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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모듈화 공법에 있어서 바닥면적을 줄이고 적층하는 방식으로 모듈을 설치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구조 프레임 적층 구조 설

계시 풍속 및 기자재 형상에 따라 무게중심 위치에 따른 집중하중부위를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극한지역에서 플

랜트 설치시 공사기간 단축과 공간 레이아웃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층한 모듈에 대한 구조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으로, 오

일샌드플랜트를 구성하는 유닛인 FWKO (free knock out drum) 모듈과 파이프랙 모듈을 선정하였다. 적용소재는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36, A572을 기본으로 하고, 이에 준하는 항복강도 및 인장강도를 가진 국산소재를 비교하였다. 경계조

건으로 풍하중, 동하중, 장치하중 조건 등을 적용한 구조해석 결과를 통해 기준 적합성과 적절한 단면 사이즈를 파악하였다. 적층 구조 

프레임 설계시에 풍속 및 기자재 형상에 따라 무게중심 위치가 달라지며, 이에 따른 집중하중부위를 고려하여 H빔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국산 소재 SS400, SM490로 해석한 결과 안정적인 적층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과 하중조건, 국산 소재와 운송규격을 구조프레임 설계 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Recently, in the modularization method, a technique of installing a module by reducing a floor area and stacking is introduced. 

Structural frame stacking structure design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ncentrated load site according to the center of gravity 

depending on the wind speed and the shape of the equipment. In this study, structural analysis of stacked modules was conducted to 

reduce construction period and improve space layout when installing plants in cold and harsh areas. For analysis, the FWKO (free 

knock out drum) module and the pipe rack module, which constitute the oil sand plant, were selected. Applied materials are based on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36, A572, and compared domestic materials with yield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Structural analysis using wind load, dynamic load, and device load condition as boundary condition was used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the standard and the appropriate cross-sectional size. The position of the center of gravity varies according to the wind 

speed and the shape of the equipment in the design of the stacked structure fra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H beam 

size in consideration of the concentrated load site. In addition, it was evaluated that stable stacking design was possible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domestic materials SS400 and SM490. Such analysis method, load condition, domestic material and transportation 

standard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designing structural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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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모듈화 공법의 필요성

극한지에서 오일·가스 플랜트 구성은 일반적인 생산·처리·이송 등의 경우와 계통구성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사용조건

이나 조달 및 시공의 제약으로 인하여 건설공법(설계, 형식, 형상, 기능, 제작, 설치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열악한 원격지 현장에서는 기자재 운송 및 설치의 애로뿐만 아니라, 건설인력의 확보와 노무관리 등에 있어서도 리스

크가 커서 과거 stick built 공법보다는 modular 공법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1]. 모듈화 공법은 기존 프로세스 인 설계, 제작 , 운송, 

시공 등 절차에서 추가로 모듈화된 자재 구매와 장치류의 모듈화 제작 및 운송, 현장에서 설치요건 등을 추가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trade-off가 발생하며 많은 의사 결정 요소를 수반한다[2].

모듈화 건설공법은 일반적으로 stick-built 방식에 비해 현지 노동력 수급, 전문 노동 인력 파견의 감소, 현지 시공업무 감소 등

을 통해 비용과 공사기간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3]. 이는 플랜트 모듈 장치 및 구조물을 해상과 육상 운송

에 적합한 크기로 모듈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방안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이다.

모듈화 설계를 위해서는 현지 환경조건과 제작 및 운송지역과 국가지역별 운송법규 및 기준 등을 토대로 제작, 운송, 설치, 환

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모듈화 레이아웃과 기능 모듈의 분할에 관한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구축하

여 주요 계통을 구성하는 유닛의 기자재 형식과 형상, 중량, 치수 등을 종합 고려한 구조 프레임과 내부 집적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4].

플랜트 현장까지 이송이 가능한 모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송 사이즈 검토, 육상 및 해상 운송시 무게 중심에 대한 고

려사항을 구조해석을 통해 검토 진행 해야 하며 공사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송이 허용되는 운송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야 최

적의 비용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5].

본 연구에서는 극한지역에서 플랜트 설치시 공사기간 단축과 공간 레이아웃 활용을 높이기와 적층 구조물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Fig. 1에 도시한 오일샌드플랜트의 공정유닛인 FWKO (free knock out drum)모듈과 파이프랙 모듈을 대상으로 진행하

였고, 캐나다에서 적용하는 소재인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A36, A572 기준에 따른 항복강도 및 인장강

도가 유사한 국산소재를 적용하였으며, 운송 및 설치가 가능한 모듈을 적층으로 설치하였을 때, 풍하중, 동하중, 장치하중 조건 

등을 적용하여 구조해석 결과를 통해 기준 적합성과 적절한 단면 사이즈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 1. Pipe rack & FWKO module enve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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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대상 및 방법

2.1 해석 대상

극한지에서 오일샌드가 생산 되는 캐나다 앨버타 지역의 운송 사이즈 분석과 오일샌드 상용급 플랜트 주요공정 유닛 모듈에 

대한(오일 생산 1,000 bpd)분석 결과 주요 공정 유닛 인 FWKO 모듈과 pipe rack 모듈을 선정하였으며, 제작 및 운송여건을 고려

한 모듈 envelope와 구조 프레임을 Fig. 2와 같이 설정하였다. 

