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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상청의 국내지진발생 추이 (Fig. 1)에 따르면 2016

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의 총 횟수는 무려 252회로 

예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중 규모 3이상의 

지진은 34회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구조

물에는 내진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내 여러 가지 중요 시설 물 원전 분야의 경우 모

든 원전이 규모 6.5이상의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성을 

Fig. 1. Frequency trend of earthquake outbreak in south 
korea1).

담보할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 있고, 신고리 원전 

3,4호기부터는 규모 7.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있다2). 하지만 가스 시설의 경우 원전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진 설계가 덜 되어 있다. 예로서 국

내 가스 저장탱크‧압력용기 6만 1962개 중 소형 저장

탱크, 지하매몰 저장탱크 등 5만 2963개(85.5%)는 내진 

설계 비대상 시설로 분류돼 내진설계 의무조차 없고, 

내진 설계 대상 8999개 중에서도 3089개(34.3%)는 내

진설계가 돼 있지 않다3). 더욱이 대부분의 가스시설은 

1998년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규모 5~6수준으로 설계

되었다4). 이것은 1998년 내진 설계 기준 제정 당시에

는 규모 7이상 강진의 국내 발생 사례가 없다는 조사

에 기초한 것이다4). 하지만 최근 가까운 일본에서 규모 

7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16년 경

주에서 지진 관측 이래 내륙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인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하였다. 2017년에 발생

한 포항 지진 또한 규모 5.4의 강진으로 역대 가장 많

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보다 강력

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스시설에 대한 오래된 내진 설계 기준 강화 및 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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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26ʺ gas pipe and ball valve system installed in gas 
supply station and (b) drawing of support leg dimension.

을 고려한 내진 설계 연구가 요구된다.

한국 가스공사의 내진 규정에 따르면 가스설비는 내

진 특 등급으로 500년의 지진, 지반 운동에도 기능수행

수준5)을 만족해야 한다. 가스 배관 시설물 중 밸브지지

대의 내진 설계와 관련하여 김상영6) 등은 Fig. 2에 제

시된 26ʺ 가스 배관용 밸브지지대를 대상으로 최적 설

계를 수행하여 내진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밸브지지대 

형상을 제안하였다. 그는 기존 직선형의 3구 체결 방식

을 2구 체결 방식으로 변경하고, 체결위치를 한 단계 

안쪽으로 변경하면서 두께를 25 mm로 증가시킬 경우, 

기존에 비해 최대응력이 16% 더 낮아 내진성능이 크

게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에서보다 더 강력한 지진 하중을 견디기 위한 밸브

지지대의 형상 개선안을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유한요

소해석을 통해 내진 성능을 검증하였다. 

2. 유한요소 해석

2.1 해석 모델

Fig. 3은 두 가지 밸브지지대의 모습으로 현재 직선

형(a)과 사선형(b)이 모두 사용되고 있다. 직선형의 경

우 그림의 center line에서부터 4, 5, 6번째 볼트에 체결

이 되며, 사선형의 경우 3, 4,번에 체결이 된다. 밸브지

지대는 총 4개로 지지대의 바닥은 볼밸브 중심 쪽으로 

굽어져 있거나 바닥판이 용접되어 있으며 지지대와 바

닥판에는 삼각형 형태의 브라켓이 용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Fig. 2에 제시된 26ʺ 배관에 사용되는 

직선형 및 사선형 밸브지지대에 브라켓을 양쪽에 모두 

설치할 경우 굽힘 강성의 개선 정도를 해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Fig. 4는 브라켓을 양쪽에 적용한 해석 모델

로서 바닥판을 반대편으로 연장하여 동일한 브라켓을 

반대편에도 적용한 것이다. 단일 브라켓과 양쪽 브라

켓을 편의상 single과 double로 구분하였다.

배관의 길이방향 지진 하중이 작용할 때 최대 굽힘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은 밸브지지대와 볼밸브의 체결

부 바로 아래 지점이다6,7). 최대 응력 발생지점의 응력

Fig. 3. Two types of existing valve support; (a) straight(most 
common), (b) inclined.

Fig. 4. Analysis models for a) straight and b) inclined types of 
valve supports with single or double bracket on them.

