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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경계조건에 따른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풍하중에

대한 동적 거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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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 Boundary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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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터널 내 통과차량에 의하여 발생하는 풍하중으로 인한 터널라이닝의 동적거동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차량으로 인

한 풍하중은 목표지점을 지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압력과 팽창을 나타내는 시간함수를 이용하여 모형화 하였으며, 파형강판으로 이루어진 터널

라이닝은 3차원 쉘 요소를 사용하였다. 쉘 요소로 모델링된 3차원 터널라이닝의 동적해석은 많은 양의 메모리와 시간이 요구되지만 파형강판

의 동적특성을 반영하는 한편 최대한 단순화된 모형을 제시하여 해석에 이용하였다. 터널라이닝의 변위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차량 주행 조

건 및 맞바람 풍속이 고려되었다. 차량과 풍속이 증가하면 응답 또한 증가하였으며, 최대변위는 차량이 120km/h로 교차주행 시 25mm로

나타났다. 연속주행 시 응답에 미치는 영향은 단독주행 응답보다 2.5% 이내로 크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숏크리트가 적용되지 않는 독립구

조체 터널라이닝의 경우동적거동은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Dynamic behaviors of a corrugated steel plate tunnel lining system are examined under wind loads due to

passing vehicles. Applied wind loads are simulated by applying the time functions as a vehicle moves through the tunnel.

Wind loads are described by the pressure and suction as a vehicle arrives and leaves target positions in the tunnel. The

tunnel lining is modeled using the simplified shell elements that reta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rrugated shapes. The

displacements of the tunnel lining are evaluated under various conditions regarding wind velocity and the passing vehicles.

The responses are found to increase as the vehicle velocity and wind velocity increase. A maximum displacement of 25mm

occurs when two vehicles are crossing at the speed of 120km/h. A row of vehicles running consecutively minimally affects

the dynamic responses with less than 2.5% of the dynamic responses enlarged and attributed to one running vehicl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tunnel lining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re is no shotcrete applied.

핵 심 용 어 : 파형강판 터널라이닝, 풍하중, 주행차량, 시간이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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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의 지형여건 및 시공기술의 발달로 인

하여 새로운 도로 개발 시 터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터널라이닝의

주를 이루는 콘크리트 라이닝은 주변 환경 등 여러 가지 요

인을 고려하여 재료 및 규모 등이 결정된다. 콘크리트 라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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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공, 유지관리 측면에서 긴 공사기간, 고비용 등의 문제

점이 발생할 수 있다.4)

이에 반해 강재 터널라이닝은 재료가 강재로 이루어진 연성

구조물로서 부등침하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콘크리

트 라이닝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황민오, 1999). 강재 터

널라이닝에는 파형강판이 적용될 수 있으나 파형강판은 2방

향 거동이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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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ncan 등(1985)은 지간이 2.7m～7.7m인 알루미늄 박스

구조물에 대한 설계식을 제안하였고, 이후 Boulanger 등

(1989)은 현장계측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Duncan이 제

안한 설계식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고, 최동호 등(2006)은

지간이 12m까지 확장된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McCavour

등(1998)은 두 개의 구조물에 대하여 구조물의 계측값과 수

치해석을 비교하여 Rib 보강과 EC-Rib 보강재를 평가하였

다. 이러한 파형강판을 적용한 지중구조물은 기존의 철근콘크

리트로 시공된 구조물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하여(나호

성 등, 2011)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3차

원 거동은 파형강판의 형상 모사문제와 활하중에 의한 영향

을 중심으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최동호 등, 2010).

STLiM(Steel Tunnel Lining Method)에 의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은 기존의 주재료인 콘크리트를 대체하여 일반 강

판에 파형을 성형하여 단면계수를 증가시킨 후, 볼트로 조립

하여 라이닝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반 강판에 비해 단

면계수가 10～30배 정도가 크며, 경량 구조물로서 재료의

운반이 용이하고 현장에서 단순 조립으로 시공되므로 기존의

콘크리트 라이닝에 비해 공기단축과 공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구조물이다.

