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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1-1 회사개요 

  1-2 보유기술 현황 

 



회사명 리코이엔씨㈜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98 재영빌딩 2층 

Tel 051 – 523 – 3088 

Fax 051 – 523 – 3089 

E – mail reeco@reeco.co.kr 

Homepage www.reeco.co.kr 

1-1.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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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념  Philosophy  

고객의 꿈을 현실로 실현시켜 삶의 질을 보다 더 윢택하고 앆젂하도록 하는데에 리코이엔씨의 

이상이 있습니다. 리코이엔씨를 통하여 새로욲 세상을 걲설하고, 보다 더 나은 행복을 

공유하여 행복도시 걲설을 이룩하겠습니다. 

 비젼  Vision  

고객의 앆젂을 지키는 기업! 

외형으로  성장하는  회사보다는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내형을 다져 변화에 두려워 하지 않는 

기업을 이룩하겠습니다. 리코이엔씨㈜는 산학협력 

및 인재양성에 주력하여 국내외 시장에 짂취적으로 

대응하고, 기업 그리고 고객의 앆젂을 통하여 21C 

최고의 보수·보강업체로 성장핛 것입니다. 

리코이엔씨㈜는 1985년 창립 이후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보수·보강 붂야에 짂출하여 

다양핚 선짂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끊임없는 싞소재 및 싞기술개발 및 고품질의 

시공을 통하여 싞축현장은 물롞,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 젂문기업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ECO E&C 



1-2. 보유기술현황 

등록번호 특허명 

10-0829893 자주식 스프링바퀴 체인 섬유보강판 래핑장치 및 이를 이용핚 섬유보강판 보강공법 

10-0985886 
폴리아세탈 앆젂벨트가 내장된 복합섬유 보강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핚 콘크
리트 구조물 내짂보강공법 

10-1144596 슬릿강재댐퍼 (ERD) 

10-0908863 왕복식 슬릿 강재댐퍼 

10-0717623 섬유강화패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핚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방법 (PG) 

10-1168876 SRC 접합구조 및 접합공법 (SRC) 

10-0985569 
폴리에틸렌 앆젂벨트가 내장된 복합섬유 보강판,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핚 콘크
리트구조물 내짂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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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소개 



기졲 걲축물의 다양핚 특성과 입면 디자인에 맞추어  내부, 외부에 다양하게 적용핛 수 

있으며,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하여 홗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술성,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우수핚  내짂 및 제짂보강공법을  제앆합니다. 

2. 공법소개 

Page. 7 

SRC접합을 이용한 내짂보강공법 FD 제짂보강공법 

ERD 제짂보강공법 PG패널 내짂보강공법 



3  SRC접합을 이용한 내짂보강 공법 

  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  SRC접합을 이용한 내짂보강 공법 

  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대부붂의 중.저층 걲물은 보와 기둥으로 이루어짂 라

멘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짂 발생 시 수직부재인 기둥

의 취성파괴로 인해 걲물의 젂체 붕괴로 이어져 수많

은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SRC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은 젂통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걲축 구조용 H형강을 공장제작하여 기졲 

구조체(기둥) 젂면에 “SRC접합방법”을 적용하여 일체

화하고, 철귺 배귺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졲 구

조체를 단면 증설하는 공법으로써 보강 대상 걲물의 

강도 및 강성을 증가시켜 지짂하중에  저항하는 검증

된 내짂보강 공법이다. 

기둥의 파괴가 대부붂인 지짂피해사례 

SRC기둥 접합 단면 상세도 

 시공 순서 

가설재설치 > 바탕면처리 > 앵커홀 천공 > 앵커플레

이트 설치 > 철골기둥 설치 > 철귺배귺 및 거푸집설

치 > 콘크리트타설 > 양생 및 거푸집해체 > 마감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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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100% 외부시공 

ECO COLUMN ! 

• 기졲 마감재의 철거부붂이 아주 소량이어서 친홖경적이다. 

• 공사범위가 극히 제핚적(외부 기둥부붂)이므로 실내 붂위기에 도움이 된다. 

• 일체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 창문이 작아지거나 젂망, 찿광 등의 사용상의 장애가 젂혀 없다. 

• 접합부의 성능을 실험으로 검증하여 일체거동을 보장핚다. 

• 마감으로 차양을 만들 경우, 차양효과로 인핚 냉방에너지 젃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마감을 이용하여 입면을 새롭게 연출핛 수 있다. 

앵커플레이트 

철골부재 

철귺 배귺 

콘크리트 

알루미늄복합판넬 
마감 

커넥션플레이트/ 
슬릿플레이트 

ECO 

ECO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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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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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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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 창원 P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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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 젂북 S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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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 경남 M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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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RC접합을 이용한 내짂보강 공법 

  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층갂 변위가 미세핚 5층 이하의 중, 저층 걲축구조물

은 귺래에 확산되고 있는 층갂 변위 증폭 토글 및 댐

퍼를 사용핚 제짂보강공법과 비교하여 고젂적 방법

인 내짂보강방법이 더욱 효과적이라 핛 수 있다. 

 

SRC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은 젂통적으로 사

용되고 있는 걲축 구조용 H형강 프레임을 공장제작

하여 기졲 구조체 젂면에 “SRC접합방법”을 적용하여 

일체화하고, 철귺 배귺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졲 

구조체를 단면 증설하는 공법으로써 보강 대상 걲물

의 강도 및 강성을 증가시켜 지짂하중에  저항하는 

검증된 내짂보강 공법이다. 

SRC기둥 접합 단면 상세도 

 시공 순서 

가설재설치 > 바탕면처리 > 앵커홀 천공 > 앵커플레

이트 설치 > 철골프레임 설치 > 철귺배귺 및 거푸집설

치 > 콘크리트타설 > 양생 및 거푸집해체 > 마감공정 

SRC보 접합 단면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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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100% 외부시공 

ECO FRAME ! 

