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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마트합성데크
미네랄데크란?

세월과 환경이 만든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가진 모방 할 수 없은 자재의 혁명! 다년간의 합성목재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경량화, 치수안정, 저비용, 내구성 강화 및 반영구적인 무하자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신제품 미네랄데크는 친환경 수지류와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미네랄(조개껍질 분말 등)을 혼합하여 압축한 제품으로

기존 합성목재와 달리 목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미네랄을 첨가, 혼합하여 물을 전혀 흡수하지 않으며, 수분에 의한 치수

변화가 전혀 없는 특허제품입니다. 미네랄데크는 투톤의 불규칙 디자인이 자연스런 나무결 무늬를 연출하여 

나무보다 더 나무 같은 질감을 구현한 당사의 독창적인 신기술·신제품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가격

대중화를 실현한 제품입니다.

합성목재 제조 1세대 업체입니다.

국내 건설자재 최초의 친환경 미네랄데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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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한 논슬립

표면은 불규칙 음·양각으로 가공되어 우천시에도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제품으로 KS기준 0.4

이상의 두배 가까운 결과치인 0.71을 얻은 미끄럼

방지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안전 사고 예방)

02 고강도의 경량자재

자재 비중이 0.9로 가벼워 물에 뜨며, 뒤틀림성이

기준치의 1/10 밖에 되지 않는 고강도의 경량 제품

으로 수변지역 시공에 적합합니다.

03 목재보다 더 목재같은 디자인

오래된 목재와 같은 고품격 엔틱 디자인으로 시각적 ·

미적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 고택의 마루바닥과

같은 자연적 질감을 구현) 또한 목재 및 합성목재의

단점인 부패, 갈라짐, 뒤틀림, 해충피해, 깨짐, 열 변형,

변색등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하였습니다

04 가격대중화

미네랄데크는 신기술로 원가를 대폭 절감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였으며, 자연 그대로의 질감을 표현한

모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고급 자재의 대중화를

실현하였습니다.

05 시공성 용이

가벼운 중량으로 자재 핸들링이 용이하며, 자재의

폭이 150 ~ 200 mm 로 시공이 빠르고 고택의 대청

마루와 같은 시각적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장선 간격은 400mm가 적정)

06 치수안정화 및 질감

원료배합시 목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조개껍질

분말 사용)수분에 의한 치수변화가 전혀 없는 안정

적인 제품이며, 표면을 나무질감 그대로 표현하여

시각적 ·미적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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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합성목재 휀스 특징 스마트 합성목재 휀스 종류

▶ 국내 유일의 합성목재 곡면 가공 특허보유                                          
 [특허 제 10 - 1060174호]

▶ 브라켓 연결방식이 아닌 타공기법특허로 자재비 및 시공비 대폭 절감 
 [특허 제 20 - 0475421호]

▶  전 자재 알루미늄바(bar)삽입으로 내구성 및 강도증가

▶  타사에서는 볼 수 없는 부드러운 타원형 외관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줌

▶  국내 유일의 표면가공기법 보유 

타공형 휀스 시공시 유의사항

세로살 결합시 알루미늄 바닥까지 세로살을 밀어 넣어야 

세로살이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음.

브라켓 연결 시 모든 피스 구멍에 피스를 체결 하여야함. 

특히 하부 횡대 브라켓 아래쪽 피스는 반드시 체결 하여야함.

품목

규격

휀스 TS-021

H1200 × W1500

품목

규격

휀스 TS-008

H1200 × W1500

품목

규격

휀스 TS-007

H1200 × W1500

품목

규격

휀스 TS-002

H1200 × W1500

품목

규격

휀스 TS-001

H1200 × W1500

품목

규격

휀스 TS-015

H1200 × W1500

품목

규격

휀스 TS-012

H1200 × W1500

품목

규격

휀스 TS-011

H1200 × W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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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데크

합성목재데크

[오픈형]
알루미늄 클립 체결

180 × 20T 월넛

미네랄데크

[오픈형]

200 × 25T DB

200 × 25T DB-Simple

200 × 25T GOLD

200 × 25T  엔틱

미네랄데크

[솔리드]

150 × 25T

150 × 20T

미네랄데크

[마감재]
180 × 15T

미네랄 사이딩 180 × 18T

울타리 개별 자재

미네랄 판재 120 × 15T

기둥재 SP 100 × 100

구조재(가로) SRO 45 ×88

구조재(타공가로) SRO 45 × 88

구조재(세로) SRO 29 × 78

상부캡 SC 126 × 126

하부스커트 SSK 164 × 164

타원브라켓(고정) SB-DC-4

타원브라켓(관절) SB-D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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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특허증 환경표지 인증서특허증 시험성적서디자인등록증 시험성적서 2디자인등록증 시험성적서 3

특허증 | certificate 

SM
A

RT CO
M

PO
SITE D

ECK
w

w
w

.sm
artw

pc.co.kr
Special Features



12

13

SM
A

RT CO
M

PO
SITE D

ECK
w

w
w

.sm
artw

pc.co.kr
Construcion Case

남해

노원교 덕구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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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ion Case

거제도 펜션

제주 리조트

의정부 수영장

부산 옥상정원 순천

해운대 공원



동두천 음식점

부산 상가

포천 전원주택

공원 매표소

동일로 지하차도

부산 수영강

부산 수영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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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대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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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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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ion Case