파형강판을 이용한 터널라이닝 구조물은 북미 선진국 등에

서 사용되어 보편화 되고 시공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구

조체로 휨 강성과 내력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구조물로써 국

내에서는 지난 1997년 서해안 고속도로, 천안 논산 간 고속

도로, 경의선 철도 및 남북연결도로, 군사 시설물에 이르기

까지 중요 사회기반시설물에 적용되었고 환경성, 안정성, 시

공성, 경제성이 입증되었다. 최근 연구기관에서는 기존의 라

이닝 대체 재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파형강판의 터널 적용

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기존 콘크리트 터널라이닝

의 단점을 보완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 구조물의 연구는 현

재 전무한 상태이며, 국내의 경우 도로설계편람(건설교통부,

2010)에 파형강판을 이용한 강관의 기본 구조설계에 관해서

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타 관련 연구도 기초적인 실정

이다(최동호 등,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뒤채움이 없는 독립된 파형강판터널라

이닝에 통과차량으로 인한 동적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풍하중, 차량통과상태, 경계조건 등의 매개변수의 변화

에 따른 파형강판터널라이닝의 거동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차량이 통과함에 따른 터널 내에 발생하는

풍하중

터널 내 차량이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풍하중의 분

포는 그림 1(a)(Takanobu O, Kozo Fujii, 2007)와 같이

다소 복잡한 형태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

하여 그림 1(b)와 같이 차량이 터널 내 주행하는 방향의 우측

1/3부분에 풍하중을 재하 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마호성 등,

2008)에서 가장 불리한 하중조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행차

량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동적하중을 재하 하는 경우 주행

차량의 전반부에는 압축력이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흡입력이

발생됨으로 그림 2와 같이 터널라이닝의 1/3부분에 하중을 적

용하여 시간에 대한 풍하중의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a) 실제 터널라이닝에 작용하는
풍압 분포도

(b) 단순화한 터널라이닝에
작용하는 풍압분포도

그림 1. 터널라이닝에 작용하는 풍압분포도

그림 2. 통과차량에 의한 풍하중 형상

터널 내에는 차량이 통과할 때 생기는 풍하중 이외에 항시

터널 안에는 일정 풍속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 풍속을 맞

바람 풍속이라고 한다. 맞바람 풍속에 대한 국내 설계기준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환기설계기준에서 터널 차도 내 풍속

은 일 방향 터널시 표준 10m/s이고, 양방향 터널인 경우

8m/s를 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맞

바람 최저 풍속을 8m/s로 설정하고, 최고 풍속은 환기설계

기준에서 제시한 풍속보다 50% 높은 15m/s를 적용하였다.

자세한 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국내외 터널 내 풍속 적용기준

국가
국내 설계기준 현 연구 적용풍속

일방 양방 최저 ·최고

일본 12 m/s 8 m/s

8 m/s 15 m/s

WRA

(PLARC)
12 m/s 8 m/s

독일 10 m/s 8 m/s

노르웨이 10 m/s 7 m/s

한국 10 m/s 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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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풍하중이 파형강판 터널라

이닝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노르웨이 시방기준

(The Norwegian Public Roads Administration, 1995)

에 제시된 풍하중 계산식을 사용하였다. 식(1)을 사용하여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풍하중을 계산하여 표 2와

같이 산출하였다.

q = μ⋅( V b

3.6
+V 1)

2

⋅
1

1.6
(1)

여기에서,

  압축력(Pressure) ()

흡입력(Suction) ()

μ= 0.4 : Pressure

-0.8 : Suction

V b = 설계차량속도 ()

V l = 통과방향과 반대 방향의 풍속(맞바람풍속) ()

표 2. 속도별 풍하중 비교

속도


맞바람풍속



Pressure



Suction



60
8 152.1 -304.2

15 250.7 -501.4

80
8 228.3 -456.7

15 346.4 -692.7

100
8 320.0 -640.0

15 457.5 -915.0

120
8 427.1 -854.2

15 584.0 -1168.0

3. 대상구조물의 모형화 및 하중조건 선정

3.1 파형강판 재료특성 및 제원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에 사용되는 파형강판 재료는 1.6mm

～7.0mm의 일반 강판에 강성을 높이기 위하여 파형을 적용

함으로써 일반 강판에 비해 강성이 크게 증진된 구조체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파형강판 구조체는 일반 구조재에 사용

