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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E&C의 보강기술은 기존 공법과 다릅니다.

고려 E&C 보강기술은 시공 후 하자 0%를 실현합니다.

기존 구조물 기초의 내력이 보강시공 과정에서 100% 검증됩니다.

고려 E&C의 보강기술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과학적인 기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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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구조물의 구조보강 전문기업 고려E&C 설립(시설물유지관리)  

과기부신기술 제1472호 인증(특허 제414448호_wire rope eye-bolt Tension 보강공법) 

특허등록 제453108호_반력활용 압입방법, PCT등록, 미국, 중국 등록  

특허등록 제589975호_wire rope eye-bolt Tension 전단 보강공법 

대통령 표창 '대표 변항용' 

 INNOBIZ기업 인증 

세계최초 '19층 부등침하 아파트 복원인상' _Real TV 방영 

특허등록 제621669호_파일압입 인상공법 

특허등록 제807810호_단면증설 파일압입 기초보강, 침하복원, 승상공법 

특허등록 제763634호_wire rope eye-bolt Tension 전단 및 내진 보강공법 

세계최초 '호박돌기초 현무묘 1.3m 승상' _중국 광서장족자치구 하주 TV 방영  

세계최초 왕대교 교량전체 승상 1m 

신기술상 수상_진단유지관리공학회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구조물의 친환경보강기술 연구' 

기술상 수상_진단유지관리공학회 'PR&BT 친환경 보강기술 개발' 

우수과제 선정_한국산학연합회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진보강 기술개발' 

건설신기술 지정 제629호 '기초 보강공법' 

특허등록 제1026731호_기존건축물 지하증축공법

산학협동상 수상_산학협동재단 '와이어로프를 이용한 조적조의 내진보강설계 개발' 

중국 흑룡강성 동북임업대학 명인 등재 '변항용' 

녹색기술 인증 제 GT 12-93호 '기둥 보강공법'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김준성' 

건설신기술 지정 제682호 '기둥 보강공법'

녹색기술 인증 제 GT 13-56호 '기둥 내화 보강공법'

Ø609 충전강관말뚝 재하시험, Ø609-40m 압입(복합 말뚝 : PHC+강관) 

가설 추진벽 필요 없는 비 개착 양방향 굴진시스템 개발 

TV방영(KBS 9시, MBC 8시, SBS 8시, YTN) '피사의 아파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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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1 : 리모델링

JP-2 : 부등침하복원

JP-3 : 평행이동�회전
 

JP-4 : 구조물승상(교량 및 문화재)

-1  지상증축
-2  지하증축 / 엘리베이터 연장
-3  지하 및 지상증축 종합
-4  구조물 승상 후 하층 증축

유압잭을 이용하여 파일을 굴착하지 않고 압입 시공하는 방법으로 

협소한 공간에서 시공이 가능하며, 진동, 소음, 분진 및 굴착에 따른 

폐기물이 없는 친환경적인 공법이다.

모든 파일의 압입 깊이와 하중이 기록되므로 100% 재하 시험되는 

과학적이고 안정성이 확보된 공법이다.

고려이엔시의 Jackpile 공법은 기존 기술로는 난제였던 구조물의 

기초보강, 복원인상, 수직승상, 지하증축, 치환보강, 평행이동 등을 

해결한 기초보강 기술이다.



JP-1-1

■ 기존 10층 건물을 기초보강하여 15층으로 수직증축 (2010. 서울)

⇨

기존 건물에 입주자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Jackpile을 이용한 기초보강 및 기타 구조

보강을 한 후 기존 건물의 옥상 층에서 위로 증축하는 방법이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29호 - 기초보강)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가능합니다!!

