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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신축이음장치 ?

• 상부구조의 온도 변화에 의한 이동량 수용

• 보의 처짐에 의한 이동량 수용

• 활하중에 의한 이동과 회전 등 2차 응력을 최소화

• 누수방지로 교량 받침 등 하부구조 열화방지

• 구조물에 불리한 응력을 전달 하지 않아야 한다.

• 주행성이 좋아야 한다.



신축이음 손상유형 손상 지점수
손상 지점비

(%)

손상 분포율

(%)

본 체

누 수 45 25.7 47.4

고무마개 탈락 19 10.8 20.0

단 차 28 15.9 29.5

파 손 33 18.8 34.7

마 모(노후) 15 8.5 15.8

이물질 퇴적 8 4.6 8.4

후타재
콘크리트 균열 52 29.6 54.7

콘크리트 파손 35 19.9 36.8

기술개발 배경



기술개발 배경(볼트 고정형 핑거형 신축이음 손상)

[ 볼트 파손]



기술개발 배경(핑거형 신축이음장치손상)

[방수씰 파손 사례]

[FINGER PLATE의 파손 사례]



기술개발 배경

□ 종래 교량용 신축이음장치의 문제점

1) 기존 신축이음장치는 누수방지를 위해 단일 구조의 시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물질의 퇴적 및

고체화로 방수시트의 찢김으로 효과적으로 누수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2) 기존 신축이음장치의 방수시트는 소음저감 효과가 없는 단순 누수방지 기능만 존재.

3) 기존 신축이음장치의 후타 콘크리트의 파손.

4) 결합 볼트 파손으로 기능상실 대형사고 유발

□ 해결한 발명 내용

1) 2중의 밀폐형 방수 시트를 적용하여 퇴적물의 유입에 따른 방수시트 파손 발생에 대비.

2) 강재 본체와 연결되는 측면부에 길이 방향으로 돌출 돌기를 형성하여 수밀성을 향상 시킴

3) 2중 밀폐형 구조의 방수 시트로 퇴적물의 유입 깊이를 감소시켜 퇴적물의 청소가 용이.

4) 밀폐형 구조로 일정의 내부 공기층 형성으로 교량 하부로 전달되는 소음을 감소시킴.

5) 후타 콘크리트 부분과 결합되는 신축이음장치를 관절 형태로 절단하여 차량 충격 최소화

6) 볼트구조를 없애고 리브(RIB)를 본체에 부착하여 견고하게 구조물에 결합함.



차륜 접지면이 강재이고 , 방수기능이 우수하고,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신축이음

주행성 및 내구성 우수하고, 빗물의 하부구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하부구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강재 톱날형 신축이음장치”의 개발

핵심기술 (제품구조)

[MS PLATE] : 차량하중 지지, 이동, 회전

[MS SEAL] : 누수방지

[BRACKET] : 누수방지 고무씰 고정



핵심기술 (제품구조)

방수고무 ( 특허 10-1062223   청구항 1,3,4항)

MS 플레이트( 특허 10-1064193  청구항 5항)

브라켓 ( 특허 10-1062223  청구항 2,5항)



특징 1 : 누수방지 ( 특허 10-1062223   청구항 1,3,4항)

핵심기술 요약

밀폐형 2중 방수시트 측면에 길이방향 밀착돌기 형성

→ 기밀성 향상 누수방지 , 소음저감

특징 3 : 후타콘크리트 손상방지 ( 특허 10-1064193  청구항 5항)

상부슬라브 연결부위가 요철형태를 이루는 것

→ 콘크리트 손상방지, 내구성확보

특징 2 : 조립식 고정구조 ( 특허 10-1062223  청구항 2,5항)

강재와 고무씰 조립식 고정 브라켓 구조

→ 자원재활용, 이음부 누수방지 , 차선별 분절시공



핵심기술1[특허10-1062223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교량신축이음장치]

상기 지지시트(44)의 외벽면에는 본체프레임(10)과의 기밀성 향상을 위해 길이방향을 따라 수평으로

연속되는 밀착돌기(45)가 높이를 달리하여 다수의 개소에 돌출 형성된 것을 특징

( 청구항 1,3,4항)



• 방수 고무씰은 기밀성 향상을 위해 길이방향을 따라 수평으로 연속되는 밀착돌기가 다수의 개소에 돌출 형성.