되는 파형강판에 비해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다. 강판의 두께

는 1mm이며 산과 산사이의 거리는 381mm이고, 굽힘 반지

름은 76mm이다. 파형강판에 용융 아연도금으로 인한 두께와

강도는 매우 미세한 영향만을 미치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았으

며 순수하게 파형강판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400 시리즈의

두께와 강도를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파형강판의 기본형상과

자세한 제원(Corrugated Steel Pipe Institute, 2007)을

그림 3과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3. 파형강판 기본형상

표 3. 파형강판 제원

두께, t (mm) 1.0

골의 피치, P ( mm ) 381

골의 깊이, d ( mm ) 140

굽힘 반지름, r ( mm ) 76

단면적, A ( m 2/m ) 1.368E-03

Ixx ( m 4 ) 3.3748E-06

중립축 ( mm ) 75.486

인장강도 ( Mpa ) 366.77

항복강도 ( Mpa ) 151.63

3.2 대상 구조물 제원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상구조물은 그림 4와 같이 2개의

곡선반경을 가지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아치 형태의 단

면을 가지고 있으며, 대상구조물의 길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

한 프로그램의 최대 허용치인 47m로 하였다. 통과차량이 일

방향 경우에 편도 2차선 또는 양방향인 경우에 왕복 1차선의

교통터널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터널 표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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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파형표면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쉘 요소를 적용할 때 파형강판의 곡선 형태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림

5와 같이 20개의 평면 쉘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경우 실제에

가장 가까운 파형을 낼 수 있으나, 구조물의 해석에 있어 상

당한 시간이 소모되어 다양한 분석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단

순화하기 위하여 4개의 평면 쉘로 이루어진 모형과 20개의

평면 쉘로 이루어진 모형을 각각 10m 모형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 결과 4개의 평면 쉘을 사용하여도 20개의 해

석모형의 특성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평면 쉘을 사용하여 MIDAS-Civil

2009를 이용하여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을 모형화 하였다.

(a) 20개 평면쉘 모형

(b) 4개 평면쉘 모형

그림 5. 평면쉘을 사용한 파형의 단순화

3.3 대상구조물의 모형화

대상구조물인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은 단위모형의 파형 1개

를 모형화한 후 이를 2개의 곡률을 가지는 아치 형태에 각각

배열시키고 터널 길이방향으로 적용시켜 대상구조물을 모형

화 하였다. 하나의 파형강판을 4개의 평면 쉘을 이용한 모형

은 구조체의 필요한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적

절한 유한요소 모형의 크기를 가질 수 있다. 전체모형은

21,457개의 절점과 20,916개의 쉘 요소로 이루어져있으며,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길이(L=47m)의 터널라이닝 모

형을 구현하여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터널라이닝의 동적거

동은 통과차량에 의해 발생되는 풍하중을 단독주행, 연속주행

그리고 교차주행에 따라 변화시켜 실제 터널에 작용하는 풍

하중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풍하중은 그림 6과 같이

원의 접선에 수직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각각 수직,

수평분력으로 나누어 적용하였다.

그림 6. 대상구조물 및 쉘의 풍하중 재하 방향

3.4 입구부와 출구부의 경계조건 선정

기존연구에서는 입․출구부의 경계조건이 자유단으로 적용

되어 모든 하중조건에서의 최대 변위가 입․출구부에서 일어

났다. 하지만 그림 7과 같이 입구부에서의 변위가 터널 내부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실제 터널 시공 시 입구부의 보강

상태를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입․출구부의 경계조건을 고

정단과 자유단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a) 입구부의 자유단 경계조건 시 거동 형상
(차량 진입 후 0.26초)

(b) 입구부의 고정단 경계조건 시 거동 형상
(차량 진입 후 0.26초)

그림 7. 차량의 입구부 통과에 따른 경계조건별 거동형상

3.5 하중조건 선정

실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에 적용되는 하중을 최대한 유사

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각 통과하중에 따른 맞바람 풍속을 적

용하여 시간이력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연속주행 상태에서의

차량간 간격은 터널의 고유진동주기를 분석하여 차량 속도에

따라 각각 적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구조물 경계조건에 따른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풍하중에 대한 동적 거동분석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1호(통권 116호) 2012년 2월 51

표 4. 하중조건

(a) 단독주행

Case
차량속도


맞바람

풍속
Case

차량속도


맞바람

풍속

LC1-1 60

15

LC2-1

120

8

LC1-2 80 LC2-2 10

LC1-3 100 LC2-3 12

LC1-4 120 LC2-4 15

(b) 연속주행

Case
차량속도


맞바람

풍속

차량수

(대)

