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echnology for people

(주)태하

태하이앤씨(주)

www.etaeha.co.kr

www.cobike.co.kr

www.cosky.co.kr

사람과 자연을 위한 기술 

인도교·울타리 전문업체

(주)태하/태하이앤씨(주) 



+  03(주)태하/태하이앤씨(주)01  회사소개 02

TECHNOLOGY 
FOR 
PEOPLE

사람과 자연을 위한 기술을 모토로 설립된 

태하이앤씨 주식회사

2009년 경기도 수원에 본사를 두고 설립되어 ‘시설물 유지 

보수 및 관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의 전문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달청 직접생산 등록 업체로써 막구조 및 

인도교 분야의 전문업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막구조 및 인도교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디자인 능력과 

구조해석능력을 바탕으로 고객이 원하는 차별화된 공간을 

기술과 노하우로 구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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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10-1375525호)

경사지용 확장 인도 

구조물

디자인(30-0746669호)

교량용 인도지지 부재

이노비즈 확인서

 

관련디자인등록

(30-0821601)

교량용 인도지지 부재

특허(10-1428742호)

도로용 확장 인도 구조물
특허(10-1609760호)

경사지옹벽을 이용한

확장 인도 시공 방법

특허(10-1618746호)

시공성이 개선되게 한

확장 인도교의 조립식

거더 구조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인증서 & 공장 현황   오시는 길

학의JC

(주)태하

안양역

명학역

평촌역

인덕원역

안양시청
동안구청

안양종합운동장

관양2동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계원예술대학교

삼호아파트 삼거리

과천

판교

청계IC의왕시청

평촌IC

과천시청

범계역

금정역

백운호수

한국전력공사
자재검사처

4호선1호선(경부선)

본사 지사 공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21번길 2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곡천길 47-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401 대륭테크노타운 

15차 1905호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길 197

사업자등록증

특허(10-2332409호)

작용 하중에 대한  

반력이 발생되게 한  

지주식 인도교용 강관거더

건설업등록증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설업등록증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등록증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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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교 정의

  공법 특징

인도교(Foot Bridge)란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량, 옹벽) 및 해상의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구조물

$

최적의 구조검토로 

안전성 우수

간단한 공정으로 

공기단축

반영구적으로 

유지관리 절감

공장제작으로 

품질향상

용지보상비
절감

인도교

공법 특징

인도교
02

TECHNOLOGY FOR PEOPLE
태하이앤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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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나 구조물에 강재브라켓을

연결브라켓과 일체화 하여 시공하는 공법

교량용

(특허)제10-1428742

토공용

(특허)제10-1375525

옹벽용

(특허)제10-1375525

확장인도교

교량용 토공용 옹벽용

공법사진

개요
 T형 강재 브라켓을 케미칼앙카로 기존 

교량에 확장하는 공법

H파일 + 연결브라켓 + 매립앙카 + 

강재브라켓(T형)

강재브라켓(T형) + 케미칼앙카 + 

목재데크

특징

• T형 단면으로 타제품보다 경량으로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

• 접합면 모양에 따라 다양한 단면 

제작 가능

• 공장제품으로 일체형 용접구조로 

제작 품질우수

• 같은 확폭 대비 경량화된 

브라켓으로 공사비 저렴

• 신축이음 설치로 온도변화에 유동적

• 브라켓과 H파일의 일체화로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기초크기 최소화

• 공장 제품으로 품질 우수

• 미관 및 설치가 용이하며 브라켓이 

타공법보다 가벼워 안전

• H파일+연결브라켓+강재브라켓의 

일체화로 구조안정성 우수 

• 신축이음 설치로 온도변화에 유동적

• 공장제품으로서 일체형  용접구조로 

제작되어 품질 우수

• 충분한 휨강성을 갖는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진동 및 처짐 발생이 

적음

• 시공이 비교적 단순하고 브라켓 

중량이 가벼워 안전

• 공사비 저렴

• 현장상황에 따라 데크 및 콘크리트 

포장 선택 가능

  공법별 특징

2.5m 이내

2.0m 이내

3.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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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량용��

확장인도교
기존 교량에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곤란할 때 교량 측면 혹은 상면에 

T형 강재브라켓을 케미칼앙카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공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질과 시공성이 우수

노후교량의 경우 접합부를 일부 철거하여 기존 철근과 T형 강재브라켓을 

연결브라켓과 일체화하여 시공 가능

자전거 도로 및 인도확장 공법

COBIKE THB-1

측면앙카 연결

COBIKE THB-2

측면 및 상면앙카 연결

COBIKE THB-3

측면 및 상면앙카 연결

•시공완료 •데크 설치

•케미칼앙카 설치 •브라켓 설치

  시공순서

  형식

2.5m 이내 2.5m 이내 2.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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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공사례�(전북�남원시�화수교�인도�설치공사)

교량용 확장인도교

   (THB-1)

1. 교량용 확장인도교 

   (COBIKE-TH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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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공사례�(경기�안성시�안성교�전망대�설치공사)

교량용 확장인도교

   (THB-1)