• 씰 내부에 공기층이 생성되어 소음 저감효과를 가져옴.

※ 방수 고무씰

핵심기술1[특허10-1062223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교량신축이음장치]



물을 25mm 이상의 깊이로 180일 동안 유지시키면서 누수에 대한 시험을 수행 누수 현상 없음.

※ 방수 성능 평가

핵심기술1[특허10-1062223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교량신축이음장치]



※ 방수 성능 평가 (현장평가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해미천교)

핵심기술1[특허10-1062223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교량신축이음장치]



핵심기술2 [특허10-1062223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교량신축이음장치]

※조립식 고정구조 ( 특허 10-1062223  청구항 2,5항) – 차선별 분절시공 가능한 조립식 구조

상기 지지시트(44) 내부에는 체결볼트(11)의
머리부(12)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구(46)가
삽입 구성된 것을 특징



핵심기술2 [특허10-1062223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교량신축이음장치]

※조립식 고정구조 ( 특허 10-1062223  청구항 2,5항) – 차선별 분절시공 가능

[차선별 분절시공(3.6m,5.4m)]

[1.8m 분절시공(차로변에 분절)]

[자원 재활용]

[건설 폐기물]



※ MS JOINT : 차선별 분절시공 ※ 일반 JOINT : 주행면 분절시공

핵심기술2 [특허10-1062223 누수방지기능이 향상된 교량신축이음장치]

※조립식 고정구조 ( 특허 10-1064193  청구항 2,5항) – 차선별 분절시공 가능



핵심기술3 [특허 10-1064193 관절형 신축이음장치]

상기 상부판(11)은 차량의 주행성을 향상시키고 상부슬라브(100)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상부슬라브(100) 연결부위가 요철형태를 이루는 것을 특징

후타콘크리트 손상방지 ( 특허 10-1064193  청구항 5항)



후타 콘크리트와 접합되는 신축이음에 톱날형으로 날개를 붙여

차량의 바퀴가 콘크리트의 접합 면에 주는 충격을 분산하여 콘크리트의 파손을 방지

(기존 제품대비 약 ½이하 충격력 감소 효과)

핵심기술3 [특허 10-1064193 관절형 신축이음장치]



[MS JOINT]

[일반 JOINT]

※ 소음 성능 평가

핵심기술3 [특허 10-1064193 관절형 신축이음장치]



측정지점(상부)
측정 충격소음도

충격소음

저감치
(MS Joint) (일반 Joint)

40km/h 71.40 72.13 0.73

60km/h 76.60 80.3 3.7

- MS JOINT 가 T/F JOINT보다 최대3.7 dB , 평균 2.23 dB 저감됨(60km/h)  

MS JOINT 일반 JOINT

※ 소음 성능 평가 (차량주행시 신축이음부 충격소음평가)

측정지점(하부)
측정 충격소음도

1 회

A-1 교대(MS) 59.0

P-5 교각(일반) 71.7

[Max. 76.6 dB] [Max. 80.3 dB]

핵심기술3 [특허 10-1064193 관절형 신축이음장치]



[MS JOINT]

[일반 JOINT]

※ 충격 가속도 평가

핵심기술3 [특허 10-1064193 관절형 신축이음장치]



※ 소음 성능 평가 (차량주행시 신축이음부 충격 가속도 평가)

핵심기술3 [특허 10-1064193 관절형 신축이음장치]



※ 소음 성능 평가 (차량주행 )

핵심기술3[특허 10-1064193 관절형 신축이음장치]

[강재 톱날형 JOINT][강재 핑거 JOINT]



구 분 신청제품 비교 A 비교 B

방수
고무씰

u2중 Cell 형상으로 누수방지하고

이물질의 퇴적을 방지하는 구조. 

u Seal  돌기과 Web을 알루미늄 Bar 

와 볼트로 결합하여 누수 방지

u이중셀 구조로 소음저감효과

u Seal 구조가 단순하여 손상 시 누수가

발생, 

u Seal과 Web을 접착하여 결합 노화로

인한 접착성이 떨어져 누수 발생.

