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는 포스코와 (주)엠스틸인터내셔널이 공동 개발한 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브랜드입니다.



제품안내 Prouducts Guide

고강도 강관버팀보

POSTRUT는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흙막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설계 및 기술지원을 통해 (주)엠스틸인터내셔널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회사 연혁 Brief company history

2007.05  (주)엠스틸인터내셔날 설립

2007.11  POSCO(포스코)/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고강도 강관버팀보 기술이전 획득

2008.03  POSCO/RIST NEW STEELHOUSE SOLUTION

 (뉴 스틸하우스 솔루션) 기술이전 획득

2008.07  진천공장 준공

2009.04  산학협력 협약체결(동국대학교)

2009.05  고강도 강관버팀보용 고정장치 특허 및 디자인 출원

2009.06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기술 등록

2009.11  2009년 포스코 패밀리 상생협력 페스티벌(우수사례) 선정

2010.07  POSTRUT 공동브랜드 협약체결

2011.02  송도 테크노파트너십 사업 참가 신청(송도 글로벌 R&D 센터)

2011.1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고강도 강관버팀보 공급

2013.12 ‘고강도 강관을 이용한 선단확장형 중굴 공법’ 특허 등록

2014.03  사명을 (주)bnB엠스틸에서 (주)엠스틸인터내셔널로 변경

고강도 강관버팀보(POSTRUT) 공동브랜드 마케팅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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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이름 - POSTRUT

 L = 5m 345 585

 L = 6m 413 702

 L = 7m 482  819

 L = 8m 551  936

 L = 9m 620  1,053

 L = 10m 689  1,170

 L = 11m 758  1,287

 L = 12m 827  1,404

 L = 13m 896  1,521

POSTRUT 강재중량표(STKT 590)

길이
규격 Φ406.4x7t

(68.9kg/m)
Φ406.4x12t

(117kg/m)

 POSTRUT-07 406.4 7 68.9 87.83 17,519 862 14.12
 POSTRUT-10 406.4 10 97.76 124.53 24,476 1,205 14.00
 POSTRUT-12 406.4 12 117.0 148.70 28,900 1,430 14.00

  외경 두께 단위중량 단면적 단면2차 모멘트 단면계수 회전반경
 형식 (Ø) (t) (W) (A) (lx=ly) (Zx=Zy) (r)
  mm mm kg/m cm2 cm4 cm3 cm

POSTRUT 강관 단면 제원(고강도 강관 & 일반 강관)

강관 •직경 406.4, 두께 7t/12t(12t 1본으로 H형강 더블 스트럿 대응)

 •고강도강을 적용, 성능은 높이고 중량은 낮춰 제품 경쟁력과 시공성 확보

 •재료, 허용 응력, 강관제원 들을 가시설 전문 프로그램인 SUNEX, MidasGeoX에 반영

(단위 : kg)

>> 구조적 성능이 우수한 고강도 강관버팀보로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흙막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버팀보란 지하 굴착 흙막이 공사에서 벽체를 지지하는 구조물(Strut)로 해외에서는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에서 입증된 고강도 강관버팀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POSTRUT

70일

60일

50일

40일

30일

20일

10일

0일

연결부, 접합부, 강관 고정밴드
버팀보 설치, 부속 조립시 강관 본체의 손상이 없습니다.

약 30% 
절감

버팀보 철거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시공

내부 굴착

버팀보 설치

앞서가는 시공성
H형강 버팀보 공사보다 약 30%의 공기 단축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브레이싱재 생략으로 버팀보 작업공정이 단순합니다.

가시설의 간섭 최소화로 굴착작업이 빨라지고 본 구조물의 설치가 용이합니다.

고강도 강관버팀보 H형강 버팀보

특징
강관 외측으로 덧씌우기형 / 강관에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음 / 현장작업 매우 용이 / 강관의 보강효과 발현 / 연결 및 접합시 구조성능 유지

연결부(500mm) 띠장접합부 강관 고정밴드

왜? POSTRUT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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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버팀보 H형강 버팀보

                         구분   H형강 버팀보  고강도 강관버팀보  절감

  버팀보  49.508(100%)  32.108(65%)  17.400

 강재량(ton) 브레이싱  8.826(100%) 없음(0%) 8.826

  합계  58.334(100%)  32.108(55%)  26.226

  제작/설치/철거  9,772(100%)  6,485(66%)  3,287

 
버팀보공사비(천원)

 강재손료(70%)  24,005(100%)  20,273(84%)  3,732

  운반비  1,277(100%)  703(55%)  574

  합계  35,054(100%)  27,461(78%)  7,5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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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월등한 경제성
공사비가 H형강 버팀보 공사보다 20~30% 절감됩니다.

