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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전소 배관에서는 흐름에 기인한 여러가지 진

동·소음문제가 발생하여 발전소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흐름에 관련한 진동

현상은, 유체관련진동 또는 유체여기진동(flow 

induced vibration)으로 불리고 있다. 배관진동은 배

관시스템에 피로를 누적시켜 장∙ 단기적으로 설비

의 손상 또는 사고 등으로 운전 신뢰성을 제한할 

수 있다.(1,2) 특히 보일러에 연결된 주증기 배관시

스템의 경우 주증기관의 스타트 업시에, 대단히 

큰 충격음을 동반하는 변동 증기력이 생기는 경우

가 있다. 이것이 수격 현상(water hammering)의 전

형적인 예이다. 운전개시직후는 배관내 및 벽면이 

증기온도에 대하여 충분히 가열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증기는 응축하고 이러한 응축수가 상부의 

관벽까지 크게 물결치게 된다. 더욱이 배관계의 

엘보, 분기 배관부, 굴곡부 등에서 상당한 유체압

력으로 작용하여 배관에 고진동을 일으킨다. 이와 

같은 배관진동을 미리 예측하여 배관설계에 반영

시킨다면 피로 파괴에 의한 배관계의 파손으로 발

전소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3,4) 

Key Words: Main Steam Pipe(주증기관), Water Hammering(수격현상) 

초록: 주증기관은 보일러와 터빈을 연결하는 주요계통이다. 운전조건으로 인한 배관시스템에 손상을 제

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격현상 해석은 중요하다. 배관시스템의 불안정한 유동에 의해 생성되는 수격현

상은 압력의 과도한 변화, 진동 및 소음을 일으킬 수 있다. 주증기관 구조는 운전환경아래 압력맥동 및 

여러 진동 등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지 및 정상 운전기간 동안 

배관에 유입되는 수격현상을 과도조건에 적용하여 ASME 피로수명 방법론과 유한요소해석에 따라 주증

기관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계산된 교번응력 및 피로응력 평가 결과, ASME 피로수명의 허용요건

을 만족하였다.  

Abstract: A main steam pipe system is a branch pipe that connects a boiler with a turbine. Water hammering analysis is 

very important for limiting the damage caused to pipe systems by operation conditions. Water hammering created by an 

unsteady flow in pipeline systems can cause excessive change in pressure, vibration, and noise. The main steam pipe 

structure should be designed to safely maintain the pressure pulsation and several vibrations under operation 

environments. This study evaluated the structural integrity of a main steam pipe during suspended and normal operation 

by using the ASME fatigue life methodology and finite element analysis. In the analysis, water hammering was used for 

transient analysis. The calculated alternating stress and fatigue stress were compared with the applicable limits of 

ASME fatigue life. All the evaluation results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the ASME fatigue life. 

§ 이 논문은 2012 년도 대한기계학회 신뢰성부문 춘계학술대회 

(2012. 4. 5.-6., 영남대학교) 발표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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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수격 현상에 근거한 대형 주증기

관의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ANSYS CFX 

1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증기관의 밸브 개폐 

상태에 따른 수격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

대로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CLASSIC 12.1을 이

용하여 주증기관의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는 해석적 

절차를 기술하였다. 

2. 주증기관의 수격해석 및 평가 

원자력 발전소의 주증기관은 4 개의 증기발생기

로부터 발생한 258℃, 660psi 의 증기를 balance 

header 를 거쳐 고압터빈 입구까지 연결시켜 주는 

배관구조물로서 직경 24, 26 인치의 저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다.(1,7) 

본 해석에서는 ANSYS CFX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밸브 개폐 상태에 따른 수격(water hammer) 해

석을 수행하였다. 수격 현상은 관내 증기유속에 

급격한 변화를 주면 그에 수반된 이상 압력이 발

생하게 되는 현상이다.(5,6) 압력변화는 식 (1)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파속과 증기의 속도변화 영향을 

받는다.(6) 증기배관 상부에서 증기의 출구를 닫음

으로써 증기의 속도를 차단하여 발생하는 수격현

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즉 증기배관내에서 흐르는 

증기의 속도를 차단하게 되면 유체가 갖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압력에너지로 변환되고 

배관의 상부에서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여 전 수압

이 일정하게 될 때까지 압력파가 왕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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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은 주증기 배관계통의 평면 배치도를 근거

로 삼아 4개 배관계의 유한요소모델을 보여준다. 

