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uild it Green 
세계유일의 연성(軟性) 구조물 축조(築造) 공법 



     그룹사 소개

Deltalok 그룹은…
•  1980년 설립된 건설, 토목 분야  전문  기업들로 구성된 그룹社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캐나다,  콜롬비아, 이탈리아,                  
이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지에  독립 법인체 및 판매 대리점 보유

•  2002년  Deltalok System 국제 발명 특허  획득,  현재 52개국  Deltalok System 발명 특허 등록
•  전 세계 유명 토목 공사에 3억불 이상의  납품 실적 보유

● 대만 

인도네시아 ● 

● 대한민국 

● 중국 

● 홍콩 

● 말레이지아 

● 뉴질랜드 

● 미국 
● 캐나다 

● 콜롬비아 

● 호주 



      그룹사 소개 –  수상 및  언론  기사  내용



      그룹사 소개 –   TV 뉴스 및  언론  기사  내용

http://www.wkyc.com/news/local/news_article.aspx?storyid=142457&catid=3



      그룹사 소개 –  언론  기사  내용



   Deltalok 공법 개요

• 고대로 부터 임시 가설재로 사용해 온 모래주머니를 토목용 구조물로 사용 가능케  한 획기적인 환경
 토목 공법 
• 철근 콘크리트  등의  강성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연성 자재만을  사용하여  영구 구조물을 설계 ·시공 할  

수 있으며,  인위적으로  축조된 구조물이  모태 자연화 되는 세계 유일의 공법 
• 제품 성능 및 구조적 안정성이 기 확인된 기존 제품과 공법을 응용,   적용한 공법                          
•  MSE (Mechanically Stabilized Earth) Methods  〮 Vegetation Methods (ex: Hydro-seeding) 

•  Geotextiles                                               〮 Geogrids  
-  축조 후  지속적인  강도  증진                 -부등 침하에 대한  내구성

-  하중 분포  기능                                   - 조수간만 , 홍수 시  급격한  침수 및 배수에  뛰어난  적응성

-  파도 , 파랑 등의 에너지  흡수 효과로  구조물 주변의  세굴  방지

-  법면 녹화  기능 (구조물 표면 온도 상승  억제)

-  콘크리트로 인하여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살아 숨쉬는 토질을 보존하는  생태복원공법



•  콘크리트 및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 공법이며 영구적인 구조적 

 안정성을 보유한 공법 

•  녹화작업 및 녹화벽면 축조 용이 
•  구성 자재의 경량화  
•  운송비 절감 
•  창고보관비 절감 
•  인건비 및 시공비 절감 
•  난공사 지역 및 재해 복구 지역에 적합한 공법 
•  법면 균열 및 얼룩 / 낙서 등의 자연 방지 

•  시공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어 초보자도 시공 가능 
•  기존 공법 연계 시공 가능 

•  국제 발명 특허 보유로 시장 선점 및 경쟁력 우위 확보 

     Deltalok 공법의 장점  



 Deltalok 구성 자재 및 기능 

① 델타락  GTX - HD 토낭
     델타락  GTX - LD 토낭
     델타락  GTX - LDC 토낭 

•  여과 기능 ( 토립자 유출 방지 )
•  투수 기능 ( 전면 배수 )

•  식생 기능 ( 생태 유지 및 복원 ) 



     Deltalok 구성 자재 및 기능  

② 델타락 결속판 

•  토낭  상호간의  결속  기능 

•  지오그리드 와  연결 및 결속 기능  



     Deltalok 시공 순서

     Bag      Bag      Bag      Bag      Bag

      Bag      Bag      Bag      Bag

Place the first row of Deltalok GTX Bags Place Deltalok Standard Units 

     Bag      Bag      Bag
TAMP DOWN 

TAMP DOWN 

Continue building… 



      Deltalok 보강토 옹벽  입체  단면도 

보강토체 

 지오그리드 


  델타락 결속판 

    
 델타락 GTX 토낭



     Deltalok 공법의 녹화 방법 

•  하이드로 씨딩 (hydro-seeding)

•  프리 씨딩 (free-seeding)

•  삽목 등의 방법



     Deltalok 공법의 녹화 후 뿌리층 상태



온실가스 감소 
•  Deltalok 공법 적용 시 재래식 콘크리트        

  옹벽에 비해 97% 온실가스 배출감소



•  CO2 발생 분석결과
  - 콘크리트 옹벽 : 73.2 ㎏/㎡ 

  - Deltalok : 2.5 ㎏/㎡ (∇70.7 ㎏/㎡ )