u Seat구조가 단순하여 손상 시 누수가 발

생, 이물질 퇴적으로 고무 seal 손상

u 시트와 평철을 결합하여 접합부에서 누

수 발생

기존제품과 차별성(핵심기술1)



구 분 신청제품 비교 A 비교 B

분절시공
차선길이에 맞추어 분절시공 1.8m/set 로 분절시공 1.0m/set 로 분절시공

기존제품과 차별성(핵심기술2)



구 분 신청제품 비교 A 비교 B

표면형상
u 형상이 톱날 형태로 접지면적을

작게 하여 차륜에 의한 콘크리트 충격

력을 감소시켜 주는 구조

후타 부분 차량 충격력에 의한 파손 발생. 후타 부분 차량 충격력에 의한 파손 발생.

기존제품과 차별성(핵심기술3)



기존제품과 차별성(경제성)

신청제품(MSJ) 비교 A 비교 B

형 상

규격 물품식별번호 금액(원/M) 물품식별번호 금액(원/M) 물품식별번호 금액(원/M)

NO 30 22617936 451,700

NO 50 22617934 512,600 22027521 513,000

NO 60 22617933 560,000 20725558 643,000

NO 80 22617931 717,200 22027505 718,300 20725633 749,700

NO 100 22617929 790,790 22027506 805,600 20725560 925,300

NO 120 22617928 981,470 22027522 985,600



나라장터 종합 쇼핑물(MS JOINT)

MS NO20 

MS NO30 

MS NO40 

MS NO50 

MS NO60 

MS NO70 

MS NO80 

MS NO90 

MS NO100 

MS NO110 

MS NO120 

MS NO140 

MS NO160 

MS NO200 

MS NO250 

MS NO400 



신축이음장치 신뢰성 시험(반복피로시험)

[변위변화] [응력변화]

반복회수(N) 최대 변위
(mm)

최대 응력
(MPa)

응력 변화율
(초기응력-(측정응력/초기응력))

1 2.5 56.5 55.50 

1.0×105 3.51 79.3 55.10 

2.5×105 3.60 81.6 55.06 

5.0×105 3.74 84.7 55.00 

7.5×105 4.06 91.7 54.88 

1.0×106 4.16 94.0 54.84 

2.0×106 4.27 96.5 54.79 

3.0×106 4.39 99.2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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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음장치 신뢰성 시험(수축,신장,방수시험)

신축이음장치의 방수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방수씰에 물을 채운

후 72시간 동안 지속 시키면서 신축이음장치 하부 및 방수씰 측

면으로 누수여부를 확인

수축 및 신장 시험은 시료를 나비 방향에 평행한 방향으로 하여

시료를 고정시켜 수축 신장시킨 후 100mm/min 이하의 속도하는

신축량 만큼의 변위를 갖도록 하여 각각 2,500회를 반복 실행

Key Findings
1. 2,500회 수축인장 시험 결과 이상 없이 작동
2. 방수시험 결과 누수 없음.

[방수 시험]

[하부 누수 검사]

[수축 시험] [신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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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200,000회)]

[하중과변위 ]

32

신축이음장치 신뢰성 시험(윤하중시험)



시험명 시험조건 시험결과

교량신축이음장치

내환경시험

시험온도 : -20℃ ~ 40℃

동작횟수 : 2,500회이상

신축범위 : 27±1 mm

신축속도 : 15s/Cycle

동작횟수 : 5,333회

육안점검

:변형및파손없음

[동작횟수]

[온도변화]

33

신축이음장치 신뢰성 시험(온도의존성)



성능확인(한국도로공사)



기대효과

v 차륜 접지면이 강재이고 , 분절 (1.8m, 3.6m, 3.0m, 1.2m 등) 시공이 가능 유지관리 비용절감.

v 주행 차로에 분절부가 없어 내구성 향상

v 후타 콘크리트 충격하중을 감소하여 콘크리트와 신축이음장치의 내구성 향상

v 이중 방수씰을 이용하여 누수방지

v CELL 구조로 소음저감 효과

v 분절시공시 연결부 SLEEVE사용으로 누수방지

v 자원 재활용으로 원가 절감

v 해외 기술이전으로 시장확대



NO 발 주 처 공 사 명 품 명 수 량(M)

