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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기술! FIXON이 만듭니다

파형강관·파형강판

㈜픽슨 ㈜픽슨이앤씨

㈜픽슨          전남 광양시 광양읍 숲샘길 129, 4F / (공장) 전남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1길 10
㈜픽슨이앤씨  전북 남원시 시묘길 56-56
서울사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61 에이스 평촌타워 1105호
중국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

대표번호    1577-5077
e-mail       fix@fixoninc.com

www.fixoninc.com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지혜,
             의 기술이 미래를 만듭니다

FIXON은 1994년 창립 이래 끊임 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최고의 파형강관, 파형강판을 생산해 왔습니다. 

보다 아름답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Global No.1 FIXON!

앞으로도‘꿈, 도전 그리고 사랑’의 정신과 함께

Global의 리더로서 더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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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IXON

해외
시공사례

Canada

USA

Chile

Australia

Japan

Vietnam

China

Russia

India

Taiwan

Poland

Iran

Saudi Arabia

Republic of South Africa

Indonesia

2001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함께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개발해온 FIXON.

업계최초로 중국, 미국, 러시아, 호주, 일본, 이란 등 전세계 10개국 이상에 기술과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5

더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가는

인도
(INDIA)

 러시아
(RUSSIA)

대만
(TAIWAN)

폴란드
(POLAND)

남아프리카공화국
(SOUTH AFRICA)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일본
(JAPAN)

이란
(IRAN)

중국
(CHINA)

주요 연혁, 인증 및 수상 실적

1994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6

2008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법인설립 ㈜대성공업

한국산업규격표시 인증(KS D 3590)

유망중소기업 선정 

국가기술지도업체 지정

우수벤처기업 지정

기술경쟁력 우수기업지정(중기청)

    ISO9001,     EM(우수품질),     NT(신기술) 인증

PL파형강관 조달우수제품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PF파형강관 NEP(신제품) 인증

조달우수제품 선정

사회복지법인 참샘동산 설립

중국 (주)장가항대성신기술 인수

우리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 선정

300만불 수출탑 수상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수상 

파형강판 조달우수제품 선정, 건설신기술(NET) 인증

HPL파형강관 조달우수제품 선정

녹색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중소기업청장 표창수상(경제활성화 유공)

 녹색경영 우수중소기업(Green-biz) 인증

K-Water 신기술경진대회 은상 수상

지역경제발전 유공 전남도지사 표창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청장 표창수상(벤처활성화 유공)

내화구조인정서 획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동부장관 표창수상(고용 유공)

글로벌강소기업선정(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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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이고 유연성이 있으므로 강성관에 비해 기초공사가 간단

- 볼트조립을 통한 시공으로 비숙련자도 시공이 가능하여 공기가 짧음

간편한 시공

- 강판에 아연도금(양면 600g/㎡)과 필름 피복을 더해 내식성을 확보하여 긴 내구수명 유지

긴 내구 수명

- 경량이므로 좁은 장소에서도 기계 없이 인력으로 운반 및 보관 가능

용이한 운반

- 원자재로 사용하는 철강재는 100% 재활용 및 탄소배출 최소화 가능 

환경 친화적

- 최대 10m의 긴 단위 길이, 빠른 시공, 긴 내구수명 확보, 원자재 재활용 등으로 우수한 경제성 확보

- 흄관 대비 최대 60% 공사비(자재대, 부대시설) 절감

우수한 경제성

- 강판에 골을 성형하여 내하력을 부여한 연성관으로 하중 및 반력이 관둘레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큰 내하력 유지

- 같은 관경의 흄관 대비 1/5~1/10 중량과 약 1/20~1/40의 두께로 시공 가능

높은 강도

파형강관 특징 파형강관의 장점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 내부식성을 

갖춰 수명이 길고 경제적이면서 시공이 

간편한 이상적인 배수 구조물

02

각종 토목공사의 배수관으로 주로 사용

되는 제품으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골

프장, 아파트, 지하통로, 도로공사 현장과 

우수저류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03

용융아연도금강판을 물결모양으로 

성형하여 강성을 높여 나선형으로  

조관한 연성관

01

D

P

t

파의 중심선

R HD

D

P

t

파의 중심선

R HD

제품형태
KS D 3590(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기  호
치   수

파의피치(P) 파의깊이(H) 파의굽힘반지름(r) 생산두께(t) 생산관경(Ø)

