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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구조물은 내부 혹은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진동 하중을 받고 있으며, 이를 고려한 

신뢰성 있고 안전한 설계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새로운 재료와 시공기술의 발달로 기계 구조물은 경량

화가 되고, 건물 및 교량의 토목/건축 구조물은 고층화 

혹은 장대화됨에 따라, 구조물은 쉽게 진동하게 되어 

사용성에 관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였다. 특히, 간헐적

인 큰 외부 진동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과다한 변위는 

대상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들어 제진

(vibration control) 개념이 다시금 주목 받게 되었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댐퍼와 같은 감쇠장치를 적용한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규정이 2016년에 개정

된 건축구조기준(1)에 새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내용

은 건축구조기준의 "0306.13 감쇠시스템 적용 구조

물의 내진설계" 절에 기술되어 있다. 제진은 입사하

는 외부 진동하중에 대하여 감쇠기(damper) 등의 특

정한 장치를 사용하여 반대방향의 하중을 가하거나 

혹은 진동하중에 대한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개념이

다. 제진은 제어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

지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이는 (1) 외부에서 오는 진

동과 이에 따른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하여 구조물 

내·외부에서 구조물의 진동에 대응한 제어력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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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dynamic absorber and the damper are applied to improve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piping
system, and their quantitative effects on the piping system performance are examined. For this purpose, the response
performances of piping system applied with the dynamic absorber/damper a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original
piping system. Firstly, the frequency response analyses of the piping system with the presence or the absence of
dynamic absorber/damper are performed and these results are compared. It has been shown that the maximum acceleration
response per the frequency of the piping system is considerably reduced by installing the dynamic absorber and
the damper. Secondly, the seismic responses of the piping systems with and without dynamic absorber/damper a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es, it is confirmed that key responses are reduced by 17%-63% due
to the installation of the dynamic absorber and damper. Finally, as a result of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it is confirmed that the HCLPF (High Confidence of Low Probability of Failure) seismic performances are increased 
by 1.22 to 2.70 times with respect to the failure modes with an aid of the dynamic absorber and dam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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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구조물의 진동을 저감시키는 능동제어방법(active 

control system)과 (2) 구조물 내.외부에서 강제적인 

제어력을 가하지는 않으나, 구조물의 동적 특성을 외

부 입력 진동 특성에 대응하도록 하여 구조물을 제어

하는 수동제어방법(passive control system)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수동제어방법 중 지진충격 흡수장

치를 중심으로, 이를 구조시스템에 적용할 때 구조

물의 내진성능상향 실현 가능성 및 이 방법의 유효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진충격 흡수장치에는 정적

하중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으면서 지진하중에서

만 작동하는 기존의 스너버(Snubber)와, 진동이나 지

진충격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감쇠기(Damper), 

그리고 개별 기기 또는 계통에 대해 특정 주파수의 

첨두스펙트럼 가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동흡진기

(Dynamic Absorber: DA)가 있다. 감쇠기는 그림 1(a)

와 같이 진동이나 지진과 같이 동하중에 대한 충격

을 흡수하여 응답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이다. 

Fig.1(b)는 와이어로프 형식의 감쇠기로 월성원전 주

증기 배관에 적용된바 있다. 

동흡진기는 Fig. 2(a)와 같은 원리로 지진발생 시

에 기기의 특정 주파수에 대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

여 전체적인 지진응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한 맞춤형 지진충격 흡수

장치를 설계･적용할 수 있다. Fig. 2(b)는 동흡진기를 

장착한 실물 적용 예를 보여 준다.

Fig. 1 Seismic shock absorber: (a) visco-elastic damper, 
(b) friction damper

Fig. 2 Seismic shock absorber: (a) concept of dynamic 
absorber, (b) dynamic absorber applied to piping

이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에서는 지진동 하중을 

받는 배관계통에 대한 지진충격 흡수장치 적용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배관계통을 대

상으로 모드형상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장치 위치

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감쇠기 및 동흡진기 설계 값

을 적절히 선정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설

계된 장치를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 배관계 응답을 

평가하고, 장치 부착 유무에 따른 배관계 성능을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성능 평가는 지진 시간이력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확률론적 내진성능 평가 방법을 통

하여 수행하였다.