Fig. 2. Module envelope and structural frame for structure simulation

2.2 관련 이론

구조프레임의 지배방정식은 식 (1), (2) 및 (3)으로 표시되는 선형 정적해석(linear static analysis)과 정적해석(static analysis) 그

리고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였다. 정적해석에서는 동적 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중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작동

하중의 진동수가 구조물의 가장 낮은 고유진동수의 1/4 이하면 정적하중으로 간주한다.

      (1)

  관성력   감쇠력   복원력 

     (2)

    구조물의전체강성  모든자유도의변위벡터   작용된하중벡터 

     ∙ ∙  (3)

건축구조물 해석 시 이동하중 해석방법은 2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는 이동하중에 따른 처짐, 부재내력, 반력 등에 대한 영

향선(influence line)과 영향면(influence surface)을 산출하며 ,두 번째로는 산출된 영향선과 영향면을 이용하여 주어진 차량이동

하중조건에 대한 절점변위, 부재내력, 지점반력을 계산한다.

구조물에 대한 이동하중해석은 차량하중이 이동하면서 유발하는 하중에 대한 해석을 수해한다. 차량하중의 이동경로를 해석

하여 최대 값, 최소 값을 계산하고 이동하중조건 결과로 사용한다. 구조물에 대한 이동하중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선이나 

차선면에 단위하중을 재하하여 차선이나 영향면을 계산하여 해석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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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방법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조 프레임 설계 시 강재 가이드북[6]에 제시되어 있는 캐나다 코드와 국내 건축구조기준 

KBC 2016[7] 강재 규격과 종류를 비교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해당 기준은 Midas Gen,의 정적해석과 정적차량이동하중 조건을 

반영하는데 사용되었다[8]. 

플랜트 모듈 구조프레임 해석에 필요한 요소인 운송 사이즈, 적용 소재, 하중조건(장치, 배관, 풍속, 지반, 운전 등)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다. 제작모듈 납품에 고려되어야 하는 캐나다 운송 가능사이즈는 Table 1과 같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오일샌

드 플랜트 캐나다 실제 적용하고 있는 소재로 ASTM A36과 A572를 사용하고 있어 인장강도와 항복강도 기준으로 유사한 국산 

소재는 Table 2와 같이 SS400, SM490 소재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1. Transport maximum dimension of trucks

구분
Maximum Dimension

Width Height Length Reference

KOREA 2.5 m (3 m) 4 m 16.7 m - www.ospermit.go.kr

USA 2.74 m (5.49 m) 4.42 m (5.49 m) 22.86 m (36.6 m)
- Federal Size and Weight Standards for Commercial 

Motor Vehicles, United States of America, p2

Canada 2.8 m (5.5 m) 4.15 m 23 m - www.mto.gov.on.ca

Table 2. Comparison of structural ste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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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A36 ASTM A572-50 SS400 SM490

인장강도(MPa) 400∼550 450 400∼510 490∼610

항복강도(MPa) 250 345 205 325

탄성계수(GPa) 200 190∼210 190 -

FWKO에 대한 형상, 형식, 중량과 치수 에 관한 조사·분석을 통해 구조해석을 위한 모델을 설정하였고 , 캐나다 앨버타주 운송

지역의 캐나다 코드 CAN/CSA S16-01 (Limited States Design of Steel Structures) 풍속, 해상 및 육상 운송 조건을 분석하여 Table 

3과 같이 경계조건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를 통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Midas gen을 활용하여 구조물에 대한 육상 및 해상 

운송 시 경계조건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3. Boundary condition for structural simulation

Case 소재 Module Size 장치 하중 풍속 육상 해상

Case 1

(FWKO unit module)
SM490

3.6 m(W)×7.2 m(L)× 20 m(H) 180 kN

38 m/s

(Calgary, 

Alberta, Canada 

연평균 풍속)

