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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파이프라인 유한요소 해석

Seismic Performance of Stainless Power Joints Piping System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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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인해 주요 시설물들의 안

전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비구조 요소의 경우 구조 요소보다 건설 초기 투자비용

이 높아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구조 요소의 파괴는 심각한 2차피

해로 발전 될 수 있으므로 내진안전성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압착식 조인트의 접촉을 고려한 수계소화설비 파이프라인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비선형 유한요소 모

델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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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 및 빈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 9월 경주

에서 발생한 규모 5.1과 5.8의 지진으로 인해 국내에서 내진성능 평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건설초기 비용의 대부분이 비 구조요소에 집중되어 있어 지진 발생으로 인한 대부분의 경제적인 피해는 비

구조요소의 파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Reitherman, R. 2009). 현재 내진설계 기준은 구조물 자체의

내진성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비 구조요소 특히, 파이프라인의 경우 지진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면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및 소방수 등의 누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수계소화설비 파이프라인의 내진성능 평가 실험을 토대로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

였다.

2. 파이프라인의 유한요소 모델

본 연구에서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Platform의 3D Shell Element (S4R)을 사용하여 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수계소화설비 파이프라인의 내진성능 평가 실험과 동일한 조건의 유한요소모델을 구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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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상의 경우 압착식 조인트의 설계도면을 기초로 하였으며 탄성계수 및 프아송 비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물성치를 사용하였다. 또한 각 압착식 조인트와 파이프라인의 접촉을 모사하기 위해 Contact Element를 적

용하였고 파이프라인 내부에 소방수가 가득 차 있는 것을 고려하여 2MPa의 내압을 적용 하였다.

그림 216 파이프라인의 유한요소 모델

Number of

Elements

Number of

Nodes

Elastic Modulus

(MPa)
Poisson`s Ration

Elbow Joint 10080 10224

200,000 0.3
T-Joint 5842 5915

Straight Joint 5396 5538

Pipeline 69984 70416

표 203 유한요소 모델 정보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수계소화설비 파이프라인의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였다.

추구연구에서는 내진성능평가 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유한요소 모델을 검증할 것이며 실제 지진파를 적

용하여 내진성능 평가 및 취약도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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