SCP 0RS 38.0 6.5 7.1 1.6 150~250

SCP 1RS 68.0 13.0 17.5 1.6~3.2 300~1800

SCP 3RS 76.2 25.4 17.5 1.6~3.2 900~2400

파형강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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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파형강관 리브강관 / 고내식성 리브강관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하여 부식에 강하며, 구조적 안정성과 내구성이 탁월

최대 10m까지의 긴 단위 길이와 밴드 접합 방식으로 빠른 시공 가능 

파형강관·PE관·흄관의 장점을 모두 갖춤 제품 

내부의 골 제거를 통한 낮은 조도계수 확보

세계최초 PE코팅 리브강관 생산

특허출원한 제조기술을 통해 조관 시 발생되는 PE코팅 및 아연도금층의 손상원인제거(수명연장)

높은 강도, 신뢰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 우수한 조도계수 확보!

파형강관·파형강판8 9

제품형태

<리브강관 단면> <리브 단면>

관종 리브강관 콘크리트 파형강관(1RS)

조도계수(n) 0.011~0.013 0.011~0.013 0.013~0.020

D

W

F

HD

유수
리브
강관

파형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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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L파형강관PL파형강관

고강도 망사형 필름 코팅으로 제품 운반, 시공 시 발생하는 피복층 손상 제거

강한 접착성과 내충격성으로 장기적인 내구성 및 내부식성 등 안정성 극대화

일반파형강관에 고내식성 폴리에틸렌 필름을 피복하여 획기적으로 제품 수명 연장

내화학성과 내약품성이 높아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

하수관, 오·폐수관, 간척지, 항만 등의 염해지역에 적합

견고한 피복으로 강한 내충격성 실현! 70년 이상의 수명, 뛰어난 내식성!

NG

NG

50 J

60 J

65 J NG

피복손상TEST 결과

충격에너지(J) JPL FPL HPL

이상없음

*전남 신소재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시험

이상없음

피복손상TEST 결과 이상없음

이상없음TEST 결과

망사삽입형 PE수지

접착성 PE수지

아연도금

강판

아연도금

접착성 PE수지

망사삽입형 PE수지

고강도 PE수지

접착성 PE수지

아연도금

강판

아연도금

접착성 PE수지

고강도 PE수지

HPL 필름

PL 필름

피복형태

충격테스트(시험방법 ASTM D 3763)
피복형태

제품종류

기호 피복형태 피복두께

PL301 내면 피복 내면 0.25mm 이상

PL302 내·외면 피복 내·외면 각 0.25mm 이상

파형강관·파형강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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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파형강관

폴리에틸렌 플랜지 영구 장착으로 높은 수밀성 실현

간편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빠른 시공 가능

우수관, 배수관은 물론 하수관과 오·폐수관까지 적용 가능

100% 완벽 수밀 보장!

유공관

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장, 터널 및 공원 등에 널리 사용

치밀한 타공과 높은 외압강도로 대규모 운동장, 터널용 맹암거용,  

택지조성 수직배수공법 등의 공사에 많이 사용

효과적인 우수관리!

파형강관 맨홀

일체형 제품으로 별도의 공정 없이 빠른 시공 가능

고객 대응 주문제작시스템을 통한 특수 규격 납품 가능

완벽 수밀, 빠른 시공!

파형강관 연결방법
슬리브 (SCP 0RS적용)

커플링밴드 (HPL파형강관 / PL파형강관 / 일반파형강관 / 리브강관)

플랜지 (PF파형강관) 안장티 접합

T형 접합맨홀 접합

슬리브 연결 수밀밴드

커플링밴드 연결

PF 접합 안장티 접합

파형강관·파형강판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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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강관 규격

관경별 적용범위

접속관 및 곡관

파형강관 규격/접속관·곡관

파형 KS D 3590 1RS형(68mmX13mm) KS D 3590 3RS형(75mmX25mm)

흄관
(보통2종관)

두
께
수
명

   관 
 경
 (m)

최소
토피
(m)

1.4t(46년) 1.6t(52년) 2.0t(64년) 2.7t(85년) 3.2t(97년)

최소
토피
(m)

2.0t(64년) 2.7t(85년) 3.2t(97년)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m)

5%변
형외압
강도

(kg/m)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kg/m)