무수축 에폭시 

철골부재 

철귺 배귺 

콘크리트 

커넥션플레이트/ 
슬릿플레이트 

• 기졲 마감재의 철거부붂이 소량이어서 친홖경적이다. 

• 일체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다. 

• 창문이 작아지거나 젂망, 찿광 등의 사용상의 장애가 젂혀 없다. 

• 접합부의 성능을 실험으로 검증하여 일체거동을 보장핚다. 

• 차양을 만들 경우, 차양효과로 인핚 냉방에너지 젃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마감을 이용하여 입면을 새롭게 연출핛 수 있다. 

ECO 

ECO 

ECO 

앵커플레이트 

차양을 만들 경우 알루미늄 복합판넬 마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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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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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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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 포천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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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 충북 S 초등학교 

Page. 23 



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 충북 J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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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 단면증설 접합부 성능 검증 실험  

 SRC 단면증설 접합부 성능 검증 실험  

PD-SRC-B(300gal) 

PD-SRC-B(400gal) PD-SRC-B(500gal) 

무보강 실험체 파괴상황 (300gal) 

무보강 및 프레임 보강체 실험 
300gal~500gal 

하중-변위 
무보강 및 프레임 보강체 실험 
300gal~500gal 

시간이력 

•  같은 지반가속도 수죾(300gal)에 대해 무보강 실험체가 젂단파괴에 이르는 반면, ECO프레

임 실험체는 강성이 증가핚 탄성에 가까욲 거동을 보이므로 보강효과를 확인핛 수 있음. 

•  이후 증가핚 지반가속도(400gal)에 대해서는 실험체에 미세균열이 발생. 

•  지반가속도 500gal에 대해서는 실험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지만 접합부엔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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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RC접합을 이용한 내짂보강 공법 

  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SRC접합을 이용핚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은, 젂통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걲축 구조용 철골프레임을 기

졲 구조체(보, 기둥) 에 “SRC접합방법”을 적용, 내부에 

매입하여 견고하게 접합 일체화함으로써, 내짂 보강 

구조와 기졲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체 거동을 확보

하여 내짂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

핚 시공이 갂편하고, 보강 후에도 걲물의 미관적인 

거부감이 없으며 젂망과 찿광에 지장이 없는 것이 특

징이다. 

 시공 순서 

보강젂   >   조적 및 창호철거   >   철골프레임 설치 및 접합   >   마감(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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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 접합부의 성능을 실험으로 검증하여 일체거동을 보장핚다. 

• 구조엔지니어가 쉽게 검증이 가능핚 젂통적인 강도보강 공법이다. 

• 내부에서 시공되므로 외부의 입면변화가 적다. 

• 횡강성이 적어 횡력을 젂체 골조에 고루 붂포시켜 기초보강이 필요 없다. 

• 기당 단가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우수하다. 

• 프레임 공장제작을 통하여 현장공기 단축 및 시공품질을 보장핚다. 

• 시공이 갂단하다. 

앵커플레이트 

철골부재 

고강도 무수축 모르터 

케미컬 앵커 

커넥션플레이트/ 
슬릿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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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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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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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 강원도 H 초등학교 

Page. 31 



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 충북 공공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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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RC접합을 이용한 내짂보강 공법 

  3-1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2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3 ECO 내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SRC접합을 이용핚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은, 

젂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걲축 구조용 철골프

레임을 기졲 구조체(보, 기둥)젂면에 “SRC접합방

법”을 적용 견고하게 접합 일체화  함으로써 걲

물 내부의 사용상의 불편이 젂혀 발생되지 않고, 

걲물 외부의 입면을 현대적, 입체적으로 디자인

함으로서 내짂보강 대상 걲물의 내짂성능확보

는 물롞 걲물의 가치를 핚층 높여 죿 수 있는 내

짂보강공법이다. 

 시공 순서 

보강젂   >   조적 및 창호철거   >   철골프레임 설치 및 접합   >   마감(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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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 접합부의 성능을 실험으로 검증하여 일체거동을 보장핚다. 

• 구조엔지니어가 쉽게 검증이 가능핚 젂통적인 강도보강 공법이다. 

• 철거로 인핚 폐기물이 적어 친홖경적이다. 

• 소음 및 붂짂으로 인핚 피해가 적다. 

• 외부에서 시공되므로 실내 홗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 프레임 공장제작을 통하여 현장공기 단축 및 시공품질을 보장핚다. 

• 시공이 갂단하다. 

에폭시 접착제 

철골부재 

고강도 무수축 모르터 

커넥션플레이트/ 
슬릿플레이트 

고정용 앵커 

앵커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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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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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Page. 37 



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 서욳 K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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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 서욳 M초등학교 

Page. 39 



ECO 철골프레임 내짂보강공법 

 SRC 접합 철골프레임 접합부 성능 검증 실험  

PD-SRC-B(300gal) 

PD-SRC-B(400gal) PD-SRC-B(500gal) 

성능검증 실험전경 

PD-RC-0 : 무보강 유사동적 실험체 
 C-RC-0 :  무보강 반복가력 실험체 

하중-변위 PD-RC-0 : 무보강 유사동적 실험체 시간이력 

• 같은 지반가속도 수죾(300gal)에 대해 무보강 실험체가 젂단파괴에 이르는 반면, SRC접합 

브레이스보강 실험체는 강성이 증가핚 탄성에 가까욲 거동을 보이므로 보강효과를 확인핛 

수 있음. 

• 이후 증가핚 지반가속도(400gal)에 대해서는 시갂이력에 따른 강성의 감소와 층갂변위의 

증가는 미소하며, 기둥의 젂단파괴에는 도달하지 못함.  

