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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경제 및 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환경소음에 대한 

거주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거주지에서 발생

하는 교통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교통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도로 및 교량에 방음벽을 확충해오고 있지만, 공

동주택 및 상가의 고층화로 방음벽 설치가 소음대책

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소음저감 대책으로 도로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직접음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방음터널 

확충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복잡한 도심지의 교

량과 고가도로 위에 방음터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

례도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추가로 설치되는 

방음터널은 기존 구조물에 허용범위 이상의 과도한 

하중으로 재하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구조적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방음터널은 방음터널 구조상 지붕 아래

쪽에서 바람에 의해 양력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방

음벽 설계방식의 풍하중을 설계하중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음터널에 대한 명확한 

구조설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

나, 건축구조기준과 도로교설계기준 등을 참조할 경

우 방음터널에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풍하중들을 설

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구조설

계가 가능하다 (MOLIT, 2009; KRA, 2015). 하지만, 

대부분 방음터널의 설계와 시공은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업체에 의해 주로 수행되기 때문에 잘못된 설계 

방식을 답습하고 결과적으로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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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심지 방음터널은 대부분 기존 구조물 위에 

설치되기 때문에 방음터널의 자중은 설계 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자중의 크기는 설계단

계에서 적용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

나 기존 방음터널의 경우 H형강을 활용한 획일적인 

프레임 설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방음터널 횡방향

의 지간에 따라 H형강 단면을 일부 조절할 수 있을 

뿐 자중 감소를 위한 구조물의 개선 여지는 크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방음터널 지붕 구조를 격벽

화된 파이프 트러스 요소로 구성하여 구조적 강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경량화를 유도할 경우 하중 저항

성능 향상과 자중감소 효과로 방음터널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 및 기타 요소자재를 절감할 수 있게 되어 

구조적 적용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있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 H형강 방음터널 대비 고강

도 파이프 빔을 활용하여 구조적 성능 개선과 경량

화가 가능한 방음터널 트러스 구조를 제안하고, 제안

된 방음터널 구조의 횡방향 및 자중방향의 하중저항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물규모의 방음터널 구조성

능평가 시험체를 제작하여 풍하중 및 적설하중에 대

한 하중저항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실물 크기 시

험체와 동일한 방음터널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을 수

행하여 구조성능 시험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2. 파이프 트러스형 경량방음터널 개요

구조적 성능 개선과 경량화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고강도 파이프 빔을 활용한 트러스형 

방음터널의 주요 구성도가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파이프 트러스형 방음터널은 지붕을 구성하는 부재들

이 모두 고강도 파이프 빔으로 구성되며 격벽화된 

트러스 구조를 통해 횡방향 및 자중방향의 구조적 

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H형강 방음터널 대

비 트러스형 방음터널은 우각부 부모멘트와 지점부 

모멘트를 저감시키고 강성을 증대시켜 최적화된 구조

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H형강 방음터널 

구조에 비해 경량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Pipe truss 
beams

Pipe posts

Lateral sound-absorbing panels

Roof sound-
absorbing  panels

Side sound-
absorbing  panels

Fig. 1 Main components of pipe truss-type lightweight 
sound proof tunnels

3. 경량 방음터널 구조성능 평가시험 개요

본 장에서는 제안된 경량 방음터널의 구조적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개요를 정리하였다. 구조적 성능 

평가 시험은 풍하중 및 적설하중에 대하여 수행하였

으며, 설계하중의 4배까지 재하하여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3.1 시험 계획

경량 방음터널의 구조적 거동 평가 시험은 Fig. 2
에 나타낸 것과 동일한 형태로 실물규모 시험체를 

제작하여 수행하였다. 즉 시험체는 폭 12m, 파이프 

지주 높이 4.5m로 제작하였으며, 강종은 STK400을 

사용하였다. 시험체 하중은 횡방향과 중력방향으로 

균일하게 분포하는 설계 풍하중과 설계 적설하중을 

집중하중(선하중)으로 치환하여 재하하였으며, H형강
(H-150×150×7×10)을 가력 지그로 사용하였다. 시험

체 형태 및 가력지그 위치는 그림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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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의 변위는 11개의 변위계(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변위계의 위치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시험