Fig. 5. Analysis models for newly suggested pentagonal valve 
supports according to the fully stressed beam theory with a) 

four fastener holes and b) three fastener holes. 

을 낮추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지대의 상부로 갈수

록 폭이 커지는 완전응력보(fully stressed beam)8) 형태

의 오각형 밸브지지대 형상을 제안하였다. Fig. 5는 오

각형 밸브지지대 해석 모델로서 좌(a), 우(b)는 각각 3

구 및 4구 체결방식이다. 4구 체결방식은 기존 직선형 

밸브지지대에서 3번 위치를 더 체결한다. 그리고 6번 

쪽 폭을 바깥쪽으로 60 mm 확대한 후 볼 밸브 중심 쪽

으로 90도 절곡한 형태로 굽힘 강성을 극대화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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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pipe, valve and valve support7)

Part Pipe Valve Valve Support

Material API 5L Gr. X42 ASTM A350 LF2 SS40

σY (MPa) 391 250 250

σu (MPa) 476 485 460

식이다. 3구 및 4구 오각형 밸브지지대, 기존 직선형 

및 기존 직선형에 브라켓을 양쪽으로 부착한 밸브지지

대, 기존 사선형 및 기존 사선형에 브라켓을 양쪽으로 

부착한 밸브지지대, 이렇게 총 6개의 해석 모델을 대상

으로 등가정하중 해석을 수행하였다. 

2.2 고유진동 해석

내진 해석 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반적인 지진

의 진동수 범위 (0~33 Hz) 이내인 경우에는 응답스펙

트럼 해석9)이나 시간이력해석10)과 같은 동적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 직선형 밸브지

지대의 모드 해석 결과 1차 모드의 진동수가 33 Hz를 

상회하여 지진력을 밑면전단력의 형태로 가하는 등가

정하중 해석10)을 수행하여 밸브지지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2.3 등가정하중 산출 

지반의 종류를 토사지반 (SD)으로, 지진구역계수 (z) 

를 0.11로 하였을 때 구해지는 지진계수 Ca=0.16와 

Cv=0.23을 건축구조기준 KBC2009의 표준 설계응답스

펙트럼 식 Ts=Cv/(0.25Ca), T0=0.2Ts에 대입하여 Fig. 7의 

표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하였다. 가스설비는 내

진 특등급으로 분류되며 재현주기 500년의 지진에도 안

전해야 하므로 위험도 계수는 1이다. 강진을 가정한 보

수적인 평가를 위해 스펙트럼 상 최대가속도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속도(a=0.4 g×1.5=5.886 m/s2)를 적용하였다.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른 등가정하중은 F=ma=7075 kg 

Fig. 7. Standard design response spectrum for valve support7).

×5.886 m/s2×위험도계수≒4.2 ton이다. 등가정하중 산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논문7)에 제시되어 있다.

2.4 등가정하중 해석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ANSYS Ver. 14이다. Fig. 

8은 전체 볼밸브 시스템의 FE 모델, 메쉬 및 경계조건

을 나타낸 것이다. 배관과 볼밸브 중앙부 및 바닥판은 

8절점 솔리드 요소 (SOLID 185)를 사용하였으며 밸브

지지대와 볼밸브 양단 부분에는 4절점 솔리드 요소

(SOLID 285)를 사용하였다. SOLID 285 요소의 노드에

는 x, y, z축 방향 변위의 자유도만 존재하며 회전에 대

한 자유도는 없다11). 요소의 개수는 약 4만 5천개 이다. 

실제 밸브지지대는 Fig. 2와 Fig. 3에서와 같이 콘크리

트 기초 위에 기초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자

중에 의해 놓여 있다. 지진하중이 작용하여 바닥판과 

지지대 바닥 사이에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우는 밸브

지지대에 큰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 지지대 바닥과 바닥판 간의 접

촉 조건으로서, 서로 간의 미끄러짐은 허용하지 않으

면서 지지대의 굽힘 변형으로 인해 바닥과의 접촉이 

떨어지는 것은 허용하는 rough 옵션12)을 적용하였다. 