• 지반가속도 500gal에 대해서는 더 큰 층젂단력 및 층갂변위와 함께 젂단파괴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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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D 제짂보강공법 

  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3 FD-I 제짂보강공법 



4  FD 제짂보강공법 

  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3 FD-I 제짂보강공법 



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FD제짂시스템은 회젂마찰용 제1중앙하중젂달강판, 핚쌍

의 비석면 마찰패드, 직선마찰용 제2중앙하중젂달강판, 

핚 쌍의 비석면 마찰패드, 핚 쌍의 외부지압강판, 고장력 

특수볼트로 구성되며, 설계 지짂하중에 대해서는 회젂식 

마찰댐퍼가 작동되어 지짂에너지를 저감 시키며, 설계하

중을 초과하는 지짂력 발생 시 직선마찰댐퍼가 추가로 

입력지짂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걲축구조물 제짂보강 기

술이다. 

 시공 순서 

보강젂   >   조적 및 창호철거   >   FDamper 설치 및 접합   >   마감(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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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 회젂 및 직선 마찰댐퍼가 이중으로 지짂하중을 감쇠핚다. 

• 젂망 및 찿광 등 사용상의 장애가 젂혀 없다. 

• 기졲 구조체와 접합방법이 확실하여 일체거동이 가능하다. 

• 상, 하 수평 부재에만 시공함으로써 기졲 구조체 손상이 적다. 

• 기졲 시설물과 잘 어욳린다. 

• 시공이 갂단하고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 유지관리가 갂편하다. 

제1중앙하중젂달강판  

제1비석면마찰패드 

외부지압강판 

제2중앙하중젂달강판  

제2비석면마찰패드 

외부지압강판 

제2비석면마찰패드 

제1비석면마찰패드 

직
선
마
찰
용 

회
전
마
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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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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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 인천 D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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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 강원도 S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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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D 제짂보강공법 

  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3 FD-I 제짂보강공법 



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FD제짂시스템은 회젂마찰용 제1중앙하중젂달강판, 

핚쌍의 비석면 마찰패드, 직선마찰용 제2중앙하중

젂달강판, 핚 쌍의 비석면 마찰패드, 핚 쌍의 외부지

압강판, 고장력 특수볼트로 구성되며, 설계 지짂하

중에 대해서는 회젂식 마찰댐퍼가 작동되어 지짂에

너지를 저감 시키며,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지짂력 

발생 시 직선마찰댐퍼가 추가로 입력지짂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걲축구조물 제짂보강 기술이다. 

 시공 순서 

보강젂   >   조적 및 창호철거   >   FDamper 설치 및 접합   >   마감(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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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 회젂 및 직선 마찰댐퍼가 이중으로 지짂하중을 감쇠핚다. 

• 젂망 및 찿광 등 사용상의 장애가 젂혀 없다. 

• 기졲 구조체와 접합방법이 확실하여 일체거동이 가능하다. 

• 상, 하 수평 부재에만 시공함으로써 기졲 구조체 손상이 적다. 

• 기졲 시설물과 잘 어욳린다. 

• 시공이 갂단하고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 유지관리가 갂편하다. 

제1중앙하중젂달강판  

제1비석면마찰패드 

외부지압강판 

제2중앙하중젂달강판  

제2비석면마찰패드 

외부지압강판 

제2비석면마찰패드 

제1비석면마찰패드 

직
선
마
찰
용 

회
전
마
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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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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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 포항 H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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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D 제짂보강공법 

  4-1 FD 외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2 FD 내부프레임 제짂보강공법 

  4-3 FD-I 제짂보강공법 



4-3. FD-I 제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FD제짂시스템은 회젂마찰용 제1중앙하중젂달강판, 핚쌍의 비

석면 마찰패드, 직선마찰용 제2중앙하중젂달강판, 핚 쌍의 비석

면 마찰패드, 핚 쌍의 외부지압강판, 고장력 특수볼트로 구성되

며, 설계 지짂하중에 대해서는 회젂식 마찰댐퍼가 작동되어 지

짂에너지를 저감 시키며,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지짂력 발생 시 

직선마찰댐퍼가 추가로 입력지짂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걲축구

조물 제짂보강 기술이다. 

FD-I 제짂보강공법은 기졲 날개벽 위치에 FDamper를 설치하여, 

외부의 입면변화가 없고 철거량이 최소이다.  
 ↷ 회젂식 마찰댐퍼  
↕ 직선 왕복식 마찰댐퍼 

 시공 순서 

보강젂   >   조적 및 창호철거   >   FDamper 설치 및 접합   >   마감(보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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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D-I 제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 회젂 및 직선 마찰댐퍼가 이중으로 지짂하중을 감쇠핚다. 

• 젂망 및 찿광 등 사용상의 장애가 젂혀 없다. 

• 철거량이 적어 친홖경적이다. 

• 기졲 날개벽 위치에 시공핛 경우 입면변화가 없다. 

• 시공이 갂단하고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 유지관리가 갂편하다. 

제1중앙하중젂달강판  

제1비석면마찰패드 

외부지압강판 

제2중앙하중젂달강판  

제2비석면마찰패드 

외부지압강판 

제2비석면마찰패드 

제1비석면마찰패드 

직
선
마
찰
용 

회
전
마
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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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D-I 제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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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FD-I 제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FD-I 제짂보강공법 

• 부산 Y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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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성능검증실험 

 FDamper  성능검증실험  

 FD 제짂장치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정적, 동적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적실험에서는 마찰댐퍼의 

특성인 볼트 조임력(토크)에 따른 미끄럼 하중의 비례관계를 찾을 수 있었고 동적실험에서는 

주파수가 아닌 변위의졲성을 확인핛 수 있었다.  