2. 대상 시스템 및 지진충격 흡수장치

2.1 대상 배관계통

대상 배관계통은 Bezler등(2)에 소개된 벤치마크 배

관계 모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개의 

서로 다른 높이에 있는 양 끝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3.5 인치 직경의 물이 흐르는 배관계통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로 다른 높이의 배관계통 양 끝 지점은 앵

커로 고정되어 있고, 양 끝 지점 사이 파이프는 중간 

지지점들로 받쳐지고 있다(Fig. 3(a) 참조). Fig. 3(b)

는 ANSYS Workbench(WB)를 이용한 개략적인 모델

링 형상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대

표적인 모드해석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모델

링 시 요소는 빔요소 및 링크를 사용하였고, 전체 시

스템 질량은 444.1 kg이고, 총 844개의 노드와 281개 

요소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ANSYS WB로 구성

된 모델은 이 모델을 이용한 모드 해석 결과와 원래 

Fig. 3 Target piping system: (a) conceptual model, 
(b) FE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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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검증하였다. 원래 연구의 모드해석 결과는 

Bezler등(2)의 문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2.2 동흡진기

동흡진기는 앞서 기술하였듯이 대상 시스템에 대

하여 특정 주파수의 최대 응답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질량, 스프링계수 및 감쇠계수로 이상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대상 시스템의 응답

은 통상 여러 주파수 형상의 조합 결과로 나타나므

로, 동흡진기의 설치위치는 전체 응답에 기여를 많

이 하는 특정 주파수 형상 지점에 부착하는 것이 효

과적이다. 또한, 특정 모드에 대한 동흡진기의 최적 

설계 값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화 기

법을 적용하여 도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동흡진기 최적설계에 대한 연구는 대상 배관시스템

과 관련하여 기 수행된 바 있고 (3-4), 본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Fig. 4 

참조). 이 연구 결과, 입력지진동과 배관의 진동모드

를 모두 고려하여 방향 별 질량참여율이 비교적 큰 

1, 2 및 4 번째 모드를 동흡진기 설치 위치로 선정하

였고, 선정된 위치에 동흡진기 설계를 위하여 각각

의 해당 모드를 단자유도 감쇠모델로 치환하고,

Fig. 4 Installation location of dynamic absorbers

동흡진기를 단자유도 감쇠모델로 고려하여 해당 배

관계통을 2자유도 시스템으로 변환하였다. 그런 후, 

조화 지반 가진을 받는 변환된 2자유도 시스템의 응

답증폭계수를 최소화하는 동흡진기의 강성 및 감쇠

계수 값을 유전자알고리즘 기반 최적화 기법을 통해 

도출하였다.

2.3 감쇠기

본 절에서는 배관계통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감쇠기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상 배관계통은 

동흡진기를 적용하였던 벤치마크 시스템을 동일하

게 사용하였다. 여기서 감쇠기는 댐핑계수를 가진 

지지점으로 이상화하였다. 동흡진기를 적용 할 때의 

배관계통 내진성능과 감쇠기를 적용할 때의 내진성

능을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감쇠기를 첫번째 모드

의 최대 응답 형상 위치에 적용하였고, 설계 감쇠값

은 해당 모드를 목표로 하여 Fig. 5와 같이 설정하였

다(c = 2*ξ*ωn*m). 여기서, 감쇠비는 0.2로 가정하

였고, 목표 질량은 첫번째 모드(약 6Hz)에 대한 유효

Fig. 5 Installation location of dampers

Table 1 Results of mode analysis

Mode
Freq.
(Hz)

X-dir. Y-dir. Z-dir.

Modal mass
(kg)

Modal mass ratio 
to total mass

Modal mass
(kg)

Modal mass ratio 
to total mass

Modal mass
(kg)

Modal mass ratio 
to total mass

1 6.01 0.47 0.00 0.50 0.00 42.59 0.10

2 6.24 0.58 0.00 1.42 0.00 44.10 0.10

3 7.86 10.28 0.02 0.08 0.00 15.96 0.04

4 8.80 7.81 0.02 263.21 0.59 0.31 0.00

5 12.40 0.96 0.00 3.67 0.01 3.1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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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전체질량의 약 10%)으로 고려하였다. 감쇠계수 

값은 수치 모델에서 global x, y, z 세방향 모두에 적

용되었다.

