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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벤드(bend)부의 노후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폼패드를 없앤 이중보온관의 형

상 설계를 제안하였다. 전 관경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단제어링 형상을 

결정하였다. 제안된 전단제어링 사양 강화이형관에 대한 현장 시공 시험은 진행하였으며, 온도와 응력 

데이터를 취득 및 분석하였다. 강화이형관의 제작과 현장 시범시공을 통하여 강화이형관이 폼패드를 시

공하지 않으면서도 강관의 열응력이 허용치 기준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보온재의 전단강도가 강

화되어 폼패드를 적용한 기존 벤드보다 낮은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써, 강화이형관 적용

에 따른 구조 안전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an alternative bend design is proposed to overcome the aging problem in piping 
bends. In this design, the foam pad is not included.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total 
pipe diameter. From this analysis, the shape of the Shear Control Ring (SCR) was determined. Temperature, 
stress, and other data of the proposed reinforced pipe were acquired and analyzed after the test was 
performed. The value of the thermal stress for the reinforced steel pipe satisfied the required standard without 
the foam pad based on the manufacturing of the reinforced fitting and construction site of the test. The 
reinforcement provided a shear strength level for the foam pad that resulted in maximum shear stress less 
than stress based on the original foam pad applied at the pipe bend . Additionally, an increasing factor of 
safety effect for the reinforced fitting application was dis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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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논문에서, 열배관이란 지역난방 열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열수송 시설물을 말하며 열생

산 시설에서 생산된 지역난방열을 사용자 주변 

기계실까지 보내는데 이용된다. 통상적으로 열배

관이라 함은 지중매설 열배관을 지칭하며 단열

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중심으로부터 Fig. 1과 

같이 안쪽으로부터 최대온도 120℃, 최대압력 

16bar의 중온수를 운송하는 철재 내관(steel carrier 

pipe)과 운송 중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우

레탄 보온재(polyurethane insulation foam), 외부손

상 및 보온재 보호를 위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외

관(high density polyethylene casing pipe)이 순차적

으로 적층된 샌드위치 구조를 지닌 이중보온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1980년대 초반 아파트와 같은 집단주거시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지역난

방 시스템은 짧은 기간 동안 양적으로나 질적으

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해외

와 달리 국내에서는 열배관 기술 분야에 대한 표

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계절이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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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model for district heating pipe

  

      (a) Number      (b) Height and thickness

Fig. 3 Factor descriptions of shear control rings

국내 여건상 간헐적 난방의 선호도와 지역난방수

의 큰 온도 변화폭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
특히 열배관의 피팅(fitting)류 중 벤드(bend)나 

티(tee)와 같은 형태의 이형관은 형상조건에 의해 

열팽창 발생 시 구조적으로 취약한 곳으로 힘과 

변위가 집중되며, 파손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형관 주변에 신축흡수재

(foam pad)나 덕트(duct)를 설치해왔다. 하지만 신

축흡수재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팽창력과 지

반반력에 의해 압착이 되어 본연의 기능을 상실

하게 되면 열배관의 수명감소, 구조불안정, 배관

파손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신축흡수재와 덕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체적으

로 열팽창력에 대하여 안정적인 강화이형관

(reinforced fitting)의 개발이 대두되고 있다.
Kim 등(1)은 지중매설 열배관시스템의 벤드부위

에 신축흡수재나 덕트 없이 시공시 PUR(poly- 
urethane) 폼 부위에 과도한 전단응력(shear stress) 
발생으로 인한 파손가능성에 대해 유한요소해석

을 수행하고, 강관 외부의 전단제어링(shear control 
ring)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Choi 등(2)은 다구찌 방법(Taguchi method)을 이용

