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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수맨홀은 하수관의 방향, 경사 및 관경 등이 

변하는 곳, 단차가 발생하는 곳, 관이 합류하는 곳

이나 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장소에 주로 설치하

고 있다. 또한, 관 내의 점검, 청소 및 환기 등을 위

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관의 접합을 위해 반

드시 설치해야 하며, 맨홀의 설치장소 및 간격은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해야 한다(Guideline of Sewer System, 2011).

국내에서는 주로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한 

콘크리트 맨홀을 설치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콘

크리트 맨홀의 경우 콘크리트를 현장타설(Cast-

in-situ)하기 때문에 협소한 도로나 골목길의 경

우 장비투입이 어려우며, 도심지나 교통통행이 빈

번한 도로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양생기간 동안 되

메우기가 불가능하여 교통혼잡 등으로 인한 사회

간접비용이 증가된다. 또한, 계절에 따라 공기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을 보완하기 위해 연성 재질의 맨홀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PVC 재질을 사

용한 맨홀은 시공이 간편하고, 시공기간을 단축시

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재운반이 편리하며, 공

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을 일체형으로 제작 가능하

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빠른 시공이 가능하

다. 이 연구에서는 맨홀 본체를 PVC 이중벽관으

로 구성한 PVC 하수맨홀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고, 지중에 매설한 상태에서 맨홀 구조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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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water supply and sewer line systems are also developed relev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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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e manhole, when it is buried underground, is safe for the stress as well as buckling strength if the manhole is constructed 

within the suggested limit of buried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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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구조적 거동특성

을 조사 분석하였다.

 

2. PVC 맨홀

PVC 맨홀의 주요 부위별 재료의 구성을 보

면, 상부에 있는 맨홀 뚜껑과 맨홀 뚜껑 받침은 

주철을 사용하였고, 맨홀 뚜껑을 받쳐주는 상판

은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 철근콘크리

트 상판은 하중을 맨홀 본체에 고르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과 일부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하여 맨

홀에 전달되는 하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맨홀 본체는 국내 제조사에서 생산한 PVC 이중

벽관을 사용하였고, 맨홀 하부 받침은 맨홀 본체

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지반으로 고르게 분포

시키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철근콘크리트로 만

들어져 있다. Fig. 1은 PVC 맨홀의 형상이며, 맨

홀의 관경에 따라 맨홀 본체의 단면두께를 증가

시켜 Table 1에 나타내었다.

3. PVC 맨홀 재료의 역학적 성질

지중에 매설된 맨홀의 구조적 거동을 예측하

고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해 PVC 맨홀을 구성

하고 있는 재료중에서 PVC 이중벽관의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역학적 성질은 KS M ISO 

6259-1, 6259-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조사하였다. PVC 이중벽

관은 등방성 재질로서 Fig. 2와 같이 관에서 인

장시편을 채취하였고, 게이지길이 내에서 파괴

가 발생하도록 중앙에 노치를 주어 시편을 제

작하였으며, 인장시편의 치수는 Table 2에 나

타내었다.

제작된 인장시편은 만능재료시험기(Univer 

sal Testing Machine, UTM)를 사용하여 5  

mm/min의 속도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재하된 

하중과 계측기(Strain Gage)를 통해 측정한 자

료로부터 응력-변형률 관계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최대 응력을 구해 인장강도로 하였

다. 인장시험 과정은 Fig. 3에서 보여주고 있으

며 시험 후의 파괴모양은 Fig.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인장시험 결과 모든 시편은 Fig. 4와 같이 시

편의 중앙부분에서 파단이 일어났다. 인장시편

Fig. 1. Shape of PVC manhole and structure. (Yoon, 2011)

Table 1. Dimension of PVC manhole (Yoon, 2011) (refer to Fig. 1)

Description A(mm) B(mm) C(mm) E(mm) D(mm)

PVC 1st

manhole
(ɸ1,000 mm)

1,200 200 1,300 200

150

200

250

300

400

PVC ɸ600 
manhole

(ɸ600 mm)
900 170 900 150

150

200

250

Description
Specimen dimension

Width (mm) Depth (mm) Area (mm2)

PT-1 17.74 2.57 45.59

PT-2 20.24 2.72 55.05

PT-3 19.80 2.62 51.88

Table 2. Dimension of tensile test specimen (Yoon, 2011)