강재량 비교

약 45% 
절감

약 22% 
절감

공사비 비교

대안설계 검토 결과 (왕복 4차로 지하차도)

뛰어난 구조성능
구조성능 측면에서 단면효율은 고강도 강관이 우수합니다.

7t 통관 압축실험 12t 통관 압축실험 연결부 압축실험 접합부 압축실험

                  시험체명  시험결과 시험결과 시험일자 비고                      (KN) 최소값(KN)

  1년 사용 4,679  2013. 02

 7T 3년 사용 4,498 4,498 2011. 06

  6년 사용 4,614  2014. 04

  1년 사용 9,240  2013. 02

 12T 3년 사용 8,569 8,569 2011. 06

  6년 사용 8,699  2014. 04

 접합부속(고재) - 4,451 4,151 2014. 04

 연결부속(고재) - 4,331 4,331 2014. 04

시험결과



  9 119 149 208 59 348 0.99 138%

 D406.4x7t 10 96 123 188 73 349 0.99 133%

 w=68.9kg/m 11 75 99 168 88 349 0.99 136%

 항복강도 12 57 79 150 104 350 0.99 154%

 440MPa 13 43 63 134 123 350 0.99 195%

  14 31 49 121 142 350 0.99 388%

  9 237 168 206 35 351 0.99 276%

 D406.4x12t 10 200 143 186 44 351 0.99 278%

 w=117kg/m 11 165 119 166 53 351 0.99 300%

 항복강도 12 134 98 148 63 351 0.99 362%

 440MPa 13 110 82 133 73 351 0.99 500%

  14 89 68 119 86 351 0.99 1113%

  9 86 82 121 37 155 0.99 100%

 H-300x300x10x15 10 72 70 121 46 150 0.99 100%

 w=94kg/m 11 55 56 117 56 144 0.99 100%

 항복강도 12 37 41 108 66 139 0.99 100%

 240MPa 13 22 28 98 78 133 0.99 100%

  14 8 17 89 90 128 0.99 100%

  9 97 81 118 35 156 0.99 113%

 H-300x305x15x15 10 83 71 118 43 151 0.99 115%

 w=106kg/m 11 64 56 113 53 145 0.99 116%

 항복강도 12 44 42 103 63 140 0.99 119%

 240MPa 13 28 30 93 73 135 0.99 127%

  14 13 19 85 85 129 0.99 163%

    축방향 허용축방향 휨 허용                
허용축력 강재규격 좌굴길이 허용축력 압축응력 압축응력 압축응력 휨압축응력 합성응력               

대비  (m) (ton) (Mpa) (Mpa) (Mpa) (Mpa)

POSTRUT spec.

POSTRUT 및 H형강버팀보 좌굴길이별 허용축력 비교표

(NOTE). 휨 압축응력 산정시 버팀보의 수직하중을 5kN/m로 계산 하였음.

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이름 - POSTR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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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보 비교

고강도 강관버팀보(STKT590, Φ406.4x7t)구분

시공
개념도

구조적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검토 결과

H형강 버팀보(H-300x300x10x15)

고강도 강관버팀보[POSTRUT]와 H형강 버팀보 비교

● 항복강도 : fy = 440Mpa

● 단면2차 모멘트

    Ix = 17.519cm4

    Iy = 17.519cm4 (약축이 없어 좌굴에 강함)

● 단위중량 : 68.9kg/m (Φ406.4×7t)

● 구조적 안전성 우수, 지반 변위 감소

● 강축, 약축 구분이 없어 유리한 단면형상

    → 좌굴 및 비틀림 강성 우수

● 버팀보 수평 간격 : 3 ~ 5m

● 사용가능 무보강 최대지간 16.8m임

● 보강재 (bracing) 불필요

    → 작업자 설치, 철거작업 없어 안전 확보

● 작업 공간 확보 유리 → 공기 단축

● 중간말뚝 감소로 슬래브 보강 최소화 → 품질 향상

● 해외에서 보편화된 공법

● 개략공사비 : H형강 대비 70%

● 구조적 안전성과 경제성이 유리한 고강도 강관버팀보를 적용함.