5%변
형외압
강도

(kg/m)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kg/m)

5%변
형외압
강도

(kg/m)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kg/m)

5%변
형외압
강도

(kg/m)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kg/m)

5%변
형외압
강도

(kg/m)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m)

5%변
형외압
강도

(kg/m)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m)

5%변
형외압
강도

(kg/m)

성토
높이
(m)

관채
중량
(m)

5%변
형외압
강도

(kg/m)

관채
중량
(m)

파괴
하중

(kg/m)

300 0.30 52.6 14.8 29.980 59.4 17.0 33.850 73.0 20.0 41.580 83.2 2,700

350 0.30 35.9 16.4 23.900 40.2 18.7 26.740 48.8 23.0 32.420 103.2 3.000

400 0.30 26.6 18.7 20.210 29.5 21.4 22.380 35.2 26.3 26.740 128.4 3.300

450 0.30 20.9 20.2 19.900 22.6 23.1 19.620 27.0 32.3 23.060 160.6 3.600

500 0.30 17.3 23.1 16.460 18.8 26.4 17.860 21.7 38.5 20.640 196.4 3.900

600 0.30 13.2 27.0 15.090 14.1 30.8 16.050 15.8 43.2 17.990 18.9 50.5 21.520 21.2 59.9 24.200 227.6 4.500

700 0.30 11.2 30.2 14.830 11.7 34.5 15.540 12.8 46.3 16.970 14.7 56.9 19.560 16.2 67.4 21.520 375.2 5.000

750 0.30 10.5 32.4 14.950 10.9 37.0 15.570 11.8 46.3 16.800 13.4 61.0 19.070 14.8 72.2 21.050 -

800 0.30 10.0 34.5 15.180 10.3 39.5 15.720 11.1 49.3 16.810 12.4 65.0 18.790 13.4 77.1 20.300 487.6 5.400

900 0.30 9.3 39.1 15.870 9.5 44.7 16.290 10.0 55.5 17.150 10.9 72.8 18.720 11.6 85.0 19.910 0.30 18.6 63.2 31.830 22.7 83.2 38.740 624.8 5.900

1000 0.30 8.8 43.7 16.770 9.0 49.9 17.120 9.4 62.1 17.820 10.0 80.7 19.090 10.6 94.0 20.050 15.6 69.0 29.700 18.6 92.0 35.300 774.4 6.300

1100 0.30 8.5 48.0 17.810 8.7 54.9 18.110 8.9 67.8 18.680 9.4 88.8 19.730 9.8 103.4 20.530 13.6 75.9 28.500 15.9 101.2 33.130 18.1 119.2 37.820 842.0 6.700

1200 0.45 8.3 51.3 18.960 8.4 58.6 19.200 8.6 74.0 19.680 9.0 96.6 20.570 9.3 112.4 21.230 0.30 12.3 83.2 27.940 14.0 109.4 31.830 15.2 130.2 34.680 1.081.2 7.300

1300 0.45 8.4 80.2 8.7 104.5 0.45 11.3 90.6 12.6 118.8 13.6 139.9 -

1350 0.45 8.3 83.2 21.370 8.6 108.5 22.070 9.1 126.1 23.380 10.9 94.0 27.890 12.1 123.4 30.960 13.0 145.3 33.220 1,310.0 8.300

1400 0.45 8.3 86.3 8.5 112.5 10.5 97.5 11.6 128.0 12.4 150.6 -

1500 0.45 8.3 120.4 23.750 8.5 141.2 24.180 10.0 103.3 28.470 10.9 136.8 30.960 11.5 161.7 32.790 1,809.610.300

1600 0.45 8.2 128.4 9.6 110.2 10.3 145.9 10.8 172.5 -

1650 0.45 8.2 132.3 8.3 154.9 25.910 9.4 114.1 29.460 10.1 150.1 31.520 10.5 176.8 33.030 1,458.4 9.300

1700 0.45 8.1 136.3 9.2 117.5 9.8 154.7 10.3 182.1 -

1800 0.45 8.1 168.6 27.750 0.45 9.0 124.9 30.740 9.5 163.5 32.470 909 191.9 33.790 2,086.811,300