Fig. 2. Tensile specimen. (Yoon,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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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성계수는 시험규정에 따라 응력-변형률 관

계가 선형을 나타내는 탄성한계(500 μ ∼ 2,500 

μ)에서 결정하였고, 앞에서 설명한 인장강도는 

시편이 파단될 때의 최대 하중을 시편의 단면적

으로 나누어 결정하였다. 인장강도 시험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으며, 한국산업표

준(KS M 3600)에서 제안하고 있는 인장항복강

도 40 MPa 이상을 초과하는 41.17 MPa, 탄성

계수는 4.01 GPa, 포아송비는 0.19이었다. 또

한, Fig. 5는 인장시험 결과를 응력-변형률 곡

선으로 나타낸 것이며 하중재하 초기에는 모두 

선형거동을 보였고 변형률이 약 0.01을 초과하

면서 하중의 증가율이 둔화되는 현상을 보였으

며, 모든 시편에서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Table 3. Result of the tensile test (Yoon, 2011)

Description
Modulus of 

elasticity(GPa)
Poisson‘s 
ratio(v)

Tensile 
strength(MPa)

PT-1 4.95 0.16 40.86

PT-2 4.14 0.21 40.14

PT-3 2.94 0.20 42.52

평균 4.01 0.19 41.17

Fig. 3. Tensile test. (Yoon, 2011)

Fig. 4. Failure of the tensile test specimen. (Yoon, 2011)

Fig. 5. Stress-strain curve of PVC. (Yoon, 2011)

(a) Location of strain gage

(b) PT-1 specimen

(c) PT-2 specimen

(d) PT-3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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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VC 맨홀에 작용하는 하중

맨홀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설계규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맨홀을 

구성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부분은 강도설계법

을 적용하였고, 맨홀 본체에 대해서는 허용응력

설계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맨홀에 작용하는 하중은 맨홀 본체 및 부속품

의 자중, 활하중, 토압, 수압 등이다. 도로에 설

치하는 맨홀은 상부슬래브 위쪽에 아스팔트콘크

리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시공된 아스팔트콘크

리트의 하중을 맨홀에 작용시켜야 하며 맨홀 본

체는 매설깊이에 따라 맨홀의 높이가 변화하기 

때문에 맨홀의 단위길이당 무게를 측정하고 여

기에 매설깊이를 곱하여 매설깊이에 따른 맨홀

의 자중을 구하였고, 활하중은 도로교설계기준

(2010)에서 제안하고 있는 DB-24 하중과 차량

하중에 대한 충격계수를 고려하여 Eq. (1)과 같

이 구했으며, 전체 수직하중을 Table 4에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수평하중은 지중매설된 

맨홀 본체에 작용하는 주변 지반의 토압하중, 활

하중에 의한 토압, 수압에 의한 압력을 합해서 

단위면적당의 하중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값을 

Table 5에 매설깊이별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W
l
 = P × (1+i)   (1)

여기서, W
l
 : Live load

     P : DB-24 (=96 kN)

     i : Impact factor (0.3)

5. 유한요소해석

토목분야의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 중의 하

나인 MIDAS Civil s(2006)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구조해석을 하였으며, 외부에서 작용한 하중

Table 4. Vertical load (Yoon, 2011)

Description
Buried 

depth(m)
Dead load(kN)

Live load(kN)
Manhole body Asphalt concrete Manhole cover Upper concrete slab Total

PVC
1st manhole

1 0.54

1.95 1.20 4.24

7.93

124.8

2 1.08 8.47

3 1.62 9.00

4 2.16 9.54

5 2.69 10.08

6 3.23 10.62

7 3.77 11.16

8 4.31 11.70

9 4.85 12.24

10 5.39 12.78

PVC
ɸ600

 manhole

1 0.34

0.92 1.20 1.69

4.15

124.8

2 0.69 4.49

3 1.03 4.84

4 1.37 5.18

5 1.72 5.52

6 2.06 5.86

7 2.40 6.21

8 2.7 6.55

9 3.09 6.89

10 3.43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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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맨홀 각 부분에 발생한 응력과 맨홀 본체

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비교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맨홀과 같이 

구조물의 치수에 비해 맨홀 몸통의 단면 두께가 

작은 경우 재료의 파괴에 앞서 좌굴 등에 의한 파

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안정

성(Stability)에 대한 검토도 함께 수행하였다.