1 강원조달청 홍천국도유지(의암교) MSJ no300 36

2 대구조달청 경북 예천군(회룡교) MSJ no50, no80, no100 38

3 인천조달청 용인(고매교) MSJ no50 58

4 인천조달청 용인(고매복천교) MSJ no80 18

5 인천조달청 강남대 지하차도 MSA no 30 274

6 충북조달청 충주국도유지(덕포2교외) MSJ no70 27

7 강원조달청 수리1교 MSJ no80 13

8 강원조달청 어성전교 MSJ no80 26

9 강원조달청 원일전2교 MSJ no80 13

10 강원조달청 신기교 MSJ no50, 120 26

12 인천조달청 숙골고가교 MSJ no50 69

13 강원조달청 평창군 관내 교량공사 MSJ no50 48

14 충북조달청 목계대교 MSJ no250, no350 19

15 부산조달청 온양농어촌도로310호선 MSJ no50 19

16 인천조달청 마평동교량보수 MSA no 30 53

17 광주조달청 순천국도유지사무소 MSJ no50 70

18 강원조달청 초당교 MSJ no50 53

MS JOINT의 납품사례(조달청)



NO 발 주 처 공 사 명 품 명 수 량(M)

19 인천조달청 영덕1교 MSJ no200 9.25

20 인천조달청 분당구 관내교량 MSJ no50 114

21 강원조달청 대관대교 MSJ no80 16.2

22 강원조달청 석문1교 MSJ no30 16.6

23 인천조달청 정평교외 MMC no80 33

25 인천조달청 산본 고가교 MSJ no50, 100 84.5

26 서울조달청 화전 - 백석교 MSJ no50 59

27 대구조달청 자전거ccTV 관내보수 MSJ no60 70

28 대구조달청 수촌지구 MSJ no50 16

29 부산조달청 미포산업단지 MSJ no50, 120 59

30 대구조달청 운곡교 MSJ no30 24

MS JOINT의 납품사례(조달청)



NO 발 주 처 공 사 명 품 명 수 량(M)

1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MSJ no60, no80 103

2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MSJ no30 22

3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 MSJ no100 24

4 한국도로공사 군위지사 MSJ no40 15

5 한국도로공사 영주지사 MSJ no80 15

6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MSJ no80 11

7 한국도로공사 보령지사 MSJ no80 25

8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 MSJ no80 11

9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MSJ no140 25

10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MSJ no80 25

11 한국도로공사 전주지사 MSJ no30, 50 25

12 한국도로공사 고성지사 MSJ no250 47

13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 MSJ no200 25

14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MSJ no50,80 25

15 한국도로공사 부안지사 MSJ no 50,80 25

16 한국도로공사 영천지사 MSJ no50 12

17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MSJ no50 12

MS JOINT의 납품사례(한국도로공사)



NO 발 주 처 공 사 명 품 명 수 량(M)

18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 MSJ no100 22

19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MSJ no40 12

20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 7공구 MSJ no 200 15

21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MSJ no130, no200 36

22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 MSJ no70, no100 68

23 한국도로공사 논산지사 MSJ no50 32

24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 MSJ no250 14

25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MSJ no100 12

26 한국도로공사 충주지사 MSJ no160 34

27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MSJ no30, no50, no60 106

28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MSJ no 100,200 45

29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 MSJ no30, no50 57

30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MSJ no50 1.8

31 한국도로공사 진천지사 MSJ no80 11.23

32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 MSJ no80 56.9

33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MMC 50, 60 40.58

34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MSJ no80, no120 47

MS JOINT의 납품사례(한국도로공사)



NO 발 주 처 공 사 명 품 명 수 량(M)

35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1 MSJ no120 15.4

36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2 MSJ no80,120 38.42

MS JOINT의 납품사례(한국도로공사)



NO 발 주 처 공 사 명 품 명 수 량(M)

