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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서포트의 모든 것!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주도하는 ㈜세원이 되겠습니다.

당사는 1996년 6월 세원철강으로 시작하여 합리적이고 신의를 중요시하는 기업정신으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세원은 건축가설재의 한 종류인 잭서포트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서 품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제품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 든든한 내실을 다진 믿음을 

줄 수 있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 결실이 고객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효과

일반 잭서포트 사용시 주의사항

타설 전 타설 후

* 기존 잭서포트는 높이 조절범위가 30cm에 제한, 쎈지주는 높이 조절 범위가 2~5m

  까지 조절이 가능하여 다양한 사이즈에 사용가능

* 설치 시간이 기존에 비해 50%이상 단축

* 협소한 작업 공간에서도 운반이 용이, 적재시 장소를 크게 차지하지 않음

* 잭스크류 조절 나사를 많이 풀 필요가 없음

* 파이프에 용접, 기타 성형을 가하지 않아 파이프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최대 12m까지 사용가능하여 아파트 기계실, 물류창고, 대형마트나 체육관 등 높은구간

  에도 설치가능

기존 잭서포트는 장사이즈규격이 없어 잭블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층고 높은 구간에 

사용을 하였으나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자재 꺾임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안전사고발생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높은 층고 구간에 잭블럭 연결하여 사용

하는 방식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허받은 신형 잭서포트!

쎈지주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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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지주(잭서포트)를 사용해야 할 이유

지하주차장 공사시 현장의 여건이 대부분 협소하고 지하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상부 슬라브를 공사용 도로 및 자재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과다한 하중을 흡수 분산할 수 있도록 고안 제작된 

제품을 잭서포트(Jack Support)라고 한다.

건축물 철거 및 리모델링 시 공사로 인한 진동, 균열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최근에는 기존 아파트 주차장 도로 재포장 및 여러가지 

공법에 따라 슬라브 타설지지용, 보강용, 서포트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파이프의 최대하중으로 인한 개체 변이가 발생하였으나, 파이프의 

  밀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실험의 결과로 구조관의 하중이 견디는 한도 내에서 하중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압축정하중 실험

압축정하중 실험 결과
(5m 측정)

구조물 균열 Crack 발생의 원인

·공사중 지하주차장 상판위로 중장비 및 레미콘, 중차량 등의 통행

으로 인한 로드하중.

·과다한 자재 야적으로 인한 누적 하중.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피로 하중.

·포장 장비 등의 이동에 의한 진동 하중.

·공기 단축에 의한 무리한 공사 진행 등이 균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균열 Crack 방지를 위한 대책

·잭서포트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 분산할 수   

 있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지지부분에 H-BEAM이나 각목 등으로 

보강후 타설토록 하여 집중하중을 분산한다.

·레미콘 등 중장비 차량 등의 부분적인 통행 제한을 하여 로드 

 하중을 줄인다.

·계획에 의한 확실하고 정밀한 시공을 하여 무리한 공사 진행을

 피하도록 한다.

Configuration Specifications

Jack Support Clamp

Experiment

쎈지주 구성 쎈지주 제원

잭서포트 클램프

쎈지주 압축하중 실험

Clamp 구성 01

시험성적서 허용하중표

제원표(상기제원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lamp 구성 03

Clamp 구성 02

Clamp 쎈지주(잭서포트)

기존 잭서포트 쎈지주

내관
뽑힌 길이(mm)

Φ114.3 x 3.2t
(SS 500)

5,000

4,500

4,000 2.89

3,500 3.28

3,000 3.70

2,500 7.22 5.42 4.26

2,000 10.46 8.82 6.44 4.90

1,500 12.94 10.83 7.67 5.78

1,000 15.22 13.33 9.45 6.81

500 17.73 15.64 11.60 8.15

0 30.37 27.98 22.67 17.19

구 분
3,000 3,500 4,500 5,500

외관 길이(mm) Φ139.8 x 4.5t(SS 400)

조절형 잭서포트 - 쎈지주

규 격
외관 Φ139.8 
재질 SS 400,
두께-4.5T

내관 Φ114.3
재질 SS 500,
두께-3.2T

사용가능높이(M) 허용하중(ton) 중량(Kg)

쎈지주 S0 1.7M 1.2M 1.8 ~ 2.4 30 ~ 25 58

쎈지주 S1 2.5M 2.0M 2.6 ~ 4.0 30 ~ 16 77

쎈지주 S2 3M 2.4M 3.1 ~ 5.0 30 ~ 10.4 85

쎈지주 S3 3.5M 3M 3.6 ~ 6.0 27 ~ 7.2 96

쎈지주 S4 4.5M 3.0M 4.6 ~ 7.0 22 ~ 5.4 110

쎈지주 S5 5.5M 3.0M 5.6 ~ 8.0 17 ~ 3.7 125

쎈지주 S6 5.5M 4.8M 5.6 ~ 9.5 17 ~ 2.8 140

비 고
잭서포트의 허용하중은 최대하중에서 2/3 공제한 하중이고

잭서포트는 파이프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서 허용하중은 줄어든다.