3. 응답해석

3.1 주파수응답해석

동흡진기 및 감쇠기 설치 유무에 따른 배관계통의 

성능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배관계통(원래의 배관, 

동흡진기 3개 설치 배관, 감쇠기 설치 배관)에 단위 

가속도 1 m/s2을 갖는 조화 가진을 각각의 방향 별 

입력으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세가지 

시스템과 관련하여, 첫번째 모드 최대형상 지점(동

흡진기 및 감쇠기 설치 지점) 배관부 위치에서 입력 

가속도 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최대 가속도 응답 선

도를 Fig. 6에서 비교하였다.

Fig. 6 Comparison of frequency response analysis results

먼저, x 방향에 단위 가속도를 갖는 조화 가진을 

적용하였을 때, 동흡진기/감쇠기가 적용된 배관부 

위치에서 x 방향 주파수-최대가속도응답 선도를 Fig. 

6(a)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3가지 경우: (i) 원래

의 배관계통 (“without DA”); (ii) 동흡진기가 설치될 

때(“DA”); (iii) 감쇠기가 설치될 때(“Damper”)에 대

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적으로 감쇠기 및 동흡진기 적용 시 원래의 배관 응

답과 비교하여 상당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응답 

감소 폭은 동흡진기와 감쇠기 적용 사이에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y 방향에 단위 가속도를 갖는 조화 가진

을 적용하였을 때, 동흡진기/감쇠기가 적용된 배관

부 위치에서 y 방향 주파수-최대가속도응답 선도를 

Fig. 6(b)에 나타내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응답을 비교해 보았고, 동흡진기/감

쇠기 적용 시 원래의 배관 응답 대비 상당히 감소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향에 대해서는 최

대가속도 응답 기준으로 동흡진기를 적용하는 것이 

감쇠기를 적용하는 것보다 응답 저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z 방향에 단위 가속도를 갖는 조화 가

진을 적용하였을 때, 동흡진기/감쇠기가 적용된 배

관부 위치에서 z 방향 주파수-최대가속도응답 선도

를 Fig. 6(c)에 나타내었다. 이 방향에 대해서도, 동흡

진기 및 감쇠기 적용 둘 다 원래의 배관 응답을 상당

히 줄여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향에 대

해서는 최대가속도 응답 기준으로 감쇠기를 적용하

는 것이 동흡진기를 적용하는 것보다 응답 저감 효

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시간이력해석

이번 절에서는 실제 지진 가진 하에서 동흡진기/

감쇠기 설치 유무에 따라 대상 배관계통의 지진 응

답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US NRC RG 

1.60 설계응답스펙트럼을 포괄하는 세 방향의 인공

지진하중을 입력지진으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수평방향 및 수직방향 설계기준지진(Design basis 

earthquake)을 0.3g로 선정하였다. 생성된 인공지진 

시간이력하중은 USNRC SRP 3.7.1 및 KEPIC STB인

공지진하중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도출되었다. 적용 

결과, 먼저 동흡진기/감쇠기 설치 구간 배관부에서 

방향 별 가속도 응답을 시간 영역에서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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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참조).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흡진기 

혹은 감쇠기 적용 시 모든 방향에서 시간에 따른 가

속도 응답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동흡진기 적용으로 인하여 x 방향에서 

원래 최대 응답 대비 18%가 감소했고, y 방향 및 z 

방향에서 각각 51 % 및 49 %가 감소했다. 감쇠기 적

용 시에는 x 방향에서 원래 최대 응답 대비 17%가 

감소했고, y 방향 및 z 방향에서 각각 49 % 및 63 %

가 감소했다. 즉, x 방향에서는 서로 비슷한 응답 감

소율을 보였고, y방향에서는 동흡진기 적용 시의 응

답감소율이 감쇠기 적용 시의 응답감소율보다 높았

다. 그러나 반대로 z방향에서는 감쇠기 적용 시의 응

답감소율이 동흡진기 적용 시의 응답감소율보다 높

았다. 이러한 결과는 주파수응답해석 결과에서 예측

된 결과로서 시간이력 지진응답해석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동흡진기/감쇠기가 설치되지 않은 배관