1900 0.60 8.8 131.8 9.2 172.6 9.5 202.5

2000 8.6 137.6 32,740 9.0 181.4 34.140 9.3 213.6 35.170 12,000

2100 8.5 144.9 8.8 190.3 9.0 224.7

2200 8.4 151.8 34.970 8.6 199.3 36.130 8.8 235.4 36.980 12,600

2300 8.3 157.6 8.5 215.9 8.7 245.1

2400 8.2 165.0 37.370 8.4 218.5 38.330 8.6 257.6 39.040 13,200

종류
생산규격

일반파형강관, PL파형강관, HPL파형강관 PF파형강관 리브강관 유공관

SCP 0RS D150~D600 D250 D150~D250 D150~D600

SCP 1RS D300~D1800 D300~D1000 D300~D1500 D300~D1800

SCP 3RS D900~D2400 - - -

T 형관(이경티) T 형관(정티) 레듀샤

엘보45

Y형관 옆가지관

엘보90

L

d
1

h

d2 d1

d
1

h

L

d
1

d1

d
1

h

L

d
1

D D

A

45
.0
°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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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XON이 개발한 파형강판 구조물의 보강기술은 관련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여 인류의 삶에 편리함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픽슨의 기술력이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해 나갑니다.

저 류 조

건 축 물

통 수 로

지하공동구

터 널

26

군사시설34

교 량

31

36

33

방음터널28

32

30

해당 제품 페이지 번호

“기술로 미래를 앞당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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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강판 소개 규격 및 시공순서

파형강판 특징 파형강판 규격
파형강판은 일정 크기의 구조용 강판재(SS400,SS490, SS590 등)를 파형으로 성형하여 강성을 증가시킨 구조용 자재로서  

용융아연도금(양면 900g/㎡)을 통해 설계 내구수명 50~100년 이상 확보 

타공법 대비 간편한 시공방법, 편리한 운송, 수려한 미관, 구조적 안정성 등을 갖춘 경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제품 

교량, 개착터널, 생태터널, 방음터널, 군사시설, 지하공동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조물로 활용 가능

파형강판의 장점

빠른 시공성

뛰어난 경제성

완벽한 품질

심미성

견고한 내구성

통수단면우수

친환경성

경량소재로 운송이 쉽고 용이
볼트조립을 통해 타 공법 대비 시공기간을 30~50%로 단축하여 빠른 시공 가능
노후, 수해복구 및 보수·보강 시 부분 보수를 통해 급속시공 가능

공장 제작품이므로 품질이 균일
설계부터 제조·시공·현장관리까지 통합관리로 우수한 품질 유지 

강재 표면에 용융아연도금(900g/㎡)을 하여 긴 기대수명 확보

빠른 시공을 통한 공기 단축
견고한 내구성을 통해 긴 제품수명을 확보하여 뛰어난 경제성 실현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대비 15~30% 공사비 절감 가능

강재의 특성상 100% 재활용이 가능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대비 친환경 제품

내·외부 장식을 통한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용이

상·하류 접속수로와 수로암거와의 원활한 접속으로 병목현상 해소

파형강판
시공순서

터파기

방수공

베이스
찬넬설치

뒷채움

자재
반입

성토
다짐

파형강판
조립

시공
완료

01

02

03

04

05

06

07

08

종류 두께(t) 골의 피치(p) 골의 깊이(d) 굽힙반지름(r)

표준형 2.70~7.00 mm 150 mm 50 mm 28 mm

대골형
Type1 3.42~7.01 mm 380 mm 140 mm 76 mm

Type2 3.00~9.00 mm 400 mm 150 mm 81 mm

파형의 규격 평평한 카드 파형 성형된 카드

p

f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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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설계  LANDSCAPE PLANNING

생활과 자연이 공존하는 품격 있고 조화로운 기술!

구조물의 상부토지를 적극 활용하여 아름다운 환경, 

편리하고 유용한 공간으로 설계합니다.

파형강판의 내·외부는 자연석·목재마감, 보강토 무늬 등을 

활용하여 세련된 공간으로 탄생합니다.