LC3-1

120 15

2

LC3-2 3

LC3-3 4

(c) 교차주행

Case
차량속도


맞바람

풍속
교행지점

LC4-1 60

15

0m

23m

34m

LC4-2 80

LC4-3 100

LC4-4 120

통행차량의 진행에 따라 변화하는 풍하중을 적용시키기 위

하여 각 쉘에 순차적으로 시간에 대한 풍하중의 함수를 적용

시켰으며, 구조물 잔여진동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행차

량이 터널을 완전히 통과한 후에 구조물의 진동이 거의 없어

질 때까지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시간에 대한 풍하중

함수의 예를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속도 120km/h일 때 차량 1대의 풍하중 함수

4. 풍하중에 의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거동

분석

4.1 파형강판 터널라이닝 모드분석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동적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적

으로 모드분석을 수행하여 대상 구조물의 진동수 및 모드 형

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입구부 경계조건이 자유단 상태의

1차 고유 진동수는 3.77Hz로 나타났다. 터널 입구부를 고정

했을 경우의 1차 고유 진동수는 6.31Hz로 나타났다. 모드형

상은 그림 9에 나타내었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입출구부 고정 입출구부 자유

(a) 제 1 모드

(b) 제 2 모드

(c) 제 3 모드

(d) 제 4 모드

그림 9. 파형강판 터널라이닝 주 모드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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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터널의 고유주기 분석 결과·

모드
입출구부 고정 입출구부 자유

진동수(Hz) 진동수(Hz)

1 6.31 3.78

2 6.32 4.88

3 6.53 4.88

4 6.56 6.29

4.2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정적하중에 대한 거동분석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동적거동 분석에 앞서 정적하중에

의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변위 및 형상을 검토하였다. 대

상 구조물에 적용시킨 하중조건은 단독주행 상태에서의 하중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풍하중은 파형강판 터널라이

닝 전체에 적용하였고, 식 1에서 제시한 풍하중 계산식을 이

용하여 하중크기를 계산하였다. 대상구조물에 사용한 하중조

건은 표 6과 같다.

표 6. 정적해석 하중조건

속도



Pressure



Suction


경계조건 풍압분포

60 250.7 -501.4

입․출구부

고정
라이닝 전체

80 346.4 -692.7

100 457.5 -915.0

120 584.0 -1168.1

정적하중에 대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거동을 분석한 결

과 최대변위는 Pressure인 경우 3.7mm, Suction인 경우

4.9mm로 나타났다. 그림 10에서와 같이 Pressure 하중보

다 Suction 하중이 터널에 작용할 때 변위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위가 증가하였으며. 최대변위

는 속도 120km/h일 때의 정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3.7mm

로 허용변위인 50m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든 차량 속도에 대하여 허용변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과 같이 Pressure 하중이 작용할 때는 수직방향의

변위가 크게 나타나면서 측면 터널형상이 터널 안쪽으로 변

위가 나타났다. Suction 하중이 작용할 때는 수평방향의 변

위가 터널 안쪽방향으로 생기면서 터널 측면 변위가 밖으로

밀려났다.

그림 10. 정적하중에 의한 속도별 변위 그래프

(a) Pressure

(b) Suction

그림 11. 정적 풍하중에 의한 터널라이닝 거동

4.3 동적거동 분석을 위한 평가위치 선정

대상구조물의 동적거동 분석을 위해 그림 12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동일한 위치의 터널라이닝 단면에서 최대 변위위치

를 분석하였다. 변위방향은 터널라이닝 단면 접선에서의 수직

방향을 기준으로 변위를 산출하였다. 평가지점은 최대변위 지

점인 단면 상부 중앙노드와 측면의 변위를 살펴보기 위해 2

개의 추가 평가위치를 더하여 총 3개의 평가위치를 정하였

다. 그림 13과 같이 변위를 산출하기 위한 라이닝 단면은 차

량 진행방향으로 총 3개 단면과 9개 절점에서 시간이력 해석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2. 터널 단면에서의 변위 평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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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대상 구조물 전체의 변위평가 단면 위치

4.4 단독주행

본 절에서는 차량이 터널을 단독으로 통과할 때 생기는 풍

하중과 맞바람 하중으로 인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동적거

동을 분석하였다. 표 7과 같이 단독주행 상태에서 차량 속도

에 대한 터널라이닝의 변위를 다양한 위치별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최대변위는 속도 120km/h, 맞바람 풍속 15m/s에

서 나타났으며, 최대변위는 12.6mm로 나타났다. 최대변위가

일어난 단면구간은 길이가 대칭관계인 13m와 34m 구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독주행에 대한 터널라이닝의 변위크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허용변위 50mm를 초과하지 않았다.