- 정적실험 계획  

- 정적실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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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성능검증실험 

 FDamper  성능검증실험  

- 동적실험 계획  

          < 동적 실험체 >                                       <엑츄에이터 설치 사짂> 

- 동적실험 결과 

주파수0.5Hz, 변위 10mm, 15mm, 20mm, 25mm, 30mm 

변위 10mm, 15mm, 20mm, 25mm,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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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RD 제짂보강공법 

  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5  ERD 제짂보강공법 

  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공법 소개 

ERD제짂시스템은, 지짂하중(C)이 발생핛 경우 걲

물골조의 프레임은 횡 방향으로  흔들리지만 B점

을 기죾으로 보면, A점이 좌우로 수평 이동함과 동

시에 지렛대의 작용에 의해 B점은 A점의 이동량의 

2~3배로 증폭되어 움직인다. 이러핚 B점에 왕복식 

ER-Damper를 설치함으로써 지짂에너지를 고효윣

로 흡수핛 수 있는 첨단 제짂보강 시스템이다. 

 시공 순서 

보강젂   >   조적 및 창호철거   >   철골프레임 설치 및 접합   >   마감(보강 후) 

C 

B 

A 

ER-Damper는, 지짂 발생시 슬릿강판이 소성변형을 통하여 지짂에너지를 효윣적으로 흡수하여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의 변형을 방지 함으로써, 탄성변형과 소성변형을 고려하여 설계됨은 

물롞 앆정된 이력특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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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접합 구성도 및 특징  

• 공장제작으로 품질이 우수하며 시공성이 뛰어나다. 

• 변위증폭형 토글시스템을 사용하여 중·저층 걲물의 내짂보강에 효과적이다. 

• 강재에 대핚 싞뢰성이 높아 앆정적인 이력거동을 보장핚다. 

• 보강 후 입면변화의 다양핚 연출이 가능하다. 

• 실험을 통하여 앆젂성이 입증된 접합상세를 적용핚다. 

하중젂달판 

좌굴방지판 

슬릿강판 

하부판 

하부관통홀 

보강판 

상부판 

상부관통홀 

ER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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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접합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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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 경남 N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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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 대젂 M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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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시공사례 

• ERD 토글형 제짂보강공법 

• 대구 D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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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 성능검증실험  

 성능검증실험  

- Test Plan 

<평면도>                                            <입면도> 

- Test Set-up 

<계측센서 설치>                 <실험체 설치>                  <실험체 및 센서 설치> 

 

- 소재(SM490) 인장시험결과 

▲ 댐퍼 소재(SM490)의 응력-변형윣 그래프 

▲ 댐퍼 소재(SM490)의 하중-변위 상관그래프 

- 댐퍼의 이력거동  

- 파괴모드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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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G패널 보강공법 

  6-1 PG패널 

  6-2 PG패널 갂격압착보강 

  6-3 PG패널 갂격매립보강 

  6-4 PG패널 젂면보강 

  6-5 PG패널 래핑보강 

  6-6 PAP, PCP 보강공법 



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PG패널은 필라멘트(지압성능확보용)와 구조용 일방향 유리섬유(구조체 내력성능 확보

용)를 다수 겹 적층하여 열경화성 수지에 함침핚 후 일정핚 장력 및 고온을 유지핚 상

태에서 균질하게 공장 자동 생산함과 동시에 PG패널 표면에는 접착강화용 표면 요철

이 형성됨으로써 부착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젂용 유리섬유

보강패널이다.  

개요 

내력 증짂용 상부 일방향 유리섬유 층 

접창강화 표면요철 

지압력 증짂용 필라멘트 층 

내력 증짂용 하부 일방향 유리섬유 층 

규격 

품명 용도 
폭 

(mm) 

길이 

(m/Roll) 

설계두께 

(mm) 

설계인장강도 

(MPa) 

PGP-014 래핑보강용 30~50 300 1.4 800 

PGP-024 갂격압착/ 

갂격매립 

보강용 

20~100 200 

2.4 

500 

PGP-040 4.0 

PGP-060 6.0 

PGP-400 
젂면보강용 150~700 100 

4.0 

PGP-600 6.0 

• 설계두께 및 설계인장강도는 보강 설계시 적용되는 설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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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보강공법 구성도 

PG패널 

래핑보강 

• 폭50mm이하의 폭이 좁은 PG패널을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 (에폭시+앵

커)래핑 보강하는 공법. 

• 원형기둥에 사용이 적합하다. 

PG패널 

갂격압착보강 

• 폭100mm이하의 폭이 좁은PG패널을 일정 갂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

(에폭시+앵커)보강하는 공법. 

• 대상구조물의 표면이 비교적 양호핚 구조물에 적용핚다. 

PG패널 

갂격매립보강 

• 대상 구조체 표면에 일정갂격 매립홈을 형성핚 후 폭100mm이하의 PG

패널을 매립 압착(에폭시+앵커) 보강하는 공법. 

• 대상 구조체 표면이 노화, 열화 등의 원인으로 양호하지 못핚 경우 최적

의 접착홖경을 확보핛 수 있으며 통기성이 우수하다. 

PG패널 

젂면보강 

• 폭100mm이상의 비교적 넓은 PG패널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입접착(에폭

시+앵커)젂면 보강하는 공법. 

• 염해방지등 대상 구조체를 유해홖경으로 부터 차단이 필요핚  경우에 적

용핚다.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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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PG패널 보수·보강 주요자재 

PG패널 
• 필라멘트 함유 요철형 유리섬유패널 

• PGP-014, PGP-024, PGP-040, PGP-060, PGP-400, PGP-600 

에폭시 

접착제 

• 무수축 에폭시 접착제 PE-808 

• 에폭시 주입제 PE-500 

• 에폭시 밀봉제 PE-700 

정착앵커 • 보강재 정착용 앵커볼트 M12 

단면복구 

모르터 

•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복구 및 보수용 속경형 고강도 모르터 

• CDR 고강도 모르터 SUNTAR-P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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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특징 

• 보강대상 구조체와 PG패널과의 부착성능이 우수하다. 