지상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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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리모델링1 

■ 기존공법적용 수직증축

   장비로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방법은 기둥에 근접하거나 협소한 공간에서의 작업이 곤란하고 진동과 분진

   및 소음 발생으로 입주민의 장기간 이주가 필요하다. 선단지지말뚝으로 보강된 기초는 지진이 발생되어도 

   안전성 확보되지만 마찰말뚝이나 가늘고 긴 말뚝으로 보강된 기초는 지진이 발생되면 지반 액상화에 따른 

   마찰력 상실과 지반침하로 큰 문제로 발전될 수 있고, 기초의 상부에서 

   정착하는 방법도 연약지반이 침하하면 큰 문제 될 수 있다.

■ Jackpile적용 수직증축

   Jackpile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협소한 공간에서 기둥이나 벽체에 근접하여 진동, 소음, 분진 

   없이 선단지지말뚝으로 기초를 보강할 수 있고, 보강말뚝 선단의 지층을 정량적인 N치로 측정할 수 있는 과학

   적인 기술이다. 구조물의 외부에 기둥을 신설하거나 최소한의 내부기둥을 건설신기술 지정 인증된 기둥/내진

   보강기술 적용 보강하여 영업을 계속 하면서 수직 증축할 수 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영업하면서 증축하니

너무 좋다!!

www.krenc.co.kr



JP-1-2

지하증축 시 마이크로파일과 같이 가느다란 말뚝은 브레이싱 보강을 하지 않으면 좌굴 

발생된다. 하지만 Jackpile은 브레이싱 보강 없이 5m 지하 굴착할 수 있고, 보다 작은 

하중으로 안전하게 뜬구조 형성을 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29호 - 기초보강)

지하증축 / 엘리베이터 연장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바뀝니다!!

 B4층 하부 굴착상태    강관 네일 토류 벽    160톤 가압 말뚝 압입된 상태    엘리베이터 기초 지하증축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오니까 
참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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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리모델링2 

■ 주차장 지하 증축 대안 설계 비교

■ 뜬구조 형성 굴착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탈 수 없음(기존 방법)

■마이크로파일, SPA 소구경 말뚝 뜬구조

  장비작업으로 기둥에 근접 시공 어려워 편심 크게 발생하고 말뚝을

  기초상부에서 정착하는 시스템으로 상부구조까지 보강 필요

■직경이 작은 소구경 말뚝은 대략 1m 마다 좌굴방지용 브레이싱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작업성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공사비 증가

■Jackpile 압입말뚝 뜬구조

  기둥에 근접 시공할 수 있어 편심이 작고 말뚝의 정착이 상부구조와 

  전혀 상관없이 기초판 하부와 상부 내부에서 이루어져 확실하고 깔끔함.

■브레이싱 설치하지 않아도 좌굴우려 없이 안전하게 5m 자립굴착 지하

  굴착 할 수 있다. 작업성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공사비, 공기 절감된다.

원형보존
�

공기단축
�

경제비용
�

기초지지

원형손상
�

공기증가
�

고비용
�

버팀기둥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바로 탑승(Jackpile기술)

Jackpile이용 뜬구조

www.krenc.co.kr



JP-1-3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리모델링3

Jackpile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도 없고 낮은 구조물을 뜬구조로 만든 다음 구조물의 

지하주차장 증축 및 지상증축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이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29호 - 기초보강 / 건설신기술지정 제 682호 - 구조보강)

지하 및 지상증축 종합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 기존 지하 1층 ~ 지상 5층 병원을 지하 2층 ~ 지상 14층으로 상/하 증축

⇨

지하주차장
없는 낮은 건물

 영업하면서도 
아래로 위로 
안전하게 
공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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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1-4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리모델링4

기존 구조물 하부에서 일정 높이로 승상한 다음 그 하부에 새로운 구조물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구조물 승상시 Jackpile을 사용한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29호 - 기초보강)

구조물 승상 후 하층 증축

www.krenc.co.kr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새로워 집니다!!