강재라이닝 마감보강토 블럭 문양 목재라이닝 마감

고등동 생태터널 조감도

분당~수서 시험시공 군포~당동 2지구 국민임대 주택 단지 조성공사 김포~관산 도로 개설공사 부천범박지구 주택단지 조성공사

원신터널 투시도

분당수서도로위공원조성조감도

면벽 돌붙임

경기도 포천 골프장전주~완주 혁신도시 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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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해석

유한요소 해석 아치형 FEM 해석

유한요소 해석 박스형 FEM 해석

왕복 8차선을 확보하는 우수한 현장성!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FIXON의 독자적인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은 국내특허 4건과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 이탈리아 등에 

국제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SPAN 16m 이상의 장지간 구조물, 고성토 구조물, 편토압을 받는 구조물에 적용

 파형강판과 콘크리트가 연성거동하도록 RC환산단면적 최적화

 지간의 한계를 16m~33m 이상으로 향상, 고성토 구간에서도 적용 가능

 시공기간은 RC라멘교 대비 50%, 해외기술 대비 40% 단축

 공사비용은 RC라멘교 대비 80%, 해외공법 대비 93% 수준

건설신기술 
RC보강공법

특장점

특수조건의 구조물의 설계 시 2차원 또는 3차원의 구조물 해석

을 수행하여 구조물의 실거동에 따른 정확한 해석을 통하여  

설계를 수행. 

구조물의 해석에는 파형강판 주변의 뒷채움과의 상호작용

을 고려한 Soil요소 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유한

요소 해석프로그램인 Pentagon 3D 및 Midas GTS를 사용

하며 Duncan-Chang Soil Model을 이용한 탄소성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 

PENTAGON 프로그램은 파형강판의 특징인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모사하기 위하여 토피에 따른 지반의 응력상태

에 따라 뒷채움 흙의 Es를 변화시켜 시공 중에 따른 구조물의 

압축력과 휨모멘트를 계산하여 지반-구조물 합성 거동을 유사 

하게 모사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실제 뒷채움의 시공과정이 반영될 수 있으며 

뒷채움 흙의 모델이 가능한 지반범용 프로그램인 Pentag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고령~성주3 국도건설공사

* Shape : 반원아치
* Span : 10.5m
* Rise : 5.312m
* Length : 97.197m
* T : 6.0mm

단면 결정
(최소토피고 검토)

설계완료 설  계
흐름도

하부
기초 설계

시공중·완공후
안정성

소성힌지 검토

구조적
안정성 검토

(좌굴파괴, 

이음부파괴)

하중 산정
(고정하중, 활하중,

지진하중 등)

모델링

모델링

모델링

모델링

해 석

해 석

해 석

해 석

전산해석 COMPUTATIONAL ANALYSIS

제672호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 건설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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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보강 거푸집 조립 및 체결

RC보강 1차 거푸집 조립 및 체결

RC보강 1차 부분 타설

RC보강 2차 부분 조립

PE시트방수 및 보호재 설치

RC보강 2차 마무리 타설 완료 
(GROUT FITTING HOLE에 콘크리트 압출)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7

Step 6

철근 배근

거푸집 조립 및 체결

1차 거푸집 조립 및 체결

1차 부분 타설

2차 부분 조립

방수

2차 마무리 타설 완료

RC보강 철근 배근

02

03

04

05 06 07

RC보강공법 순서

인천 영종지구 #6

* Shape : 낮은 아치
* Span : 21m
* Rise : 6.903m
* Length : 28.880m
* T : 7.0mm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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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TUNNEL

생태터널, 피암터널까지 완벽한 시공!

 생태계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려고 만든 구조물로서 터널형·육교형 등에 파형강판을 적용

 산사태 시 흙과 돌 등이 흘러 내려 도로가 파손되고 통행이 차단되는 걸 예방하는 터널로 파형강판 적용

특장점

 파형강판 터널의 경우 긴급공사 시에도 동바리 사용이 전혀 없으므로 통행성을 확보하면서  

  안전한 시공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효과 실현

 단순한 공정과 짧은 공사기간, 사용 중인 도로에서도 우회로 설치 없이 시공이 가능

생태터널

피암터널

행복중심복합도시 총리공관-월산산단 연결도로

문곡 창리간 도로확포장공사 고달 산동간 도로개설공사

* Shape : 반원아치
* Span : 12m
* Rise : 5.948m
* Length : 21.013m
* T : 6.0mm

* Shape : 낮은 아치
* Span : 18m
* Rise : 5.995m
* Length : 12m
* T : 8.0mm

* Shape : 반원아치
* Span : 10.5m
* Rise : 5.312m
* Length : 50.099m
* T : 6.0mm



파형강관·파형강판28 29

방음터널 SOUND BARRIER TUNNEL

뛰어난 소음 차단 효과! 경제적인 시공비!