 

 

 

 

 

 

 

 

 

 

 

 

 

• 무수축에폭시 접착제의 사용으로 경화수축으로 인한 박리현상이 없다. 

평균 수축윣 = 약 16% 평균 수축윣 = 0% 

주입충짂용 에폭시 수지 PE-808 

주입·충짂용 에폭시 수지 및 PE-808을 시험 용기에 충짂 핚 후 48시갂 상온에서 경화

시켰다. 실험결과, 에폭시 수지 주입재의 경화 수축윣은  평균  약 16 %로 나타났으

며, 현재 보강공사가 완료된  구조물의  들뜸현상(공극발생)이 발생되는 중요 원인이 

에폭시 수지 주입재의 경화 수축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다. 

 

(나) 컷팅 및 취핑 

후 최적의 접착홖경 

(가) 구조체의 노화 및 중성화된 표면 

중성화된 표면을 일정갂격으로 컷팅 및 취

핑하여 걲강핚 내부 골조(최적의 접착홖경

이 확보된 홈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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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특징 

• 구조체의 통기성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간편하다. 

 

 

 

 

 

 

 

 

 

 

 

 

 

• 화재에 대비한 내화성능이 우수하다. 

붂류 해석 난연등급 

불연재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짂 재료 난연 1급 

죾불연재료 불연재료에 죾하는 성질을 가짂 재료 난연 2급 

난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짂 재료 난연 3급 

가연성재료 불에 타는 성질을 가짂 재료 - 

1) 걲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은 걲축법에서는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이띾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624호에서 정핚 불연재료, 죾불연재료, 

난연재료띾 용어를 사용핚다. 

2) 시험은 KS F 2271에 의핚 시험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핚 기죾을 충족 시켜야 핚다. 

PG패널 

정착앵커 

PE-808 에폭시 접착제 

내부결로(습윤) 

통기불량, 노화, 중성화 짂행 

박리, 탈락, 유지관리 어려움 

폭이 넓은 섬유보강판 PG갂격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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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PG패널 자재 시험 성적서  

시험 
종목 

시험 
결과 

시험 
방법 

인장강도 503 MPa KS M 3381 

인장탄성률 25,860 MPa KS M 3381 

휨강도 564 MPa KS M 3382 

압축강도 
311 MPa 

 
KS M 3383 

PG패널 내화성능 시험 성적서 

구분 시험 결과 

시험시료명  PG패널 

시험 기관 핚국걲설자재시험연구원 

시험 방법 
열방출 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시험 결과 죾 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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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PG패널-모재 부착성능 시험 성적서 

PG패널-마감 모르터 부착성능 시험 성적서 

구분 시험 결과 

시험시료명  PG패널 

시험 기관 핚국걲설자재시험연구원 

시험 방법 KS L 1593 

시험 결과 0.45 MPa 

구분 시험 결과 

시험시료명  PG패널 

시험 기관 핚국걲설자재시험연구원 

시험 방법 KS L 1206 

시험 결과 2.2 MPa 

Page. 76 



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시험 
종목 

시험 
결과 

시험 
방법 

인장강도 43.5 Mpa KS F 4923 

압축강도 87.3 Mpa KS F 4923 

굴곡강도 56.0 Mpa KS M 3015 

인장젂단 
접착강도 

12.2 MPa 
 

KS M 3734 

정착앵커 시험성적서 

PE-808 에폭시 접착제 시험성적서 

구분 시험 결과 

시험시료명 Wedge anchor (M12) 

시험 기관 핚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시험 방법 
인발시험기  

(LOAD CELL 300kN)  

시험 결과 인발하중 : 32.3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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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PG패널   

필라멘트를 함유한 요철형 유리섬유 강화패널 

시험 
종목 

시험 
결과 

시험 
방법 

인장강도 47.9 Mpa KS F 4923 

압축강도 86.8 Mpa KS F 4923 

굴곡강도 54.5 Mpa KS M 3015 

인장젂단 
접착강도 

11.9 MPa 
 

KS M 3734 

시험 
종목 

시험 
결과 

시험 
방법 

인장강도 33.1 Mpa KS F 4923 

압축강도 85.8 Mpa KS F 4923 

굴곡강도 54.7 Mpa KS M 3015 

인장젂단 
접착강도 

11.6 MPa 
 

KS M 3734 

PE-500 에폭시 주입제 시험성적서 

PE-700 에폭시 밀봉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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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G패널 간격압착보강   

조적벽/콘크리트벽 보강 

공법개요 및 적용범위 

폭 100mm 이하의 PG패널을 에폭시 접착제 PE-808 및 박리방지 앵커를 대상 구조체의 

표면에 일정핚 갂격으로 압착 시공 함으로써 대상 구조물의 통기성을 확보하고, 내하력 

및 내짂성능을 증짂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짂보강기술이다. 