■ 기존 건물 승상하여 아래에 1층을 새로 증축

⇨



JP-2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부등침하복원

부등침하복원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 전/Φ400PHC 시공 E등급 부등침하 → 후/Jackpile 압입보강 A등급 복원

⇨

❖ 위 사례는 콘크리트말뚝 항타 장비가 통과하지 못한 전석층을 해결한 현장이다.

단단한 지층까지 Jack-
pile을 넣어 기울기를 복원

하고 안전성을 높임

구조물 준공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구조물이 기울어지는(부등침하) 경우 사용성 및 안전성이 

크게 결여된다. 고려이엔시는 Jackpile을 이용하면 구조물 철거대상(E등급)에서 최상의 구조

물 상태(A등급)로 복원할 수 있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29호 - 기초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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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3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평행이동�회전

이동, 회전은 Jackpile로 기존 구조물을 미세 인상한 상태에서 기초, 기둥, 옹벽 등 지하 

구조물을 절단하고 승상 - 인하 - 이동 - 인상 - 인하의 공정을 거친다. 이동 후 기둥은 압입

말뚝 기초에 정착한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29호 - 기초보강)

평행이동�회전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불가능하던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동/회전 Fujian Xiaman ▶

▲ 측량오류 PC박스 이동

Jackpile을 이용,
건물회전으로 재건축 

비용 절감!!

www.krenc.co.kr



JP-4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구조물승상

� 돌로 쌓아 올린 문화재도 안전하게 승상 시킬 수 있는 구조물 승상 방법이다.

� 중국 하주 왕고진 호박돌기초 벽돌구조인 200년전 문화재 '현무묘'를 1.3m 승상시켜 

  중국 하주TV방송에 소개되었다.

� 세계 최초로 교량의 기초까지 전체 1.5m를 승상하였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29호 - 기초보강)

구조물 승상 (교량 및 문화재)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걱정 없습니다!!

   왕대교 교량 전체 승상

  

   호박돌 기초 벽돌구조물 문화재 승상(중국 현무묘) 

  

 

비가 많이 오면
물에 잠겨 문화재 

훼손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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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1 : 기둥보강

BT-2 : 슬래브보강 

BT-3 : 보 전단보강

BT-4 : 기둥제거

탄소섬유보강이나 강판보강 같은 기존의 접착식 보강방법은 탄소

섬유나 강판을 기존 콘크리트 표면에 에폭시로 접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착제가 떨어지면 당연히 보강효과는 사라진다.

모든 재료는 온도가 변화하면 팽창수축 작용으로 길이가 변화된다.

그런데 접착제 에폭시는 콘크리트의 팽창수축변화량(선팽창계수)과 

크게 달라 시공 또는 재료의 적절성과 상관없이 온도환경 변화만으로 

저절로 박리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지진과 같은 큰 힘이 작용되어도 

섬유나 강판 등 얇은 박판 보강방법은 보강부분이 박리 될 수 있는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진실이 오랜 기간 동안 감추

어져 왔다. 고려이엔시의 구조보강기술은 비접착방법으로 기존 철근

콘크리트 원리에 충실하고 휨, 전단 보강은 물론 내진 성능도 매우 

탁월한 보강효과가 발휘된다. 



BT-1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기둥보강

고려이엔시의 기술은 기존 방법의 표면 치핑, 앵커 천공의 공정이 필요 없다. 기존 기둥 외부에 T형강 또는 철근을 

상/하층 슬래브를 관통하여 설치하고 와이어로프와 연결된 아이볼트를 Pre stressing에 의한 강력한 횡 구속 효과로 

내진성능과 축력이 향상되고 벽체가 연결된 기둥도 벽체 절단 없이 용이하게 보강한다. 또한 이 방법이 적용되면 

수직철근이 강력하게 횡 구속되기 때문에 신축현장에서의 H빔 합성기둥이나 기존 단면증설 기둥에서 흔히 발생되는 

Hoop 띠철근 이완으로 인한 수직균열이 완벽하게 제어되고, 수직철근의 좌굴까지도 제어된다.   