계통과 이들이 설치된 배관계통 모델의 시간에 따른 

최대 수직응력을 비교해 보았다(Fig. 8 참조). Fig.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흡진기 혹은 감쇠기 설치로 

인하여 전 시간 영역에서 최대 수직응력의 크기가 

상당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Fig. 7 Comparison of directional acceleration response 
analysis results at DA installation location

시간영역에서 최대가 되는 값을 서로 비교해보면 동

흡진기 설치로 인하여 41%의 응력 감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감쇠기 설치로 인해서는 50%의 응

력감소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관계통 시스템의 최하단 앵커지점

의 방향 별 반력을 비교해 보았다. Fig. 9는 이러한 

결과를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동흡진기 혹은 감쇠기 설치로 인하여 전 시

간 영역에서 해당 지지점의 모든 방향에서 상당한 

반력 감소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흡진기 

Fig. 8 Comparison of maximum combined stresses

Fig. 9 Comparison of reaction forces at the lowest 
support of piping: (a) X-dir., (b) Y-dir., (c) 
Z-d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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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에는 x, y, z 방향에서 원래의 최대 반력 세기 

대비 각각 37 %, 34 %, 43 %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쇠기를 적용 할 때에는 x, y, z 방향에서 원

래의 최대 반력 세기 대비 각각 40 %, 45 %, 53 %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대응력 및 

최하단 반력 측면에서 보면, 감쇠기 적용 시가 동흡

진기 적용 시보다 다소 응답감소율이 높음을 볼 수 

있다.

4. 내진성능 평가

본 장에서는 위의 지진응답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동흡진기/감쇠기 설치 유무에 따른 배관계통의 내진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EPRI(5)에서 기

술하고 있는 지진취약도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구체

적으로 다음절에는 이 방법론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

하고, 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4.1 방법론

이 방법론의 핵심은 대상 구조시스템의 특정 파괴

모드와 관련하여 정의된 지진동 세기(예: 최대지반

가속도(PGA), 스펙트럴가속도(Sa) 등)에 대하여 파

괴확률을 로그정규 누적분포함수로 가정하여 파괴

선도를 도출한다. 이렇게 구해진 파괴선도를 지진취

약도 곡선이라 한다. 지진취약도 곡선을 나타내는 

로그정규 누적분포함수는 핵심 파라미터인 중앙지

진내력(Am)과 로그표준편차(βr 및 βu)로 표현될 수 

있다. 여기서 중앙지진내력 값은 해당 파괴모드와 

관련한 설계 안전률(혹은 여유도) 값을 통해 도출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로그표준편차 βr 및 

βu 는 각각 설계 안전률을 구성하는 다양한 변수의 고

유 변이성(randomness)과 모델링 불확실성(uncertainty)

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6). 이러한 

지진취약도 곡선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누적분포함

수로 표현되어 여러 가지 신뢰도 구간 및 모든 지진

동 세기 구간에서 파괴확률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

나, 많은 경우에 지진 여유도 측면에서, 구해진 지진

취약도 곡선의 대푯값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 지

진 여유도 및 취약도 해석 분야에서 고신뢰도 저파

손확률 (High Confidence of Low Probability of 

Failure: HCLPF) 개념을 활용한다. 이 값은 95 %의 

신뢰도 취약도곡선에서 5 %의 파손확률(혹은 평균 

취약도곡선에서 1% 파손확률)을 가지는 지진동 값을 

의미하고,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p 1.65m r uHCLPF A      (1)

4.2 결과

본 절에서는 앞에서 소개된 내진성능 평가방법을 

통하여 지진응답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동흡진기 및 

감쇠기 설치 유무에 따른 배관계통의 내진성능을 비

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해당 배관계통의 파괴모드

는 앞 장에서 응답비교를 한 동흡진기/감쇠기 설치 

배관부 최대가속도(x, y, z 방향), 배관부 최대 수직응

력 및 최하단 지지점 반력(x, y, z 방향)으로 총 7가지

를 고려하였다. 배관부의 최대가속도, 수직응력 등은 

직접적인 파괴모드는 아니지만, 파괴모드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정량적 입력 인자이기 때문에 본 연구

에 한에서 이를 파괴모드라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시스템의 성능 비교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파괴모드에서 동흡진기 및 감쇠기 미설치 시 해당 배