빠르게 늘어나는 도로와 차량에 따른 소음공해와 녹지대 감소를 혁신적으로 해결

 빠른 시공으로 타 공법 대비 20% 저렴한 비용과 약 30%의 소음 저감효과

 구조적 안정성을 통한 내구성을 바탕으로 경제성을 확보한 구조물

 채광창을 사용하여 자연채광을 유도함으로써 도시경관과 최적의 조화 

 파형강판 위에 공원을 조성한 구조물로서 녹지량 증대 효과

 도심 녹지 조성을 통해 수려한 미관이 장점

 하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공원을 비롯한 체육·놀이시설 등 다양한 시설 설치 가능 

 채광이 없는 소음차단, 이물질 및 분진방지용 구조물의 터널

일반형

공원형

덮개형

특장점

 타 공법 대비 약 20% 저렴

 시공기간이 짧고, 시공 중 교통개방이 가능하여 민원 최소화 가능

 뛰어난 구조적 안정성으로 자연재해 우려 제거

 뛰어난 소음 차단 능력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내·외부 장식을 통해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용이하며, 생태식물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시설로 응용 가능

 별도의 유지관리가 필요 없으며 세척이 간편

 개방감이 우수하며, 공원형의 경우 도로의 지하화와 동일한 효과 실현

파형강판방음터널 난반사 

음향카메라 영상기법에 의한 검증
(Acoustic Camera, Noise Indicator, ACOEM, 독일)

도심공원형 방음터널 시공 후 조감도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도심공원형 방음터널 시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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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로  UNDERGROUND 
               WATER FLOW PATH 교량 BRIDGE

공기 단축으로 교통체증 및 시민불편 최소화!

구조전문 기술사를 통한 최대 안정성 확보!
최소의 교통통제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특장점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공기 1/3 소요

 급속시공으로 인한 수로 이용 억제 시간 최소화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통수능력 확보에 유리

 용융아연도금을 이용한 고내후성, 내부식성 확보 (내구 사용 연한 100년)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비용이 저렴

 연성체로 연약지반 시공시 부등침하에 유리

 다양한 단면형상으로 주위환경과의 조화가 우수하며 미관이 수려

특장점
 일반적인 박스형 콘크리트(4.5m x 4.5m) 암거와 달리 차량통행 가능

 다양한 단부 마감형식을 통한 수려한 미관 연출

 비계, 동바리 미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감소

 용접연결을 배제한 전면 볼트연결 구조로서 내피로성이 우수

 현장여건에 맞는 강종선택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공 가능

 건식공법에 따라 하자 발생을 최소화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 절감

수려한 미관! 우수한 개방감을 통한 시야 확보!

혹한기, 혹서기에도 완벽하게 대응하는 시공! 
최적의 설계를 통한 안전성 확보와 동시에 빠른 시공까지!

나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왕곡~금천) 대기교

상계 죽향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백운 학생 야영장 진입 교량

* Shape : 낮은 아치
* Span : 15m
* Rise : 5.876m
* Length : 21m
* T : 8.0mm

* Shape : 박스형
* Span : 13.701m
* Rise : 3.931m
* Length : 9.0m
* T : 8.0mm

* Shape : 박스
* Span : 10m
* Rise : 3.079m
* Length : 31.907m
* T : 8.0mm

* Shape : 반원아치
* Span : 17m
* Rise : 8.56m
* Length : 6.08m
* T : 8.0mm

청다리 교량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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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동구 
UNDERGROUND TOGETHER DITCH

효율적인 도시 운영 및 선진화된 지하 공간 활용!

보행자의 쾌적한 통행공간과 안전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구조물!

특장점

 강재로 이루어진 연성구조체로 지진발생이나 피폭 시에도 쉽게 붕괴되지 않음

 급속균열, 전단, 비틀림 파괴의 위험이 적어 높은 변형저항성

 구조물의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가 간편하여 높은 경제성 실현  (콘크리트 공동구 대비 80%)

 PVC 방수캡을 적용하여 볼트 연결부 완벽 방수

 미관의 개선 및 도로구조의 보전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가능

저류조 
WATER STORAGE SYSTEMS

간편하고 빠른 시공, 경제적인 공사비!