표 7. 단독주행 시 속도별 응답 변위

Case
차량속도


평가단면

위치

응답변위

1 2 3

LC1-1 60

13 0.3 4.7 0.8

23 0.4 4.2 0.8

34 0.2 4.8 0.8

LC1-2 80

13 0.4 6.6 1.1

23 0.6 5.8 1.1

34 0.3 6.7 1.1

LC1-3 100

13 0.5 8.9 1.5

23 0.9 8.0 1.5

34 0.4 9.3 1.6

LC1-4 120

13 0.7 12.5 2.1

23 1.2 11.0 2.0

34 0.5 12.6 2.1

그림 14. 평가위치 비교 그래프

표 7의 결과를 바탕으로 터널 단면에서 평가위치에 따른

변위결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14에서와 같이 터널 상층 중앙

부의 변위가 터널 측면부의 변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나타났

다. 그림 15는 단독주행 상태에서의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최대변위 지점 시간이력도이며, 그림 16은 단독주행 시 시간

에 따른 터널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a) LC1-1(60km) (b) LC1-2(80km)

(c) LC1-3(100km) (d) LC1-4(120km)

그림 15. 하중조건의 최대변위 지점(L=34m)의 시간이력

(a) Time. (차량 진입 후 0.25초)

(b) Time. (차량 진입 후 0.71초)

(c) Time. (차량 진입 후 1.70초)

그림 16. 단독주행 상태의 터널 거동(12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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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단독주행 시 맞바람 풍속별 응답 변위

Case
차량속도


맞바람

풍속

평가단면

위치

응답변위

1 2 3

LC2-1

120

8

13 0.5 9.1 1.5

23 0.8 8.0 1.4

34 0.4 9.2 1.5

LC2-2 10

13 0.6 10.0 1.7

23 0.9 8.8 1.6

34 0.4 10.1 1.7

LC2-3 12

13 0.6 11.0 1.8

23 1.0 9.7 1.7

34 0.5 11.1 1.9

LC2-4 15

13 0.7 12.5 2.1

23 1.2 11.0 2.0

34 0.5 12.6 2.1

맞바람 풍속이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하여 차량속도를 120km/h로 고정한 후 맞바람 풍속을

8m/s ～ 15m/s로 증가시켜서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맞바람 풍속이 증가할수록 터널의 변위가 증가 하였으며, 최

대변위는 맞바람풍속 15m./s일 때 터널 상층 중앙부에서

12.6mm로 나타났다(표 8).

지금까지 단독주행 상태에서의 차량속도와 맞바람 풍속에

따른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거동을 분석하여, 차량속도와 맞

바람 풍속이 증가함에 따라 터널라이닝의 변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차량의 속도와 맞바람 풍속이 파

형강판 터널라이닝의 거동에 어떠한 인자가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17, 18과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

었다.

그림 17. 단독주행 시 속도-변위 그래프(120km/h)

그림 18. 맞바람 풍속-변위 그래프

그림 17, 18을 비교한 결과 맞바람 풍속에 대한 터널의 변

위 증가량 보다 속도에 대한 터널 변위 증가량이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터널 내에 부는 바람의 영향

즉, 맞바람 풍속 보다 통행차량의 속도에 의해 발생하는 풍하

중이 터널라이닝의 거동양상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입․출구부 경계조건에 따른 단독주행 상태에서의 변위 차

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유단에서의 변위와 고정단에서의 변위

를 산출하여 표 9와 같이 나타내었다. 차량속도는 최대 속도

인 120km/h로 적용하였고, 평가지점은 0m, 13m, 23m,

34m, 47m지점으로 5개 단면에서 측정하였다.

