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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완벽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JISEUNG CONSULTANT Co., Ltd.



기존 토목기술의 시공성, 유지관리성 및 효율성 관점에서 기술을 개선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안전하며, 보다 
편리하고, 보다 완벽한 토목기술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의 설계, 시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최상의 설계 및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승컨설턴트의 대표 전문 기술분야는 국가 건설신기술로 지정된 반일체식 교대 교량(BIB Girder), 말뚝머리보강
(Crown Cap) 분야입니다.

특히 BIB공법(반일체식 교대 교량)은 무조인트 교량 분야의 국내 유일 건설신기술로서, 시공이 까다로운 무조인트 
교량을 경제적이며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무조인트 교량의 국내 확대 적용에 크게 기여하
고 있습니다.
본 공법의 적용으로 기본 초기건설 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교량 신축이음부의 누수로 인한 구조물 열화 문제, 차량
주행에 의한 신축이음 파손 및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유지관리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하는 데에 기여할 것
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승컨설턴트의 기술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토목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정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미래 토목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기간시설물 건설을 통한 국민 
편의를 제공함에 일익을 담당하는 ㈜지승컨설턴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JISEUNG CONSULTANT Co., Ltd. JISEUNG CONSULTANT Co., Ltd.인사말 연혁

CEO’s Message

As a Solution Provider with Creative 
& Innovative Technique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기술을 제공합니다.

㈜지승컨설턴트는 토목 엔지니어링/전문건설 시공회사로서 열정적이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이 모여 창의
적이며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혁신적이며 첨단화된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이사 박종면

2004

2006

2012

2010

2014

한국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일체식 교량
연구용역 및 PF 일체식 교량 공법 현장시공
울산 송정지구 조사설계
도영ENG 및 세진특허와 전략적 제휴
무조인트 관련 교량기술 공동 특허 출원

제이엠 컨설턴트 설립
교량 슬래브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지승컨설턴트로 법인 전환
남양주 가운지구 실시설계

연기IC교 BIB거더 공법 최초 시공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Crown Cap 말뚝머리 공법
특허출원(10-1163363)

·

·
·

·
·

·
·

·
·

·

2008

광주~강진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2016년 한국도로공사 공동연구 우수기관 선정
2016년 대한민국 건설문화대상 수상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한 EX거더 설계법 및 
설계프로그램개발(2017)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무조인트 교량 성능향상 연구용역
Crown Cap 공법 건설 신기술 730호 지정

·
·
·
·

·

·

2016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일체식 보강토 교대의 시범설계 및 계측 연구용역

·
·

2018

송도 해안도로 확장공사 TK설계

2005

여주~장호원 도로건설공사
1공구 금곡교 설계

2007

연구개발기업 VENTURE 인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 연구
기술혁신형 기업 (INNOBIZ) 인증

·
·
·

·

·

·

·

·

2009

BIB거더 시공완료 29개소, 시공중 52개소, 
설계준공 163개소 총 244개소 반영

·

현재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평창 도암 4교 준공

·
·

2013

BIB거더 반일체식 교량 특허출원 (10-1034013)  
→ 국내 최초 프리캐스트형 반일체식 교량

2011

보다 안전하게  /  보다 편리하게  /  보다 완벽하게

미국 Burgess & Niple (Ohio소재)와 
특허기술 전략적 제휴
BIB 거더 공법 건설 신기술 774호 지정

201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세종~포천(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흉벽 일체화 교대의 소교량 확대적용방안 연구용역

2017
·
·

·



JISEUNG CONSULTANT Co., Ltd. JISEUNG CONSULTANT Co., Ltd.사업소개 기술개발연혁

지승컨설턴트
JISEUNG CONSULTANT

Total Solution Prov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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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식경제부(중기청) 2009년도
산학 공동기술 개발사업 실시
특허기술산업화 아이디어 평가 사업 선정
일체식 교량기술·말뚝머리 보강기술·하니컴
바닥판 기술·파형강판 지중구조 설계기술의 특허보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연구용역

R&D Project

·
·
·
·

FEM 상세구조해석
파형강판 지중구조물 설계
일체식(Full, Semi) 교대 교량 및 말뚝머리 구조설계
MDB해외사업 기술지원 
Procurement Plan(Bidding Document작성), 
Contract Management

Engineering Service

·
·
·

·

Preflex Integral Abutment Bridge (PIA)
H-shaped Steel Beam Integral Abutment Bridge (HIA)
Perfobond Pile Cap (Crown Cap)
유공강판 전단연결재 Perfobond
일체식 교량 교대 배면 뒤채움, GRS IBS 기술