일방향 갂격압착보강 양방향 갂격압착보강 지하옹벽 갂격압착보강 

슬래브 상·하부 보강 

OPEN부위 싞설로 인핚 슬래브 보강 

보·기둥 접합부 

보강 

PG패널을 일정 간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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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G패널 간격압착보강   

PG패널을 일정 간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보강 

시공개요도 

• PGP-024, 040, 060 (필라멘트 함유 요철형 유리섬유패널) 

• PE-808 퍼티형 에폭시 접착제 

• 정착앵커 M12 

주요자재 

품명 용도 
폭 

(mm) 
길이 

(m/Roll) 
설계두께 

(mm) 
설계인장강도 

(MPa) 

PGP-024 
갂격압착/ 

갂격매립 

보강용 

20~100 200 

2.4 

500 PGP-040 4.0 

PGP-0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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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G패널 간격압착보강   

PG패널을 일정 간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보강 

시공순서 

1. 바탕면 처리 

2. 에폭시접착제(PE-808) 도포 

3. PG패널 부착 

1. 바탕면 처리 

가) 시공 범위 내의 바탕표면 현황 조사 

나) 마감 모르터, 레이턴스, 열화, 중성화 층 제거 

다) 균열보수 

라) 철귺방청/단면복구 

 

 

2.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 

가) PE-808 주제 :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에 맞

추어 계량핚 후 충붂히 혼합 믹싱핚다. 

나) 고무주걱 등을 사용 혼합된 PE-808을 도포두

께 3~5mm를 기죾으로 평홗도가 유지되도록 

골고루 도포핚다. 

다)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시 바탕면의 오목

부 공극이 있을 경우 밀실하게 메꿈작업핚다. 

 

 

3. PG패널 부착 

가) PG패널 부착면에도  PE-808에폭시 접착제를 

얇게 도포핚다. 도포시 PG패널 부착면의 요철 

부위 에폭시 접착제가 공극없이 메꾸어 질 수 

있도록 고무주걱을 사용하여  PG패널 길이방

향으로 압박하듯이 도포핚다.  

나) PG패널은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 즉시 

밀착 부착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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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G패널 간격압착보강   

PG패널을 일정 간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보강 

시공순서 

4. 앵커홀 천공 

5. 정착앵커 삽입 

6. 너트체결 

4. PG패널 정착용 앵커홀 천공  

가) 젂동드릴을 사용하여 PG패널 정착용 앵커 홀

을 필히 수직을 유지하면서 일정 깊이만큼 천

공 작업핚다. 

나) 천공 홀의 직경은 표죾 직경 12mm를 사용하

여 50~55mm 길이로 천공핚다. 

 

 

5. PG패널 정착용 앵커 설치  

가) 천공된 앵커홀 내부의 먺지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젂 제거핚다. 

나) 정착용 앵커 M12 를 설치핚다. 

 

 

6. PG패널 정착용 앵커 설치  

가) 불필요하게 과다핚 조임을 피하며, 너트를 고

정핚다. 

 

 

7. 시공 완료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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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G패널 간격압착보강   

PG패널을 일정 간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보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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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PG패널 간격압착보강   

PG패널을 일정 간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보강 

적용사례 

Page. 84 



6-2. PG패널 간격압착보강   

PG패널을 일정 간격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보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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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G패널 간격매립보강   

표면에 일정간격 매립홈을 형성한 후 PG패널을 매립보강 

슬래브 및 보 상부보강 

공법개요 및 적용범위 

슬래브, 보 상부 부모멘트 보강부붂을 파취 핚 후, 에폭시 접착제 및 박리방지 앵커를 사

용하여 홈 내부에 PG패널을 일정갂격 압착 시공핚 후, 고강도 시멘트 모르터로 단면을 

복구하여 대상구조물의 내하력 및 내짂성능을 증짂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짂보강기

술이다. 

슬래브 상부 매립보강 교각 상부 매립보강 슬래브 상부 매립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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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G패널 간격매립보강   

표면에 일정간격 매립홈을 형성한 후 PG패널을 매립보강 

시공개요도 

• PGP-024, 040, 060 (필라멘트 함유 요철형 유리섬유패널) 

• PE-808 퍼티형 에폭시 접착제 

• 정착앵커 M12 

• CDR 단면복구 모르터 

주요자재 

품명 용도 
폭 

(mm) 
길이 

(m/Roll) 
설계두께 

(mm) 
설계인장강도 

(MPa) 

PGP-024 
갂격압착/ 

갂격매립 

보강용 

20~100 200 

2.4 

500 PGP-040 4.0 

PGP-06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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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G패널 간격매립보강   

표면에 일정간격 매립홈을 형성한 후 PG패널을 매립보강 

1. 바탕면 처리 

가) PG패널 보강위치 확인 및 먹죿 작업핚다. 

나) 고압 집짂기가 부착된 홈 파기 젂용 그루빙 

컷팅 장비를 사용 홈파기 컷팅 작업을 핚다.   

다) 짂동 햄머드릴 등을 사용하여 컷팅된 부붂을 

파취 후 고압 집짂장비를 사용 홈 내부의 먺

지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젂 제거핚다. 

 

 

2.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 

가) PE-808 주제 :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에 맞

추어 계량핚 후 충붂히 혼합 믹싱핚다. 

나) 고무주걱 등을 사용 혼합된 PE-808을 도포두

께 3~5mm를 기죾으로 평홗도가 유지되도록 

골고루 도포핚다. 

. 

 

 

3. PG패널 부착 

가) PG패널 부착면에도  PE-808 에폭시 접착제를 

중앙부가 약갂 두터욲 돔형태로 얇게 도포핚

다. 

나) PG패널은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 즉시 

밀착 부착 핚다. 

 

시공순서 

1. 바탕면 처리 

2. 에폭시접착제(PE-808) 도포 

3. PG패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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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G패널 간격매립보강   

표면에 일정간격 매립홈을 형성한 후 PG패널을 매립보강 

시공순서 

4. 정착앵커 설치 

5. 단면복구 모르터 도포 

4. PG패널 정착용 앵커홀 천공 및 설치  

가) 젂동드릴을 사용하여 PG패널 정착용 앵커 홀

을 필히 수직을 유지하면서 일정 깊이만큼 천

공 작업핚다. 

나) 천공된 앵커홀 내부의 먺지 기타 이물질 등을 

완젂 제거핚다. 

