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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 가스공사의 내진 규정에 따르면 가스설비는 내

진 특 등급으로 500년의 지진, 지반 운동에도 기능수행

수준1)을 만족해야 한다. 가스 배관 및 가스 시설의 내

진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로 이도형2) 등은 매설 가스 

배관의 지진에 대한 응답을 연구하였다. 하지만 국내

에는 옥외에 설치된 가스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연

구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밸브지

지대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상 가스 배관 시설물의 밸브지지대와 관련하여 김형

은3) 등은 Fig. 1에 제시된 26ʺ 가스 배관 및 볼밸브를 

포함한 밸브지지대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최적 설계를 

수행하여 내진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밸브지지대 형상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볼 밸브와 밸브 지지대 

및 양 옆 배관 2.5 m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단순화

하여 밸브 지지대 하나만을 포함하는 단순 해석 모델

을 개발하였다. 단순 해석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와 

Fig. 1. 26ʺ gas pipe and ball valve system installed in gas 
supply st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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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형상의 실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단순 해석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2. 유한요소 해석

2.1 전체 볼밸브 시스템 내진 해석

2.1.1 고유진동 해석

일반적으로 내진 해석 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일

반적인 지진의 진동수 범위 (0~33 Hz) 이내인 경우에

는 응답스펙트럼 해석4)이나 시간이력해석4)과 같은 동

적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33 Hz 이상이 경우

에는 정적 해석법을 이용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5). 밸브지지대의 진동 모드와 고유진동수를 확인

하기 위해 모드 해석을 수행한 결과,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1차 모드의 진동수가 33 Hz를 상회하여 지

진력을 밑면전단력의 형태로 가하는 등가 정하중해석6)

을 수행하여 밸브지지대의 내진성능을 평가하였다.

Fig. 2. Mode shape and natural frequency of straight type 
valve support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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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표준 설계응답스펙트럼을 도출하였다. 가스설비는 내

진 특등급으로 분류되며 재현주기 500년의 지진에도 

안전해야 하므로 위험도 계수는 1이다. 밸브의 질량 

m=7,075 kg이며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스펙트럼 상의 

최대가속도 (amax=0.4g)를 적용할 때의 등가정하중은 뉴

턴의 제 2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F=ma = 7075 kg×3.9124 m/s2 × 위험도계수 ≒ 2.8 ton 

등가정하중 산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논문3)에 제시되어 있다.

Fig. 3. Standard design response spectrum for valve support3). 

2.1.3 등가정하중 해석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ANSYS Ver. 14이다. Fig.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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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7). 요소의 개수는 약 4만 5천개 이다. 

실제 밸브지지대는 Fig. 1과 같이 콘크리트 기초 위에 

기초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자중에 의해 놓

여 있다. 콘크리트 기초를 모사하기 위해 바닥판을 모

델링하였다. 지진하중이 작용하여 바닥판과 지지대 바

닥 사이에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우는 밸브지지대에 

큰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설계를 위해, 지지대 바닥과 바닥판 간의 접촉 조건으

로서, 서로 간의 미끄러짐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지지

대의 굽힘 변형으로 인해 바닥과의 접촉이 떨어지는 

것은 허용하는 rough 옵션8)을 적용하였다. 볼밸브와 배

관의 자중은 요소에 표준 중력을 부여하여 모사하였다. 

배관의 양단에서 자중에 의한 처짐이 가능하도록 수직 

(Z) 방향 변위는 구속하지 않았으며 배관 길이 (Y) 방

향 변위는 배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구속하였다. 횡

방향 (X)으로 등가정하중 2.8 ton이 작용할 경우 밸브

지지대의 최대응력은 항복강도의 9% 수준으로 매우 

낮으며3) Z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중력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응력은 항복강도의 10% 이하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Z 방향 및 X 방향 지진은 고려하지 않고 밸

브지지대의 안전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Y 방향 

지진 하중만을 고려하였다. 횡 방향 하중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배관 양단 및 바닥판의 X 방향 변위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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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oundary condition and FE mesh for full ball valve 
system3). 

하였고, 수직 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바닥판의 

Z 방향 변위도 구속하였다. 따라서 바닥판은 오직 지

진하중이 가해지는 Y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 이

러한 경계 조건 하에서 등가정하중 2.8 ton을 바닥판의 

측면에 Y 방향으로 가한 후 밸브지지대의 응력 및 변

위를 관찰하였다.