● 가시설 및 구조물의 시공성과 공기단축에 유리한 고강도 강관버팀보 공법을 채택함.

● 개략공사비 : 100%

● 수평 및 수직 보강재 필요

    → 작업자 설치, 철거시 안전 사고 우려됨

● 작업 공간 확보 난이 → 공기 지연

● 중간말뚝 증가로 슬래브 보강 다수 발생 → 품질 저하

● 국내에서 보편화된 공법

● 항복강도 : fy = 240Mpa

● 단면2차 모멘트

    Ix = 20.400cm4

    Iy = 6.750cm4 (약축방향은 좌굴에 약함)

● 단위중량 : 94kg/m (H-300x300x10x15)

● 구조적 안전성 보통

● 이방성 단면으로 약축 방향 불리한 단면현상

    → 좌굴 및 비틀림 강성 불량

● 버팀보 수평 간격 : 2 ~ 3m

● 중간말뚝 평균간격 7.5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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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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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RUT는 운반, 절단, 이동, 설치 등이 쉽고 간편합니다.

❼ 버팀보 설치작업

❹ 접합부+유압잭

❶ 접합부 조립 ❽ 연결부 설치

❺ 접합부+보조피스

❷ 연결부 조립 ❸ 강관 연결 ❾ 중간말뚝 받침부설치(U볼트, 강관 고정밴드)

❻ 코너부(접합부+앵글잭)

부속조립 POSTRUT 설치

강관 - 띠장 설치 안전통로 및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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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사업
Civil

•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민간투자사업

• 호남고속철도 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갈산터널)

•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제2공구 도심터널공사

•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 인천 청라(1공구)지하차도 건설공사

• 시흥-장현 주변도로 공사

• 서울지하철 921공구 건설공사

• 서울 남부 순환로(개봉역) 지하차도 건설공사

•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1공구

• 인천 지하철 2호선(201,202,204,206공구) 건설공사

• 부산도시철도 다대연장선 5공구

• 동해시 달방댐 감세지 보수공사



POSTRUT
국내 적용사례(토목)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자~광교) 민간투자사업신분당선 연장선

1공구 지하차도 건설공사인천청라

● 시공사_ ㈜두산건설(1,5공구), ㈜대우건설(2공구),

    대림산업㈜(3공구), GS건설㈜(4공구)

● 위치_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수원시 광교 일대

● 굴착면적_ 총 12,800m

● 굴착깊이_ FL: (-)25m ~ FL: (-)33m

● 흙막이공법_ H-PILE+강재 토류판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2.5m ·버팀보 사용량 : 9,000톤(고강도 강관)

1-2공구 노반시설공사(갈산터널)호남고속철도

● 시공사_ ㈜삼성물산

● 위치_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일대

● 굴착면적_ 연장 450m / 폭 27.3m

● 굴착깊이_ FL: (-)15.8m

● 흙막이공법_ H-PILE + SHEET PILE 합성벽체 공법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2m ·버팀보 좌굴장 : 16.8m

  ·버팀보 사용량 : 815톤(고강도 강관)

● 시공사_ 고려개발㈜

● 위치_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대

● 굴착면적_ 연장 1,900m /폭 25~30m

● 굴착깊이_ GL: (-)15m ~ GL: (-)20m

● 흙막이공법_ SHEET PILE + H-PILE 토류판 /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최대길이 : 28m ·버팀보 수평간격 : 5m 

  ·버팀보 좌굴장 : 9m ·버팀보 사용량 : 3,524톤(고강도 강관)

  ·매립지역의 연약점토층 공사로 시공성 및 공기단축 실현

주변 도로공사시흥~장현

● 시공사_ 한신공영㈜

● 위치_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장현동 일대

● 굴착면적_ 연장 1,000m / 폭 22m

● 굴착깊이_ GL: (-)20m

● 흙막이공법_ SHEET PILE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m ·버팀보 최대길이 : 29m

  ·버팀보 사용량 : 830톤(고강도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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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구 도심터널공사성남~여주간 복선전철

