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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동토지역에서 에너지자원 개발은 현지의 기후와 지리조건, 건설환경 등으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지역에서 

건설자재의 조달과 현지 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공사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지역에서 공사 리스크를 감소

시키기 위한 공법으로 모듈화 공법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지 조달과 설치가 용이한 형상과 구조 프레임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모
듈화 건설은 현장에서 제작, 설치 중심으로 진행되던 stick-built 방식을 개선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stick-built 방식에 비해 

인력 수급과 시공과정의 감소 등을 통해 공사비용과 소요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플랜트의 모듈형 

CPF 검증을 위해 소규모 파일럿 모듈에 대한 구조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하중분석과 안전강도 구조해석 등

을 통해 적절한 경계조건과 적용 가능한 소재 (SS400)와 최적 단면 사이즈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Development of energy resources in the frozen land is often limited due to local climate, geographical conditions, and construction 
environment. Since it is difficult to procure construction materials and secure local manpower in these areas, there is a great risk of 
construction cost and period. In this area, modular construction method is introduced as a construction method to reduce construction 
risk, and researches on shape and structure frame that can be easily procured and installed locally are active. Modular construction is an 
improvement of the stick-built method which was mainly focused on production and installation in the field. Generally, it can reduce 
construction cost and duration by reducing manpower supply and construction process compared with conventional stick-built method. 
It is a way.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frame for a small pilot module is set for the modular CPF verification of the oil sand plant, and 
the appropriate boundary condition and the applicable material (SS400) are analyzed through the load analysis and the safety strength 
structure analysis, And the optimum cross-sectional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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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플랜트�모듈화�건설의�필요성

캐나다 앨버타 동토지역은 기후조건으로 인하여 플랜트 건설이 가능한 기간이 제한적이며, 현지에 기자재 조달이나 건설인력

의 확보가 어려워 현장에서의 공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듈화 건설공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모듈화 건설은 기존 건설 프로

세스 인 설계, 제작 및 운송, 도로공사, 특수방비 제작, 현장 토목공사 등 다양하며 복잡한 절차에서 추가로 모듈 자재의 구매와 모

듈 제작 과 운송을 고려한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trade-off가 발생하며 수많은 의사 결정 요소들을 수반한다[1].

플랜트 모듈화 시공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stick-built 방식에 비해 현지 노동력 수급, 전문 노동 인력 파견의 감소, 현지 시공 

수준의 감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도모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2]. 플랜트 구조물을 해상과 육상 운송에 적합한 크기와 

단위로 모듈화 하여서 현장에서 조립을 용이하게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술이다.

모듈의 최적화 설계를 위해서는 현지의 지리적 여건, 제작 및 조달지역과의 운송경로, 국가별 운송법규 및 기준 등을 토대로 제

작, 운송 및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엔지니어링 기법이 필요하다. 특히, 모듈화 레이아웃과 기능 모듈의 분할 등에 관한 기

본적인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여 주요 계통을 구성하는 유닛과 기자재의 형식과 형상, 중량, 치수 등을 종합 고려한 구조 프

레임과 내부 집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3]. 그리고 비용을 저감하기 위해 플랜트 현장까지 이송이 허용되는 Envelope 

Size를 기반으로 해야 최적 비용을 실현할 수 있다[4].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플랜트를 구성하는 주요공정설비를 소규모로 모듈화 제작하여 운송 및 설치, 운전성 등을 종합검토하

기 위한 방안으로, 모듈을 보호하는 구조 프레임을 설정하고, 이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하중분석과 안전강도 구조해석 등을 통

해 적절한 경계조건과 적용 가능한 소재와 최적 단면 사이즈를 해석적인 방법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Fig. 1. SAGD process(Central Plant Block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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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오일샌드 파일럿 실증 플랜트를 구성하는 주요공정 유닛 모듈에 대한 하중(오일생산 300 bpd)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국산 소재는 

Table 1과 같이 오일샌드 플랜트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재로 ASTM A36과 A572를 대상으로 설정하고, 각각 인장강도와 

항복강도를 기준으로 적용 가능한 국산 후보소재를 조사하였다. 오일샌드 파일럿 플랜트 의 주요설비에 대한 형상과 중량과 치수 

등을 분석하여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으로, 운송지역에 따른 풍속, 해상, 육상운송 조건을 분석하여 Table 2와 같이 확립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범용 구조해석 최적화 도구인 Midas gen을 활용해 모듈화 구조프레임 모델링을 수행하고, 하중분석 및 안전강도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적용 가능여부를 평가하였다.