실험 전 실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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쎈지주 사용방법

1. 스크류를 시계방향으로 2-3바퀴를 돌려서 풀어준다.

2. 설치할 층높이를 실측(확인)한다.

3. 클램프너트를 왼쪽으로 돌려서(병 뚜껑 따듯이) 푼 다음 설치할 

 길이만큼 뺀 다음 내관파이프를 최대한 수직으로 맞추고 클램프 

 너트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려서 움직이지 않도록 꼭 잠근다.

Guide Construction Photo쎈지주 사용설명서 합성보 현장 설치사진

동영상 보기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청주비하동 롯데마트현장

인천주차장

인천남동공단사업소

유투브 주소

http://youtu.be/ibRND4_LJmM

쎈지주 사용시 주의사항

1. 설치시

5M이상은 안전을 위하여 설치기계 및 기타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2. 사용시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장비(지게차, 렌탈, 기타)사용 시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전도 및 멸실 발생)

클램프 및 내관(속대) 파이프에 내화페인트 뿜칠 및 기타오염물질

묻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묻었을 경우 청소비가 별도 청구

됩니다.

페인트 작업을 꼭 하여야 한다면 사전에 비닐봉투를 씌워서          

설치, 또는 설치된 후에는 카바링 테이프로 보양한다.(파이프에 

 이물질이 묻은 상태에서 파이프를 밀어 넣으면 클램프 4조각에 

이물질이 끼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으로 청소 시 파이프를

  빼내고 클램프 4조각을 분해하여 닦아내고 파이프도 닦아서  다시 

조립해야함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해체 시

세워진 상태에서 조절클램프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해체 시 집어던지거나 쓰러뜨리지 않도록 한다 해체시 되도록

설치기계 및 장비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4. 정리방법

내관파이프(속대)를 외관파이프 안으로 끝까지 넣은 후 조절

클램프를 완전히 잠근다.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내관파이프(속대)가 빠져올수 있기에

험하고, 자재의 길이가 길어지면 상차시 수량을 많이 실을 수 

없다.

자재를 바닥에 6본을 놓고 그 위에 5본을 올려 한 묶음으로

정리한다.

페인트 및 기타오염작업 시 위와 같이 자재 보양 필수

잭서포트 정리방법

01 04 05 06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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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hoto 철골현장 설치사진

쎈지주는 내관파이프에 용접, 타공 및 기타 성형을 가하지 않아

파이프 고유의 성질 및 강도를 유지하며 길이 조절이 편리하다.

Construction Photo RC / PC 현장 설치사진

제2롯데월드현장-(층고 6m) 이천하이닉스-일반철골(층고 6.5m)

인천공장-일반철골(층고 11m) 화성향남공장-일반철골(층고 8m)

평촌서브원-RC공법(페리) 01 (층고 6m~7m)

하남유니온스퀘어신축현장-PC공법 01 (층고 8m~10m)

평촌서브원-RC공법(페리) 02 (층고 6m~7m)

하남유니온스퀘어신축현장-PC공법 02 (층고 8m~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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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쎈지주와 기존 잭서포트 비교Construction Photo 철거현장 설치사진

서초동철거현장

인천대학교 철거현장

엘지데이콤철거현장

하나은행 철거현장

쎈지주 타사 조절형 잭서포트 잭서포트(일반)

사용범위(m) 1.8m~ 12.0m 2.5m~ 7.0m 2.0m~4.0m

중량 4.0m기준-60kg~72kg까지 다양함 4.0m기준 -약 61kg 4.0m기준-약 77kg

조절가능 높이 1m~５m 현장조절 가능 1m~2m 현장조절 가능 0.3m 조절가능+블럭연결

높이조절 방법
클램프를 돌려 내관파이프

고정하여 조절
볼트너트로 클램프 두쪽을 연결하여

 내관파이프를 조정
스크류로 높이 조절

최대압축하중 5.0m기준-41.8ton
측정결과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다.

(20ton~40ton)
3.0m기준-66ton

압축하중
테스트 결과

압축하중테스트 전/후 압축하중테스트 전/후 압축하중테스트 전/후

전 후 전 후 전 후

압축하중을 받으면 최대압축하중을
받는 시점에서 내관파이프가 
하중을 못견뎌 꺾임이나
좌굴현장이 나타난다.

압축하중을 받으면 최대압축시점
부터 외관파이프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압축하중을 받으면 최대압축하중을
받는 시점에서 파이프가 
하중을 못견뎌 꺾임이나 휘임현장이 
나타난다.

