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S-Wall 패널식 옹벽 공법 



회사연혁  COMPANY OVERVIEW

회 사 명 (주)도담이앤씨 

대표이사  이  명  재

자 본 금  1,700,000,000원

주     소   본사 /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 192번길 40 새마을회빌딩4층
T.032.428.4770 / F.032.421.4450 / http://www.dodamenc.co.kr

건설 및 인프라본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안양메가밸리 306, 317호
T.031.420.4770 / F.031.420.4449/4450

회사연혁

기술개발연혁
·2018.01 특허등록 : 특허 제10-1822412호 (적층이 가능한 배면보강 판넬옹벽 및 배면보강 파넬옹벽 시공방법)
·2018.11 디자인등록 : 제30-0981231호 (절토부 옹벽 패널)

건설시공 분야
·일반토목시공 분야

·전문시공 분야

·해외시공 분야

·개발사업 분야

·측량분야

·건설감리 & CM 분야

핵심사업 분야
·�일발포우레탄 패커를 이용한  

압력식 쏘일네일링
·�ECG 그라우팅 공법
·�코킹 모듈을 이용한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법
·�PHC 말뚝 선단장치
·�발포우레탄 패커를 이용한   

압력식  마이크로 공법

건설시공 분야
·도로분야

·구조교량분야

·지반터널분야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단지분야

·상하수도분야

·조경분야

·건축분야

·환경분야

·해외사업분야

도담은 지난 1997년 “야무지고 탐스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창립되었습니다.

도담은 프로젝트의 발굴에서 기획,설계,시공과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종합건설회사입니다.

도담은 건설을 통해 자연과 인류 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지향하며,탁월한 성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도담인은 꿈을 가지며 삶의 행복과 보람을 추구합니다.

도담이 “도담”스러운 내일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ODAM Builds Tomorrow.

                                                                                                                     대표이사 이명재 외 임직원

·1997.07 ㈜도담엔지니어링 설립    
·1998.06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등록
·1998.09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0.04 벤처기업 확인 취득
·2002.10 보링그라우팅 면허 취득
·2003.04 ㈜도담이앤씨로 회사명 변경
·2005.01 ㈜도담이앤씨 건설본부 창설
·2006.05 토공사업 면허 취득
·2006.12 아제르바이잔 바쿠 현지 사무소 개설
·2009.12 ㈜도담이앤씨종합건축사사무소로 회사명 변경
·2010.10 ISO14001, ISO9001 취득
·2011.08 부동산개발업 신고
·2012.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2012.07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2014.10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설계,사업관리(일반)]
·2015.0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2015.04 도담개발 설립
·2015.05 종합 건설업 등록증 취득(건축공사업)
·2015.07 종합 건설업 등록증 취득(토목공사업)
·2015.10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
·2016.02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2016.03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2016.06 석면해체, 제거업자 등록증 취득
·2016.12 ㈜도담이앤씨로 회사명 변경
·2018.0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취득
·2018.08 포장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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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경사에 따른 절취사면의
경사가 커 붕괴의 우려가 있는
경우

MS-WALL옹벽 적용으로
전단강도 향상
원호활동 저항력 확보 가능

절취사면 상부에 구조물이 있어
집중하중에 의한 활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MS-WALL옹벽 적용으로
상부구조물 및 사면전체의
안정성 확보

절취사면 상부에 이설이 불가능
한 시설이 있거나 용지경계와
접하는 경우

MS-WALL옹벽 적용으로
용지경계를 침범하지 않고
시공가능

터널 갱구부 배면에 대절토
사면이 형성되는 경우

무한사면 발생을 방지하고
토공량을 줄여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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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천공

03 기초블럭 설치

05 지압판 및 너트 체결

07 시공 전경

02 MS-WALL볼트 삽입 및 그라우팅

04 MS-WALL판넬 설치

06 뒤채움 및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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