Civil Technology

·
·
·
·

개량, 혁신기술의 특허확보 및 사업화
각종 학회·대학교·정부기관에 기술특강 및 자문실시
한국 건설 Vision 2025 사업을 위한 ITEM 활동 실시
관련 해외기술 분석 및 도입 사업화

Busine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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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도전과 열정

당사 Integral & Semi Integral Abutment 교량 기술개발 및 연구현황

기술개발 /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기술개발 및 연구내용 

무조인트 교량 실용화 연구
(I), (II), (III) 

Performance of Integral
Abutment Bridge

1997.01-1999.12
(3년간) 

도로연구소
동아건설산업(주)

·국내 최초 일체식교대  교량
(IAB)의 실용화 연구 수행

·실용화 대상 교량 설계 및 시공

美 Burgess&Niple 설계자문
M.P. Burke and Thomas A. Bolte

3경간 PSC Beam Full
Integral Abutment Bridge

실용화 시공 실시

도로연구소
동아건설산업(주)

시공자문
美 Burgess&Niple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제13공구 평촌 1교  실용화시공 
교량연장 3@30m, Skew 30°
일반 PSC Beam 적용

계측에 의한 무조인트교량 
장기거동 해석(I), (II)

2000.01-2001.12
(2년간)

도로연구소

·실용화시공 평촌1교의 시공, 
공용 중 구조거동 계측 연구

프리플렉스 일체식교대 
교량 개발 (PIA공법)

2008
지승컨설턴트

·Preflex 거더를 적용한 Full 
Integral Abutment 교량 기술개발 

일체식 교량 설계 지침
(무조인트 교량)

2009.06
도로교통연구원
지승컨설턴트

·국내최초 일체식과 반일체식 교대 
교량의 시공, 설계지침서 작성 

반일체식교대 교량 개발 
(BIB 거더)

2011
지승컨설턴트

·프리캐스트 블록을 가진 반일체식 
(Semi Integral Abutment) 
교량 거더 기술개발

무조인트 교량 성능향상 및 
기존교량 무조인트 방안 연구

2014.07~2016.11
(3년간)

도로교통연구원
지승컨설턴트

·무조인트 교량 확대 적용을 위한 설계, 
시공지침서 개정 및 설계사례집 작성

일체식교대 교량 설계지침
(무조인트 교량)

2018. 08
도로교통연구원
지승컨설턴트

·2009년 설계지침 개정 작업

흉벽 일체화 교대의 소교량 
확대 적용 방안 연구

2017.07~2018.12
(2년간)

도로교통연구원
지승컨설턴트

·기존 교량의 신축이음부 누수 차단을 
위한 흉벽 일체화 무조인트 공법에 대한
설계지침, 시공지침 및 설계사례집 

일체식 보강토교대 시범설계
및 계측연구 용역

2018.06~2019.12
(2년간)

도로교통연구원
지승컨설턴트

·밀양~울산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제8공구 RAMP-B1교외 1개소
일체식 보강토교대 실용화를 위한 시범설계,
시공 및 계측
교량연장 1@16.5m



JISEUNG CONSULTANT Co., Ltd. 공법소개

신축이음장치 사전배제 및 교대 최적화로 경제성 우수

→ "동일한 조건의 기존 PSC Beam교보다 경제적"

Bearing Bearing

온도 변위허용 온도 변위허용

수동토압(팽창시)저항

초기공사비
신축이음장치 배제로 유지관리비 40%이상 절감
→ "2020년 도로관련예산의 40%가 유지관리비로 소요 전망"

유지관리비

조립식 거치 및 소규모 현장타설로 구조물 형성
→ "복잡한 벽체교대 구조의 시공 편의 및 품질확보 용이"

시공편의성
단부블록의 지지효과로 I 형 거더의 전도방지
→ "시공중 전도발생시 인명손상 및 경제적 손실 사전차단"

시공안전성

신축이음에 의한 주행 소음 및 차량 덜컹거림 예방
→ "차량소음 및 충격에 따른 민원 및 사용자 만족도 저하 방지"

주행편의성

일반 조인트 교량 BIB거더 반일체식 교량

07

JISEUNG CONSULTANT Co., Ltd. 공법소개

공법 개요 공법 특징

무다짐 뒤채움 신축조절장치(C.C.J) 소교대(Stub Abutment)

06

BIB공법은 교량 신축이음장치(Expansion Joint)를 제거하여 조인트 부의 손상으로 발생되는 누수로 인한 인접 콘크리트 구조체 열화, 차량통행으로 인한 신축
장치의 소음 및 충격과 공용 중 손상 신축장치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교통통제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반일체식 교대(Semi Integral Abutment)교량에 
적용하는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기술이다.