과정에서 하중은 설계에서 반영한 풍하중과 적설하중

에 대하여 각각 4배까지 증가시켜 재하하도록 계획

하였으며, 설계풍하중은 84kN, 설계적설하중은 45kN
이다. 하중은 60단계의 재하, 제하 재재하 과정을 걸

쳐 1×D, 2×D, 3×D, 4×D의 하중범위로 재하하였으

며, 하중재하이력은 Fig. 4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D는 
설하중과 풍하중에 대한 각각의 설계하중(Design 
load)을 의미하며,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부재력을 구

한 후, 강구조설계기준(2011)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

계식을 통해 도출한 강도와 비교 검토하여 산출된 

값이다.

3.2 경량 방음터널 시험체 구성

경량 방음터널의 실물규모 구조성능 평가 시험은 

포스코 강구조실험동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에서 하중

은 980kN 용량의 Actuator를 사용하여 변위제어방식

으로 1mm/min의 속도로 재하하였다. 하중에 따른 변

위는 변위계(LVD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데이터 

수집장치를 사용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데이터를 자동

으로 컴퓨터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시험체는 지주 파

이프 끝단에 base plate를 용접하여 부착하였으며, 

base plate는 base block과 볼트로 고정시켜 실제 경

량 방음터널의 현장 조건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경

량 방음터널의 시험 전경은 Fig. 5에 나타내었다. 경

량 방음터널의 구조적 거동 성능 실험에서 하중재하

는 지붕 트러스 중앙에 적설하중을 모사하여 중력방

향으로 재하하였을 경우와 지주에 횡방향으로 풍하중

을 모사하여 재하하였을 경우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

하였다. 변위는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구조물 중

앙부에서 수직변위(④∼⑥, ⑩∼⑪) 및 수평변위(①∼

③, ⑦∼⑨)를 계측하였다. 실험과정에서 하중재하위

치 및 변위계측 위치는 Fig. 6에 나타내었다.

4. 구조성능 평가시험 결과

경량 방음터널의 구조적 거동 평가 실험 결과, 적

설하중에 대한 최대수직변위는 하중증가에 따라 1×D
에서 9.42mm, 2×D에서 16.42mm, 3×D에서 23.59mm, 
4×D에서 28.04mm로 나타났으며, 풍하중에 대한 최대

수평변위는 1×D에서 20.16mm, 2×D에서 40.32mm, 
3×D에서 75.87mm, 4×D에서 149.24mm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발생변위는 적설하중과 풍하중에 대하여 
Table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하중-변위 관계는 

Fig. 7과 8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3 Arrangement of LVDTs Fig. 4 Loading scenarios for snow and wind loads

Fig. 5 Structural testing set-up for lightweight sound 
proof tunnels

Fig. 6 Locations of loadings and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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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loads
(kN)

1×D 2×D 3×D 4×D
84 168 252 336

Maximum 
displacement (mm) 20.16 40.32 75.87 149.24

Table 2. Maximum displacements by wind loads

Table 1과 Fig. 7에서, 적설하중은 1×D 내에서 선

형탄성(linear elastic) 거동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설계

하중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2와 Fig. 8에서, 풍하중은 1×D와 2×D에서 

변위증가량이 하중증가량과 비례하기 때문에, 2×D내

에서 재료의 거동은 선형탄성으로 거동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설계하중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D 부터는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며, 재료가 소성(plastic) 영역에 도달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실험결과, 경량 방음터널은 설계하중 내에서 충분

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하중저항성능은 설계하중의 
2배 이상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경량 방음터널이 확보하고 있는 정확한 

구조 안전성의 안전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으로 

도출된 적설하중과 풍하중 재하시 하중 변화에 따른 

변위 변화 경향이 Fig. 9과 10에 각각 제시된다.