● 시공사_ ㈜한진중공업

● 위치_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일대

● 굴착면적_ 1,777m2

● 굴착깊이_ GL: (-)19.63m

● 흙막이공법_ Diaphragm Wall (슬러리월)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5m 

  ·버팀보 사용량 : 326톤(고강도 강관)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위례지구 복정사거리

● 시공사_ 코오롱글로벌㈜

● 위치_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복정사거리 일대

● 굴착면적_ 연장 2,000m / 폭 30m

● 굴착깊이_ GL: (-)25m

● 흙막이공법_ H-PILE 벽체 공법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5m ·버팀보 좌굴장 : 10m~12m

  ·버팀보 사용량 : 600톤(고강도 강관)



감세지 보수공사동해시 달방댐

● 시공사_ 동효종합건설㈜

● 위치_ 강원도 동해시 달방동 일대

● 굴착면적_ 연장 160m / 폭 18m(단지간)

● 흙막이공법_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H = 30m)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m ·버팀보 좌굴장 : 16.8m

  ·기존 H형강으로 시공 시 중간파일 설치 필요

  ·고강도 강관버팀보 12T 적용으로 단지간 시공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서편연장 1공구대구 도시철도 1호선

● 시공사_ ㈜두산건설

● 위치_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일대

● 굴착면적_ 폭 32m 

● 굴착 깊이_ GL: (-)22m

● 흙막이공법_ H-PILE + 강재토류판 / 

    고강도 강관버팀보(ø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 간격 : 3.5m

  ·버팀보 사용량 : 313톤(고강도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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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이름 - POSTRUT

POSTRUT
국내 적용사례(토목)

다대연장선 5공구부산도시철도

● 시공사_ ㈜쌍용건설

● 위치_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일대

● 굴착면적_ 폭 25m

● 굴착깊이_ GL: (-)23m

● 흙막이공법_ C.I.P Φ508+토류판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사용량 : 464톤(고강도 강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

한국수자원공사

921공구 건설공사서울 지하철

● 시공사_ ㈜포스코건설

● 위치_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동2문

● 굴착면적_ 지하철 정거장 2개소 (연장 150m / 폭 46m)

● 굴착깊이_ GL: (-)24m

● 흙막이공법_ SHEET PILE 벽체공법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수평간격 : 3m ·버팀보 좌굴장 : 11.5m

  ·버팀보 사용량 : 1,500톤(고강도 강관)

개봉역 지하차도 건설공사서울 남부 순환로

● 시공사_ ㈜남진건설

● 위치_ 남부순환로(개봉역) 일대

● 설계사_ ㈜동명기술공단

● 굴착면적_ 연장 630m / 폭 21.10m

● 굴착깊이_ GL: (-)13m

● 흙막이공법_ SHEET PILE + H-PILE 토류판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좌굴장 : 11.3m ·버팀보 수평간격 : 4m

  ·버팀보 사용량 : 700톤(고강도 강관)

  ·수로 BOX 폭 10m 구간 및 본선 BOX 폭 13m 

    구간의 POST PILE 생략

(201,202,204,206공구) 
건설공사인천 지하철 2호선

● 시공사_ ㈜포스코건설(201, 206 공구), ㈜쌍용건설(202 공구)

               ㈜태영건설(204 공구)

● 위치_ 인천시 서구 왕길동 ~ 마전동

● 굴착면적_ 2,000m

● 굴착깊이_ GL: (-)15m ~ GL: (-)25m

● 흙막이공법_ H-PILE + 토류판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 - 7t, 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 간격 : 3m ·버팀보 최대길이 : 11m 

  ·버팀보 사용량 : 1,900톤(고강도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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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
Architecture

• 성수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 신도림 크라운빌 신축공사

• 상암 드래곤플라이 신축공사

• LG전자 가산캠퍼스 별관동 신축공사

• 부산 해운대 Centum Square 신축공사

• 연세대 의생명연구센터 신축공사

• 고려개발 디지털 엠파이어 신축현장(B블럭)

• 강서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 오산세교 광장5 지하주차장

• 청담동 두산아파트 리모델링

• 신한금융그룹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 마포로 55지구 도시환경 정화사업(1BL, 2BL)

• 화곡동 중심상가 신축공사

• SK커뮤니케이션즈 사옥 신축공사

• 판교 삼양사 R&D 신축공사



별관동 신축공사LG전자 가산캠퍼스

● 시공사_ GS건설㈜

● 위치_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19-15

● 굴착면적_ 4,816㎡

● 굴착깊이_ GL: (-)15m

● 흙막이공법_ C.I.P Φ45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사용량 : 430톤(고강도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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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이름 - POSTRUT