강자갈 혹은 골재(SB3)
돌망태 활용

방수형 탄성 봉함재
(콘크리트 포장용)

탄성폴리머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용)

흉벽

Expansion Joint

BIB거더 경제성 분석

교량공사비 신축이음장치 교체공사

도로사용자 지체 비용

신축이음장치 교체 비용

합 계

PSC BEAM교 PSC BEAM

69,829.4만원

18,165.6만원

87,995.0만원

도로사용자 지체비용

신축이음장치 교체 공사비

= 평균교통량(대/시간) x 단위사용자비용(원/대·hr)
   x 평균지체시간 x 개 소수 x 교체회수
= 교체수량 x 교체공사비 x 교체회수

BIB거더교

상부

(고속국도 왕복4차선 L=30M) (한국도로공사 동홍천~양양사업단 무조인트교량 추진계획 참고)

거   더 45.2만원/m2

26.1만원/m2

71.3만원/m2

98.2만원/m2

169.5만원/m2

절감액 = 169.5만원/m2 - 146.0만원/m2 = 23.5만원/m2 

교량개소당 절감액

교량개소당 절감액 = 87,995만원 

= 감소금액 x 교량폭원 x 교량길이

= 23.5 x 25.0 x 30.0 = 17,625만원

47.9만원/m2

26.1만원/m2

74.0만원/m2

72.0만원/m2

146.0만원/m2

바닥판

교  대하부

소  계

합  계

초기 투자비용 절감 미래 발생비용 절감 (20년 공용비용)

BIB 공법 적용 시 절감효과 ▶ 105,620만원

BIB Girder 건설신기술 제774호 BIB Girder

부분교대벽체와
Girder 동시제작

거더거치시
전도방지 탁월

BIB 명칭 설명

B는 국문 반의 영문첫음이며
이는 Semi를 의미한다.

I는 Integnal의 첫음을 의미하고 
마지막 B는 Bridge의 첫음으로, 
본 교량명칭은 국문 영문의 
혼합명칭형입니다.

연결벽체 완성(후타설 콘크리트)

접속슬래브

소교대
(Stub Abutment)

신축조절장치(CCJ)

P.E막

무다짐 뒤채움

BIB Girder

No Expansion Joint
Cyclic Control Joint

반일체식 교대

BIB GirderPSC Beam

받침 슬래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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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사진

철근 배근 및 쉬스관 설치

탈형 및 PC강연선 긴장

교대 뒤채움

1.

5.

9.

콘크리트 타설

교대벽체 단부 연결부

4.

8.

정착구 설치 및 단부 블록 
철근 조립

BIB 거더 제작 완료

Cyclic Control Joint 전경

2.

6.

10.

강재거푸집 조립

BIB 거더 거치

완성 교량 전경 완성 교량 전경

3.

7.

11. 12.

인증 현황

공법 실적

공용중

시공중 /
설계완료

BIB거더 건설신기술 (774호) 증서BIB거더 특허증

발주처 사업명 실적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행 복 청

인천광역시

새만금개발청

대구광역시

평창군

화성시

행정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건설공사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2,3공구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1공구

현풍 원교~오산간(원오교)건설공사

매소홀로(호구포로~남동경기장)도로개설공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갈골천 정비사업/원길1교 재가설공사

새랭이천 교량설치 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부선 언양~영천, 88올림픽, 주문진~속초 고속국도건설공사

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도1호선 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대중교통 중심도로 건설공사

국지도23호선 및 고속도로 연결도로

고덕 국제화 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물목교(구 연기IC교)

삼성천5교(구 교량1교)

동막1교

교량7교

내포IC교, 석곡IC교

초천교

금남1교

황룡3교

2축1교

원오교

경신상로교(구 수산교)

계산교

도암4교등 2개교량

새랭이천교

축동천교 등 12개교량

한국농어촌공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서부내륙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

