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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paper, structural analysis of High-Speed railway vertical tunnel structure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structural stability. The corrugated steel plate method was applied to the vertical tunnel structures for its simple construction 
method and low cost. The structural stability of Wall, Connection and Storage section was performed with LRFD and ASD 
design method at joint part, buckling, stress and plastic hinge. From the results, all of vertical tunnel structures shown the 
structural stability regardless of design method and structure types. So, the application of corrugated steel plate in vertical tunnel 
structures instead of cast-in-placed concrete was quite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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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파형강판공법은 1997년 중앙고속도로 현장에 원형

단면 지중강판 구조물이 최초로 적용되어 사용되어 진 

이후 그 용도가 주로 통, 수로 및 소규모 교량에 적용

되어 사용되어져 왔으나 파형규격과 설계기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결과 현재 터널, 빗물

저류조, 군사시설물 및 건축물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

대되어 2015년 현재 국내 시공된 구조물의 수만 해도 

4,000여 개소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다. 파형강판은 일반 플레이트 강판에 비해 형상적 특

성으로 인해 면외강성이 크고 강도확보에 유리하고 지

중구조물에 적용될 경우 얇은 주름강판을 곡률가공 함

으로써 휨 강성과 내력이 증진되기에 시공이 간단하여 

공기가 상당히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콘크리

트로 제작 될 부재를 파형강판으로 대체할 경우 철거

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설재료이기도 하다1). 이

러한 구조적 장점을 지녔기에 토목분야에서는 교량, 
항공기, 컨테이너 등에 널리 사용되어 져 왔으며 건축

분야에서도 건물의 보 부재를 대상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는데 기존의 웨브판에 비하여 폭⋅두께 비의 제한치

를 완화시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파형강판의 장점을 살려 현재 

시공계획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의 수직구 구조물 

시공에 영구 구조물로 적용하고자 하였다. 터널 수직

구 시공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

인 사례이나 후속공정과의 인터페이스 문제로 공기를 

단축시켜야 할 경우에는 간편한 시공방법으로 공기단

축이 가능한 파형강판공법의 적용이 그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직구 터널에 파형강판을 국내 최초로 적용

하는데 있어 시공성 및 장기적인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파형강판을 영구 지중구조물로 적용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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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 구간 중 상부 지반조건이 가장 불량하고 수

직구 깊이가 깊은 구간의 수직구를 대상으로 파형강판

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부위별로 설계법을 달리

한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 개요

2.1 수직구의 선정

수도권 고속철도는 강남구 수서역을 기점으로 종착

역인 수서역 및 동탄역, 경부선과 환승되는 지제역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천안⋅아산역에서 경부고속선과 

합류하게 되는 연장 61.08 km의 노선이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검토된 구간 A, B, C 및 D공구의 공구별 

수직구 설계현황을 나타낸 것이며, 수직구의 높이가 

가장 높은 B공구의 No.12와 D공구의 No.16 수직구 중 

지반환경이 불량한 No.16 수직구를 검토 대상 수직구

로 선정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Vertical tunnel structure design status

Vertical Structure Driftway length(m) Height(m) Origin Design

A zone
No. 3 37 22.6

Cast-In-Place
Concrete

No. 4 22 53.6

B zone
No. 11 64 43.3

No. 12 23 66.7

C zone

No. 13 18 45.2

No. 14 42 34.7

No. 15 21 32.5

D zone No. 16 22 62.4

2.2 구조물 입체도 및 시공단면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수직구 구조물의 부위별 명칭

Fig. 1. Vertical tunnel structure stereoscopic view.

Fig. 2. Corrugated steel plate construction section.

을 나타낸 입체도 및 파형강판이 적용된 수직구 구조

물의 시공단면을 Fig. 1 및 Fig. 2에 나타내었다.