◀ BT공법을 이용한 기둥보강 현장

기둥보강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안전합니다!!

 단면증설이 필요없는 경우
   (T-Plate + wire를 이용한 기둥내진 보강현장)

 단면증설이 필요한 경우
   (철근 + wire를 이용한 기둥내진 보강현장)

강판 에폭시접착 기둥보강 상세 Bolt Tension 비접착 기둥보강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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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2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슬래브보강

기존 방법은 슬래브의 하부면에 탄소섬유, 강판 또는 섬유판을 에폭시수지로 접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와 콘크리트의 선팽창계수가 크게 달라 온도환경이 바뀌면 저절로 박리 발생되고 

박리되면 보강효과 사라지고 화재가 발생되면 에폭시는 스스로 연소하며 유독가스까지 발생된다. 또한 슬래브 하부에 

각종 배관, 닥트 등 각종 부착 장애물은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시공할 수도 없다. 고려이엔시의 기술은 비접착 방법

으로 각종 배관, 닥트 등이 있어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보강할 수 있다.

슬래브보강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정직합니다!!

1방향 슬래브 보강 개념도 2방향 슬래브 보강 개념도

www.krenc.co.kr

고온, 저온 반복  /  동결, 융해 반복

보강재
접착제

구조체



BT-3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보 전단보강

T형보에서 보 측면에 탄소섬유나 강판 등을 에폭시수지나 볼트 등으로 전단보강하는 기존의 보강방법은 보강재의 

탈락 유무와 상관없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T형보에서의 중립축은 대부분 슬래브 속에 

위치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T형 보를 보강할 때에는 전단보강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전단보강

철근이 중립축보다 위쪽까지 보강하고 가급적 폐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 전단보강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확실합니다!!

▲보 측면정착(U type) T형 보 전단 보강효과(취성파괴) ▲보 폐쇄형정착(Closed type) T형 보 전단 보강효과(연성파괴)

❖ 실제 현장조건과 동일한 T형 보로 실험한 결과 보 측면정착 방법은 전단보강효과가 거의 없었다.

보강한지 얼마 
안돼 떨어지기 

시작

보강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주 튼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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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4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기둥제거

중앙부 공간 활용을 최대화 하기 위하여 중앙부 기둥을 제거한 다음 보 및 인근 기둥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건설신기술지정 제 682호 - 구조보강)

기둥제거

고려이엔시를 만나면 편리해집니다!!

■ 서울 00선교센터 강당 내부 기둥제거

www.krenc.co.kr



기타공법

대부분의 기존 방법은 거대한 버팀대를 설치하여 그 버팀대를 활용하여 미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려이엔시의 

기술은 버팀대 없이 양쪽에서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기술이다.

양방향 굴진공법

고려이엔시의 기술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입니다!!

■ 강관의 경우(상)와 콘크리트 박스(하)의 경우 마찰저항에 따라 파일럿 개수증가 시공형상 

▲파일럿이 압입체 내부에 있는 경우                               ▲ 파일럿이 압입체 외부에 있는 경우 

미리 파일럿을 
보내니깐 지층 확인이 

먼저 됨

20+21

돌이나 바위등이 
있는지 확인 안됨

양쪽 동시 진행, 
정확한 굴진방향



Korea Engineering & Construction 양방향 굴진공법

■ 양방향 굴진공법 시공방법 (양쪽에 작업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1단계

2단계

유도용 파일럿 설치

(인장재 또는 

케이싱 및 인장재)

굴진용 강관거치

1차 굴진

강관 연결

굴진완료

(유도용 케이싱 및 

인장재 제거)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작업준비

www.krenc.co.kr



고려이엔시 특허증 및 각종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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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방송에 소개된 고려이엔시 시공 현장

REAL TV  -  TV속 세상 

MBC - 뉴스데스크

SBS

YTN

SBS

KBS

www.kre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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