POSTRUT
국내 적용사례(건축)

신축공사성수 지식산업센터

● 시공사_ 아이앤콘스

● 위치_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동 289-5번지

● 굴착면적_ 2,125㎡

● 굴착깊이_ GL: (-)22.36m

● 흙막이공법_ C.I.P Φ508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사용량 : 300톤(고강도 강관)

  ·POST PILE절감(29본 → 24본)

신축공사신도림 크라운빌

● 시공사_ ㈜계룡종합건설

● 위치_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418-3번지

● 굴착면적_ 2,031㎡

● 굴착깊이_ GL: (-)21.4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37.3m

  ·버팀보 사용량 : 395톤(고강도 강관)

신축공사상암 드래곤플라이

● 시공사_ 현대건설㈜

● 위치_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 굴착면적_ 2,205㎡

● 굴착깊이_ E.L(-)8.10m ~ E.L(-)10.00m

● 흙막이공법_ C.I.P Φ45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41.0m

  ·버팀보 사용량 : 320톤(고강도 강관)

  ·POST PILE절감(26본 → 20본)

 신축공사부산 Centum Square
● 시공사_ ㈜신세계건설

● 위치_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 굴착면적_ 4,116㎡

● 굴착깊이_ GL: (-)15m ~ GL: (-)21m

● 흙막이공법_ Diaphragm Wall (슬러리월)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57.0m

  ·중간말뚝간격 확대 7.0m → 9.0m

  ·버팀보 사용량 : 310톤(고강도 강관) 

규모별 현장 (1000~3000m2) 규모별 현장 (3000~5000m2)

신축공사연세대 의생명연구센터

● 시공사_ 한화건설㈜

● 위치_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 굴착면적_ 3,600㎡

● 굴착깊이_ GL: (-)22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어스앵커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사용량 : 390톤(고강도 강관)

  ·POST PILE절감(145본 → 125본)



리모델링청담동 두산아파트

● 시공사_ 삼성물산㈜

● 위치_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34번지

● 굴착면적_ 6,530㎡

● 굴착깊이_ GL: (-)9.8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5m

  ·버팀보 사용량 : 151톤(고강도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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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이름 - POSTRUT

POSTRUT
국내 적용사례(건축)

신축현장(B블럭)고려개발 디지털 엠파이어

● 시공사_ 고려개발㈜

● 위치_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906-1 외4필지

● 굴착면적_ 3,130㎡

● 굴착깊이_ GL: (-)16.91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H-PILE + 토류판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54.05m

  ·중간말뚝간격 확대 6.0m → 8.0m

  ·버팀보 사용량 : 356톤(고강도 강관)

서비스센터강서 기아자동차

● 시공사_ 현대엠코㈜

● 위치_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9-8, 629-9번지

● 굴착면적_ 3,201㎡

● 굴착깊이_ GL: (-)13.06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H-PILE + 토류판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47.2m

  ·버팀보 사용량 : 181톤(고강도 강관)

지하주차장오산세교 광장5
● 시공사_ 트래콘건설㈜

● 위치_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일대

● 굴착면적_ 3,670㎡

● 굴착깊이_ G.L: (-)8.58m

● 흙막이공법_ H-PILE + 토류판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45.6m

  ·버팀보 사용량 : 207톤(고강도 강관) 

신축공사신한금융그룹 데이터센터

● 시공사_ 한화건설㈜

● 위치_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산25-14

● 굴착면적_ 7,567㎡

● 굴착깊이_ GL: (-)15.0m ~ GL: (-)33.1m

● 흙막이공법_ H-PILE + 숏크리트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어스앵커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3m ·버팀보 최대길이 : 코너 46.5m

  ·버팀보 사용량 : 330톤(고강도 강관) 

규모별 현장 (3000~5000m2) 규모별 현장 (5000~8000m2)

도시환경 정화사업(1BL, 2BL)마포로 55지구

● 시공사_ GS건설㈜

● 위치_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46-34일원

● 굴착면적_ 7,600㎡

● 굴착깊이_ GL: (-)16.06m

● 흙막이공법_ Diaphragm Wall(슬러리월)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36.9m