2.3 시공방법

파형강판을 적용한 수직구 구조물의 시공방법은 우

선 파형강판으로 현장조립 된 모듈을 제작하여 크레인

으로 인양한 후 수직구내에 거치, 조립 후 콘크리트를 

Fig. 3. Construction procedure of corrugated steel plat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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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시공순서를 

Fig. 3에 나타내었다.

3. 연구 방법

3.1 사용재료 및 해석방법

강구조설계기준에 의한 파형강판 종류별 규격을 

Table 2에, 그리고 본 논문에 사용된 파형강판의 제원

에 대해서는 Table 3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수직구 

구조물의 검토대상별로 적용된 설계법3)과 설계기준4,5)

에 대해서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2. The specifications of corrugated steel plate

Types Pitch
(mm)

Depth
(mm)

Thickn
ess 

(mm)

Area
(mm2/
mm)

Section 
Modulus

(mm3/mm)

Plastic
Section 

Modulus
(mm3/mm)

Moment of 
Inertia

(mm4/mm)

Deep 381 240 6.23 8.72 274.951 386.899 21,441.90

Table 3. The design condition and properties of corrugated 
steel plate

Design condition Properties

⋅Design method : LRFD & ASD
⋅Type : SS490
⋅Elastic modulus : 210,000MPa

⋅Steel ratio : 0.3102
⋅Allowable tensile stress:190MPa
⋅Allowable shear stress : 110MPa
⋅Yield strength : 285MPa

Table 4. The design method and standard 

Apply design method Design standard

⋅Combination of Load : USD Design criteria for railroad
Design criteria for steel structures

⋅Calculation of strength and checking 
the stability : LRFD Design criteria for steel structures

파형강판은 이방성 성질을 갖는 구조체로서 일반 강

판과 다르게 종방향 강성과 횡방향 강성이 다르다는 

점을 모사하기 위하여 Table 5의 산정식에 의해 Fig. 4
와 같이 플레이트 요소 사이에 일정한 간격의 빔을 삽

입하여 파형강판 특유의 강성을 모사하였다.

Table 5. The calculation formula of beam + plate element

calculation formula

       × 


Acp = space of Beam × Area of Plate
Ap = space of Beam × thick of Plate

Fig. 4. The corrugated steel plate modeling diagram.

3.2 수직구 구조물 안정성 검토

일반적으로 파형강판 구조물은 현장에서 조립되어 

일체화 시키는 연성구조체이고 일정 정도의 곡률을 갖

기 때문에 압축응력대비 휨 응력비가 커지게 되므로 

사용 상태에서 지점부 구속에 의한 압축응력과 휨 응

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파

형강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은 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한계상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며 강도한계상태

는 압축좌굴, 시공 중 압축력과 휨모멘트에 의한 소성

힌지 발생, 대골형 파형강판의 경우 완공 후 압축력과 

휨모멘트에 의한 소성힌지 발생 및 이음부 파괴에 대

한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6).
본 논문에서의 대상구조물인 수도권 고속철도 수직

구 는 철도설계기준 및 강구조설계기준에 따라 한계상

태설계법(LRFD)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구조안정

성 검토의 경우 한계상태설계법에 따른 시공 중, 완공 

후에 대한 안정성 검토와 아울러 대한토목학회 설계기

준안을 고려하여 허용응력설계법(ASD)에 대한 안정성

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대상 수직구 구조물 

벽체는 대골형 원형 파형강판으로 설계되었으며 구조

해석을 위한 벽체 모델링 및 경계조건을 Fig. 5에 나타

내었으며, 벽체 시공 중 및 완공 후 발생 가능한 하중

에 대한 조합을 실시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발생된 플레이트 요소 및 빔 요소의 부재력으로 벽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

내었다.

(a) modelling (b) boundary condition

Fig. 5. The Modeling and boundary condition of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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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view of structural analysis at walls

Types Design
method

Check 
point

Development 
of membrane 

stress

Design 
membrane 

stress
Result

Under 
construction LRF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586.429 1470.700 OK 
(251%)

plastic 
hinge

(Tf/Ppf)2+
(Mf/Mpf) check S.F.