PIPE_1, PIPE_2, PIPE_3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IPE_2 와 PIPE_3 사이에 밸브 4 개가 장치되어있

다. 본 해석에서는 4 개의 밸브가 같이 닫혔을 때, 

증기의 유속이 20 m/s와 40 m/s의 경우를 비교 해

석하였다. 이 경우 PIPE_1 과 PIPE_2 로만 모델링

하여 해석 비교하였다. Fig. 1(b)은 PIPE_1 과 

PIPE_2 만 있을 경우 배관의 유한요소모델을 나타

내고 있으며 3,342,747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a) 

 

(b) 

Fig. 1 The CFX model for main steam pipe system 
 

PIPE_1 의 양쪽에서 증기가 흘러 들어오고 PIPE_2

에서 4개의 출구를 가지고 있다. 해석의 경계조건

으로 PIPE_2의 4 개 출구에서 증기가 20 m/s 또는 

40 m/s 로 흘러나가고 PIPE_1 의 두 개 입구 쪽은 

대기압의 압력조건을 주었다. steady 해석의 결과

를 초기 조건으로 주어 과도해석을 진행하였다. 

이 경우 유체가 흘러나가는 속도를 0 m/s 로 하여 

유체의 속도를 차단하게 하였다. 4개의 출구가 동

시에 차단되었을 때 증기 속도에 따른 각 출구의 

압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해석에서는 εκ − 난류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전산유체역학분야에서 사용되는 난류모델

이다. 모델을 구성하는 방정식이 비교적 단순하지

만 계산 안정성과 수렴성이 우수하고 잘 발달된 

유동영역에서는 정확한 해석결과를 제공하기 때문

에 실용적인 난류모델이다. 여기서 κ  (turbulence 

kinetic energy)와 ε (turbulence dissipation rate)는 각
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송방정식을 계산하여 얻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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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평균속도구배에 의한 난류생성항 kP 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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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표준형 εκ − 난류모델에서 사용되는 상수들은 다

음과 같다. 

 

0.1,09.0,92.1,44.1 21 ==== kCCC σµεε  

 

Fig. 2과 Fig. 3는 밸브가 전체 차단되었을 때 출

구(out)에서의 증기 속도가 각각 20 m/s 과 40 m/s 

일 때 각 출구에서의 압력을 비교한 선도를 나타

내고 있다. 이때 동일하게 각각 출구에서는 증기

의 속도를 차단하는 순간, 압력은 급격히 상승하

다가 점차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The pressure history at outlet surface for 20 m/s 

 

 
Fig. 3 The pressure history at outlet surface for 40 m/s 

 
Fig. 4 The pressure history at outlet surface (out-1) 

 

 
Fig. 5 The pressure history at outlet surface (out-2) 

 
Fig. 6 The pressure history at outlet surface (out-3) 

 

 
Fig. 7 The pressure history at outlet surface (ou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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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 속도가 20 m/s 일 때 최대 압력은 출구 1 

과 출구 2 에서 208.8 psi, 출구 3 에서는 240.7 psi 

그리고 출구 4에서 242.15 psi로 발생하였다. 증기

의 속도를 동시에 차단하는 순간 최대 압력은 출

구 4 에서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기 속도

가 40 m/s 일 때 최대 압력은 출구 1 에서 416.15 

psi, 출구 2 에서는 403.1 psi, 출구 3 에서는 494.45 

psi 그리고 출구 4에서 498.8 psi로 발생하였다. 최

대 압력도 20 m/s 일 때와 동일하게  출구 4 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기의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각 출구 사이의 압력변화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기의 속도가 각 출구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기 속도 20 m/s 와 

