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총 주택수 약 1,712만 세대의 16.4%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32개 

사업자가 61개 지역에서 지역난방사업을 통해 주택 및 빌딩 등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 열수송관은 전국 총 4,278km×2열의 규모

이며, 이 중 20년 이상 사용한 배관은 26%로 장기사용에 따른 누수 ‧ 누출 등의 손상은 5년간(2014년~2018년)에 약 46건으로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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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열수송관에 대한 장기 안정성 해석은 다양한 정적 및 동적하중, 경계조건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적하

중에 대한 장기 안정성 평가에 앞서 기초 연구로써 정적하중 및 경계조건을 고려한 열수송관의 정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29개

의 시나리오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을 실시하여, 열수송관의 정적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운영온도, 흙과 지역난방 배관의 마

찰계수, 토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열수송관의 토압특성은 지반의 아칭효과(arching effect)로 인해 강성관 거동 특성

을 보였으며, 마찰계수, 토압이 커질수록 외관에 작용하는 응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정량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온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long-term stability assessment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is complex problem which has to be consider the not only static loading 

but also dynamic loading. This study assessed the structural stability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based on static structural analysis prior 

to the long-term stability assessment (fatigue analysis) for the dynamic loading such as thermal and vibration loading. Based on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numerical model was constructed and then the parametric study was also conducted for the total of 29 

scenario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arious parameters on the structural stability. It covers temperature difference,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the soil and district heating pipe, and unit weight of soil. It was found that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district 

heating pipe was similar to that of rigid pipe due to arching effect and as coefficient of friction and unit weight of soil increasing, the 

stress applied at outer pipe decreases. However, the effect of temperature difference on the structural stability was domi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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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의 발생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1]. 

그러나 지역난방 배관 시스템에서 노후화된 관망의 정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이 때 관망에서 

발생하는 관 파손 및 누수의 개수는 관 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열수송관의 특성상 관 파손이란 외관(HDPE)또는 

내관(SPPS38E)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관만 손상이 생기면 지열이 발생하고, 내관 까지 영향을 미치면 누수가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망 특성, 파손, 누수사고의 기록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구조적 파손 

또는 시공상의 불량 등 누수 원인의 구별이 필요하다.

열수송관이 파손되는 원인은 크게 ①자재 등 재료결함 및 노후, ②매설 등 시공기술, ③운영, ④관로 매설 환경, ⑤타 공사 사고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노후(재료결함 및 부식에 의한 강도저하), 시공불량, 압력 및 온도 변화의 영향 등이 주요 손상 요인으로 

거론된다. 따라서 열수송관의 노후화를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현 상태에서 노후화를 촉진시

키는 영향 요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2,3]. 

열수송관의 장기 안정성 평가는 정적 및 동적하중, 경계조건 등을 다양한 요인에 대하여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다. 따라

서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하여 수치해석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Osaai(2017), Wang et al.(2013), Netto et 

al.(2005)은 부식결함(내부, 외부)에 따른 관의 폭발압력(사용압력)을 수치해석을 통해 결정하고, 매개변수 해석 및 민감도 분석

을 통해 관의 수명 예측식을 제안하였다[4-6]. 하지만 일반 단일재료로 이루어진 압력강관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실제 합성배관인 

열수송관의 거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장윤석 등(2005), 박진은 등(2011)은 열수송관의 현장계측 온도이력 데이터를 분석

하여 온도변화와 평가기법(사이클 기반, 응력 기반)에 따른 열배관(강관)의 피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복합하중(자중, 

토압) 및 합성배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7,8]. 

본 연구에서는 열수송관의 안정적 사용에 대한 요구 조건을 온도변화에 따른 열팽창(수축)에 대한 안정성과 장기사용에 대한 

내부식성으로 정의하고, 복합하중 및 합성배관 조건을 고려한 열수송관의 장기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

선적으로 열수송관의 장기 안정성 해석을 위한 기초 연구인 정적하중 및 경계조건에 대한 정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

소법(FEM)을 기반으로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열수송관 중 분기관의 형상, 치수 및 물성을 반영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복합하중(열수송관의 운영시 발생하는 온도변화에 따른 열응력과 열수송관 주변 환경 조건에 따른 자중 및 토압) 및 열수송관-

지반 경계조건(마찰계수)에 따른 구조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2. 해석대상 및 방법

2.1 해석대상

2.1.1 해석 형상(Geometry)

열수송관의 이상징후 탐지에 관한 연구를 위해 물탱크, 순환펌프, 유량계, 바이패스 라인, 배수펌프, 그리고 테스트 파이프

(6m)로 구성되어 있는 총 길이 84m의 폐순환 형식 열수송관 시뮬레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향후 실제 실험값과 비교 ‧ 검증을 위

해 해석 형상도 실제 사용되는 열수송관 중 분기관으로 사용되는 Ø200관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6m 길이를 구조해석 대상

으로 설정하였다. Fig. 1은 열수송관의 구조와 대상으로 하는 분기관의 치수를 보여준다[9]. 열수송관은 내관인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SPPS38E), 단열재인 경질 폴리우레탄 폼(PUR), 외관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2.1.2 재료 물성치(Material properties)

해석에 사용된 열수송관 및 지반에 대한 역학적, 열적 물성은 문헌에서 제공한 물성을 이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Table 1과 같

다[10,11]. 실제 설치된 열수송관을 최대한 모사하기 위해, 열수송관의 물성은 지역난방용 열배관 보수공사 시방서의 규격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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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반의 물성은 열수송관이 설치되는 일반적인 심도(1.5m)에서 실제 측정된 값을 이용하였다[11].