0.161 0.161 < 1.0 OK 
(621%)

After 
completion

LRF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1028.841 1470.700 OK 
(143%)

buckling

stress
(f, MPa)

buckling 
stress(fb, MPa)

check
(fb/f)

117.986 216.620 OK 
(184%)

plastic 
hinge

(Tf/Ppf)2+
(Mf/Mpf) check S.F.

0.735 0.735 < 1.0 OK 
(136%)

AS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643.034 1050.500 OK 
(163%)

stress

T/A+M/S
(f, MPa)

allowable 
stress(fa, MPa) S.F.

179.812 179.812 < 190 OK 
(106%)

두 번째로, 접속부는 횡갱구간과 수직구 구조물이 

만나는 부분으로 단면이나 구조계가 변화하는 경계부 

이므로 구조적 안정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부위이다. 
접속부 구조검토를 위한 모델링 및 경계조건을 Fig. 6
에 나타내었으며, 접속부 시공 중 및 완공 후 발생 가

능한 하중에 대한 조합을 실시하여 구조계산을 수행하

였으며, 발생된 플레이트 요소 및 빔 요소의 부재력으

로 접속부위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a) modelling (b) boundary condition

Fig. 6. The modeling and boundary condition of conneetions. 

Table 7. The review of structural analysis at connections

Types Design
method

Check
point

Development
of membrane 

stress

Design 
membrane 

stress
Result

Under
construction LRF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752.770 1470.700 OK
(195%)

plastic 
hinge

(Tf/Ppf)2+
(Mf/Mpf) check S.F.

0.230 0.230 < 1.0 OK
(435%)

After
completion

LRF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1053.760 1470.700 OK
(139%)

buckling

stress
(f, MPa)

buckling
stress(fb, MPa)

check
(fb/f)

120.844 216.620 OK
(179%)

plastic 
hinge

(Tf/Ppf)2+
(Mf/Mpf) check S.F.

0.823 0.823 < 1.0 OK
(122%)

AS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658.606 1050.500 OK
(159%)

stress

T/A+M/S
(f, MPa)

allowable 
stress(fa, MPa) S.F.

184.220 184.220 < 190 OK
(103%)

마지막으로, 수직구 구조물의 하나인 저류조는 벽체

와 마찬가지로 대골형 파형강판으로 설계되었으며, 구
조해석을 위한 단면형상과 모델링을 Fig. 7에 나타내었

고, 벽체와 연결된 저류조의 시공 중 및 완공 후 발생 

가능한 하중에 대한 조합을 실시하여 구조계산을 수행

하였으며, 발생된 플레이트 요소 및 빔 요소의 부재력

으로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파형강판을 적용한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

기 위해서는 설계하중 조건에서 강판단면에 작용하는 

축방향 압축력을 산정하고 이 힘에 의한 단면의 항복

(a) modelling (b) boundary condition

Fig. 7. The modeling and boundary condition of stor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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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view of structural analysis at storages

Types Design
method

Check
point

Development
of membrane 

stress

Design 
membrane 

stress
Result

Under
construction LRF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586.436 1470.700 OK
(251%)

plastic 
hinge

(Tf/Ppf)2+
(Mf/Mpf) check S.F.

0.161 0.161 < 1.0 OK
(621%)

After
Completion

LRF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1028.890 1470.700 OK
(143%)

buckling

stress
(f, MPa)

buckling
stress(fb, MPa)

check
(fb/f)

117.992 216.620 OK
(184%)

plastic 
hinge

(Tf/Ppf)2+
(Mf/Mpf) check S.F.

0.735 0.735 < 1.0 OK
(136%)

ASD

connection

axial stress
(Tf, kN/m)

joint strength 
(∅Ss, kN/m)

check
(∅Ss /Tf)

643.072 1050.500 OK
(163%)

stress

T/A+M/S
(f, MPa)

allowable 
stress(fa, MPa) S.F.