오일샌드 파일럿 플랜트 주요공정유닛 Steam Generator와 IGF 모듈 Case 1과 2에 대한 구조프레임 모델링을 진행 하였고, 장치하

중 위치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플랜트 모듈 구조해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하중, 풍속, 육· 해상 운송 조건을 Table 2와 같이 반영

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조 프레임 모델링은 기계장치 위치와 하중을 고려하여 프레임 단면사이즈를 선정하여 모델링 

하였다. 구조해석 결과를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Table 1. Structural steel comparison

구분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

ASTM A36 ASTM A572-50 SS400

인장강도(MPa) 400∼550 450 400∼510
항복강도(MPa) 250 345 205
탄성계수(GPa) 200 190∼210 190

Table 2. Boundary condition for analysis

Case 소재 Module Size 장치 하중 풍속 육상 해상

Case 1
(Steam Generator Module)

SS400 3.1m(W)×10m(L)×3.5m(H) 16ton

24 m/s
±X : 0.2 g, 
±Y : 0.2 g 

 ± X : 0.2 g, 
 ± Y : 0.2 g,   Case 2

(IGF Module) SS400 3.1m(W)×9m(L)×3.5m(H) 1.1ton

Fig. 2. Equipment load position of case 1 and 2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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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 1 (Steam Generator Module) 

구조해석 결과 Case 1은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상단 쪽에 변위와 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ase2는 Fig 4와 같이 

기자재 측면 부위에 변위와 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자재 위치와 운송에 따라 영향 받는 곳이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Case 1은 최대 변위 148.7 mm이고 최대 응력은 184.1 Mpa이며, Case2는 최대 변위 108.8 mm이고 최대 응력은 141.1 Mpa 나타났다. 

Case 1과 2 구조해석을 통해 H빔 최적 조건의 사이즈와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Case1의 경우에는 상단의 응력 및 변위가 높은 이유는 다른 위치에 비해 프레임 두께가 작은 사이즈를 선정하였기 때문이며, 상단

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인자는 풍속으로 확인된다. Case2의 경우에는 하단의 응력 및 변위가 높은 이유는 기계장치 하중 때문이

며, 기계장치 위치의 변위와 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H빔 최적 단면 사이즈와 구조 안전성 결과를 Table 3과 4에 나타내었으며, Case 1과 2 모두 사용 가능한 단면 사이즈로 결과가 

나왔으며, 기계장치 위치에 따라 case1은 LH 400×200×6/9를 case 2는 H 294×200×8/12의 단면사이즈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왔으

며, 다른 위치에 비해 기계장치 위치의 단면사이즈가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통해 IGF 구조프레임 모듈은 여러 가지 타입의 H빔 사이즈를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프레임 단면사이즈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모듈 제작시 고려해야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 결과를 통해 구조프레임 제작

시 기계 장치 및 운송 하중 조건과 단면 사이즈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Fig. 4.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 2 (IGF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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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result

구분
구조해석 결과(SS400)

핵심결과 판정

Case 1 최대 단면: LH 400×200×6/9, 최대변위: 148.7mm, 최대응력: 184.1Mpa
Ratio 값 :0.7 OK

Case 2 최대 단면: H 294×200×8/12 최대변위: 108.8mm, 최대응력: 141.1Mpa
Ratio 값 :0.8 OK

※ 구조해석시 Ratio 값이 1이하일 때 안전하다고 판단함

Table 4. H beam size result of analysis

구분
H빔 단면사이즈

Case 1 Case 2

H
H 200×200×5/12

H 294×200×8/12
H 200×200×8/12

LH 400×200×6/9 H 194×150×6/9
C

C 150×75×9/12.5
C 150×75×5/10
C 125×65×6/8

L L 75×6

3.�결��론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 pilot실증 모듈화 제작하기 위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프레임 경계조건을 확립 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case 1과 2에 응력분석과 모듈화 제작이 가능한 400 MPa이상의 적용 가능한 소재 SS400을 도출 하였다.

국산 소재에서는 SS400은 case 1과 2에 장치하중과 육상 및 해상이송 조건 적용하였을 때 구조프레임 제작하기에 적합한 소재

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조프레임 pilot실증을 위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구조프레임 경계조건을 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듈 구조 응력분석 및 모듈화 제작 가능한 H빔 사이즈를 도출하였으며, 위 결과를 통하여 오일샌드 파일럿 플랜트 모듈 설계시 

고려되어야하는 경계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일샌드 모듈화 플랜트 구조프레임 제작할 때 고려되어야하는 기초데이터로 활용가능하며 위와 같

은 분석 방법을 통해 국산 고성능 소재를 도출에 있어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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