하여 PUR 폼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최소화하는 

전단제어링 형상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

존연구(2)에서 125A 단일 관경에 대하여 제한적으

로 검토된 전단제어링을 지역난방에 사용하는 열

배관 전체 관경을 대상으로 다구찌 방법을 적용

하여 이론적인 관경별 최적 설계를 수행하였으

며, 전단제어링이 설치된 열배관의 제작 및 실제 

Fig. 1 Structure of district heating pipe

매설현장 적용을 통해 제안된 강화이형관의 구조 

안정성 향상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2. 다구찌 방법을 이용한 전단제어링 

형상 설계

본 연구에서 다구찌 방법의 목적함수는 손실의 

최소화이다. 우선 다구찌 방법을 이용하여 제품이

나 공정의 최적 조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손실

을 줄일 수 있는 여러 인자를 선택하였다. 둘째로 

각 인자를 직교표(orthogonal table)에 배치하여 각 

수준을 계산하고 이를 SN비(signal to noise ratio)
로 표현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손실을 줄이

기 위한 각 인자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인지를 분

석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수준이 최

적조건이 된다.(3,4) 현재 시공되고 있는 전 관경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관의 제원은 ‘지역난방 

열배관시설 건설업무지침서’(5)를 참고하였다. 
전단제어링을 포함한 벤드부위의 상세모델링은 

Fig. 2와 같다. 내관과 외관 사이의 협소한 공간

에 설치되는 전단제어링의 공간적 제약과 제작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구찌 방법을 이용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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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 
diameter

Number (A) Height (B)
[mm]

Thickness (C)
[mm]

1 2 3 1 2 3 1 2 3
900A 1 3 5 25 30 35 50 60 70 
850A 1 3 5 25 30 35 50 60 70 
800A 1 3 5 20 25 30 50 60 70 
750A 1 3 5 20 25 30 45 55 65
700A 1 3 5 20 25 30 40 50 60
650A 1 3 5 20 25 30 40 50 60
600A 1 3 5 20 25 30 35 45 55
550A 1 3 5 20 25 30 35 45 55
500A 1 3 5 20 25 30 30 40 50
450A 1 3 5 20 25 30 30 40 50
400A 1 3 5 20 25 30 25 30 35
350A 1 3 5 20 25 30 25 30 35
300A 1 3 5 15 20 25 20 25 30
250A 1 3 5 13.5 18 22.5 15 20 25
200A 1 3 5 12 15.5 19 15 20 25
150A 1 3 5 11 15 18 15 20 25
125A 1 3 5 10.5 14 17.5 15 20 25
100A 1 2 3 9 12 15 12 16 20
80A 1 2 3 6.8 9 11.3 9 12 15
65A 1 2 3 6 8 10 8 10.5 13
50A 1 2 3 4.5 6 7.5 6.5 8.5 10.5
40A 1 2 3 4 5 6 5.5 7 8.5
32A 1 2 3 3 4 5 4 6 7
25A 1 2 3 2 3 4 3 4 5
20A 1 2 3 2 3 4 3 4 5

Table 1 Design factors and levels

Part Material
Elastic 

modulus
[MPa]

Possion's 
Ratio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C]

Carrier 
pipe

PG38W
(SPPS38) 210,000 0.3 1.2×10-6

Insulation PUR 
Foam 29 0.31 7.2×10-5

Casing HDPE 827 0.35 1.8×10-4

Soil soft clay 5~20 0.3 -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each part

(a) Full model

(b) Bend shape

Fig. 4 FE model for district heating pipe

형상을 찾기 위한 인자로서 전단제어링의 개수

A, 높이 B, 두께 C를 선정(2)하고 3개 수준(level)으
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인자가 적용된 형상의 예를 Fig. 3에 도시하

였으며 Table 1에 선정된 인자의 정의와 수준에 

따른 적용값을 정리하였다. 이때 각 인자의 수준

에 따른 수치는 기존의 이중보온관의 치수조건 

내에서 관경별 외관의 형상과 크기를 고려하여 

설치 가능한 값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각 관경별로 모든 가능한 수준의 조합은 27개

이며 필요한 자유도가 2이고 다구찌 방법에서 가

용한 직교좌표가 한정적이므로 4개 인자까지 배

열할 수 있는 L9(34)직교표를 선택하여 A부터 C
까지 3개의 인자를 배열하고 나머지는 e(empty)로 

처리하여 인자를 배열하였다. Table 2는 상기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이중보온관 전단제어링 최적