공사기간 발주처 공사명

2017.12 용인시청 용인시 금학천&경안천 울타리 공사

2017.12 옥천군청 삼청길 데크 공사

2017.12 안산시청 옥천교 주차장 공사

2017.11 중앙병원 소망재활원 옥상 휴게지 공사

2017.11 기장군청 정관노인복지관신축 공사

2017.10 송파구청 잠실선착장 공사

2017.09 평창군천 진부 데크로드 공사

2017.05 정선군청 강원랜드 內 공사

2017.06 부산 사하구청 부산감천문화마을 주차장 공사

2017.03 천안 서북구청 축구센터공사

2016.12 영천시청 청평지구, 화산지구 조성공사

2016.11 철원군청 2016년 학사5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2016.10 목포시청 목포내항 호안정비공사

2016.06 함안군청 아라가야 말산업 육성산업 조경공사

2016.06 창령군청 창령 비봉리 패총배수장 조성공사

2016.05 김천시청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사업

2016.05 도봉구청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2016.03 철원군청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016.03 창원시청 광려천 인도교 확장 조성사업

2016.02 철원군청 철원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 조성사업

2015.12 철원군청 2015년 학사1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2015.11 이천시청 효양근린공원(서희테마파크)조성공사

2015.10 성남시청 판교사회복지관 건립공사

2015.09 연천군청 연천 전곡고등학교 스탠드

2015.07 상주시청 북천 시민공원 화장실

2015.07 철원군청 철원군 화강 쉬리공원

2015.04 구미시청 선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가공사

2015.04 수운시청 수원천 재해예방사업

2015.03 철원군청 철원 동송읍 자전거도로

2015.03 철원군청 한탄강 생태탐방 순환로 조성사업

2015.02 북부교육청 부산 만덕초등학교 데크 통행로 조성

2015.01 도봉구청 도봉2천 시설물 개선사업

2014.12 고성군청 강원 고성군 신안리 산책로

2014.11 철원군청 철원 태봉대교

2014.11 철원군청 사내거점면 중심거리 공간정비공사

2014.11 광주구청 2014 등산로 정비사업

2014.11 경남의령군청 역사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2014.10 부산수영군청 부산 수영강변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2014.08 의정부시청 낙양물사랑공원 비가림막 설치공사

2014.08 포천시청 영북체육시설 조성사업

2014.08 화천군청 감성매력물 조망점(중점구간)

2014.07 철원군청 평화문화광장 조경정비사업

2014.07 부산사상구청 강변대로 사면정비공사(4차)

2014.07 화천군청 북한강수질갱생을 위한 Eco-Lotus 복원사업

2014.07 광주구청 삼각산 누리길 조성사업

2014.06 구미시청 선산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014.06 도봉구청 우이천 산책로(데크로드)설치공사

2014.06 광주시청 빛고을 산들길 조성사업

공사기간 발주처 공사명

2018.12 창원시청 토월IC 등산로 보수공사

2018.12 합천군청 김화 청양리 수변공원 공사

2018.12 철원군청 철원 갈말 군탄리 동은펜션 공사

2018.11 철원군청 동서녹색 평화도로(토성_청양간)개선사업

2018.11 철원군청 잠곡수채화길 공사

2018.11 철원군청 고석정 강변옛길 공사

2018.11 철원군청 한탄강 생태순환 용화천 합류부 공사

2018.11 창원시청 구정2구 쉼터주변 정비 및 농로 포장공사

2018.10 철원군청 김화지방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2018.09 철원군청 대마지구 보도설치공사

2018.08 철원군청 철원 종합운동장 계단공사

2018.08 합천군청 야로양돈단지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

2018.08 양산시청 삼귀해안 산책로 노후데크 보수공사

2018.07 철원군청 철원 용화천합류부~군탄교 공사

2018.06 합천군청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2018.06 하동시청 덕계돌배미길 쇼핑 문화거리 가로환경개선공사

2018.06 함안군청 가야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2018.06 함안군청 2018년 산인 입곡 장애인 숲길 조성사업

2018.06 함양군청 남덕유산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토목 조경)

2018.05 함안군청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 조경공사

2018.05 합천군청 여항산 정상 위험구간 정비사업

2018.05 창원시청 쌍백면 대현리 전망대 설치공사

2018.05 한국농어촌공사 정병산 등산로 편의시설 보수공사

2018.05 함안군청 돝섬 선착장 주변 휀스 설치공사

2018.05 합천군청 대둔권역 치유숲 안전난간 설치공사

2018.03 창원시청 오도산 치유의숲 조성사업

2018.03 의령군청 하동플라워파크 조성공사

2018.03 김해시청 상연 숲공원 정비공사

2018.07 김포시청 김포 월곶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

2018.06 부산강서구청 가덕도동 주민센터 공사

2018.06 시흥시청 정왕2동 주민센터 공사

2018.06 구미시청 경북 구미 월암서원 공사

2018.06 청양군청 충남청양 화성면사무소 공사

2018.05 김천시청 경북 김천시청 주차장 조성

2018.04 다인리조트 제주 다인리조트 공사

2018.04 명동성당 샬토르 성바오로수녀원 공사

2018.04 국립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공사

2018.03 달성군청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조성

2018.03 의령군청 경남 의령 상연마을회관 공사

2018.03 예천군청 경북예천 삼강주막 조성공사

2018.03 경남교육청 경남 고성유치원 공사

2018.02 부산교육청 부산 삼육초등학교 공사

2018.02 세미조경개발 김포시 에일린의 뜰 공사

2018.02 경성대학교 부산 경성대학교 진입로 공사

2018.01 양성자가속기연구소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공사

2018.01 광양시청 전남광양 용강도서관 공사

2018.01 서울 양천구청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공사

2018.01 서울 강북구청 서울 우이동 주민센터 공사

납품실적 |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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