장점

·하중을 많이 받을수 있다.
·높이 조절범위가 크므로 동일한
  제품으로 여러가지 층고에 적용가능
·높이 조절이 편리
·운송비 및 전체 공사비용 절감

·제품이 가벼워 설치시 편리하다
·높이 조절범위가 일반 잭서포트
  보다 크다.

·파이프 자체에 성형을 가하지 않아
  하중을 많이 받을수 있다.

단점
·무겁다.
·기타 잭서포트 대비 가격이 비싸다.
 （시스템동바리 대비 저렴하다）

·중량이 가벼운만큼 압축하중에
  약하다.
·현장에서 높이 조절하기에는
  불편함이 있다.
·외부제작환경에 따라 하중이
  달라진다.

·사용가능높이가 제한되다.
·높이 조절폭이 작다.

제품사진

내관
파이프
꺾임

내관
파이프
밀림

파이프
꺾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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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Photo

Registration

현장사진

등록증

Clamp 쎈지주(잭서포트) 횡대연결클램프

Case 사례

현장사진 01

디자인 등록증 특허증

현장사진 03 현장사진 04

현장사진 02

Case 01

Case 03

Case 02

Case 04

잭서포트는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역할로서 수직으로만 

압축하중을 받게 되어 있으나 횡대연결클램프로 수평재를 연결시키면 

시스템 동바리용으로 잭서포트를 다용도로 사용할수 있다. 

장점

1. 부재의 단순화로 설치시간 단축할 수 있다.

2. 넓은 공간 확보로 후속공정을 할수 있어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수평재의 체결로 잭서포트의 좌굴을 방지할수 있으며 더욱 안정감 

   있다.

4. 시스템동바리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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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납품실적Controls 각도조절판

설치사진특허증

각도조절판(잭서포트용)

램프구간같은 경사면에 잭서포트나 서포트를 설치 시 수직도를 유지 

하기 위하여 아래쪽에 쐐기목으로 고정을 해야 하중을 견딜 수 

있었으나 작업과정에 불편함이 많았다. 

각도조절판이 그 번잡한 작업을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상부나 하부에 동시 사용도 가능하다.

각도조절판(서포트용)

각도조절판(잭서포트용) 

제품규격 : 상판/하판 220*220(mm) 

각도조절범위 : 21도 

각도조절판(서포트용)

[ 잭서포트 ] [ 쎈지주 ] [ 각도조절판(서포트용) ]

[ 각도조절판(잭서포트용) ] [ 횡대연결클램프 ]

[ 방진고무판 ]

제품규격 : 상판/하판 140*140(mm)

각도조절범위 : 20도 

기존방식

원청사 거래업체 공사현장 일자 공 법

금성백조 철환기업 대전동부터미널 2010.11 - 2012.02 TSC 합성보

포스토건설 포스코건설 세종시 종합청사 2011.05 - 2012.03 RC

삼성물산㈜ 삼성물산㈜ 잔달래아파트 2011.10 - 2012.12 RC

롯데건설 동양 RPF
청주 비하동
롯데마트 현장

2011.11 - 2012.12 TU 합성보

롯데건설 롯데건설 제 2롯데월드 2012.06 - 2015.07 RC

삼희데모리션 삼희데몰리션 국림아시아문화전당 2013.01 - 2014.05 철거

삼성물산㈜ 삼성물산㈜ 우면동 R&D 현장 2013.09 - 2013.12 RC, 테이블폼(페리)

주식회사 삼호 삼호쏘일텍㈜ 서초동 골든텔 2014.02 - 2014.12 철거

신세계건설 유성이엔지 김포 이마트 2014.02 - 2014.12 PC

㈜대림종합건설 ㈜대오건설산업 대구 SPH 쇼핑센터 2014.05 - 2015.03 TSC 합성보

에스엠건설 주식회사 에스엠건설 주식회사 고양체육센터 2014.06 - 2014.07 RC 증축

재호건설㈜ 재호건설㈜ SC 제일 은행본관 2014.06 - 2014.08 철거

신세계건설 이건기업 여주프리미엄 아울렛 2014.07 - 2014.11 PC

㈜포스코 건설 케이디건설 산업㈜ 하나은행 본점 2014.09 - 2015.07 철거

서브원 광영개발 평촌 서브원 2014.09 - 2015.03 RC, 테이블폼(페리)

SK건설 ㈜유진건설 이천하이닉스 2014.12 - 2015.07 철근콘크리트

신세계건설 정원이엔씨㈜ 하남유니온스퀘어 신축 2014.09 - 2015.07 PC

신세계건설 류명건설㈜ 하남유니온스퀘어 신축 2015.04 - 2015.07 PC

쐐기 설치, 못으로 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