5. 유한요소 구조해석 평가

5.1 해석 모델링 개요

이 장에서는 경량 방음터널 구조성능 평가시험 내

용을 바탕으로 경량 방음터널의 유한요소 구조해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범용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12를 사용하였으며, 

해석모델은 2D 프레임 요소(flame element)를 적용하

Applied loads
(kN)

1×D 2×D 3×D 4×D
45 90 135 180

Maximum 
displacement (mm) 9.42 16.42 23.59 28.04

Table 1. Maximum displacements by snow loads

Fig. 7 Load-displacement relations for snow loads Fig. 8 Load-displacement relations for wind loads

Fig. 9 Change of displacements with increases of 
snow loads

Fig. 10 Change of displacements with increases of 
wind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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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성하였다. 유한요소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설계하중에 대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으

며, 각 작용하중에 대한 경량 방음터널의 구조적 안

전율을 평가하였다. 또한 풍하중과 적설하중의 조합

하중에 대한 구조적 성능을 검토하였다.

경량 방음터널의 유한요소 구조해석은 구조성능 

평가 시험체와 동일한 형태로 모델링하였으며, 구조

재가 아닌 방음판 및 흡음재의 연결부는 모델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하중은 시험에서 재하한 하중재하 

위치에, 가력프레임을 추가로 모델링하여, 설계하중을 

치환한 하중을 작용시켰다. 유한요소 구조해석에 적

용한 경량 방음터널의 모델은 Fig. 11에 나타내었다.

경량 방음터널의 사용 강종은 STK400으로 가정하

였으며, 각 부재의 단면 형상은 Table 3에 정리하였

다. 유한요소 구조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파이프 지

주와 콘크리트 벽체의 연결방식을 반영하여 고정단
(fixed support)으로 가정하였으며, 파이프 트러스 빔

과 브레이싱의 연결부는 내부힌지로 가정하였다. 유

한요소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Fig. 12에 나타내었다.

하중은 자중 및 풍하중, 적설하중 등의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으며, 적용하중과 하중조합은 Table 4에 제

되어 있다. 하중작용위치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Element Sectional shape
Pipe truss 

beam
Upper/lower chords φ114.3×4
Diagonal member φ89.1×4

Pipe column (post) φ216.3×8
bracing member φ114.3×4

Table 3. Sectional shapes for the FE structural model

Load case Combined load
LC1 D1)

LC2 D+S2)

LC3 D+W3)

LC4 D+W+S
1) D: dead loads (automatic calculation in program)
2) S: snow loads (45kN)
3) W: wind loads (84kN)

Table 4. Load combinations for the FE structural model

5.2 해석 결과

유한요소 구조해석 결과, 경량 방음터널의 구조적 

거동은 인장응력, 압축응력, 전단응력에 비해 휨응력에 

대하여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휨응력

은 LC4(자중+풍하중+적설하중)에 대하여 134.25MPa
로 나타나 허용응력(140MPa)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

(a) fixed B.Cs (b) internal hinges

Fig. 12 Boundary conditions for the FE structural 
analysis

(a) snow loads (b) wind loads

Fig. 13 Locations of applied loads

Load 
case

Tensile stress (MPa) Compressive stress (MPa) Shear stress (MPa) Flexural stress (MPa)
Remark

Maximum Allowable Maximum Allowable Maximum Allowable Maximum Allowable

LC1 5.31

140.00

8.00

140.00

2.05

80.00

14.44

140.00

OK

LC2 47.24 54.96 15.50 126.65 OK

LC3 19.83 29.70 9.14 105.94 OK

LC4 32.53 55.11 16.59 134.25 OK

Table 5. Maximum stresses

Fig. 11 Finite element structural analysis model for 
the lightweight sound proof tunnel



Noh, Myung-Hyun ․ Ahn, Dong-Wook ․ Joo, Hyung-Joong

6  J. Korean Soc. Adv. Comp. Struc.

로 나타났다. 유한요소 구조해석결과, 각 하중조합에 

따른 경량 방음터널의 최대응력은 Table 5,  최대변

위는 Table 6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LC4 하중조

합에 따른 발생 응력을 대표적으로 Fig. 14에 나타내

었고, 각 하중케이스에 대한 경량 방음터널의 변형형

상(deformed shape)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Load case Vertical
(mm)

Horizontal
(mm)

Combined
(mm)