화 설계를 위한 직교배열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인자에 관한 영향만을 고려하므로 각 인자간

의 교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3. 구조해석 수행

3.1 해석모델 구성 및 물성

구조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은 Kim 등(1)에서 

사용된 모델을 기준으로 Fig. 4와 같이 구성하였

다. 구조해석에는 ANSYS Workbench가 사용되었

으며, 지중매설 이중보온관을 구성하는 각 재료의 

해석에 적용한 물성(6,7)은 Table 2와 3에 정리하였

다. Table 4의 직교배열표 조건에 따라 구조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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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l
diameter

Optimal size of
shear control ring 

Maximum 
shear stress

of PUR Form

[MPa]
Number

(A)

Height
(B)

[mm]

Thickness
(C)

[mm]

900A 5 35 70 0.19451

850A 5 35 70 0.20207

800A 5 30 70 0.22047

750A 5 30 65 0.18227

700A 5 30 60 0.18441

650A 5 30 60 0.1656

600A 5 30 55 0.16515

550A 5 30 55 0.15652

500A 5 30 50 0.13331

450A 5 30 50 0.13416

400A 5 30 35 0.16251

350A 5 25 30 0.14841

300A 5 25 30 0.13806

250A 5 23 25 0.11902

200A 5 19 25 0.13539

150A 5 18 25 0.11122

125A 5 18 25 0.10310

100A 3 15 20 0.14062

80A 3 9 15 0.13238

65A 3 10 13 0.1384

50A 3 8 11 0.15131

40A 3 6 9 0.13281

32A 3 4 7 0.16772

25A 3 4 5 0.18017

20A 3 2 5 0.15984

Table 5 Shear control ring optimal size Table 3 Allowable stress of each part

Part
Allowable stress [MPa]

equivalent axial shear
Carrier pipe 841 154 -

Insulation 0.42 0.3 0.2
Casing 17 10.2 -

Table 4 Allowable orthogonal table L9(34)

No.
A B e C Experiment 

Condition1 2 3 4

1 1 1 1 1 A1B1C1
2 1 2 2 2 A1B2C2
3 1 3 3 3 A1B3C3
4 2 1 2 3 A2B1C3
5 2 2 3 1 A2B2C1
6 2 3 1 2 A2B3C2
7 3 1 3 2 A3B1C2
8 3 2 1 3 A3B2C3
9 3 3 2 1 A3B3C1

수행하여 최적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각 모델 

별 PUR 폼의 전단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3.2 구조해석의 결과

다구찌 방법에서는 직교배열표를 이용하여 얻

은 데이터를 통하여 SN비로 환산한 후 목표값이 

작으면 좋은 망소특성, 목표값이 커질수록 좋은 

망대특성, 목표 값이 특정 값에 가까이 접근할 수 

록 좋은 망목 특성을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

중매설 이중보온관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PUR 폼의 전단응력 최소화가 목적이므로 

망소특성을 활용하였다. 각 해석결과를 기반으로 

SN비를 산출하고, 분산분석을 통하여 PUR 폼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최소화하는 전단 고리의 개

수 A, 높이 B 및 두께 C를 찾아 전단제어링 형상

를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PUR 폼의 경

우 전단응력이 각 모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800A와 850A 등 일부 모델의 경우는 허용

치를 넘어서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400A 이상의 큰 관경에서는 전단제어링의 개

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증대되었으며, 두께, 높
이의 순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관경이 작아질수록 높이와 두께에 대

한 영향도가 증대되었다. 또한 100A 이하의 일부 

관경에서는 높이나 두께가 인자 중 가장 큰 영향

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는 100A 이하의 관경의 

경우 그 제작성을 고려하여 전단 고리 개수의 
최대가 5가 아닌 3으로 제한을 둔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100A 이하 관경의 경우 

관의 지름 대 보온재의 두께비가 상대적으로 크

기 때문에 높이와 두께의 기여도가 증대되는 것

으로 보인다. Table 5에 다구찌 최적설계 결과로 

도출된 관경별 전단제어링 형상 및 PUR 폼의 전

단응력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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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hart