(1) 선형탄성해석

PVC 맨홀 본체의 응력검토를 하기 위해 매

설깊이에 따라 결정된 하중을 모두 재하시켜 

맨홀에 발생하는 응력을 선형탄석해석(Linear 

elastic analysis)을 통해 검토하였다. 본체의 

모델링은 Fig. 6과 같이 판요소를 사용하였으며 

경계조건은 맨홀의 상하단부가 콘크리트에 의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단부를 모두 고정지

지로 가정하였으며, 하중은 수직하중과 수평하

중을 모두 동시에 재하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슬래브의 직경이 맨홀 본체의 직경보다 크기 때

문에 맨홀 본체 직경 외측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

부는 지반에 의해 지지된다. 이러한 설치조건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슬래브의 일부는 지반에 의

해 지지되는 탄성지지로 가정하였으며, 되메움

토의 다짐정도는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하

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지반반력계수

는 다짐정도에 따라 분류한 ASTM D 2487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맨홀 본체의 하중전달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에 의한 선형탄성해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5. Horizontal load per unit area with respect to buried depth (Yoon, 2011)

Buried depth (m)
Horizontal load (kN/m2)

Soil pressure Soil pressure due to live load Hydraulic pressure Total

1 8.50 23.80 10 42.30

2 17.00 12.05 20 49.05

3 25.50 7.60 30 63.10

4 34.00 5.32 40 79.32

5 42.50 3.94 50 96.44

6 51.00 3.00 60 114.00

7 59.50 2.46 70 131.96

8 68.00 2.15 80 150.15

9 76.50 1.92 90 168.42

10 85.00 1.73 100 186.73

Fig. 6. The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ing.

(a) PVC ɸ600 manhole (b) PVC 1st man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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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깊이에 따라 맨홀의 원주방향 및 높이방향 

면내의 응력을 Table 6에 정리하여 나타냈으며, 

매설깊이에 따른 압축응력의 분포는 Fig. 7에 나

타내었다.

Table 6. Result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Buried depth(m)
Soil modulus

(Es, MPa)

PVC ɸ600 PVC 1st 

Axial stress (MPa) Hoop stress (MPa) Axial stress (MPa) Hoop stress (MPa)

Ten. Comp. Ten. Comp. Ten. Comp. Ten. Comp.

2

0.34 2.64 19.27 1.61 3.82 4.33 11.35 0.80 3.38

1.37 2.64 19.01 1.59 3.79 4.33 11.23 0.75 3.32

6.86 2.63 17.75 1.48 3.67 4.31 10.61 0.74 3.20

13.73 2.62 16.42 1.36 3.53 4.30 9.95 0.67 2.99

20.59 2.61 15.29 1.25 3.42 4.28 9.37 0.62 2.98

4

0.34 5.17 20.03 1.60 5.81 8.50 12.89 0.74 6.32

1.37 5.17 19.54 1.56 5.76 8.49 12.68 0.71 6.33

6.86 5.15 17.32 1.36 5.54 8.46 11.71 0.61 6.41

13.73 5.14 15.23 1.17 5.25 8.43 10.78 0.50 6.49

20.59 5.13 13.67 1.02 5.16 8.42 10.06 0.42 6.54

6

0.34 7.70 20.81 1.60 7.81 12.66 14.87 0.66 9.95

1.37 7.70 20.17 1.53 7.74 12.66 14.57 0.63 9.97

6.86 7.68 17.47 1.26 7.43 12.62 13.27 0.48 10.08

13.73 7.66 15.20 1.03 7.17 12.59 12.95 0.36 10.17

20.59 7.65 13.62 0.87 7.00 12.57 12.93 0.28 10.23

8

0.34 10.24 21.59 1.59 9.71 16.83 17.32 0.59 13.58

1.37 10.23 21.38 1.50 9.45 16.82 17.30 0.54 13.61

6.86 10.21 18.13 1.17 9.34 16.78 17.26 0.38 13.73

13.73 10.19 15.63 0.92 9.12 16.74 17.22 0.26 13.83

20.59 10.17 14.01 0.76 9.10 16.72 17.20 0.18 13.90

10

0.34 12.78 23.61 1.58 11.87 21.00 21.60 0.51 17.21

1.37 12.77 22.61 1.48 11.80 20.98 21.59 0.47 17.25

6.86 12.74 18.90 1.10 11.72 20.94 21.53 0.29 17.39

13.73 12.71 16.29 0.84 11.65 20.90 21.50 0.18 17.49

20.59 12.70 14.69 0.68 11.53 20.88 21.47 0.14 17.55

Fig. 7. Range of compressive stress with respect to buried depth of PVC manhole. (Yoon, 2011)

