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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지형 신축이음 장치에 대한 소음저감 효과분석

1. 서론

도로상 교량구간에 설치된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장치는 교량 상부구조의 온도변화에 따른 신

축거동과 활하중의 작용 등으로 발생하는 교축 및

교축직각 방향으로 발생하는 수평 및 회전 거동을

수용하기 위한 부속장치다. 이러한 신축이음 장치는

대표적으로 핑거형과 레일형이 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 두 형태 모두 분절구조로 신축 거동량과 거

동 종류에 따라 각각 수용 한계범위를 고려하여 적

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국도

에서도 장대교량이 빈번히 적용되고 있고, 차량의

통행속도와 교통량도 점차 증가하면서 분절된 신축

이음 장치의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소음은 대표

적인민원으로나타나기시작했다. 

또한 기존 분절구조로 된 신축이음 장치는 교량의

포장 면에 있던 흙과 이물질이 분절된 부분으로 낙

하하면서 하부의 고무방수재에 축적되어 있다가 이

물질 방지막이 터지면서 하천오염을 유발하거나 교

량의 강재, 거더 등 주부재의 부식을 촉진시키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신축이음 장치의 기능

수행상태와 수명에 관계없이 교체되는 경우가 빈번

히 발생하여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한 요인이 되기

도한다. 

따라서 구조적인 안정성과 교량 상부구조의 수평

및 회전거동을 수용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물질 낙하

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충격소

음을 저감할 수 있는 개량된 신축이음 장치의 필요

성이제기되었다. 

2.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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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은기존분절구조와달리상호연결된구조형

태로교축과교축직각방향의수평거동은힌지형링크

부재로 수용하고, 수직 및 회전거동을 수용하는 부싱

장치와 이물질 낙하 방지를 위해 링크부재 하면에 이

물질차단판이구비된신축이음장치의구성도이다. 

그림 2는 기존 분절구조 형태인 핑거형 신축이음

장치에 대한 것이고, 그림 3은 연결형 구조로 힌지

로상호연결된제안된신축이음장치이다.

특히 그림 3은 상호 연결된 구조형태에서 차량 통

과 시 바퀴가 접지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

존 분절된 구조에서 발생했던 충격소음을 개선하도

록고안되었다. 

힌지형 링크부재 하면에 강재 판으로 설치된 이물

질차단판은링크부재의수직처짐량을제어할수있

기 때문에 링크부재와 링크부재를 연결하는 볼트의

구조적인성능확보에도기여할수있도록하 다. 

신축이음 장치는 교량의 부속시설 장치이기는 하

나, 상부구조거동을수용하고노면에노출된상태이

므로무엇보다도구조적인안정성을확보해야한다.

따라서 기존 신축이음 장치의 주요 파손원인을 분

석 후에 이를 개선하고, 또한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

의 거동을 확인하여 추가적으로 구조적인 안정성을

검토하 다.

다양한안전진단문헌조사를통해기존신축이음장

치의주요파손원인은신축이음장치를정착하는후타

콘크리트의 파손, 신축이음장치의 부식, 이물질 침투

등에따른이물질방지막파단등이제시되었다. 

따라서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는 후타 콘크리트량

을 최소화 하도록 신축이음 설계를 제시하 고, 부

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장생산과 사전조립 단계의

품질관리를개선하 다.

아울러 강재로 제작된 이물질 차단판을 설치하여

하부로 이물질이 낙하되지 않도록 개선함으로써 기

존신축이음장치의문제점을보완하 다. 

3. 구조적 안정성 검토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는 기존 장치에 비해 개별적

인 구성요소가 많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통과하는

차량하중에 따른 피로파괴에 대한 성능검증도 아래

와 같이 더욱 철저히 수행하 다. 구조적인 안정성

시험은 관련기준에 따라 링크부재, 볼트, 가압 고무

판 등으로 구분하여 개별적 성능과 완제품에 대한

성능을순차적으로실시하 다.

3.1 구성요소별 품질시험

표 1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대한 품질시험 결

그림 1. 힌지형 신축이음장치 구성도

그림 2. 기존 핑거형 신축이음 장치

그림 3.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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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품질시험은 KS D 3515를 준용하 으며, 이물

질차단판, 링크부재, 상판부재등에사용한다.