1 익산지방국토청 세월교 MSJ no60 45

2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혁신도시건설공사 MSJ no50, no80 15

3 순창군 치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 MSJ no60 28

4 고창군 고창읍~서해안IC간 군도확,포장공사 MSJ no40 91

5 고창군 고창읍~서해안IC간 군도확,포장공사 MSJ no60 31

6 고창군 고창대교 MSJ no40 23

7 부안군 신기천 하천정비사업` MSJ no60 12

8 평택시 사리교 MSJ no40 15

9 경상북도 하내1.2교 MSJ no80 29

10 울주군 망성교 MSJ no50, no80 14

11 용인시 전궁교 MSJ no80 9

12 성남시 야탑9교 MSJ no50 5.4

13 고창군 용교천교 MSJ no50 38

14 평택시 칠원 제1교 MSJ no30 19

15 평택시 통복 제1교 MSJ no30 41

16 평택시 금암2교 MSJ no20 10

17 평택시 동부교 MSJ no20 38

MS JOINT의 납품사례(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



NO 발 주 처 공 사 명 품 명 수 량(M)

18 평택시 도일교 MSJ no20 31

19 강원도 어론교 MSJ no 40 18

20 충주시 국원교 MSJ no 50 75

21 강원도 지정대교 MSJ no 40 12

22 성남시 야탑6교 MSJ no 50 15

23 성남시 내정교 MSA no30 14

24 성남시 돌마교 MSJ no 80 8

25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석남고가차도 MSJ no 50,80 40

26 횡성군 전천교 MSJ no20 45

27 원주시 청곡교 MSJ no50,80 28

28 횡성군 초당교 MSJ no50 54

29 고창군 용수천교 MSJ no50 45

30 전라북도 해창갑문 MSJ no50,80 23

31 전라북도 진북삼거리 MSJ no60 21

32

33

34

MS JOINT의 납품사례(국토관리청,지방자치단체)



우수제품 2014242호 신축이음장치



산업재산권(특허 1062223호, 1064193호, 1335606호)



중소기업 인증서



※ 피로 성능 평가

성능시험성적서



※ 피로 성능 평가

성능시험성적서



핵심기술[2011 한국도로공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대효과 (해외기술이전 계약)



제품의 장점과 특징



제품의 장점과 특징(관련규정 :한국도로공사 구조물처 2014. 02,  09 )



분절부 차선에 배치

주행선에 분절부 없음

※ MS JOINT ※ 타사 JOINT

분절부 차선과 주행선 중앙에 배치

주행선에 분절부 있음

제품의 장점과 특징



MS JOINT의 제작

※ MS JOINT를 3m, 3.6m, 1.2m, 1.8m 기본 단위로 제작하여 슬리브를 이용한 현장 이음 시공



MS JOINT의 제작

※ MS JOINT를 3.6 M 기본 단위로 제작하여 슬리브를 이용한 현장 이음 시공



MS JOINT의 제작(단부)

※ MS JOINT를 수요자요구 단위로 제작하여 슬리브를 이용한 현장 이음 시공, 단부제작



MS JOINT의 시공

[도로표면 절단] [콘크리트 깨기] [BLOCK OUT]

[BACK UP 재 설치] [MS JOINT 횡 철근조립] [MS JOINT 연결부 조립]



MS JOINT의 시공

[MS JOINT 거치] [MS JOINT 테이핑] [MS JOINT 조립]

[콘크리트 타설] [표면 마무리] [양생포 설치 및 양생]



MS JOINT의 시공

[MS JOINT 현장반입 및 철근 조립] [MS JOINT 설치위치로 이동] [MS JOINT 거치]

[MS JOINT 슬리브 연결] [MS JOINT 슬리브 실란트 주입] [MS JOINT 거치 및 조립]



MS JOINT의 시공

※ 연결재(Sleeve)를 이용한 분절부 연결



MS JOINT의 시공사례(보수교량 5.4M)-주행선 분절부 없음



MS JOINT의 시공사례(MSJ 250)-한국도로공사 :광도대교



MS JOINT의 시공사례(MSJ 300)- 홍천국도유지 :의암교



MS JOINT의 시공사례(신설교량)



MS JOINT의 시공사례(보수공사)



MS JOINT의 내구성(공용 5년)



기타(도로공사 보도자료)



기타(도로공사 보도자료)

도공관계자는 “이 같은 활동들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도로공사 보도자료)



기타(도로공사 보도자료)



기타(도로공사 보도자료)



기타(도로공사 신기술 발표회)



기타(도로공사 신제품 성능확인)



기타(도로공사 신제품 성능확인)



기타(도로교통연구원 발송공문)



기타(도공기술마켓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