(a) PVCɸ 600 manhole (b) PVC 1st man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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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과 같이 길이방향으로 압축력을 재하

시켰을 경우 리브 안쪽에 위치하는 단면에서 과

도한 응력이 발생하였으며, 수평방향으로 하중

을 재하시켰을 경우 수평(원주)방향 응력분포는 

Fig. 9와 같이 전단면이 모두 효율적으로 저항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맨홀 본체를 구성하

는 PVC 이중벽관의 허용인장강도는 KS규준에

서 40 MPa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안전율 2을 적

용하여 20 MPa로 가정하였고, 맨홀의 각 부분의 

응력은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또한, 맨홀 본체를 구성하는 PVC 재료의 허용응

력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되메움토의 지반

반력계수 2.75 MPa 이상을 사용할 경우 PVC 

ɸ600 mm 맨홀의 경우 매설깊이가 10 m까지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PVC 1st 맨홀은 매설깊

이 8.5 m까지 구조적으로 안전하였고, 매설깊

이 8.5 m를 초과하였을 경우 구조적으로 불안전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맨홀설계에서 매설

깊이별로 안전여부를 주의깊게 검토해야하고 필

요한 경우 맨홀 본체의 보강에 대한 연구가 추가

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선형탄성좌굴해석

맨홀과 같이 높이방향의 수직하중 또는 이 수

직하중과 원주방향의 수평하중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맨홀에 작용하는 압축력으로 인해 맨홀에 

파괴를 의미하는 좌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좌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좌굴해석에서 

맨홀의 수평방향 하중을 삼각형분포로 가정하였

고, 수직하중은 원주방향으로 등분포하게 작용

Fig. 8. Axial stress distribution.

(a) Axial stress (b) Section stress

Fig. 9. Hoop stress distribution.

(a) Hoop stress (b) Section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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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하중을 재하하였다. 수직

방향 하중을 재하한 경우와 수직방향과 수평방

향 하중을 모두 재하하고 매설깊이(맨홀의 높이 

고려)에 따라 좌굴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8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또한, 좌굴이 발생한 

형태는 Fig. 10에서 보여주고 있다. 매설깊이 5 

m까지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동시에 재하되었

을 때 국부좌굴과 유사한 형태의 좌굴모드가 발

생하였으며, 삼각형분포로 재하된 토압 등의 수

평하중이 수직 압축력에 의한 좌굴응력을 미소

하나마 감소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통

관일 경우 링좌굴(Ring buckling)이 발생하지

만 PVC 맨홀의 경우 리브형태의 단면이 원형을 

유지시켜주는 보강재 역할을 하여 좌굴형태에서 

차이가 있었다. 좌굴하중은 매설깊이와 관계없

이 유사한 값을 보였으며, 맨홀 본체의 허용응력

보다 매우 큰 수치를 나타내어 맨홀이 응력의 초

과로 파괴될 때까지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즉, 

좌굴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6. 결 론

이 연구는 국내 제조사에서 제작한 PVC 맨

홀의 구조적 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료의 역

학적 성질 실험 및 맨홀 구조체에 대한 유한요

Table 7. Result of stress check

Buried 
depth
(H, m)

Soil 
modulus
(Es, MPa)

Allowable 
stress

(fapvc, MPa)

PVC ɸ600mm manhole PPI 1st manhole

Vertical 
load

(WD, kN)

Comp.
stregth 

(fc, MPa)
fapvc  /fc Remark

Vertical 
load

(WD, kN)

Comp.
stregth

(fc, MPa)
fapvc  /fc Remark

2

0.34

20

129.29

19.27 1.04 O.K.

133.27

11.35 1.76 O.K.

1.37 19.01 1.05 O.K. 11.23 1.78 O.K.