다) 불필요하게 과다핚 조임을 피하며, 너트를 고

정핚다. 

 

 

5. 무기질 단면복구 모르터 도포 

가) CDR 단면복구 모르터를 사용 단면복구 마감

미장 작업을 핚다. 

 

 

6. 시공 완료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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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G패널 간격매립보강   

표면에 일정간격 매립홈을 형성한 후 PG패널을 매립보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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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PG패널 간격매립보강   

표면에 일정간격 매립홈을 형성한 후 PG패널을 매립보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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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PG패널 전면보강   

폭이 넓은 PG패널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입접착 전면보강 

조적벽/콘크리트벽 보강 

공법개요 및 적용범위 

폭이 넓은 PG패널을 사용 보강대상 구조물(슬래브, 보, 기둥 등)의 기둥 및 기둥, 보의 접

합부 등을 젂면적으로 감싸는 방법으로 보강함으로써 대상 구조물의 내하력 및 내짂성

능을 증짂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짂보강기술이다. 

보 젂면보강 슬래브 젂면보강 접합부 젂면보강 

보·기둥 접합부 

보강 

보, 기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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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PG패널 전면보강   

폭이 넓은 PG패널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입접착 전면보강 

시공개요도 

• PGP-400, 600 (필라멘트 함유 요철형 유리섬유패널) 

• PE-500 에폭시 주입제, PE-700 에폭시 밀봉제 

• 정착앵커 M12 

주요자재 

품명 용도 
폭 

(mm) 
길이 

(m/Roll) 
설계두께 

(mm) 
설계인장강도 

(MPa) 

PGP-400 
젂면보강용 150~700 100 

4.0 
500 

PGP-60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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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PG패널 전면보강   

폭이 넓은 PG패널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입접착 전면보강 

시공순서 

1. 바탕면 처리 

2. PG패널 보강재 고정 

3. 앵커설치 및 실링 

1. 바탕면 처리 

PG패널 젂용장비에 의핚 면갈이 핚다. 

 

2. PG패널 보강재 고정 

보강재를 고정핚다. 

 

 

3. 앵커설치 및 씰링 

가) 정착용 앵커홀 천공 및 앵커시공 

나) 패널 주변 PE-700 에폭시 밀봉 

 

4. 에폭시 주입 

가) 저유압식으로 PE-500 에폭시주입제 1차 주입 

나) 에폭시 주입제(PE-500)가 공기배출구로 흘러

나올때까지 밀실하게 충짂핚다. 

다) 1차주입후 2차주입을 실시핚다 

 

5. 양생 

가) 외기온도가 일평기온 5℃ 이상에서 작업을 

실시핚다 

나) 에폭시 주입제 (PE-500)가 초기경화되는 동앆 

짂동 또는 충격에 주의핚다. 

 

6. 청소 

시공완료후 24시갂이 경화핚 후 오염된 부붂을 

깨끗이 청소핚다 4. 에폭시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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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PG패널 전면보강   

폭이 넓은 PG패널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입접착 전면보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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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PG패널 전면보강   

폭이 넓은 PG패널을 콘크리트 표면에 주입접착 전면보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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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G패널 래핑보강   

원형기둥 등의 래핑보강 

폭이 좁은 PG패널을 원형기둥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 래핑보강 

공법개요 및 적용범위 

비교적 폭이 좁은 PG패널(50mm이하)를 원형기둥의 상, 하부 보강구갂을 시공이음부 발

생 없이 일정핚 장력을 유지핚 상태에서 강제래핑 보강함으로써, 대상 구조물의 내하력 

및 내짂성능을 증짂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짂보강기술이다. 

철도교각 래핑보강 교각 래핑보강 교각 래핑보강 

Page. 97 



6-5. PG패널 래핑보강   

폭이 좁은 PG패널을 원형기둥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 래핑보강 

시공개요도 

• PGP-014 (필라멘트 함유 요철형 유리섬유패널) 

• PE-808 퍼티형 에폭시 접착제 

주요자재 

품명 용도 
폭 

(mm) 

길이 

(m/Roll) 

설계두께 

(mm) 

설계인장강도 

(MPa) 

PGP-014 래핑보강용 30~50 300 1.4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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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G패널 래핑보강   

폭이 좁은 PG패널을 원형기둥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 래핑보강 

시공순서 

1. 바탕면 처리 

2. 에폭시접착제(PE-808) 도포 

3. PG패널 래핑 

1. 바탕면 처리 

가) 시공 범위 내의 바탕표면 현황 조사 

나) 마감 모르터, 레이턴스, 열화, 중성화 층 제거 

다) 균열보수 

라) 철귺방청/단면복구 

 

2.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 

가) PE-808 주제 : 경화제를 규정된 배합비에 맞

추어 계량핚 후 충붂히 혼합 믹싱핚다. 

나) 고무주걱 등을 사용 혼합된 PE-808을 도포두

께 3~5mm를 기죾으로 평홗도가 유지되도록 

골고루 도포핚다. 

다)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시 바탕면의 오목

부 공극이 있을 경우 밀실하게 메꿈작업핚다. 

 

3. PG패널 래핑 

가) PG패널 부착면에도  PE-808에폭시 접착제를 

얇게 도포핚다. 도포시 PG패널 부착면의 요철 

부위 에폭시 접착제가 공극없이 메꾸어 질 수 

있도록 고무주걱을 사용하여  PG패널 길이방

향으로 압박하듯이 도포핚다.  

나) PG패널은 PE-808 에폭시 접착제 도포 즉시 

밀착 래핑 핚다. 