※ 옹벽의 전면이 500㎡ 일 경우 Deltalok 
사용시   35,250 ㎏ 상당의 온실가스 감축

이산화탄소 35,250kg 에 대한 환산표

        23.7대의 승용차가 1년에 배출하는 총량

       17.9채의 집이 일년에 배출하는 총량

       5358개의 바비큐 프로판 개스통이 발생시키는 총량

 이산화탄소 35,250kg 를  없애려면…

       매년 3314그루의 나무를 10년 동안 식목

       120,000 평방미터의 소나무 숲 조림

     Deltalok 공법 기대 효과

Greens Creek Mine, Alaska 



 시공 사례 – 광주 곤지암 지방도 재해복구

▶시공 후 녹화 ▶ 완공 후 녹화상태(2010. 10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삼척 갈람리 지방도 재해복구

▶시공 중 ▶ 완공 후 녹화상태(2012.10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강원 낙산사 진입로 사면

▶시공 후 녹화 ▶ 완공 후 녹화상태(2010. 08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서해안고속도로 사면 재해복구

▶시공 후 하이드로씨딩 ▶ 완공 후 녹화상태(2009.04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오크밸리 사면, 배수로 재해복원

▶시공 마감 ▶ 완공 후 녹화상태(2008.05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우면산 유점사 재해복구

▶시공 마감 ▶ 완공 후 녹화상태(2011. 08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오산 부산천 수로 재해복구

▶시공 마감 ▶ 완공 후 녹화상태(2011.08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과천 소하천 정비

▶시공 마감 ▶ 완공 후 녹화상태(2012.07  시공 마감)



 시공 사례 – 울릉도 철탑 주변 재해복구

▶시공 후 하이드로씨딩 ▶ 완공 후 녹화상태(2009.08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파주 스마트CC 사면 재해복구

▶시공 중 ▶ 완공 후 녹화상태(2011.09  시공 마감)



 시공 사례 – 도봉 무수골 도로 개설

▶시공 마감 ▶ 완공 후 녹화상태(2011.07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도봉 무수골 도로 2차 개설

▶시공 중 ▶ 완공 후 녹화상태(2012.05  시공 마감)



 시공 사례 – 국도 29호선 확장 옹벽



 시공 사례 – 연천 왕산정수장 사면

▶시공 후 녹화  ▶ 완공 후 녹화상태(2011.05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포천 청계저수지 암사면

▶시공 후 하이드로씨딩 ▶ 완공 후 녹화상태(2010.05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하남 광암 배수지 옹벽

▶시공 후 하이드로씨딩 ▶ 완공 후 녹화상태(2010.06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한강 호안 보강 및 녹화

▶시공 후 녹화  ▶ 완공 후 녹화상태(2010.05 녹화 모습)



 시공 사례 – 대전동물원 도로 옹벽



 시공 사례 – 석산 자연생태복원  #1



 시공 사례 – 석산 자연생태복원  #2



 시공 사례 – 암사면(중국) #1



 시공 사례 - 암사면 (중국)#2



 시공 사례 - 도로 옹벽 (미국)



 시공 사례 - 도로 옹벽 (싱가포르)



 시공 사례 - 도로 옹벽 (캐나다)



Ø 시공 마감 중 Ø 시공 후 녹화 상태 

 시공 사례 - 도로 옹벽 (캐나다)



 시공 사례 - 도로 법면 (캐나다)



 시공 사례 - 하천 법면 (캐나다)



 시공 사례 - 소하천 (캐나다)



 시공 사례 - 소하천 (캐나다)



Ø 시공 마감 중 Ø 시공 후 녹화 상태 

 시공 사례 - 하천 (캐나다)



 시공 사례 - 호수 (캐나다)



 시공 사례 - 호수 (중국)



 시공 사례 - 호수 (캐나다)



 시공 사례 - 소하천 (미국)



 시공 사례 - 교각 보호 (네덜란드)



 시공 사례 - 정원 (미국)



 시공 사례 – 강원랜드 진입로 사면

▶시공 후 하이드로씨딩 ▶ 완공 후 녹화상태(2005.08 녹화 모습)