요소에 표준 중력가속도를 적용하여 볼밸브와 배관의 

자중을 부여하고 배관의 양단에서 자중에 의한 처짐이 

가능하도록 수직 (Z)방향 변위는 구속하지 않았다. 배

관의 길이 (X)방향 변위는 배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속하였다. 밸브지지대의 안전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X방향 지진 하중과 횡방향인 Y방향 하중만을 

고려하였고 Z방향의 지진하중에 의한 응력은 크기가 

Fig. 8. Boundary condition and FE mesh for full ball valve 
syste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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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작아5) 고려하지 않았다. X방향으로 하중을 가하

는 경우(Fig. 8a)에는 Y방향 변위를, 반대로 Y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Fig. 8b)는 X방향 변위를 각각 구속하

였다. 수직 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모든 경우

에 대하여 바닥판의 Z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이러한 

경계 조건 하에서 등가정하중 4.2 ton을 바닥판의 측면

에 X방향 (a) 또는 Y방향 (b)으로 가한 후 밸브지지대

의 응력 및 변위를 관찰하였다. 

3. 해석 결과

3.1 기존 밸브지지대 해석 결과 

직선형 (single, double)과 사선형 (single, double)에 X 

방향으로 4.2 ton의 지진하중이 가해질 때의 von-Mises 

응력 및 변위를 각각 Fig. 9와 Fig. 10에 나타내었다. 현

재 사용 중인 직선형의 경우 최대 응력이 밸브지지대 

내측 상단 159 MPa로 나타나 항복강도인 250 MPa의 

64% 수준이다. X방향으로의 최대 변위는 좌측 지지대 

하부의 왼쪽 끝 지점 노드에서 1.32 mm이다. 사선형의 

최대응력과 최대 변위는 각각 126 MPa과 1.08 mm로 

직선형에 비해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직선형과 사선형에 브라켓을 한 개 더 설치하

였을 경우 응력은 30% 이상, 변위는 45% 이상 줄어들

며 감소 폭은 직선형에 비해 사선형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브라켓이 두 개 적용된 사선형의 경우 한 개만 

적용된 모델에 비해 최대응력과 최대변위가 각각 39%

와 59% 줄어들었다. 기존 형상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브라켓을 한 개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 밸브지지대의 

Fig. 9. von-Mises stress contour plots for various types of 
valve supports, a) straight(single), b) straight(double), c) 

inclined(single), d) inclined (double).

Fig. 10. Displacement contour plots for various types of ball valve 
systems, a) straight(single), b) straight(double), c) inclined 

(single), d) inclined (double).

Fig. 11. von-Mises stress contour plots of new valve supports 
with four fastener holes according to the variations in thickness, 

a) 20 mm, b) 15 mm, c) 10 mm.

하중 지지능력이 매우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1b와 Fig. 11c는 밸브지지대 두께를 기존 20 

mm에서 각각 15 mm와 10 mm로 감소시킨 경우의 해

석 결과이다. 두께가 10 mm인 경우의 최대 응력은 220 

MPa로 기존 직선형보다 오히려 더 커져 불리하다. 두

께가 15 mm인 경우의 최대 응력은 120 MPa로 기존 직

선형에 비해서는 낮지만 기존 사선형 과는 유사한 수

준이다. 따라서 오각형 4구 체결 방식 밸브 지지대의 

두께를 줄여 재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현

재 두께인 20 mm를 유지하는 것이, 재료의 증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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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있지만 강성 증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측면

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완전응력 보 개념을 적용한 오각형 형태의 밸브지지

대에 있어서 3구 체결 방식으로도 강성 개선 효과가 

충분하다면 4구 체결 방식에 비해 재료비 절감이 가능

할 것이다. Fig. 12는 3구 체결방식의 응력 및 변위 해

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3구 체결 방식의 최대 응력

은 기존 사선형과 동일한 126 MPa이며, 최대 변위는 

0.8 mm로 기존 사선형의 1.1 mm보다 27%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사선형 지지대와 비교하

여, 오각형으로 형상을 변경하여 재료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력은 줄어들지 않고 변위

는 감소되나 사선형의 발생 변위 자체가 매우 작아 무

시할 만한 수준이다. 따라서 3구 체결 방식은 강진에 

대비한 형상 개선안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Fig. 13은 배관의 길이방향 (X)이 아닌 횡방향 (Y) 

지진하중에 대한 기존 직선형 (a), 기존 사선형 (b) 및 

4구 체결형 오각형 (c) 지지대의 해석 결과이다. 가장 

Fig. 12. von-Mises stress and displacement contour plots for 
new valve support with four fastener holes.