표 2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대한 품질시험 결

과로시험기준은 KS D 3503이며, 하판, 측판 및기

타부재등에사용한다.

표 3은 고무방수재에 사용하는 고무에 대한 품

질시험 결과로 시험기준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 방법)을 준용하여 시험 하 다.

각각의 관련기준에 근거하여 구성요소별 품질시

험을 실시한 결과 모든 부분에서 검증기준을 충족

하고 있었다.

3.2  볼트에 대한 품질시험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는 링크와 링크를 연결하고

거동의 중심이 되는 볼트가 매우 중요한 부품이라

할 수 있으며, 완제품으로 체결된 상태에서 품질기

준이충족되도록해야한다. 

따라서 힌지형 링크를 체결하는 볼트에 대한 시

험은 KS F 4425(교량 신축이음 시험방법)에 따라

완제품 형태로 체결된 상태에서 수축/신장시험 각

각 2,500회, 수직 피로반복시험 200만회를 수행하

다.

수축/신장 시험은 시료를 너비 방향에 평행한 방

향으로 고정시킨 후 100mm/분 이하의 속도로 최

소 신축량(수축)과 최대 신축량(신장)의 1/3에 해

당하는 신축량만큼 변위를 갖도록 하여 각각

2,500회를 반복 실행하여 시험을 실시하 다. 시

험결과 판단여부는 시험실시 후 육안으로 변형, 파

손 등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결과는

모두 양호했다.

수직 피로반복시험은 시료를 고정시킨 후 최소

22.54kN, 최대 116.62kN의 하중을가감하는조작

을 1cycle로 하여 3Hz 이하의주파수로 200만회시

표 1. SM255B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결과

검증항목 단위
검증기준

(KS D 3515)
검증결과

인장강도 N/mm2 490~610 494

항복점 N/mm2 315 이상 331

연신율 % 21 이상 26

충격시험
(샤르피)

J 27 이상 34, 37, 33

C % 0.18 이하 0.14

Si % 0.55 이하 0.28

Mn % 1.60 이하 0.71

P % 0.035 이하 0.014

S % 0.035 이하 0.017

표 2. SS257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시험결과

검증항목 단위
검증기준

(KS D 3503)
검증결과

인장강도 N/mm2 400~510 469

항복점 N/mm2 245 이상 301

연신율 % 17 이상 26

굽힘성 J - 이상없음

P % 0.050 이하 0.006

S % 0.005 이하 0.011

표 3. 고무계 시험결과

검증항목 단위
검증기준

(KS M 6518)
검증결과

인장강도 N/mm2 15 이상 19.4

신장률 % 300 이상 600

경도(Hs) Hs 40~60 58

노화후
시험
(100±
1℃,72h)

인장강도
변화율

N/mm2 13 이상 20.6

신장율
변화율

% 250 이상 560

경도변화 % 10 이하 3

압축 구줄음률
(70±1℃,22h)

% 25 이하 18

오존균열
(100pphm±10,

40±2℃,20%,100h)
-

균열
없음

균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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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후 시료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것인데, 재하

하중의접지면적은 510±10mm이내이어야한다.

이때 볼트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그림 6과 같

이 볼트에 축 방향으로 천공을 하여 센서를 삽입한

후측정하 다. 

시험결과 볼트는 수직하중을 받을 때 2.5mm 미만

으로 측정되었으며 탄성 역 범위에서 거동했고, 피

로하중반복시험에서는반복횟수가증가함에따라변

형률의진폭크기가미소하게커지는경향이있었으나

안전측에있었다. 공칭피로강도도대부분 44% 이내

로충분한구조적안정성을확보하고있었다.

또한 상부구조에서 경사와 회전거동(신축이음 장

치 좌우측 상부 슬래브의 수직거동 차이 등)이 발생

하는 것을 고려하여 그림 7, 그림 8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 는데, 특히 회전거동 0.02라디안(시험체

길이를고려하면 8~10mm 수직변위)으로반복재하

실시한 후 육안과 정 조사한 결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 다.

