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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SOIL공법 (특허 및 신기술 : Jamming을 유발시키는 퍼즐쏘일 지반보강 및 개량 기술)

No. 발 주 처 공 사 명 규 모 연 면 적

80 영일&필 두암동 M빌딩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2층 447 m2

79 도봉구 창동 골목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4층 190 m2

78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인재원 문서 및 물품보관실 증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5층 2,498 m2

77 신원종합 건축사 영등포구 신길동 115-19번지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6층 689 m2

76 인하건축사 용현동 172-7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1층,지상5층 258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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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SOIL공법 (특허 및 신기술 : Jamming을 유발시키는 퍼즐쏘일 지반보강 및 개량 기술)

No. 발 주 처 공 사 명 규 모 연 면 적

75 목연건축사 도화지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4-3, 4-2) 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3층 483 m2

74 도우건축 인성엔프라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1층,지상3층 861 m2

73 트윈에너지 둔포테크노벨리 사업장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2층 1,997 m2

72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일죽 벤츠 물류창고 증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1층 11,913 m2

71 삼성디스플레이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지원1-1-1,2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2층,지상10층 114,588 m2

70 ㈜아키스타 등촌동 655-42 판매시설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1층,지상3층 5,098 m2

69 서울주택공사 강일2지구 준주거1용지 공공주택 건설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2층,지상12층 13,368 m2

68 하남시 초이동 산업단지 자족15-2블럭 공장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2층,지상7층 9,057 m2

67 ㈜엠스틸건설 KB골든라이프케어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1층,지상5층 5,667 m2

66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하1층,지상3층 40,929 m2

65 이데아인앤에스 이데아인앤에스 폐기물처리장 퍼즐쏘일 공사 폐기물처리장 -

64 국방시설본부 부대개편사업중 퍼즐쏘일 공사 1~4층 -

63 국방시설본부 차기다련장 시설사업중 퍼즐쏘일 공사 1~2층 -

62 ㈜지엘종합건설 하남미사자족지구 16-5 공장동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1층,지상6층 2,269 m2

61 두루종합건설㈜ 양구읍 송청리 71-1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1층,지상5층 1,214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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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SOIL공법 (특허 및 신기술 : Jamming을 유발시키는 퍼즐쏘일 지반보강 및 개량 기술)

No. 발 주 처 공 사 명 규 모 연 면 적

60 ㈜ 태한건설 한화대전사업장 신규공실(75, 76동)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1층 2,382 m2

59 영일&필 운림동 B빌딩 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공사 지상2층 327 m2

58 ㈜ 하나건설 천안 풍세면 삼태리 공장동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2층 1,735 m2

57 삼정종합건설㈜ 천안시 신방동 1113-2 근린생활시럴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2층 976 m2

56 ㈜서유개발 천안백석공단 TI오토모티브공장증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1층,지상2층 6,507 m2

55 희상건설㈜ 회기역 스페이스에이치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500kn/m2 허용지내력확보] 지하1층,지상13 2,094 m2

54 대경공영㈜ 쌍용자동차 전기차연구동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1층,지상4층 4,398 m2

53 경수제철㈜ 광주 T.S타워 웨딩센터 주차장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3층 13,881 m2

52 성안종합건설㈜ 은평구 음암동 577-28 오피스텔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1층,지상12층 2254 m2

51 ㈜이다스하임 고창군 월산리 515-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4층 469 m2

50 광주시/연석건설㈜ 광주남구 대촌동주민센터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3층 824 m2

49 소망주㈜ 삼척 숙박시설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8층 2.412 m2

48
양주시/㈜송정종합건

설
양주시 서부권 스포츠 센터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1층, 지상2층 11.320 m2

47 명문종합건설㈜ 삼선동3가 42-4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보강공사 지상5층 1,224 m2

46 희상건설㈜ 이문동346-1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보강공사 지하1층, 지상10층 4.320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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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SOIL공법 (특허 및 신기술 : Jamming을 유발시키는 퍼즐쏘일 지반보강 및 개량 기술)

No. 발 주 처 공 사 명 규 모 연 면 적

45 ㈜광천종합건설 DST 로봇천안공장 증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1층 1,544 m2

44 정원교회 상일동 정원교회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 지상4층 1,467 m2

43 비젼종합건설㈜ 나주시 빛가람동336-6 빛가람타워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2층, 지상8층 2,667 m2

42 신영건설 수영구 광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500kn/m2 허용지내력확보] 지하4층, 지상20층 30,723 m2

41 그룹환경건축 마포구 신수동 41-4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5층 267 m2