 시공 사례 –문화재청(동구능,건원릉) 수해복구#1

▶2013.7월 시공후



 시공 사례 –문화재청(동구능,건원릉) 수해복구#2

▶시공 후 하이드로씨딩

▶2013.7월 시공후



 시공 사례 –초지대교-인천도로(2-1공구)진입로 사면

▶2013.12월 시공 후 하이드로씨딩
▶공사중



 시공 사례 –강남구청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공사

▶2014.5월 씨딩,갯버들 삽목후(우안)

▶2014.5월 씨딩,갯버들 삽목후(좌안)

▶2014.8월 ,갯버들 생착후(좌안)

▶2014.8월 ,갯버들 생착후(우안)



 시공 사례 –여주 세종대왕릉(영,영릉) 수해복구#1

▶2014.4~5월 시공후



 시공 사례 –여주 세종대왕릉(영,영릉) 수해복구#2

▶2014.4~5월 시공후



 시공사례 –경남산림환경연구원
                    – 2014사방댐사업 진주 일반성면  남산지구  기숡막이공사

▶2014.5월 공사마무리(좌,우안)

▶2014.5월 씨딩,갯버들 삽목후(좌안)

▶공사전(좌,우안)

▶2014.5월 공사마무리(좌,우안)

▶2014.5월 씨딩 후(좌,우안)



 시공 사례 –강동구청  산사태 예방사업 (토낭식수로)#1

▶2014.5월 시공후



 시공 사례 –강동구청  산사태 예방사업 (토낭식수로)#2

▶2014.5월 시공후



 시공 사례 –이천오천교회 –델타락보강토옹벽공사(성토구
간)

▶옹벽(Tie-Back 시공/그리드 시공/뒷성토 포설)다짐

▶1구간  옹벽(넝쿨장미 식재)▶1구간  옹벽

▶2구간  옹벽(넝쿨장미 식재)



▶절토부옹벽(공사전)

 시공 사례 –이천오천교회 –델타락보강토옹벽공사(절토구
간)

▶절토부  옹벽 돌려쌓기

▶절토부  옹벽 쌓기후- 합판덮기 후 층다짐 (1톤 롤러)

▶절토부  옹벽 (공사전)

▶절토부 옹벽(넝쿨장미 식재)



▶절토부옹벽(공사전)

 시공 사례  – 강화군청 -     함허동천 주차장  확충공사

▶절토부  옹벽 (공사전)

▶주차장 성토부  옹벽 (10T 다짐 완료후)

기초단,우각부

모듈라백 돌려쌓기

모듈라백 돌려쌓기

▶성토부  지오그리드 포설,옹벽 (다짐 중)     



 시공 실적현황 –

시공년월 구분 발주처 공사명 공사위치 높이 비고

2008년 10월 사면복구 한국도로공사(화성지사) 서해안 고속도로 사면수해복구공사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산26-5일대 20.0

2008년 10월 사면복구 경기도건설본부 곤지암 국도 사면공사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 산1-5일대 20.0

2008년 10월 사면복구 농어촌공사 왕산 정수장 사면공사 경기도 연천군 미사면 우정리 484인근 25.0

2008년 11월 하천 과천시 과천시 소하천공사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2.5

2008년 11월 옹벽 화성시 동탄 열병합발전소 옹벽공사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332 15.0

2008년 11월 사면복구 농어촌공사 청계저수지 사면공사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4 기산저수지 15.0

2009년 3월 하천 에코덕산 하천공사 충북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 332-1 일대 4.0

2009년 4월 옹벽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낙산사 진입로 옹벽공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변진리 낙산사입구 4.0

2009년 6월 옹벽 대전시 대전동물원 진입로 옹벽공사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 대전동물원 진입로 7.0

2009년 7월 사면복구 00 공군부대 철탑보강 복구 사면공사 경북 울릉도 50.0

2009년 9월 옹벽 전남 순천시 해룡산업단지 옹벽공사 전남 순천시 해룡산단 다우스틸공장옆 인근 5.0

2009년 10월 사면복구 의왕시 안양시립 청계 공원묘지 사면복구공사 경기도 안양시립 청계공원묘지 4.0

2010년 3월 옹벽 하남시 하남배수지 옹벽공사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147 8.0

2010년 10월 생태연못 광주광역시 광주학생기념탑 연못공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학생독립기념회관내 1.0

2011년 5월 수해복구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유점사)수해복구공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92-1 우면산 일대 2.0

2011년 5월 수해복구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덕우암)수해복구공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산92-1 우면산 일대 1.2