관계통의 중앙지진내력(Am) 값이 1g를 갖는다고 가정

하였고, 로그표준편차 βr 과 βu 는 0.3으로 설정하였

다. 이로 인해 식 (1)을 통해 구해지는 HCLPF 값은 

0.37g가 된다. 즉, 이는 모든 파괴모드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고려했을 때, 동흡진기 및 감쇠기 미설치 

시 해당 배관계통은 0.37g 정도의 내진 성능을 갖는다

는 의미가 된다. Table 2는 EPRI 방법론을 통하여 구

해진 동흡진기 혹은 감쇠기 유무에 따른 배관계통의 

내진성능인 HCLPF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구체

적으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흡진기 설치로 

인해서는 HCLPF 가 1.22배 ~ 2.05배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감쇠기 설치로 인해서는 HCLPF가 

1.22배 ~ 2.70배까지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가

정된 변이성과 불확실성 아래, 동흡진기 혹은 감쇠기 

설치를 통하여 해당 시스템의 여러 가지 파괴모드와 

관련한 내진성능 상향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감쇠기를 배관계통에 적용할 때에는 동흡진기 

적용과는 달리 이를 위한 지지구조물이 필수적이므

로, 관련된 적용 공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에서 적용한 감쇠기계수를 만족하는 장치를 제작하

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감쇠 능력이 요구되므로 

설계치를 만족할 수 있는 상용 장치를 찾거나 개발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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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hanges in HCLPF regarding maximum combined 
stresses according to changes in log-standard 
deviations

추가적으로, 변이성과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른 

HCLPF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βr 과 βu 의 변

화에 따른 배관부 최대수직응력 파괴모드에 대해 

HCLPF 값을 계산하고, Fig. 10에 나타내었다. Fig.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스템의 변이성과 불확실성

이 커질수록 HCLPF 값이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장치 설치뿐 아니라, 해당 시스템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내진성능을 상당히 상

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지진 하중 하에서 배관계통의 내

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동흡진기 및 감쇠기를 적용하

였고, 이에 따른 정량적인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래의 배관계통과, 동흡진기/감쇠기 적용 

시 배관계통과의 응답 성능을 서로 비교하였다. 첫

번째로, 동흡진기/감쇠기 유무에 따른 해당 배관계

통의 주파수응답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였다. 그 결과, 동흡진기 및 감쇠기 설치에 따라 배

관계통의 주파수별 최대가속도 응답이 상당히 감소

됨을 보여주었다. 두번째로, 동흡진기/감쇠기 유무에 

따른 해당 배관계통의 지진응답을 비교하였다. 수치

해석 결과, 동흡진기 및 감쇠기 설치로 인하여 장치 

설치 구간 배관부에서 방향 별 가속도 응답이 동흡

진기 설치 시 18 % ~ 51 % 가량 감소함을, 감쇠기 

설치 시 17 % ~ 63 % 가량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동흡진기 및 감쇠기로 인하여 전체 배관부

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수직응력의 크기는 각각 

41% 및 50 %의 감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배

관계통 시스템의 최하단 앵커지점의 방향 별 반력은 

동흡진기로 인해 원래의 최대 반력 세기에서 각각 

37 %, 34 %, 43 %가, 감쇠기로 인해 각각 40 %, 45 

%, 53 %가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내진성능평가 수행 결과, 고려하는 파괴모드와 관련

하여 동흡진기 및 감쇠기를 통하여 HCLPF 가 각각 

1.22배 ~ 2.05배 및 1.22배 ~ 2.70배 까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배관계통에 동흡

진기 혹은 감쇠기의 적용을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내진성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정

량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후  기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

제입니다. (No. 20171510102050)

Table 2 Changes in HCLPF of piping according to installation of dynamic absorbers and dampers

Failure modes Dir.
HCLPF

Original Piping Piping w/ DA Piping w/ Damper

Max. Acc. at DA installation location

x 0.37 0.45 0.45

y 0.37 0.76 0.73

z 0.37 0.73 1.00

Max. combined stress - 0.37 0.63 0.74

Reaction force at the lowest support

x 0.37 0.59 0.62

y 0.37 0.56 0.68

z 0.37 0.65 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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