4. 소음측정 시험 및 결과 분석

구조적인안정성이충분히검증된상태에서다수현

장에적용이되었는데, 특히통행제한속도80km/h 이

하국도를포함하여고속도로주변주거지에서신축이

음구간통행시발생하는충격소음등에따른민원이

그림 6. 볼트 내부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그림 7. 종단경사 시험

신축이음부이동선

받침부이동선

그림 8. 회전 변위시험

시험시편

회전핀

가
력

기

교대부족시

그림 4. 시험조건 및 접지면적

그림 5. 수직피로반복 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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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구간에실제적용이많이되었다.

따라서 분절구조와 힌지형 연결구조 상에서 발생

하는 소음저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차에 걸쳐 소

음측정시험을실시하 다.

1차 소음측정은 국도 46호선과 70번 지방도 구간

에서 실시하 는데, 시험대상은 힌지형, 레일형, 핑

거형을대상으로실시하 다.

시험 방법은 ISO 11819-1:1997(Acoustics-

Measurement of the influence of road surfaces

Pass-By(CPB))을 준용하 고, 사용한 소음계는

KS C IED 61672-1에서 정한 클래스 2의 소음계

또는동등이상의성능을가진것으로구성하 다. 

소음 측정은 각각의 교량 하부에서 차량 통과 시

측정하 는데, 하부 2.5m 이격된 지점에서 동일한

조건으로측정하 다.

이때 주행부의 신축이음 장치를 고려해서 동일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측정 높이는 1.2m로 삼각대

에거치한후실시하 다.

시험차량은 그림 9와 같이 27ton 덤프트럭을 사

용하 으며, 그림 10은 타이어 접지면적(길이, 폭)

을 측정한 것이고, 주행속도는 80km/h 내외를 유지

하도록 하 으며 타 통행차량과의 안전사고를 고려

하여신속히실시하 다.

각각의 통과속도는 76~85km/h로 다소 차이는

있었는데 이것은 주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타 차량

과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시험을 실시한 결과로,

주행속도 차이에 비해 소음 크기의 변화는 그리 크

지않았다. 

시험결과 표 4와 같이 레일형, 핑거형, 힌지형 순

구 분 힌지형 레일형 핑거형

전경

측정위치 국도46호선등선교 P30 국도46호선등선교 P20 지방도 70 시냄대교 P30 A2

km/h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79 80 76 85 81 84 81 85 81

최대
소음레벨
(dB(A))

73.6 74.1 73.2 96.5 94.8 94.4 82.7 82.6 82.7

73.6 95.2 82.7

소음저감
(dB(A))

21.6 0 12.5

표 4. 1차 소음측정 시험결과

그림 9. 1차 소음측정 시험차량

그림 10. 타이어 접지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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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음측정 평균값의 크기가 각각 95.2dB,

82.7dB, 73.6dB로 나타났으며, 레일형과 힌지형의

평균소음값차이는 21.6dB이었다. 

특히 레일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음을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교축 직각방향으로 단절구조 형태

가 연이어 4개로 되어 있어서 바퀴의 접지상태가 핑

거형과힌지형보다불리했기때문이다.

또한 핑거형과 레일형의 경우 신축량이 증가함에

따라단절된폭이교축방향(주행방향)으로 비례적으

로 증가하기 때문에 바퀴의 접지 길이에 비해 단절

된 폭이 넓어지는 것이 차량 주행에 따른 충격소음

의주요발생원인으로분석되었다. 

1차 소음측정은 교량하부 측면에서 측정한 것인

데, 주행속도가 80km/h 수준의 고속화도로는 도로

주변보다 주거지가 낮고 교량 통과구간이 대부분 높

게시공되어있기때문에,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충

격소음이 교량 하부 주거지로 전달되는 특성과 신축

이음종류별차이를분석하기위해실시하 다. 

2차 소음측정시험은발생소음평균값이작은 2종

류의 신축이음 장치를 대상으로 용담대교 1곳(힌지

형)과 양수대교 1곳(핑거형), 용담대교 중앙부 1곳

(주행 시 차량 발생소음 측정)을 대상으로 실시하

는데, 이 구간에서는 주행부 측면(교량 상부구조 측

도)에서 시험을 실시하 고, 소음 특성을 명확히 규

명하기위해반복적으로실시하 다.