6.86 17.75 1.13 O.K. 10.61 1.89 O.K.

13.73 16.42 1.22 O.K. 9.95 2.01 O.K.

20.59 15.29 1.31 O.K. 9.37 2.13 O.K.

4

0.34

129.98

20.03 1.00 O.K.

134.34

12.89 1.55 O.K.

1.37 19.54 1.02 O.K. 12.68 1.58 O.K.

6.86 17.32 1.15 O.K. 11.71 1.71 O.K.

13.73 15.23 1.31 O.K. 10.78 1.86 O.K.

20.59 13.67 1.46 O.K. 10.06 1.99 O.K.

6

0.34

130.66

20.81 0.96 N.G.

135.42

14.87 1.34 O.K.

1.37 20.17 0.99 N.G. 14.57 1.37 O.K.

6.86 17.47 1.14 O.K. 13.27 1.51 O.K.

13.73 15.20 1.32 O.K. 12.95 1.54 O.K.

20.59 13.62 1.47 O.K. 12.93 1.55 O.K.

8

0.34

131.35

21.59 0.93 N.G.

136.50

17.32 1.15 O.K.

1.37 21.38 0.94 N.G. 17.30 1.16 O.K.

6.86 18.13 1.10 O.K. 17.26 1.16 O.K.

13.73 15.63 1.28 O.K. 17.22 1.16 O.K.

20.59 14.01 1.43 O.K. 17.20 1.16 O.K.

10

0.34

132.04

21.59 0.93 N.G.

137.58

21.60 0.93 N.G.

1.37 21.38 0.94 N.G. 21.59 0.93 N.G.

6.86 18.13 1.10 O.K. 21.53 0.93 N.G.

13.73 15.63 1.28 O.K. 21.50 0.93 N.G.

20.59 14.01 1.43 O.K. 21.47 0.93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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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PVC 맨홀의 본체는 

PVC 이중벽관을 사용하였으며 PVC 관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기 위해 인장시험을 수행

한 결과 KS M 3600에서 제안하고 있는 품질기

준인 40 MPa을 초과하는 41.17 MPa이며, 탄

성계수는 4.01 GPa, 포아송비는 0.19임을 알 

수 있었다. 

맨홀 본체에 대해서는 허용응력설계법으로 구

조검토를 수행하였고, PVC 이중벽관 재료에 대

한 허용응력은 안전율 2를 적용하여 결정하였

다. 그 결과 PVC 600맨홀은 기준이 되는 되메

움토의 지반반력계수 2.75 MPa 이상으로 다짐

관리를 한 경우 매설깊이 10 m까지 구조적으로 

안전하였고, PVC 1호 맨홀은 매설깊이 8.5 m

까지 구조적으로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맨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안전측 설계를 위

해 도로부에 맨홀이 설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활하중, 자중, 포장하중을 고려하였으며 수평(

반지름)방향에 대한 하중은 토압에 의한 하중으

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하중상태에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응력은 PVC 인장

강도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보여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 

PVC 이중벽관의 외측 단면(리브)은 길이방향

으로 불연속하게 되어 있어 수직하중이 작용할 

경우 리브 단면에서 압축응력이 미소하게 발생

함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또한 

리브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원주방향에 대

한 변형 및 좌굴에 대한 안정성이 크게 향상됨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맨홀 본체인 PVC 이중

벽관의 원주방향에 대한 하중저항성능은 길이방

향 하중저항성능에 비해 과도하게 크기 때문에 

원주방향의 구조요소인 리브 단면을 약간 축소

하고 맨홀본체의 두께를 약간 증가시킨다면 좀 

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단면의 설계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8. FEA result of manhole buckling 

Buried 
depth(m)

Buckling strength (kN) Buckling strength (kN)

PVC ɸ600 manhole PVC 1st manhole

Vertical
Vertical+
horizontal

Vertical
Vertical+
horizontal

1 3,970.19 3,962.47 6,342.48 6,341.15

2 3,963.76 3,959.90 6,292.24 6,290.92

3 3,954.18 3,941.90 6,282.99 6,281.67

4 3,938.04 3,935.47 6,279.03 6,276.38

5 3,905.89 3,903.31 6,277.70 6,273.74

Fig. 10. Result of linear elastic buckling analysis.

(a) Vertical load 

(b) Vertical load + horizontal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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