2011년 9월 사면복구 스마트ku골프장 골프장 사면복구공사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스마트골프장 35.0

2011년 9월 옹벽 충청남도 건설본부 홍성-덕산간 도로옹벽공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신리 347-7번지 일대 12.2

2011년 10월 하천 오산시 오산시 부산천 소하천 정비공사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부산천 4.0

2011년 10월 사면복구 악시오나코리아 발전단지 사면복구공사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산1번지 일대 2.0

2011년 10월 사면복구 축산연구소 공주 축산연구소 사면공사 충남 공주시 축산기술연구소 근처 3.0

2012년 3월 사면복구 악시오나코리아 침사지공사 및 사면공사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산1번지 일대 2.0

2012년 3월 수해복구 그린조경 복구공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743-2 2.0

2012년 4월 수해복구 전북 임실군 임실 주치천 복구공사 전북 임실군 신덕면 금정리 일대 3.0

2012년 5월 옹벽 서울시 도봉구 무수골 공사 서울시 도봉구 도봉초등학교 앞 1.5

( D E L T A L O K ) 	 	 시공실적	 현황	 (년도별)



 시공 실적현황 –
2012년 6월 옹벽 과천시 과천시 소하천 옹벽공사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549 4.0

2012년 6월 사면복구 삼성건설 태권도공원 전망대 사면공사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 119-11 2.0

2012년 10월 사면복구 삼성건설(삼척지사) 삼척시 갈남리 사면복구공사 강원도 삼척시 원덕음 갈남리 173-1 7.0

2012년 10월 옹벽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효곡저수지 옹벽공사 전남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2.5

2012년 10월 산업단지 계룡건설 서산2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충남 서산시 성연면 해성리 183 일대 1.0

2012년 12월 옹벽 안양시 노인복지회관 옹벽공사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회관 인근 2.0

2013년 1월 사면복구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해남 연당지구 사면공사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당리 2.0

2013년 6월 사면복구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호동배수지 사면복구공사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1079-1 2.0

2013년 6월 사면복구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계천리 도로사면 복구공사 전남 구례군 산동면 계천리 48-1 2.0

2013년 7월 수해복구 문화재청.동부지구관리소 동구릉(건훤릉) 수해복구공사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유적관리소 내 2.0

2013년 12월 옹벽 인천광역시시건설본부 초지대교 진입로 건설공사 초지대교(인천 서구 경화동) 5.0

2014년 4월 하천 강남구청 세곡천 종합생태공원 조성공사 서울시 강남구 세곡천(양재천 인입부,비행장후면) 1.5

2014년 5월 수해복구 문화재청.세종대왕유적관리소 여주 영,영릉 수해복구공사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릉 유적관리소 내 2.0

2014년 5월 산사태 강동구청(푸른도시과) 2014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명일지구)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223-6등 3개소 2.0

2014년 5월 산사태 강동구청(푸른도시과) 2014년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고덕지구)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96 외 5개소 2.0

2014년 7월 수해복구(사방댐)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 2014년 사방댐사업-진주 일반성면 남산지구 기슭막이공사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지구  내 3.0

2014년9월 구조옹벽 이천 오천교회(감리교) 델타락 보강토 옹벽공사(성토구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산 23-1 5.0

2014년 10월 구조옹벽 이천 오천교회(감리교) 델타락 보강토 옹벽공사(절토구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산 23-1 5.0

2014년 11월 구조옹벽 강화군청(건설관리과) 함허동천 주차장 확충사업 강화군 함허동천 주차장내 3.0

공사중~11월 하천 구리시,환경관리공단 구리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건원대로 구간) 1.0

공사중~12월 산사태 강동구청 서울둘레길 (고덕산-일자산구간)조성공사 서울시 강동구 고덕산,일자산 일원 3.0

공사중~12월 산사태 노원구청 서울둘레길 (수락산,불암산)정비공사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불암산 일원 3.0

공사중~12월 구조옹벽 금천구청 호암산 호암사 자락길 조성공사 서울시 금천구 호암산 호암사 장애인주차장 5.0



 인증현황(특허증,상표등록증) 



“델타락 공법은   

  구조 강도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생태 복원 공법입니다.” 

   
델타락 인터내셔널㈜ 

135-91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5길 6-9 #625
Tel :  02-2010-8936

Website : www.deltalok.com  or
                www.deltalokgre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