40 m/s 일 때 각 출구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 변

화를 Fig. 4~7에서 각각 비교 하였다. 각 출구에서

의 최대 압력 차는 207.35 psi, 194.3 psi, 253.75 psi, 

256.65 psi 이다. 해석결과로부터 증기의 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출구 4 에의 최대 압력차가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나고 출구 2에서 가장 작았다. 

3. 배관의 수명 및 응력관계식 

발전소에서 운용하는 배관의 진동 평가는 ASME 

OM-Part 3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진동속도를 측

정하여 평가하며 허용치를 산정하면 2.48 posin −/

가 된다. 그러나 과도한 진동의 발생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고 불시정지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피

로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진동변위 기준으로 

배관의 건전성을 평가한다. 

식 (5)는 106 사이클 이후의 피로한도 계산식이

다.(7) 

 
0.01938

2.0517210

a

N
σ

−
 

=  
 

                     (5) 

 

여기서 
aσ 는 교번응력이다. 

저탄소강의 재질측면의 피로한도는 일반적으로 

106사이클에서 12502.29 psi로 알려져 있으나 배관설

계에서 사용하는 피로한도는 1011 사이클의 발전소 

수명기간을 기준으로 10006.18 psi 을 적용하고 저탄

소강 배관재질에 대한 수명 응력레벨로 고려한다. 

4. 주증기관의 과도해석 및 평가 

4.1 주증기관의 모델링 

앞서 수행된 수격현상에 의한 압력결과를 토대로 

주증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도해석을 수행

하였다. 먼저 ANSYS CLASSIC 12.1을 이용하여 주증

기관의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8에서 기

호 S 는 Line#1 배관의 응력 측정지점이다. 유체 유동

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기준으로 하단의 직경 26 

인치 4 개의 배관 및 상단의 24 인치 4 개의 배관을 

ANSYS 유한요소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Fig. 

9는 이러한 해석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과 같

이 구조물의 외곽은 SHELL63 을 사용하였으며 유동

장은 FLUID30 을 사용하였다. 밸브의 open 과 closed 

조건에서의 element 와 node 의 개수는 동일하다. 단, 

상태조건에 따라 element 유형만 달라지는 것이다. 

밸브의 유무는 전체 배관계에 대한 수격해석에 

필요하며 또한 유체의 유무에 따른 모드 해석 및 

조화 해석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밸브의 개폐 여

부에 따라 폐쇄 시에는 SOLID45를 사용하였다. 

주증기관의 경계조건으로 PIPE 외관을 지지하

는 구조물들은 Fig. 9 와 같이 파이프의 외경 절점

(Node)을 선택하여 파이프의 중심점과 연결하였다. 

 

Table 1 Component element for simulation 

Part Element Type Element Node 

Pipe, valve and cover SHELL63 30,144 30,208 

 

Valve 

Weight MASS21 3 - 

Open FLUID30 11,008 12,848 

Closed SOLID45 

Flow field FLUID30 109,568 125,560 
 

 

 
Fig. 8 Main steam pipe system 

 

 
Fig. 9 Boundary condition of main steam pip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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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과 유동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서로의 영

역을 연결시켜 주는 FSI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조

물 자유도를 전부 구속하여 고정시켜주었으며 유

동장은 연속성(Open condition)을 부여하기 위해 

Impedance boundary 조건을 부여하였다. 

 

4.2 수격압력에 의한 과도해석 

앞서 서술한 20, 40 m/s의 증기유속에 의한 결과

를 가지고 각 배관의 과도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 는 앞서 압력차가 가장 높은 Line#2 의 최

대응력 결과이다. 