표 9. 단독주행 시 경계조건에 대한 최대 응답 변위

Case
차량속도


입․출구부

경계조건

평가지점


응답변위



LC1-4 120

고정

0 0

13 12.5

23 11.0

34 12.6

47 0

자유

0 27.3

13 11.5

23 10.8

34 12.4

47 30.3

그림 19는 터널 단면 중앙위치 노드에서의 변위를 입․출구

부 경계조건에 따라 비교하였다. 고정단 경계조건에서는 차량

이 처음 진입 후 13m지점까지 변위가 증가하다가, 터널 중간

지점인 23.5m 지점까지 변위가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

간지점을 지나면서 변위가 다시 증가하다 최대변위 위치인

34m지점까지 변위가 증가하였다. 자유단일 경우 입구부에서

큰 변위를 보이다가 13m지점까지 변위가 감소하여 34m지점

까지 유지되다 다시 출구부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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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하중조건의 최대변위 지점(L=34m)의 시간이력

4.5 연속주행

본 절에서는 차량 여러 대가 터널을 연속으로 통과할 때 생

기는 풍하중으로 인한 터널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

서 터널 고유주기를 이용하여 터널의 진동주기를 산출하고,

그림 20과 같이 차량과 차량사이의 간격을 계산하여 연속주

행 차량의 출발시간을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차량이 단독으로 주행할 때와 연속으로 터널을 통과할 때

생기는 풍하중으로 인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변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입구부 경계조건에 따른 연속주행 상태에

서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경계조건을 두고 병행으로 해

석하였다. 연속주행 차량에 대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동적

거동은 차량속도를 120km/h, 맞바람 풍속을 15m/s로 고정

한 후 차량의 연속 통과수를 2～4대로 증가시켜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차량 간의 간격은 선행연구결과 파형강판 터널라

이닝의 고유진동주기를 고려하여 표 10과 같이 적용하였다.

표 10. 고유주기를 이용한 연속차량간의 거리

경계

조건

차간 거리 연행

출발

시간
60


80


100


120



고정 5.3 7.0 8.8 10.6 0.3

자유 4.4 5.9 7.4 8.8 0.3

그림 20. 연속주행 시 차량 사이 거리

표 11에서와 같이 연속주행 시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에 변

위를 분석 한 결과 단독주행과 동일한 34m지점에서 최대변

위가 나타났으며, 연속주행에서의 속도별 최대변위를 분석할

결과 같은 속도의 단독주행 최대변위와의 차이가 0.3mm정

도 증가하였다.

표 11. 연속주행 시 응답 변위

Case
차량속도


맞바람

풍속

차량 수

(대)

응답변위



단독주행

최대변위



LC3-1

120 15m/s

2 12.7

12.6LC3-2 3 12.9

LC3-3 4 12.9

연속주행 상태에서의 경계조건 변화에 따른 파형강판 터널

라이닝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단독주행과 같이 평가지점에

대한 변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 12와 같이 고

정단 입구부에서의 13m지점 변위는 12.47mm로 차량이 증

가하여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으며, 최대 변위 지점인 34m

지점에서는 3번째 차량이 진입 시 2번째 차량시의 변위보다

0.26mm 증가하였다. 그림 21은 경계조건에 따른 차량 연속

주행 시 시간이력도이다.

표 12. 연속주행 시 입구부 경계조건에 따른 응답변위

Case
차량속도


평가지점


차량 수

(대)
경계조건

응답변위



LC3-1

120

13

2
고정 12.5

자유 11.6

LC3-2 3
고정 12.5

자유 11.8

LC3-1

34

2
고정 12.7

자유 12.5

LC3-2 3
고정 12.9

자유 13.4

입출구부 고정 입출구부 자유

(a) LC3-1(120km_2대)

(b) LC3-2(120km_3대)

(c) LC3-3(120km_4대)

그림 21. 연속주행 차량에 속도별 응답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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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교차주행

본 절에서는 터널 내에서 차량이 서로 교차할 때 생기는 풍

하중과 단독주행 시 생기는 풍하중을 비교 분석하였다. 교차

지점은 단독주행 시 평가지점과 같은 13m, 23m, 34m지점

으로 하였으며, 하중조건은 차량속도 60～120km/h, 맞바람

풍속은 가장 불리한 풍속인 15m/s로 설정 하였다. 입구부

경계조건에 따른 교차주행 비교분석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표 13. 교차주행 시 속도별 응답 변위

Case
차량속도


맞바람

풍속
평가단면

위치
응답변위


LC4-1

120

8
13 18.3

23 16.1

LC4-2 10
13 20.1

23 17.6

LC4-3 12
13 21.8

23 19.3

LC4-4 15
13 25.0

23 22.0

다양한 속도로 교차주행하는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동적거

동 분석 결과 표 13과 같이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위가 증

가하였다. 최대 응답변위는 속도 120km/h일 때 나타났으

며, 단독주행, 연속주행과 동일한 위치인 34m지점에서 나타

났다. 최대 변위가 25.0mm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제

시한 허용변위인 50mm 를 초과하지 않았다. 그림 22는 차

량이 34m지점에서 교차주행 시 시간이력도이다.