40 ㈜에이스케이프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일반 330-1,2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8층 767 m2

39 대능종합건설 용인언남동 384-2 주상복합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 지상10층 5,598 m2

38 ㈜월드피씨 보은산업단지 6-6블럭 월드피씨 보은공장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2층 1,346 m2

37 화성시 화성 어린이 복합 문화센터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3층,지상4층 12,224 m2

36 삼일건설 Mapei 천안 신풍리 공장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2층 28,063 m2

35
교육청/

문일종합건설(주)
당진초등학교 교실 증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2층 506 m2

34
㈜광명역환승파크/

㈜성도이엔지
광명역사 “D”환승주차장 주차타워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2층,지상4층 12,421 m2

33 가영종합건설㈜ 화성 남양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4층 558 m2

32
계룡건설/성진산업개

발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 증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2층,지상5층 30,644 m2

31 ㈜온누리건설 안산팔곡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4층 1,318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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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SOIL공법 (특허 및 신기술 : Jamming을 유발시키는 퍼즐쏘일 지반보강 및 개량 기술)

No. 발 주 처 공 사 명 규 모 연 면 적

30 우송종합건설㈜ 연제구 연산동 212-5주거복합건물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지상16층 4,088 m2

29 제니스건설㈜ 진구 개금동 615-5 주상복합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 지상13층 1,989 m2

28 가영종합건설㈜ 성복구 종암동 3-1252 복합시설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10층 635 m2

27 ㈜강산 C&D 양천구 신정동 129-9 목양교회 교육관 증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지상5층 1,886 m2

26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디스플레이 N-PJT내 공동구 및 전력구 퍼즐쏘일 공사 공동구 및 전력구 9,061 m2

25
삼성엔지니어링㈜

//삼일건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축전지실(ESS)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1층 638 m2

24 ㈜온누리건설 경기도 용인시 마평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10층 3,155 m2

23 한그람종합건설㈜ 서산 대산리 KCI 사원주택단지 신축공사 지상4층 1,184 m2

22 주식회사 창성 아산2테크노밸리 창성공장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3층 3,282 m2

21 ㈜이다스하임 산청옥산리 158-4근생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4층 410 m2

20 신영건설㈜ 장충동왕족발 본점 증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3층 7,627 m2

19 태평양개발㈜ 쌍용자동차㈜ 도입창고 증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3층 4,284 m2

18 명문종합건설㈜ 동대문구 이문동 237-137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지상9층 2,185 m2

17 SG신성건설㈜ 경북 구미송정동 미소지움아파트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2층,지상13층 28,305 m2

16 농협경제지주 나주축산물공판장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지상3층 47,136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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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ZZLE SOIL공법 (특허 및 신기술 : Jamming을 유발시키는 퍼즐쏘일 지반보강 및 개량 기술)

No. 발 주 처 공 사 명 규 모 연 면 적

15
하남시/

알에스종합건설㈜
하남 풍산동 98-11(하남미사 근린공원5호) 게이트볼장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1층 2,605 m2

14 ㈜소백종합건설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9-19 톨리코리아신축공사중 퍼즐쏘일 기초공사 지상9층 7,853 m2

13 대양종합건설㈜ 중구 신당동 160-1 오피스텔&근생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하2층,지상15층 2,487 m2

12 오름종합건설㈜ 부산 금정구 온천동 1073-1 복합건물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업무,지상20층 3,725 m2

11 J H 투 자 부산 금정구 장전동 2636-40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중 퍼즐쏘일기초공사 지상4층 401 m2

10 부영산업 울산 울주군 길천산업단지내 부영산업 증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공장, 지상3층 3,041 m2

9 명문종합건설㈜ 서울 서초구 방배동 2257 복합빌딩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하1층,지상5층 714 m2

8 화인 창고 충북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314 창고동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1층 1,005 m2

7 미도건축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322-41 다가구 신축공사중 퍼즐쏘일공사 지상4층 1,540 m2

6 서해건설 안성공도 서해그랑블 아파트 신축현장 퍼즐쏘일 기초공사 지하2층,지상16층 122,192 m2

5 세움건설㈜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근린생활시설 309-2 신축공사 지하1층,지상4층 994 m2

4 DCT 머티리얼 진천군 신척리 신척산단 2-5 창고동 신축공사 지상1층 787 m2

3 아이앤아이건축사 의왕시 청계동 623-7 다가구 신축공사 지상3층 287 m2

2 신풍이지건축사 강북구 번동 428-57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지하1층,지상5층 239 m2

1 D.I종합건설 서교동 473-26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지상5층 798 m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