4. 현장 적용성 시험

현장 적용성 시험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공

급을 하는 용인지역 신설구간을 대상으로 수행하

였다. Fig.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45m 가량의 긴 

직관구간 양 끝에 동일 관경의 벤드가 설치되는 

지역으로써 전단제어링의 효과 확인을 위해 ①

지점에는 SCR이 장착된 벤드를, ②지점에는 

SCR이 장착되지 않은 기존 벤드를 설치하고 실

제 지역난방 열공급 시의 온도 및 응력 상태를 

비교하였다.
Fig. 7은 현장 적용시험을 위해 제작한 SCR이 

장착된 250A 관경 내관의 모습을 도시한 것이다.

4.1 시험 장치구성

두 시편의 응력 비교를 위하여 스트레인 게이

지(strain gauge)를 사용하였으며 온도 비교를 위

하여 열전대(thermocouple)를 설치하였다.
벤드관은 열수송 방향을 90℃ 전환시키기 위한 

이형관으로 지중에서 열팽창 발생 시 곡관이 형

성된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Fig. 8에 도시한 것과 같이 시험용 강

관 제작 시 벤드의 곡관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시험 시공에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매설

형태에서 최대응력 예상부분인 상부(top)와 하부

(bottom)에는 3축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각

Fig. 6 Outline of test site and pipelines

Fig. 7 Shear control rings

(a) Strain gauge position - SCR bend

(b) Strain gauge position - current bend
Fig. 8 Strain gauge position

방향의 축응력 및 등가응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측면 부분엔 길이방향으로의 1축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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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train gauge array

Fig. 9 Test specimens

Fig. 10 Temperature - SCR bend

Fig. 11 Temperature - current bend

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축응력만을 측정하였다. 
또한 강관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 부근에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Fig. 9은 센서 장착이 완료된 시험용 벤드 시편

을 도시한 것이다.

4.2 강관의 온도 변화

열 공급은 SCR 벤드 쪽으로 공급이 시작하여, 
현 사양 벤드 방향으로 공급되었다. Fig. 10에 도시한 
바와 같이 1차 열 공급이 시작된 후 약 10분만에 

SCR 벤드 내부 강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현 사양 벤드와 연결된 2차 밸브가 개방된 후 

SCR 벤드의 온도는 전체적인 열평형이 이루어지

는 온도인 약 80℃까지 서서히 하강 후 체결되어 

있는 모든 배관에 충분한 열 유입이 이루어진 뒤 

다시 온도가 상승하여 최종 목표온도인 110℃에 

도달한다. Fig. 11은 같은 시간대에서 현 사양 벤

드의 강관 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4.3 강관의 응력 산출 이론

Fig. 1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험 시편에 부착

한 3방향 스트레인 게이지로부터 열공급에 따른 

시험시편의 3방향 변형률을 얻었다. 식 (1)은 측정 

변형률과 전단변형률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cos 
 sin

    
  



                      (1)  

여기서 는 길이방향, 즉 중온수의 운송방향

의 변형률이며, 는 원주방향의 변형률이다. 전

단변형률 를 구하기 위해서 식 (1)을 다시 정

리하면, 식 (2)와 같다.

                           (2)

측정된 길이방향 변형률   및 원주방향의 변

형률 와 식 (2)를 통해 산출한 전단변형률 

를 이용하여 식 (3)부터 식 (5)까지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각 방향의 응력을 산출하였다.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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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xial stress & temperature - SCR bend

Fig. 14 Axial stress & temperature - current bend

Fig. 15 Von Mises stress & temperature - SCR bend

Fig. 16 Von Mises stress & temperature - current bend

  


                       (5)

여기서 는 열배관의 길이방향 응력, 는 원

주방향 응력, 는 전단응력이다.

벤드는 그 형상 특성 상 열팽창 및 매설토사의 

반력, 마찰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인장, 압
축, 전단응력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등가응력

(equivalent strss)을 고려하여 안정성을 판단할 필

요가 있다. 등가응력의 계산은 식 (6)의 Von 
Mises stress식을 이용하였다.