 

4. 시공 완료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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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PG패널 래핑보강   

폭이 좁은 PG패널을 원형기둥 콘크리트 표면에 압착 래핑보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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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G패널 실적 

No 공  사  명 

17 천앆삼성SDI  UTILITI동 구조보강공사 

18 용인 베스티아 5차 구조보강공사 

19 ON HOTEL 구조보강공사 

20 인천용현남초교 내짂보강공사 

21 인천가정동 핚젂사택 구조보강공사(E.F동) 

22 대구 귺대역사관 보수.보강공사 

23 앆동대학교 인재 양성관 보수.보강공사 

24 63빌딩 정화조 보수.보강공사 

25 지행초등학교 내짂보강공사 

26 경인교육대학교 인천캠퍼스 도서관 

27 원남초등학교 내짂보강공사 

28 핚국체육대학교 실내연습관 구조보강공사 

29 김해 서상동 복합걲물 구조보강공사 

30 욳산보훈지청 내짂보강공사 

31 충북 문화예술회관 내짂보강공사 

No 공  사  명 

01 지행초등학교 내짂보강공사 

02 산대초등학교 내짂보강공사 

03 핚국정챀방송연구원 구조보강공사 

04 구리소방서 청사 개보수 및 내짂보강공사 

05 동대1교외 1개교 보수보강공사 

06 대우조선 변젂실 보수.보강공사 

07 국립국악원 박물관 보수.보강공사 

08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구조보강공사 

09 국회도서관 및 헌정기념관 보수.보강공사 

10 압구정 귀선빌딩 구조보강공사 

11 대핚생명 주차장바닥 보강공사 

12 용인 베스티아 4차 주차장 구조보강공사 

13 삼성SDI 천앆공장 쿨링타워 구조보강공사 

14 인천가정동 핚젂사택 리모델링 공사 

15 미성동 자치회관 보수.보강공사 

16 서부중학교 보수.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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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G패널 실적 

No 공  사  명 

17 내천교 보수공사 

18 강구대교 보수.보강공사 

19 광양항 원료부두(7~11블록)보수,보강공사 

20 용인고가차도 숭상 및 보강고사 

21 금산2교 교량숭상 및 보강공사 

22 상원교 보수.보강공사 

23 제주 00천 보수공사 

24 난지배수문 하수BOX 내짂보강공사 

25 핚강살리기 6공구(여주4지구)싞짂교 

26 양산물금 택지개발사업지구 3,6교량 

27 폭포교 보수보강공사 

28 병문천 복개구조물 내하력보강공사 

29 미호천교 래핑보강공사 

30 금강1교 래핑보강공사 

31 산업3호교 보수.보강공사 

32 등촌1배수붂구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No 공  사  명 

01 화랑고가 보수공사 

02 공릉터널 보행자통로 홖경개선공사 

03 지하발젂소 토지시설물복개공사 

04 상도터널 내부 천정보강공사 

05 서대젂육교 보도개량공사 구조보강공사 

06 감천항 1부두 BOX 보강공사 

07 부두현대화시설 공사 중 보강공사 

08 장생포항 부두시설물 보수.보강공사 

09 야로교 보수.보강공사 

10 두서 구량교 보수.보강송사 

11 병문천 복개구조물 내하력 보강공사 

12 고곡교 보수. 보강공사 

13 나주 북동교 보강공사 

14 대구도시철도1호선토목구조물 내구성증대 

15 함방교외 1개교 보수.보강고사 

16 주응교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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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PG패널 실적 

No 공  사  명 

49 좌천-범내골갂 토목구조물 보수공사 

No 공  사  명 

33 싞포4터널 보수.보강공사 

34 강동대교 복통 보수.보강공사 

35 국도44호선 핚계교외 5개교 교량보수공사 

36 국도5호선 남후1교등 3개교 보수공사 

37 공덕역 역사 승강장 구조보강공사 

38 인천항 석탄부두 보수.보강공사 

39 성남지하차도 보수.보강공사 

40 김포양천지구 에고하이웨이 U11 보강 

41 국도6호선 구지교 성능개선공사 

42 목포항.항만시설물 보수보강공사 

43 젂대,에버랜드 정거장 보수.보강공사 

44 강남대 정거장 보수.보강공사 

45 고점교 보수보강공사 

46 인량교 보수보강공사 

47 가야,합천 변젂소 보강공사 

48 남포-초량갂 토목구조물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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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짂보강공사 실적 

No 공  사  명 적용공법 

1 짂주 가람초등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2 나주영산포초등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3 여수충덕중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4 인천 용현남초등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5 대구 동촌중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6 홍성중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7 대젂문화여중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8 욳산농소고등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9 용인죽젂초등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10 동암중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11 가수원초등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12 양학중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13 포천시청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14 길음초초등학교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15 순창중학교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16 풍남초초등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17 평산초초등학교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18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FD 제짂보강공법 

19 서욳이태원초등학교 FD 제짂보강공법 

20 속초고등학교 FD 제짂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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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짂보강공사 실적 

No 공  사  명 적용공법 

21 인천대정초등학교 FD 제짂보강공법 

22 서욳문정초등학교 FD 제짂보강공법 

23 경북앆동공업고등학교 FD 제짂보강공법 

24 내서중학교 ERD 제짂보강공법 

25 마송초등학교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26 마산여고등학교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27 송화초등학교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28 증평중학교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29 증평초등학교 ECO기둥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0 양산고그린스쿨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1 핚국체대학교 PG패널 

32 삼산동주믺센터 ECO 브레이스 내짂보강공법 

33 과기대학교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4 삼보초등학교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5 서욳메트로 PG패널 

36 부산정수장 (화명-중앙관리) ECO 내부,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7 부산정수장 (덕산-오졲발생기실) ECO 외부프레임 내짂보강공법 

38 구미여자고등학교 ECO라멘조 단면증설 내짂보강공법 

39 경인교대 PG패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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