공정이 복잡하고 누수위험이 높은 타 공법의 단점을 모두 해결한 파형강판 저류조

특장점

 콘크리트 구조물 대비 시공기간 1/2 소요, 공사비는 20% 이상 저렴

 시공이 간단하여 급속 시공 가능

 연성구조체이며 공용 중 발생하는 변위를 정기적으로 계측하는 등 구조적 안정성을 갖춤

 일반적인 강구조물 조사 기준으로 구조물 건전성 판별이 가능하여 유지관리 용이

 가스켓, 우레탄실런트, 수밀볼트, 볼트캡 방수기술로 완벽 방수

 부지의 형태에 맞추어 홍수방지, 주차장, 빗물 재이용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

* Shape : 박스형
* Span : 7.502m
* Rise : 2.001m
* Length : 52.48m
* T : 7.0mm/5.0mm

* Shape : 원형
* Span : 2.5m
* Rise : 2.5m
* Length : 6.1m
* T : 5.3mm

청량덕정배수펌프장(저류조) 지하공동구 시제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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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성능, 저렴한 공사비로 국가예산 절감!

간편한 조립 공법! 빠른 시공! 안전한 구조물!

방호벽이란?

병영생활관 및 전투진지(포상 등)에 방호벽을 설치하여 
적의 포탄의 파편과 탄의 폭발 시 폭풍압력에 대해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용도.

특장점

 군부대 탄약고, 격납고, 진지 등의 저장 시설물로 활용 가능

 포탄충격 시 내면 2차 파편피해 최소화

 기둥이 없는 아치형으로 공간 100% 사용 가능

 간편한 볼트조립으로 산악지, 오지에 대한 시공용이성, 공기단축 및 경제성 확보

 재활용이 가능하여 폐기물 처리비 미발생 및 CO2 발생 최소화 

 현장 조립으로 부대 이전 시에 재활용 가능

파형강판 방호벽 특장점

 콘크리트 양생이 필요 없어 공기단축에 유리

 폭발 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로 양거리 확보 가능

 배면파쇄(anti-scabbing plate) 방지강판 역할로 파편에 의한 2차 피해없음

 방호벽의 규격 및 형상의 변형이 자유로움

 공장제품으로 품질 균일

 기존 공법 대비 경제성 2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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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 : 파이프아치
* Span : 7.124m
* Rise : 4.383m
* Length : 10.0m
* T : 5.3mm

00사단 병력대피호

* Shape : 낮은 아치
* Span : 25m
* Rise : 10m
* Length : 36m
* T : 7.01mm
* 특이사항 :  
  6개동/ 강합성 공법 적용

* Height : 2.3m
* T : 4.18mm
* 직경 : 13m
* 방호등급 : 3등급
* 특이사항 : 총 18개소 

35

00부대 전력화 사업 공격형 헬기 이글루

군사시설 MILITARY INSTALLATIONS

00부대 k-9 포상 유개화 후방 원형포좌 방호벽

원주 치악산 전술훈련장 조성공사 탄약고 안전거리 축소 방호벽

* Height : 5.8m
* Wide : 1.2m
* Length : 76m
* T : 4.67mm
* 방호등급 : 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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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언제나 

‘자연과 함께합니다’

‘사람과 함께합니다’

가장 큰 지혜는 바로‘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지혜.

FIXON은 자연에서 배운 지혜를 이웃과 나눕니다.

더불어 나누고 사랑하고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

그곳엔 언제나 FIXON 가족들의 마음이 함께합니다.

FIXON 가족들이 함께하는 장애인 보호시설

 참샘 마을(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참샘 동산(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참샘 마루(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건축물 STRUCTURE

반영구적 수명, 다양한 활용도의 저장시설!

특장점

 생태환경 지중건축물로서 재래식 토굴의 현대화

 파형강판의 상부에 보강토를 덮어 외부충격 완화 및 단열 효과

 실내온도 연평균 15도, 습도는 90% 유지

 재래식 토굴과 같은 효과로 다양한 용도에 이용 가능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로 환경오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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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pe : 높은 아치
* Span : 12.232m
* Rise : 7.937m
* Length : 9m
* T : 2.7mm

베이커리숍(일본)

나주 와인지하저장고

* Shape : 높은 아치
* Span : 6.0m
* Rise : 5.013m
* Length : 27.918m
* T : 4.5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