1. 교량용 확장인도교

   (COBIKE-TH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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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공사례�(경기�안산시�안산천고향의�사업�장하교�인도설치공사)

교량용 확장인도교

   (THB-1)

1. 교량용 확장인도교 

   (COBIKE-TH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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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공사례�(전북�남원시�구룡교�인도확장공사)

교량용 확장인도교

   (THB-2)

1. 교량용 확장인도교 

   (COBIKE-TH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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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공사례�(강원�원주시�구룡사�진입로�인도설치공사)

교량용 확장인도교

   (THB-2)

1. 교량용 확장인도교 

   (COBIKE-TH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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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공사례�(경기�국도�38호선�평택구간�보행로�개선사업)

1. 교량용 확장인도교 

   (COBIKE-THB-3)

교량용 확장인도교

   (TH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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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에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곤란할 때 도로를 훼손하지 않고 

경사지 및 석축에 기초 및 파일을 설치한 후 T형 강재브라켓을 일체화하는 

공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질과 시공성이 우수

기초 및 파일에 연결브라켓을 설치하고 T형 강재브라켓과 앙카로 

연결함으로써 일체로 거동하여 상부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전도를 방지

자전거 도로 및 인도확장 공법

COBIKE THE-1 

파일없음, 기초시공

COBIKE THE-2 

파일설치, 기초시공

•H파일 설치

•난간 및 데크설치 [완공]

•연결브라켓 및 철근

•장선설치

•기초콘크리트 타설

• T형 상부브라켓 및 난간받침 설치

  시공순서

  형식
2.�토공용��

확장인도교

3.0m 이내

3.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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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공사례�(경남�창원시�소개천�보행로�개선사업)

2. 토공용 확장인도교 

   (COBIKE-THE-1)

토공용 확장인도교

   (T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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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공사례�(경남�창원시�산호천변�주거환경�개선사업)

2. 토공용 확장인도교 

   (COBIKE-THE-1)

토공용 확장인도교

   (T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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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공사례�(전북�남원시�산내달궁마을�진입로�개선사업)

2. 토공용 확장인도교 

   (COBIKE-THE-2)

토공용 확장인도교

   (TH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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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공사례�(서울�도봉구�도봉2천��보도개선사업)

2. 토공용 확장인도교 

   (COBIKE-THE-2)

토공용 확장인도교

   (TH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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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옹벽에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이 곤란할 때 옹벽 상단을 철거하여 

기존 철근과 T형 강재브라켓을 일체화하는 공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품질과 

시공성이 우수

기존 철근에 연결브라켓을 설치하고 T형 강재브라켓과 앙카로 연결함으로써 

일체로 거동하여 상부하중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전도를 방지

자전거 도로 및 인도확장 공법

COBIKE THR-1 

측면 및 상면앙카 연결

  시공순서

  형식
3.�옹벽용��

확장인도교

•기존옹벽 절단

•난간 및 데크설치 [완공]

•철근보강

•상부브라켓 설치

•연결브라켓 설치

•Con`c타설

2.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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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시공사례�(서울�도봉구�도봉2천��보도개선사업)

3. 옹벽용 확장인도교 

   (COBIKE-THR-1)

옹벽용 확장인도교

   (TH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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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시공사례�(경남�창원시�내서삼계�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

3. 옹벽용 확장인도교 

   (COBIKE-THR-1)

옹벽용 확장인도교

   (TH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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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교 설치가 어려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확장 적용사례

특수형 인도교 공법

Y 형 지주 인도공법(창원 교방천)

브라켓+지주 혼합형 인도공법(국도 38호선)

광폭 인도확장형( 세종 교방천)

4.��특수형�

인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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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저수지, 도로의 횡단부와 도로의 사면부에 지주 (PC 또는 강관 말뚝)을 

천공 후 지반에 근입하여 하부를 형성하고, 공장에서 제작된 주거더 및 

T형 단면의 Cross Beam을 거치 조립한 후, 각형강관, 바닥재, 난간 순으로 

시공하여 자전거 도로 및 인도용 교량을 가설하는 공법

자전거 도로 및 인도확장 공법
  1. 구조적 안정성

  2. 주형 type 분류
■ 특허명 : 시공성이 개선되게 한 확장 인도교의 조립식 거더 구조

              (제10-1618746호)

낮은 형고의 인도교에서 주거더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장 제작된 강관 또는 H-Beam 형태의 주형에 

T형 단면의 Cross Beam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한 후 좌, 우측 Beam의 수직 보강재를 체결나사봉으로 고정시켜 

주거더의 비틀림 강성을 확보함으로써 인도교의 안정성 및 시공성을 개선한 공법 

•구조적 안전성 :  주거더의 응력 집중부에 추가적인 보강재가 구성되어 구조적 안전성 증대 

상·하부 강결구조로 상부거더 효율성 증대

•시공성 : 대부분 부재의 공장제작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현장용접을 최소화 하여 급속시공가능

•유지관리 : 받침 및 신축장치를 최소화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경제성 :  경량의 T형 단면 Cross Beam 적용에 따른 자재 절감으로 경제성 향상 