입출구부 고정 입출구부 자유

(a) LC4-1(60km)

(b) LC4-2(80km)

(c) LC4-3(100km)

(d) LC4-4(120km)

그림 22. 교차주행 차량에 속도별 응답변위

입․출구부의 경계조건에 따라 교차지점에 대한 거동을 알

아보기 위하여 속도와 맞바람 풍속을 고정시킨 후 교차지점

을 각각 13m와 23m로 선정하여 그림 23과 같이 비교하였

다. 34m지점은 단독주행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3m

지점과 대칭으로써 거동상태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생략하

였다.

그림 23. 경계조건에 따른 교차지점 변위(120km)

그 결과 단독주행과 마찬가지로 자유단 보다 고정단 경계조

건인 경우의 터널라이닝 변위가 크게 나타났으며, 13m지점

에서 교차할 때 25.0mm로 가장 큰 변위를 나타내었고, 터

널 중간 지점인 23m지점에서는 21.9mm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여러 차량 주행상태에 대하여 파형강판 터널라이

닝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그림 24와 같이 다양

한 차량 주행상태에 따른 최대변위를 비교하여 터널을 통과

할 때 가장 불리한 차량 주행상태를 알아보았다.

그림 24. 다양한 차량 주행상태에 따른 최대변위(1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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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결과 연속주행과 단독주행 상태보다 교차주행상태에서

가장 큰 변위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속도가 증가

할수록 단독과 연속주행 차량과의 변위차가 커졌다.

5.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차량 통행상태에 따른 풍하중이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에 미치는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다음은 그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이다.

(1) 통과차량의 속도변화에 따른 풍하중 적용의 경우 본

연구에서의 최대속도인 120km/h(LC1-4)인 경우 변

위가 12.6mm로 나타났다. 이는 60km/h(LC1-1)인

경우의 변위 4.8mm와 비교하여 차량의 속도가 증가

할수록 터널라이닝의 변형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터널 내에 부는 풍속인 맞바람 풍속에 대한 분석 결과

맞바람 풍속이 15m/s일 때(LC2-4) 변위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이는 맞바람 풍속 8m/s(LC2-1) 일 때

의 변위와 비교하여 약 1.5배 큰 값이며, 맞바람 풍속

이 증가할수록 터널이 받는 풍하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입․출구부 경계조건 상태에 따른 차량 주행상태의 파

형강판 터널라이닝의 응답변위를 분석해본 결과 입구

부가 고정단일 경우 13m지점 변위는 9.7mm 이며,

같은 위치에서의 자유단 입구부 에서의 변위는

11.7mm로약 17%정도 추가변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단독주행 최대 응답변위 지점인 34m 지점에서의 변위

비교 결과 고정단 12.6mm, 자유단 12.4mm로 변위

차가 2% 이내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하여 입구부

가 자유단일 경우 최대 변위가 입구부에서 일어나기 때

문에 고정단 경계조건 터널의 변위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4) 연속주행 상태에서의 동적 거동을 분석한 결과 2대가 연

속주행 시 12.7mm 변위가 발생하였고, 3대로 주행 시

12.9mm 변위가 생겼다. 단독주행과 비교했을 때 변위

증가폭이 0.3% ～ 2.5% 이내였으며, 입구부에서멀어질

수록변위폭또한감소하였다. 이 결과로 보아 차량이 연

속으로 주행 시 터널에작용하는 풍하중은 차량이 단독주

행시 터널이받는 풍하중과큰차이가없다고 판단된다.

(5) 교차주행 상태에서의 다양한 속도로 통과하는 파형강판

터널라이닝의 거동을 분석한 결과 차량속도 120km/h

로 교차한 경우(LC4-4) 25.0mm의 변위를 보였으며,

이는 차량속도 60km/h로 교차할때(LC4-1)의 변위인

9.4mm와 비교하여 교차주행 차량의 속도가 증가할수

록 터널라이닝의 변형이 크게 일어났으며, 이때의 변위

는 본 연구에서 최대변위로 나타나, 파형강판 터널라이

닝설계시 터널 내 차량의 교차주행을 고려하여설계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허용변위인

50mm를초과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풍하중산정식 단순식을 이용하여 구했으며,

선형거동만을 분석하였다. 향후 CFD분석 및 자체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거동분석을 이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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