그림 11은 2차소음측정시험장소로고속주행이가

능한 구간으로 교통량과 통행속도가 유사한 구간에서

실시하 다.

소음측정 시험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청주파수

20Hz~2kHz 대역을 고려하여 실시하 으며, 특히

사람이 느끼는 귀의 감각량과 가장 유사한 A-

Weighting(40phone)을 기준으로 1kHz 대역 값을

중심으로실시하 다.

소음측정은각각주파수대역별로 1분동안측정하

으며, 측정한 결과에서차량이실제통과하는순간

의피크레벨(peak level)을중심으로분석하 다. 

구 분 교량중앙부(차량주행소음) 힌지형(충격소음) 핑거형(충격소음)

전경

소음발생특성

표 5. 2차 소음측정 시험결과

그림 11. 2차 소음측정 시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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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표 5는 피크레벨 중 차량의 종류와 통과속도

를 고려하여 온전히 1대의 차량이 통과할 때를 측정

한 값으로 선별하여 분석한 것으로, 각각의 주파수

대역별 값에서 1kHz 대역 값(기준값)을 뺀 값, 즉

차이를막대그래프로나타낸것이다. 

각 결과값은 소음측정의 기준이 되는 교량 중앙

부, 즉 신축이음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주

행차량의 소음 측정값과 비교해서 소음 발생값이 같

은방향(음)인경우에는소음발생차이에비해미세

하게느껴지는반면, 반대방향(양)일경우에는값의

실제 차이에 비해 많이 증폭되어 뚜렷이 강한 충격

소음으로느껴지는것을확인하 다.

5. 현장적용 사례검토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는 고속도로 및 고속화

국도가 급격히 시공되면서 교량도 많이 건설되었다.

이 때 국내의 신축이음 장치에 대한 제작 및 시공기

술이 미흡하여 국외 레일형 신축이음 장치를 도입한

경우가많았다. 

중앙고속도로의경우도이러한사례로, 그림 12의

경우 고속도로 개통 당시 관설 2교에 적용된 레일형

신축이음장치이다.

이 경우에도 신축이음 장치가 주행 직각방향으로

분절된 구조이기 때문에 개통 초기부터 소음이 지속

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과 신축

량을 고려하여 소음까지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장

치가 제안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상태 다.

그림 13은 2012년 초반에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

로 교체된 상태이며, 표 6은 교체 전후에 대한 소음

측정 시험결과로 주간 측정결과 최대 11.6dB 저감

효과를나타냈다. 

이 밖에도 최근까지 춘성대교, 용문교 등 다수의

교량에서기존레일형, 핑거형 신축이음장치를소음

저감, 이물질 방지막 파손 방지, 분절구간 이륜차 바

퀴빠짐방지목적등으로힌지형으로교체하여공용

중에있다.

6. 결론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가 도로를 이용하면서 교량

구간을 통과할 경우 신축이음 장치가 설치된 구간에

서는 신축이음 단차, 후타 콘크리트 이음부 단차 등

으로불편을느끼는경우가많다. 

그림 12. 교체 전 (레일형)

그림 13. 교체 후 (힌지형)

구 분 주간(dB) 야간(dB)

생활소음규제기준 68 58

레일형 평균(3회) 69.4 63.4

힌지형 평균(3회) 57.8 55.4

감소(dB) 11.6 8

표 6. 교체 전후 소음측정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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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기온도의 증가에 따라 최대 신축량 발생

시와 상부 슬래브의 양측 수직변위의 차이에 따른

단차 등으로 고속운행 중 순간적으로 사고 위협을

느끼는경우도있다. 

비단 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분절구조로 된 신

축이음 장치를 차량이 고속으로 통과할 때 발생하는

충격소음은 해당구간 주변 거주민에게는 심각한 소

음공해로느껴지는경우가많다. 

힌지형 신축이음 장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 다수 교체구간

에서소음저감효과가두드러진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현장여건과 신축량 등을 고려하여 소

음저감 뿐만 아니라, 국도 상 이륜차 바퀴 빠짐 방

지, 고무방수재 파손 방지 등의 목적으로 많은 활용

성이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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