179.936 179.936 < 190 OK
(106%)

과 좌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우선, 이음부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하중조건에서 파

형강판 구조물의 길이방향(구조물 축방향)의 볼트이음

부가 충분한 강도를 보유하여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이음부의 안정성 검토는 식(1)에 따라 산정한다.

∙ ≻ (1)

여기서 

  : 이음부 강도계수 (0.70)
  : 이음부 강도(kN/m)
  : 하중계수를 고려한 설계압축력 (kN/m)

Fig. 8에는 구조물별 이음부 안정성 검토 결과를 그

래프로 나타내었으며,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음부 

안정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수직구 구조물의 종류와 

설계법에 상관없이 시공 중과 완공 후에서 충분한 안

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벽체나 저류

조의 경우 시공 중 발생되는 이음부 압축력은 허용압

Fig. 8. The stability of joint section at various conditions. 

축력의 4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완공 

후에는 이음부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시공 중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허용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좌굴에 대한 안정성은 부재에 작용하는 압

축응력이 좌굴응력을 넘지 않아야 확보가 된다. 수직

구 구조물별로 시공 중과 완공 후에 구조물에 작용하

는 좌굴응력에 대한 검토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물에 작용하는 좌굴응

력은 약 216 MPa이고 압축응력은 모든 부재에서 120 
MPa 이내로 나타나 좌굴에 대해서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형강판 구조물의 안정성은 시공 시와 완공 시에 대

하여 휨모멘트와 압축력의 복합작용에 의한 소성힌지 

Fig. 9. The Compressive and buckling stress of vertic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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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만족해야 하는데 강판에 작용하는 휨모멘트와 축

력을 각각 강판의 소성모멘트강도와 압축강도로 나눈 값

의 합이 1보다 작아야 하며 식(2)를 적용하여 검토한다7). 

(
 )2 + │


│ ≤ 1 (2)

여기서

   : 완공 후 (또는 시공 중) 작용하는 휨모멘트 

(kN⋅m/m)
  : 파형강판의 소성모멘트강도 (kN⋅m/m)
  : 파형강판의 소성압축강도 (KN/m) 
   : 완공 후(또는 시공 중) 작용하는 축력 (KN/m)

Fig. 10에는 수직구 구조물별로 작용하는 부재력을 

해석하여 소성힌지에 대한 안정성 검토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직구 구조물의 종

류에 상관없이 시공 중일 경우는 벽체 및 저류조의 경

우 0.16을 나타내었으며, 접속부는 이보다 조금 높은 

0.23을 나타내었다. 완공 후에는 접속부가 0.82를 나타

내었으나 1.0 이내로 분석되어 소성힌지에 대한 안정

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토결과에서 나타내듯이, 파형강판을 적용한 수직

구 구조물 모두 최대 휨모멘트가 작용하는 부위의 단면

이 충분한 소성변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이러한 해석결과를 주는 의미는 파형강판을 

적용하였을 때 해당 부위의 휨 모멘트가 단면의 공칭휨

강도에 도달하더라도 구조물이 더 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허용성을 지니고 있어 파형강판을 수직구 

Fig. 10. The stability of plasic hinge at vertical Structures.

구조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 고속철도 터널에 연결되는 수

직구 구조물에 파형강판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

해 알아보고자 각종 구조해석을 실시하여 검토하였다. 
해석결과, 이음부의 경우 수직구 구조물의 종류와 설계

법에 상관없이 시공 중과 완공 후에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좌굴에 대해서도 모든 부

재에서 발생된 압축응력은 허용좌굴응력의 60%이내로 

나타나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성힌지

의 경우도 수직구 구조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충분한 소

성변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구조적 

여용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파형강판을 

적용한 수직구 구조물에 대해 각종 구조해석을 실시한 

결과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체하여 사용하여

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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