2.2 단순 해석 모델 내진 해석

배관과 볼밸브 및 밸브지지대를 모두 고려한 전체 

모델(Fig. 4)을 이용한 해석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밸브지지대의 대칭성을 고려하

여 지지대 하나만을 이용한 단순한 해석 모델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좌․우측 지지대의 강

성 차이를 고려하였다. 즉, 지진하중이 바닥판의 좌측

면에 우측 방향으로 작용할 때 좌․우측 지지대는 동

시에 변형되긴 하지만 좌측 지지대의 굽힘 변형이 우

측 지지대보다 더 크게 일어난다. 양측 밸브지지대의 

강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ig. 6과 같이 바닥 면을 2

개로 분리한 후 좌․우 측 지지대의 바닥판 측면에 각

각 등가정하중의 절반인 1.4 ton씩 가할 때 발생하는 In 

방향과 Out 방향의 Y 방향 변위를 비교하였다. 

Fig. 5는 3개의 홀(4, 5, 6)에 체결되는 실제 밸브지지

대의 모습과 단 하나의 지지대만을 포함한 1/4 단순 해

석 모델 및 메쉬를 나타낸 것이다. 메쉬 크기는 8 mm 

이며 노드 수는 190,207개 이고 요소 수는 67,537개 이

다. 단순 해석 모델의 경우 잘려진 C자 형태의 볼 밸브

를 완전 구속한 상태에서 지지대의 바닥면에 양의 Z축 

방향으로 볼 밸브 자중(7,075 kgf)의 1/4에 해당하는 하

중을 면압으로 가하여 자중을 모사하였고, 자중이 작

용하는 상태에서 In 방향과 Out 방향으로 지진 하중 

(2.8 ton의 1/4인 0.7 ton)이 작용할 때 Y 방향 변위를 

Fig. 5. Simplified FE model and mesh. 

Fig. 6. Boundary condition and FE model for full ball valve 
system with separated bottom plates. 

구하였다. 1/4 단순 해석 모델의 경우 밸브지지대의 길

이가 일정하지 않고 4번 체결 홀에서 6번으로 가면서 

계속 증가하므로 지진하중을 받게 되면 Z축을 중심으

로 회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구조물

의 경우 4개의 지지대에 의해 안정적으로 지지되므로 

그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회전을 배제

하기 위해 밸브지지대 밑면의 X 방향 변위를 구속하고 

Y, Z 방향 변위만 가능하도록 경계 조건을 설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바닥판이 분리된 모델의 In/Out 방향 변위

와 1/4 단순해석 모델을 이용한 In/Out 방향 변위 해석 

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3. 해석 결과

Fig. 7은 전체 모델에 대한 등가정하중 해석 결과로

서 von-Mises 응력과 Y 방향 변위를 나타낸 것이다. 최

대 응력은 밸브 지지대 내측 상단에서 91 MPa로 항복



단순 해석 모델을 이용한 밸브지지대 내진 성능 평가

한국안전학회지, 제32권 제1호, 2017년 63

Fig. 7. von-Mises stress (a) and displacement (b) contour 
plots for full ball valve system3). 

Fig. 8. Displacement contour plots for full ball valve system 

with separated bottom plates. 

Fig. 9. Deformation contour plots of simplified FE model, (a) 
loading from left (In), (b) loading from right (Out). 

강도 250 MPa의 36% 수준이며 최대 변위는 1.0 mm이

다. 따라서 현재 사용중인 직선형 3홀 밸브지지대는 

500년 재현주기의 지진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3). 

Fig. 8은 바닥판 분리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이다. 

바닥판 일체형의 경우 좌․우측 지지대의 최대 변위는 

1.0 mm로 동일하지만, 바닥판이 분리되면 In/Out 방향

의 최대 변위가 각각 1.6 mm/0.4 mm로 In 방향 변위가 

Out 방향 변위에 비해 약 4배 더 크다. 따라서 지진하

중이 작용할 때 In 방향 강성이 Out 방향에 비해 상대

적으로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Fig. 9는 1/4 단순 

해석 모델을 이용한 In/Out 방향에 따른 변위 해석 결

과이다. 1/4 단순 해석 모델은 볼밸브 전체를 모델링하

지 않고 C자형 강체로 단순화한 것이지만 1/4 단순 해

석 모델의 In/Out 최대 변위 해석 결과(Fig. 9)와 볼밸

브 전체를 모델링한 해석 결과(Fig. 8)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1/4 단순 해석 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였

고 다음 장에서 1/4 단순 해석 모델을 이용한 In 방향 

해석 결과와 실구조물 실험에서의 In 방향 해석 결과

를 서로 비교하였다. 