  ·버팀보 사용량 : 410톤(고강도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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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이름 - POSTRUT

POSTRUT
국내 적용사례(건축) 해외사례

해외에서도 경제적이고 안전한 흙막이공사를 위해 강관버팀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
하
철

지하철 공사현장 [미국] 지하철 공사현장 [프랑스] 지하철 공사현장 [중국]

지
하
차
도

지하차도 현장 [영국] 지하차도 현장 [캐나다] 지하차도 현장 [미국]

건
축
물

빌딩굴착 [중국] 빌딩굴착 [미국] 빌딩굴착 [미국]

기
타

적
용
현
장

가물막이 [미국] 터널 수직구 [미국] 관로이설 [미국]

신축공사화곡동 중심상가

● 시공사_ 현대건설㈜

● 위치_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산70-1번지

● 굴착면적_ 5,256㎡

● 굴착깊이_ GL: (-)20.4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고강도 강관버팀보(ø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40m

  ·버팀보 사용량 : 490톤(고강도 강관)

  ·POST PILE절감 (161본 → 113본)

R&D 신축공사판교 삼양사

● 시공사_ 대림산업㈜

● 위치_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93번지

● 굴착면적_ 5,256㎡

● 굴착깊이_ GL: (-)28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0m 

  ·버팀보 최대길이 : 57m

  ·버팀보 사용량 : 710톤(고강도 강관)

규모별 현장 (5000~8000m2)

사옥 신축공사SK판교컴즈

● 시공사_ SK건설㈜

● 위치_ 경기도 분당구 삼평동 623

● 굴착면적_ 6,717㎡

● 굴착깊이_ EL: (-)24.44m ~ EL: (-)26.34m

● 흙막이공법_ C.I.P Φ45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 3.5m 

  ·버팀보 최대길이 : 55.0m

  ·버팀보 사용량 : 634톤(고강도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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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강관버팀보의 새로운 이름 - POSTRUT

타공법 대비 POSTRUT는 강재량 감소로 경제성은 
물론 굴착 작업 공간확보 등이 용이합니다.

POSTRUT 기술혁신
우수 적용사례

연세대 의생명 연구센터

● 시공사_ 한화건설(주) ● 위치_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 굴착 면적_ 3,600㎡ ● 굴착 깊이_ GL: (-)22m

● 흙막이공법_ C.I.P Φ40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어스앵커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3.0m ·공기단축 60일 ·버팀보 사용량 : 390톤(고강도 강관)

상암동 스텐포드 호텔 신축공사

● 시공사_ 풍림산업(주) ● 위치_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 굴착 면적_ 3,127㎡ ● 굴착 깊이_ GL: (-)20~(-)22m

● 흙막이공법_ Diaphragm Wall(슬러리월)/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12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3.0m ·공기단축 30일 ·버팀보 사용량 : 250톤(고강도 강관)

상암동 드래곤 플라이 신축현장 

● 시공사_ 현대건설(주) ● 위치_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 굴착 면적_ 2,205㎡ ● 굴착 깊이_ EL: (-)8m ~ (-)10m

● 흙막이공법_ C.I.PΦ450 / 고강도 강관버팀보(Φ406.4-7t) 

● 적용효과 및 특징  ·버팀보 수평간격 3.0m ·공기단축 50일 ·버팀보 사용량 : 320톤(고강도 강관)

H형강 POSTRUT

(왼쪽 위부터) 특허증 10-0958426(버팀보형 고정장치), 특허증 10-1129017(지하흙막이공사용광폭띠장-버팀보), 

특허증 10-1212653(다열버팀보 연결재 및 그 시공방법), 특허증 10-1308575(띠장-버팀보일체형세그먼트), 

특허증 10-1329440(연결용 엔클로저를 포함하는 강관버팀보), 특허증 10-1337001(강관버팀보의 이음장치), 

특허증 10-1342134(고강도 강관을 이용한 선단확장형 중굴공법에 사용되는 굴착장비), 디자인등록증 30-0544031(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버팀보용 강관 연결구)

특허 인증 현황



www.엠스틸.com / www.msteelinternational.com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여의도동, 기계회관 본관 8F)  

tel 02-3780-6400  fax 02-780-1387

진천공장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2길 1-17       

tel 043-532-0705  fax 043-53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