난간 받침대 별도 설치로 유효 보도폭 확보

•응력이 집중되는 지점부에 추가적으로 강성을 보강하기 위한

  수평보강재 및 수직보강재가 구성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뛰어남

•강판 재료 : SM 275(SM 400) or SM 355(SM 490)

•형강 재료 : SS 275 (SS 400)

•강관재료 : ·SGT 355 (STK 490)

공법 개요

공법 특징

사용 재료

■형강 주형 타입

■강관 주형 타입

수직보강재

수직보강재 

캔틸레버 브라켓

브라켓 WEB 

체결나사봉

체결나사봉

캔틸레버 브라켓

수직보강재

주거더 

용접플레이트

주거더 

용접플레이트

5.��지주식�

인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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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횡단, 해안에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등

중·장경간이 필요한 경우

단주식 

(특허)10-1618746

복주식 

(특허)10-1618746

5.�지주식인도교

강관주형

주형거더 연결부

형강주형

형강주형 분해도

강관주형

강관주형 분해도

형강주형

형강주형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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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순서

현장 파일설치

주형 거치

데크설치

주형 제작

상부마감 장선설치

난간설치(완료)

01

03

05

02

04

06

•현장 파일설치

•주형 거치

• 데크설치

•주형 제작

•상부마감 장선설치

•난간설치(완료)

01

03

05

02

0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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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및 인도를 개설함에 있어, 하천 또는 도로 횡단으로 인한 

단절구간에 하부는 지주 또는 교대, 교각을 설치한 후, 공장에서 제작된 

장지간의 원형 강관거더를 이용하여 상부를 설치하는 자전거 도로 및 

인도용 교량 가설공법

보강 전 : 
Fmax=9.39MPa

초기인장력 가압 전 :  
 δmax=0.0133mm

보강 후 : 
Fmax=5.67MPa

초기인장력 가압 후 :  
δmax=0.0106mm                  

자전거 도로 및 인도확장 공법
  1. 구조적 특징

  2. 구조 상세도

■ 특허명 :  작용 하중에 대한 반력이 발생되게 한  

지주식 인도교용 강관거더  (제10-2332409호)

강관거더교의 응력 집중구간에 저항력 발생 구조체(부재)를 강관 내부에 보강, 강관과 일체화하여 

강관거더의 구조적 안전성 (변형,강성,내력)을 향상 시킨 공법

•구조적 안전성 : 저항력 발생 구조체를 강관 내부에 보강하여 강관거더의 구조적 안정성 (변형,강성,내력)을 향상

•시공성 : 전 부재의 공장제작으로 균일한 품질확보, 크레인 일괄 가설로 급속 시공 가능

•유지관리 :  강관 내부 보강 구조체를 통한 하중분산으로 변형 최소 사용 수명 연장 

거더 단면 밀폐로 거더 내부 유지관리 불필요

•경제성 :  단면 효율성 증대로 자재 절감 경제성 우수

• 강관 거더에 하중 작용시 내부 하중전달빔을 통하여 하부 저항판에 작용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저항력 발생 부재에 저항력(부반력)을 발생시키는 구조  

또한, JACK을 통하여 초기 인장력을 작용하게 할 수 있는 구조로 자중에 의한 변위를 최소화

공법 개요

공법 특징

형고

6.��강관거더�

인도교

최대 경간장
형고 (최대 형고 기준)

30m 35m 40m 45m 50m 60m

L ≤ 60m 0.7m 0.9m 1.1m 1.2m 1.4m 1.6m

■구조원리

■반력도

■응력도

■변위도

✽ 10kN 하중 작용시 저항력 발생 부재에  

각 1.9kN의 저항력(부반력)이 발생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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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순서

현장 파일설치

상부 제작

상부 포장(데크)

보강캡 설치

상부 가설

난간설치(완료)

01

03

05

02

04

06

  3. 개요도 특허(10-2332409호)

 

 

설치도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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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03

05

03

05

0202

04

06

04

06

• 지주 설치•자재 반입 및 절단

•강관 거더 제작

•도장

•상부 반입 및 지조립

• 상부 포장

•지주 두부 보강•부재 제작

•공장 가조립

•출하(운반)

•크레인 일괄 가설

•설치 완공

  시공순서(공장제작)   시공순서(현장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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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안산천�영동고속도로�하단�육상인도교)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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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거제�망치항�전망대�인도교)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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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남원�원천천�인도교�설치공사)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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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태안군�뭍닭섬�천리포�수목원�해안데크�설치공사)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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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거제�해안거님길�인도교�설치공사)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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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거제�해안거님길�소노캄�인도교�조성공사)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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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청양�장곡천�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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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례�(남양주�평내동�보행로�설치공사)

   인도교 시공사례

   (THP-1, THP-2, 강관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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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주식의  응용구조

공장에서 제작된 BOX주형에 T형단면의 Cross Beam을 

일정간격으로 배치하여 측면을 볼트로 체결하는 공법

02기타목교 시공사례

■ 특허명 : 특허 제 10-16187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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