져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의 변위량을 나타냄.

• Fall out 은 외장재가 파손되어 탈락하기 시작한 시점의 변위량을 나타냄.

Product description

Product information

Technical data

 반전앵글 시스템은 (反轉/ Reverse angle) 기계적 연결 구조의 내진 설계가 적용된 석재 및 타일 현장 설치용 앵

글 시스템 입니다.

[반전 앵글 시스템]

 반전(反轉)앵글 시스템은 상부 석재의 하중이 하부 석재로 전달

되는 적층(適層) 시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중단 앵

글은 석재의 자중을 고정하고 상단 앵글은 중단 앵글의 홈에 삽

입되어 지진 하중과 같은 외부 변위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기계

적 연결구조의 내진 설계가 적용된 현장 설치 공법 입니다.





시험 일자 :   2020년 02월 04일 ∼ 2020년 04 월03일

시험 방법 :  AAMA 501.6 – 18

시험 기관 : 한국 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적용 현장 : 품질 시험 평가용

적용 공법 :  스프링 앵커 적용 석재 건식 현장 설치 및 석재 Unit panel 공장 제작 설치

석재 패널 동적 내진 성능 시험



시험 일자 :   2020년 02월 07일 ∼ 2020년 04월 02일

시험 방법 :  AAMA 501.6 – 18

시험 기관 : 한국 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적용 현장 : 신천동 29-1 복합시설 개발 사업 /현대건설㈜

적용 공법 : 석재 Unit Panel (공장 제작 설치)

석재 패널 동적 내진 성능 시험



시험 일자 :   2020년 02월 07일 ∼ 2020년 04월 02일

시험 방법 :  AAMA 501.6 – 18

시험 기관 : 한국 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적용 현장 : 신천동 29-1 복합시설 개발 사업 /현대건설㈜

적용 공법 : 스프링 앵커 적용 석재 건식 현장 설치

석재 패널 동적 내진 성능 시험



석재 패널 내 풍압 구조 성능 시험

시험 일자 :   2020년 10월 08일 ∼ 2020년 11월 20일

시험 방법 :  ASTM E330-14

시험 기관 : 한국 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적용 현장 : 신천동 29-1 복합시설 개발 사업 /현대건설㈜

적용 공법 : 스프링 앵커 적용 석재 건식 현장 설치





현대자동차 양재연구센타 시그너쳐타워

세종시국립도서관 한양타워

대방건설사옥 아모래퍼시픽 제2연구센타

프로텍사옥하나금융인재개발원



ANDAZ HOTEL 현대해상광주사옥 현대해상명동사옥

카톨릭성의회관
현대해상부평사옥

호텔 M

호텔하비오
중국대사관 나주농어공사



씨마크호텔

수원법원동대구신세계

천안지방법원

세종시인사혁신처 범한사옥

현대차의왕연구센타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림대동탄 성심 병원

서울대암센타
대구첨단복합의료 단지

카톨릭강남성모 병원

드래곤호텔
일산동국대캠퍼스

UNIST 동부센트레빌



革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