두 개의 증기유속에 따른 최대응력을 피팅하여 

선도로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실제 35.9 m/s 의 증

기 유속에 따른 Line#2 배관의 응력값을 알 수 있

었다. Fig. 10~12은 Line#2에서 각 응력측정지점에

서 증기속도 20 과 40 m/s 의 응력 커브피팅에 대

한 실제 증기속도에 따른 응력 결과이다. 이는 실

제 순간 증기 압력에 의해 발생하는 응력값으로 

배관의 건전성을 평가 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값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4.3 수격현상에 대한 피로수명 평가 

Fig. 13 와 같이 수격에 대한 피로수명 평가를 

위하여 증기유속에 의한 응력해석결과를 토대로 

Goodman 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배관계의 응력-수

명 선도를 나타내었다. 

배관계의 피로응력은 최대 교번응력 진폭에 대하

여 배관계의 1 차 응력을 평균응력으로 고려하여 

계산한다. 배관계의 최대 교번응력의 부가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식 (6)과 같이 Goodman 법을 적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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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eak stress with Line#2 pipe system 

 Item Unit Peak stress  

Line#2 

S_1 

psi/s, peak 

15226.6 

20 m/s S_2 23450.8 

S_3 13787.1 

S_1 31210.1 

40 m/s S_2 48042.8 

S_3 19611.1 

 

 

 

 
Fig. 10 The stress-velocity diagram at Line#2 pipe 

system(S_1) 
 

 
 
Fig. 11 The stress-velocity diagram at Line#2 pipe 

system(S_2) 

 
 
Fig. 12 The stress-velocity diagram at Line#2 pipe 

system(S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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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fatigue and alternating stress with pipe system 

 
mσ (psi) altσ (psi, peak) eS (psi, peak) 

S_1 12750 27932.87 35470.31 

S_2 25500 43001.44 74785.11 

S_3 21250 18417.18 28516.92 

 

 

 
Fig. 13 Stress-life curve for main steam pipe system 

 

탄소강의 인장강도 
uS 는 60×103 psi 이며 

mσ 는 압

력과 온도의 정해석으로부터 얻은 응력값이다. Table 

3은 식 (6)에 의하여 35.9 m/s의 실제 증기유속에 따

른 배관계의 각 응력측정 지점에서의 압력에 대한 

교번응력과 피로응력을 해석하고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피로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교번응력으로 주 응력의 결과를 적용한다. 

35.9 m/s 의 증기에 의한 교번응력과 피로한도가 

S_2 지점에서 가장 높게 발생하여 이 위치를 응력

-수명 선도에 대입하여 피로한도 주기를 구하였다. 

그 결과 Fig. 13과 같은 4.8×105 cycle 피로주기를 

구하였고 이는 106 과 103 수명 선들 사이에 위치

한다. 이것은 유한수명을 가질 것이나 그 수명이 

1000 사이클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발전

소는 차기 계획예방 정비시까지 15 개월이 소요되

며 따라서 수격현상이 매년 한 번 정도 있는 실정

을 고려한다면 1cycle 에 대한 40 년 주기 배관설

계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주증기 배관계의 수격 

현상에 근거한 구조 건전성 평가를 위해 수치 해

석적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고 평가하였다. 

(1) 배관계의 수격현상에 따른 증기의 압력변화

는 최대 256.65 psi 까지 압력차가 증가하는 것으

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압력상승은 배관의 분기하

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배관에 부가적인 영

향을 미치므로 배관 설계에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2) 배관의 증기유동을 구현 및 해석하기 위해 

ANSYS CFX 을 사용하고 그 결과를 CLASSIC 에 

적용하여 배관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 및 절차를 

기술하였으며 배관의 피로수명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3) 수치해석을 통해 배관계의 최대응력 및 교

번응력을 구하였으며 배관의 피로수명을 평가하였

다. 배관의 피로수명은 설계수명을 포함하여 구조

적으로 건전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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