LC1 2.26 0.79 2.26
LC2 9.73 2.98 9.73
LC3 5.20 21.54 21.54
LC4 6.50 21.38 21.39

Table 6. Maximum displacements

(a) axial stress

(b) shear stress

(c) flexural stress
Fig. 14 Stress distribution of the lightweight sound proof 

tunnel for LC4 load case

(a) LC1

(b) LC2

(c) LC3

(d) LC4

Fig. 15 Deflection shapes of the lightweight sound proof 
tunnel for each loa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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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험 및 해석 결과 비교

6.1 처짐

해석결과, 적설하중에 의한 수직처짐은 9.73mm, 
풍하중에 의한 수평처짐은 21.54mm로 나타났다. 또

한 실험에서 설계하중 재하시에 발생한 처짐은 수직

처짐 9.42mm, 수평처짐 20.16mm로 나타났다. 즉, 해

석결과는 실험결과에 비해 수직처짐 3.29%, 수평처짐 
6.85%의 오차를 나타내며, 실험결과에 비해 크게 나

타났기 때문에 보수적인 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고 판

단된다. 해석 및 실험을 통해 얻은 경량 방음터널의 

처짐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Classification

Vertical 
deflection

Horizontal 
deflection

Deflection
(mm)

Error
(%)

Deflection
(mm)

Error
(%)

Test 9.73
3.29

21.54
6.85

FE analysis 9.42 20.16

Table 7. Comparison of deflections

6.2 구조적 성능

경량 방음터널의 구조재는 STK400 강종으로 허용

응력(140MPa)으로 설계되나, 항복강도(245MPa)까지 

선형탄성 거동을 하며, 항복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구

조적 결함 없이 거동할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즉, 실험결과, 경량 방음터널은 적설하중 재하시 
1×D, 풍하중 재하시 2×D 까지 선형탄성 거동을 나

타내었다. 한편, 해석결과를 통해 항복강도에 도달하

는 경량 방음터널의 작용하중을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경량 방음터널의 구조재는 적설하중 재하

시 1.93×D, 풍하중 재하시 2.31×D에서 최초 구조재

의 항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 결과로 

도출된 경량 방음터널의 안전율이 Table 8에 제시되

어 있다.

Load 
case

Design load
(A, kN)

Applied load at 
yielding (B, kN) Safety 

factor
(B/A)

Remark

Wind Snow Wind Snow

LC2 84.00 - 162.50 - 1.93 OK

LC3 - 45.00 - 104.07 2.31 OK

Table 8. Safety factors of the lightweight sound proof 
tunnel for design loads

6.3 조합하중 검토

적설하중과 풍하중의 조합하중(LC4)에 대한 구조

검토 결과, 경량 방음터널은 휨모멘트의 영향이 가장 

크게 발생하며, 휨응력은 134.25MPa로 허용응력
(140MPa)의 약 95.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량 방음터널은 풍하중 및 적설하중의 조합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 방음터널은 조합하중에 대하여 1.83×D 재하

시 항복강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

량 방음터널은 설계시 고려한 안전성 외에 87% 이상

의 추가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합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내용은 Table 
9에 정리하였다.

Load 
case

Design load
(A, kN)

Applied load at 
yielding (B, kN) Safety 

factor
(B/A)

Remark

Wind Snow Wind Snow

LC4 84.00 45.00 153.72 82.35 1.83 OK

Table 9. Safety factor of the lightweight sound proof 
tunnel for the combined load (LC4)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경량 방음터널 구조물 실물 규모의 

구조적 성능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고, 실험결과와 비

교하기 위한 유한요소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논

문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조적 거동 실험 결과, 경량 방음터널은 설계

하중 내에서 선형탄성 거동을 하며, 적설하중에 대하

여 설계하중의 1배 이상, 적설하중의 2배 이상의 하

중에서 비선형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설계하중 

내에서 경량 방음터널은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구조적 거동 실험에 사용한 실험체와 동일하게 
구성한 유한요소 구조해석 모델을 대상으로 구조거동

을 평가한 결과, 처짐량은 최대 6.85%의 오차를 나타

내었다. 또한, 경량 방음터널은 설계적설하중에 대하

여 항복강도에 대하여 약 1.9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

고 있으며, 풍하중에 대해서는 약 2.31배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합하중에 대해

서는 약 1.8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도

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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