 

              
(6)

여기서, 을 식 (3)에서 구한 로, 를 식 

(4)의 로, 를 식 (5)의 로 치환하고 다른 

응력을       로 대입하여 정리하면 

식 (7)과 같이 열배관에 작용하는 등가응력을 얻

을 수 있다.

       ⋅         (7)

4.4 강관의 응력 변화

Fig. 13와 Fig. 14에 각각 SCR 벤드와 현 사양 

벤드의 열공급에 따른 응력 및 내부 강관의 온도

를 도시하였다.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라 이중보

온관 내부 강관에 열충격이 발생 할 수 있을 것

이라 예상하였으나 실제 작용응력은 최대 97MPa 
수준으로, Table 3에 정리한 축응력에 대한 허용

응력인 154MPa 보다 낮은 범위 안에서 증가하다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5와 Fig. 16는 식 (7)을 이용하여 산출한 

내부강관의 온도변화에 따라 강관에 작용하는 등

가응력을 도시한 것이다. 전단 제어링 사양 강화 

벤드 및 현 사양 벤드 모두 보다 더 크게 나타났

으나 최대 등가응력이 206MPa 수준으로, Table 3
에 정리한 등가응력 허용치인 841MPa 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여, SCR 벤드 적용에 따른 내부 강관

의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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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축응력과 Von Mises 응력

Tabel 6은 허용응력 기준 대비 현 사양 벤드와 

SCR 적용 강화벤드의 응력을 정리한 결과이다. 
SCR 벤드의 경우 기존 구조해석 결과(1)와 같이 

폼패드 미 적용에 따른 강관의 응력 상승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축응력과 Von Mises 응력이 현 사

양 벤드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축응력과 

Von Mises Stress는 모두 허용 응력 범위 기준을 

만족하였다.

4.6 PUR의 최대전단응력

강관과 PUR 폼의 접착력이 유지되는 완전 구

속 조건이라면 접촉면에서의 전단변형율은 강관

과 보온재가 동일하므로 식 (5)의 전단응력식을 

이용하여 보온재의 전단강도를 구할 수 있다. 즉 

전단변형률 는 식 (5)를 이용하여 도출한 실험

값을 이용하고, 탄성계수 와 푸아송비 는 PUR
의 재료값을 대입하여 내부 강관과의 접착면에서 

PUR 폼에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구할 수 있다.
Table 7은 강관이 목표온도에 도달하여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의 PUR 폼의 전단응력을 

나타낸다. 전단제어링 사양 강화 벤드의 전단응

력이 현 사양 벤드보다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화이형관에 대한 기존 연구(1)의 구조해석 

결과와 같이 현 사양 벤드 대비 SCR 강화벤드의 

강관 응력은 증가하지만 허용치 내에 머무르고, 
PUR 폼의 전단응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6 Axial stress & Von Mises stress

Axial Von Mises
Allowable stress

[MPa] 154 841

Current bend 50.2 (32.6%) 111 (13.2%)
SCR bend 95.7 (62.8%) 206 (24.5%)

Table 7 Shear stress of PUR foam

 Time
[min]

Position
170 180 190 Average standards

Current 
bend

[MPa]
0.0414 0.0447 0.0419 0.0427

< 0.2
SCR bend

[MPa] 0.0262 0.0264 0.018 0.0235

5. 결 론

본 논문은 제안된 전단제어링 사양 강화이형관

에 대한 현장 시범시공을 통해 온도 및 응력 등 

구조 안전성 관련 데이터를 취득 및 분석하였다.
(1) 전단제어링의 개수, 높이, 두께를 인자로 한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SN
비와 기여율을 산출/분석함으로써 20A부터 900A
까지 전체 25개 관경에 대한 강화이형관 규격을 

제시하였다.
(2) 강화이형관의 제작과 현장 시범시공을 통하

여 강화이형관이 폼패드를 시공하지 않으면서도 

강관의 열응력이 허용치 기준내에 있음을 확인하

였다. 특히 보온재의 전단강도가 강화되어 폼패

드를 적용한 기존 벤드보다 낮은 최대 전단응력

이 발생함을 확인함으로써, 강화이형관 적용에 

따른 구조 안전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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