Fig. 13. von-Mises stress contour plots for various types of valve 
supports under lateral seismic load of 4.2 ton, a) straight, b) 

inclined, c) new (4 hole).

Fig. 14. Comparison in the stress ratio, volume ratio, and 
maximum displacement among all types of valve supports. 

응력이 높은 기존 직선형의 경우에도 최대 응력은 43 

MPa로 항복강도의 17% 수준으로 나타나 현재 사용중

인 지지대는 횡방향 지진하중에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

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4는 지금까지의 응력 및 변위 해석 결과를 정

리한 것으로 위에는 최대응력과 항복강도의 비를, 아

래에는 최대 변위를 나타내었다. 중간의 그림은 각각

의 지지대 형상에 대한 기존 직선형 지지대 기준 부피

비를 표현한 것이다. 4.2 ton의 등가정하중이 가해져도 

최대 응력은 탄성 범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기능수행 

수준을 만족한다. 또한 그때의 변위는 1.4 mm 이하로 

충분히 안전하다. 3구 및 4구 오각형 지지대는 기존 직

선형 대비 부피가 각각 70%와 100%씩 큰 폭으로 늘어

난 반면 최대응력의 크기는 기존 직선형 대비 각각 

25% 및 45% 정도만 감소되어 비효율적이다. 오히려 

기존 사선형에 브라켓을 양쪽 모두 설치한 모델이 3구 

오각형 지지대보다 부피도 작고 최대 응력의 크기도 

더 작았다. 브라켓을 양쪽으로 부착한 사선형 밸브지

지대의 부피는 기존 직선형에 비해 13% 정도 증가 되

지만 기존 직선형에 비해 최대응력을 50% 이상 감소

시켜 주므로 브라켓을 양쪽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효

율적인 내진성능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Fig. 15는 강진에 대한 지지대의 거동 변화를 확인하

기 위해 지지대 형상별로 등가정하중을 5 ton까지 변화

시키면서 해석한 결과로서, Fig. 15a는 하중에 따른 응

력의 변화를, Fig. 15b는 하중-변위 선도를 보여준다. 내

진 성능 증가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부터 

가장 주목할 만한 대상인 사선형 (double)과 4구 오각형 

모델은 선도는 굵은선으로 도시하였다. 등가지진력이 

4.2 ton 이하인 경우에는 사선형 (double)이 응력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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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Relationships between a) the maximum von-Mises 
stress and applied seismic load and b) seismic load and the 

maximum displacement.

낮으면서 강성도 가장 높다. 하지만 사선형 (double)의 

경우 하중이 4.2 ton보다 커지면 응력이 급격히 증가하

고 강성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반면에, 4구 오각형 모

델의 경우에는 응력이 꾸준히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5 ton의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하중-변위 선도의 

기울기가 그대로 유지되어 강성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수준의 지진에 대해서는 기존 사

선형 밸브 지지대에 브라켓만 하나 더 적용하여 밸브

지지대의 내진 성능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하지만, 재료비 증가의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등가정하

중 5 ton 이상의 강력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

중 증가에 따른 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없는 4구 오각

형 신규 형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1) 기존 직선형/사선형 밸브지지대의 내진 성능은 

4.2 ton의 등가지진력에 대해 탄성 범위 내에 거동하므

로 기능수행수준을 만족한다. 

2) 기존 직선형/사선형 밸브지지대의 형상을 유지하

면서 단순히 브라켓을 한 개 더 추가하는 것만으로 최

대응력이 30% 이상 감소하므로 밸브지지대의 내진성

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3) 본 연구에서 제안한 완전응력 보 개념을 적용한 4구 

체결방식의 오각형 지지대는 등가지진력이 5 ton 이상이 

되어도 응력의 급격한 증가나 강성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아 강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 설계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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