4. 실 구조물 시험

4.1 실험장치 및 방법

전체 구조물과 동일한 경계 조건을 갖는 단순 실 구

조물 시험을 위해 시험 지그를 Fig. 10(a)와 같이 설계

하였다. Fig. 10(b)는 제작된 시험장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네 개의 밸브지지대가 7,075 kgf의 자중을 

받으므로 하나의 밸브지지대는 전체 자중의 1/4에 해

당하는 1,769 kgf를 받는다. 따라서 지지대 바닥에 자중

과 등가지진력을 동시에 가할 수 있는 시험 방식이 요

구된다. 본 시험에서는 바닥판(Bottom Plate)을 설치하

고 볼트(Weight Bolt)를 조여 네 개의 스프링을 균등하

게 압축하는 방식으로 자중을 모사하였다. 이때 바닥

판과 스프링 사이에 로드셀을 설치하여 하중을 감지하

였다. 자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25 ton 유압식 액츄에

이터(Instron 8400)를 이용하여 등가지진력을 가하였다. 

이때 힌지(Hinge)를 이용하여 지그 자체가 시험편과 같

이 회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력에 의해 지지대

가 휘어지더라도 지지대 바닥면에 작용하는 자중의 크

기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액츄에

이터 로드(Actuator Rod)와 바닥판 사이에는 두 개의 

로드 블록(Load Block)과 한 개의 로드(Rod)를 이용한 

2절 링크를 구성함으로써, 바닥판 측면에 하중이 가해

지는 동안 시험편이 굽어져 바닥판이 회전하더라도 지

진력이 바닥판 측면에 항상 수직하게 작용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시험 중 밸브지지대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

해 최대 변위 발생 지점에 해당하는 지지대 바닥의 중

앙에 Fig. 11과 같이 시험 전 LVDT를 설치하였다. 변

위 제어(5 mm/min)를 통해 시험편에 하중을 가하였고 

데이터 수집 장치(National Instrument)를 이용하여 하중 

및 변위 신호를 기록하였다. 하중-변위 선도를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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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perimental setup for real structure testing (a) 
design9), (b) real structure. 

Fig. 11. Displacement measurement point where LVDT is 
installed. 

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항복 현상이 관찰되고 얼마 후 

하중을 제거하였다. 해석의 검증을 위해 실 구조물 시

험을 수행할 때 Fig. 12와 같이 밸브지지대의 표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지지대 길이 방향 응력을 

측정하였다.

Fig. 12. Strain measurement position where strain gauges are 
attached. 

4.2 시험 결과 및 고찰

Fig. 13은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한 지점 중 가장 

큰 응력이 발생되는 지점의 응력과 해석에서 동일 지

점에 해당되는 노드의 응력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탄성구간에서 하중이 0 kgf에서 700 kgf까지 변화되는 

동안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가 거의 일치하여 1/4 단

순 해석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Fig. 14는 실 구조물 실험 결과와 1/4 단순 해석 모델

을 이용한 해석 결과를 비교한 것으로 실험에 비해 해

석에서의 강성이 약 1.5배 더 높았다. 실험에서의 강성

이 해석에서의 강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실험 시 밸

브지지대가 굽힘 변형 되면서 체결 되는 볼트와 밸브

지지대 간에 유격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해석과 실험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볼트와 지지대가 체결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접촉 해석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Fig. 13. Comparison of normal stress between strain gauge 
and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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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oad-displacement curves from real structure testing 
and FEA.

4. 결 론

1) 가스 배관 밸브지지대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단순 해석 모델을 도출하였다. 

2) 단순 해석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실구조물 실험

에 비해 밸브지지대의 강성이 약 1.5배 과대평가 된다. 

3) 밸브지지대 강성 평가에 있어서 단순 해석 모델

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밸브지지대와 볼트 간 접촉 

모델을 고려한 추가적인 해석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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