남양주시

여주군

새만금개발청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이설도로

이천~오산고속국도 민간투자사업

화양~양화(제2공구) 도로건설공사

거제~마산 국도건설공사 외 3개 사업

포항~안동 2-3국도건설공사

대덕~용산 국도시설개량공사

영월~방림3 도로건설공사

서부내륙고속국도 민간투자사업

기룡~신대간 도로 확장공사

오남 도시계획도로(중1-111호) 개설공사

현암~가산간(군도9호) 도로확포장공사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대룡교

서용인IC교

작골천교

송진IC등 8개 교량

제천교

삼산천교

문개실2교

오룡교 등 10개 교량

시점교량 등 2개 교량

상행 등 2개 교량

서문지교

고가교 등 2개 교량

발주처 사업명 실적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순환고속국도 건설공사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공사 

당진~천안 고속국도 건설공사 

화도~양평 고속국도 건설공사

광주순환 고속국도 건설공사

강진~광주 고속국도 건설공사 

세종~포천 고속국도 건설공사 

포항~영덕 고속국도 건설공사

파주~포천 고속국도 건설공사 

대구포항선 서포항나들목 국도접속부 입체화공사

경부고속도로 387.2km 기흥나들목 개량공사

김포~파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새만금~전주 고속국도 건설공사

호남선 전주~삼례간 4개교 전면개량공사

경부고속국도 남이~천안간 확장공사

중부내륙고속국도 창녕~현풍간 확장공사

국지도84호선 도로 건설공사

경부고속국도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동탄(2) 경부고속국도 직선화공사 등 4개 사업

상반IC교 등 1개소

남사나들목 R-C교

치동천교 등 4개 교량

밤지천교 등 14개 교량

출강2교 등 42개 교량

구룡1교 등 18개 교량

상곡2교 등 9개 교량

진곡1교 등 9개 교량

학동천교 등 25개 교량

적가2교 등 12개 교량

양성교 등 10개소

부곡교 등 4개소

서포항IC교

기흥IC R-A2교

서암천교 등 8개소

관기1교 등 14개소

후정2교 등 2개소

가래육교 등 3개소

대합천교 등 3개소

BIB Girder BIB Girder



시공 사진

JISEUNG CONSULTANT Co., Ltd. 공법소개

10

(말뚝머리 보강공법) 건설신기술 제730호 (말뚝머리 보강공법)Crown Cap Crown Cap

용접, 볼트 공정 배제

공장 제품 조립으로 CO2 절감
친환경성

경제성
수직 보강재의 생산 단순화

규격화를 통한 현장작업 간소화
안정성

우수한 접합 강결합도 확보

부착력을 증대한 전단돌기형 

전단연결재

사용성
기초 철근 조립과의 간섭 해소

현장 운반 간소화, 작업공정 단순화

JISEUNG CONSULTANT Co., Ltd. 공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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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립 강판 절단

말뚝 머리 절단

확대기초 주철근 조립

전단돌기 프레스 가공

말뚝머리 천공

유공강판 연결재 설치

제품출하 전경

관통철근 배치

시공완료 전경

1.

4.

7.

2.

5.

8.

3.

6.

9.

도로교설계 기준, 철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확대기초 구조물을 지지하는 말뚝(강관, PHC)에서 말뚝과 확대기초 간의 강
결합을 만족하는 말뚝머리 보강방법으로, 말뚝 상단에는 관통철근을 배치(교차, 평행)하고, 일정 간격으로 전단돌기를 갖는 
유공강판 연결재 (Perforated Plate)를 활용한 말뚝머리 보강공법 (Crown Cap 공법)

공법 개요

인증 현황
Crown Cap 건설 신기술 (730호) 증서Crown Cap 특허증

공법 특징

전단돌기를 갖는 유공강판 연결재

·전단돌기에 의한 부착 및 쐐기 작용
·강재와 콘크리트 간의 기계적 저항 극대화
·연결재의 전단돌기: A Type(쐐기), B Type(아치)

확대기초 주철근 조립과 동시 시공 가능

·단일 수직 연결재로 제작, 시공 자유도 높음
·기초철근 배근과 동시 작업으로 공사기간 단축
·확대기초 주철근 조립 후 간편 설치 가능

고정걸쇠를 사용하여 말뚝에 직접 조립·설치

·연결재의 자립용 고정걸쇠 장치 구비
·말뚝에 현장용접 배제로 품질 균일
·고장력 볼트 및 체결(토크관리) 공정 배제

고중량 결합구와 긴 정착 철근 배제로 시공성 향상

·단순화, 간소화로 현장 시공 편의성 제고
·현장 환경(지반조건, 기상, 숙련도 등)에 제약 받지 않음
·대구경 말뚝(D 2200mm)적용 실적

신형상 수직 보강재

기초 주철근과의 간섭 배제

현장용접 및 볼트 미적용

생산 단순화 및 규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