±X : 0.2 g, 

±Y : 0.2 g  

 ± X : 0.2 g, 

 ± Y : 0.2 g,  

3.6 m(W)×3.6 m(L)× 20 m(H) 90 kN

Case 2

(Pipe Rack  Module)
SS400

3. 6m(W)×6.95 m(L)×18 m(H) 30 kN

3.6 m(W)×3.35 m(L)×18 m(H) 2.1 kN

3.6 m(W)×3.6 m(L)×18 m(H) 15.6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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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구조해석결과, case 1은 Fig. 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하단 쪽과 중간에 주요장치가 있는 위치의 변위와 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case 2는 Fig. 4와 같이 파이프위치 및 beam부분에 변위 와 응력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치 위치와 운송에 따라 영

향 받는 곳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1은 최대 변위 8.268 mm이고, 최대 응력은 194.8 MPa이며, case 2는 최대 

변위 13.672 mm이고, 최대 응력은 131.1 MPa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case 1과 2 구조 해석 결과를 통해 H빔 사이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를 확인하였다. 

Fig. 3.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 1 (FWKO Module) 

Fig. 4. Stress and displacement distribution of case 2

Case 1의 경우에는 하단 응력과 변위가 높은 이유는 적층으로 인하여 기계장치의 무게에 기인하며, 이 경우에 하단 쪽으로 발

생하는 변위에 대하여 접합부 쪽 하단부 프레임 설계시 사이즈를 크게 선정해야 한다. 그 외에 풍속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se 2의 경우에는 상단부와 파이프위치의 응력과 변위가 높은 이유는 case 1에 비하여 무게가 150 kN 정

도 가벼워 풍속으로 인한 상단에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H빔 사이즈와 구조 안전성 결과를 Table 4 및 Table 5에 나타내었고, case1과 2 모두 사용가능한 사이즈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

계장치 위치와 무게를 고려하였을 때 case1은 H294×200×8/12를, case 2는 H 300×150×8 5/9의 단면 사이즈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나왔으며, 다른 위치에 비해 case 1은 기계장치 위치부위에 H빔 단면 사이즈가 큰 것을 확인하였고, case 2는 풍속에 영향을 많이 

받는 beam의 사이즈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산소재 SS400, SM400을 사용하여 case1{3.6 m(W)×7.2 m(H)×20 m(L)}, case2{3.6 m(W)×6.95 m(H)×18 m(L)}에 대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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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육상 운송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체크 ratio값이 1보다 작으므로 Table 4와 같이 적합한 결과가 나왔으며, 적층 구조물

의 전체 중량은 12.6톤이며, temporary (운송 시 보강 빔) 추가 시 약 10 %이상의 중량이 추가 될 수 있다.

Table 4. Result of structural simulation

구분
구조해석 결과(SS400)

핵심결과 판정

Case 1
최대 단면: LH 400×200×6/9, 최대변위:  8.268 mm, 최대응력: 194.8 Mpa

Ratio 값 :0.8
적합

Case 2
최대 단면: H 294×200×8/12 최대변위: 13.672 mm, 최대응력: 131.1 Mpa

Ratio 값 :0.9
적합

※ 구조해석시 Ratio 값이 1이하일 때 안전하다고 판단함.

위 결과를 통해 적층 구조프레임 모듈은 H빔 사이즈는 기계장치 위치, 중량 및 풍하중 조건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해야 하며, 

또한 본 결과를 통해서 구조프레임 설계 및 제작에 기계장치 및 운송, 풍속 조건과 H빔 단면 사이즈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구

조프레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이프랙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적층과 단층일 때 프레임의 H빔 단면적 사이즈 

변동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공간 활용도는 높으나 전체 중량이 커짐에 따라 이동 및 풍속 하중으로 인해 집중 하중이 가장 많은 

하단 부위에 Table 5와 같이 H빔의 단면 선정시 구조체의 안전성이 좋은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비슷한 단면을 선택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Table 5. H beam size for design safety

구분
H빔 단면사이즈

Case 1 Case 2

column H250×250×9/14 H 200×200×8/12

Beam1 H294×200×8/12
H 300×150×8 5/9

Beam2 H244×175×7/11

Girder H244×175×7/11 H 300×150×6 5/9

Brace H150×150×7/10 H 150×150×7/10

 

4. 결  론

이상과 같이 적층형 모듈을 제작하기 위한 구조 프레임의 하중분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설계 안전성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구조프레임 적층 구조 설계시 풍속 및 기자재 형상에 따라 무게중심 위치에 따른 집중하중부위를 고려하여 H빔 사이즈를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산 소재 SS400, SM490로 해석한 결과 안정적인 적층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

과 하중조건, 국산 소재와 운송규격을 구조프레임 설계 시 기초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보다 다양한 현실적인 조건을 가지는 공정계통에 대하여 레이아웃과 모듈 프레임의 적층 조건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계통 구성에 따른 설계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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