(a) 열수송관 단면 (b) 열수송 분기관(Ø200) 치수

Fig. 1. Structure and dimension of the district heating pipe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and soil

변수 내관(SPPS38E) 단열재(PUR) 외관(HDPE) 지반(Soil)

단위중량(kg/m3) 7850 37.5 942 1663

탄성계수(Pa) 2.1E+11 2.9E+07 8.27E+08 2E+07

포아송비(-) 0.3 0.31 0.35 0.3

열팽창계수(1/°C) 1.2E-05 7.2E-05 0.00018 -

열전도도(W/m°C) 60.5 0.33 0.48 1.21

비열(J/kg°C) 434 2500 1900 1548

2.2 지역난방 배관 모델링 및 해석 방법

2.2.1 해석 프로그램

정적 구조 해석을 통해 열수송관의 구조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1차 목표이나, 향후 초기결함에 의한 열수송관의 안정

성 구조해석과 열응력으로 인한 저주기 피로파괴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ANSYS Mechanical Enterprise는 Ansys Mechanica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구조 해석에 유한요소해석(FEA)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기계공학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열 전달 해석

을 포함한 선형/비선형 구조해석부터 동 해석까지 구조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현상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12]. 더불어 피

로해석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구조물의 피로수명을 예측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피로해석을 위해 ANSYS nCode DesignLife

와 함께 이용이 가능하여 ANSYS Mechanical Enterprise를 본 연구에서 이용하였다.

2.2.2 지배방정식

본 연구에서 열수송관에 대해 정적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3].

      (1)

여기서,  는 전체 강성행렬, 는 절점 변위 벡터,  는 전체 작용하중벡터,  는 반력벡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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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작용하중벡터( )는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2)

여기서,  는 절점에 작용하는 하중벡터,  는 가속 하중 벡터, 
는 요소에 작용하는 열응력 벡터, 

는 요소

에 작용하는 압력하중 벡터를 나타낸다.




    (3)

여기서, 는 밀도, 는 비열, 는 온도, 는 시간, 은 벡터 연산자, 는 속도, 는 열유속 벡터, 는 열원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식 (3)을 통해 시간에 따른 열수송관의 온도변화를 계산하고, 이후 온도변화 결과를 식 (2)의 열응력 벡터로 변

환한 이후 열수송관의 자중 및 토압과 함께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식 (1)을 통해 열수송관의 변위, 응력을 산출하였다.

2.2.3 경계 조건

본 해석에서는 경계영역의 조건이 해석영역의 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고, 수치해석의 연산시간 및 해의 정확성을 고

려하여 분기관(6m)뿐만 아니라 연결 파이프(24m)까지 함께 고려하였다. 지반은 탄성지반으로 고려하였으며, 흙과 열수송관

(외관)의 마찰계수는 0.4를 적용하였다. 경계조건의 경우, 옆 지반은 수직방향(Z방향)으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롤러조건

(X, Y방향 구속)을 설정하였고, 하단부는 전 방향 구속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하중조건으로는 실제 열수송관에서 열수송을 

위해 사용되는 압력인 1.6MPa를 압력관 내부 벽면에 설정하였으며, 파이프 자중, 열응력, 토압도 포함하였다.

2.2.4 격자

3차원 해석을 위해 격자(mesh)는 Ansys Mechanical Enterprise의 Auto Mesh 기능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수행된 절점 수는 

268,098개, 요소 수는 57,661개이다. 실제 열수송관은 지하에 약 1.5m 깊이로 매설되게 되므로 지반을 포함하여 모델링을 수행

하였다. 

Fig. 2. Mesh configuration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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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열수송관의 정적 구조 안정성 해석

열수송관의 시간에 따른 열-응력 해석은 우선 시간에 따른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열응력 해석을 수행

하였다. 열전달의 경우에는 실제 유체의 흐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하나, 구조적 해석 관점에서 간략화하여 모델링하였다. 실

제 열수송관의 경우, 65°C에서 예열되어 설치되고 공급관을 통해 받는 최대온도는 120°C로 운영된다. 이를 선응력법(Pre-stress 

method)이라 하는데, 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강관을 상온보다 높은 온도(65°C)로 예열시킴으로써 온도 차이에 준하는 만큼의 응

력이 발생하여 열배관이 신장됨으로써 선응력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14]. 내관은 120°C, 외관은 상온 온도를 25°C로 경계조건으

로 설정하였고, 외부 공기에 의한 대류는 무시하였다. 정상상태를 결과를 바탕으로 열수송관이 받은 열응력 분석을 수행하였다. 

초기 열수송관의 온도를 상온 온도(25°C)로 하였기 때문에 120°C와 온도 차이는 95°C로 열응력은 239.4MPa로 계산된다. 

실제 열수송관에서 사용하는 선응력법을 이용할 경우, 예열을 통해 내관, 단열재, 외관 전부 65°C로 설정하고 120°C로 운영한

다면 열응력은 138.6MPa로 계산된다. Table 2는 선팽창계수를 통한 열응력을 계산한 값과 수치해석으로 도출한 값을 보여주는

데, 이론해와 수치해는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수치모델이 실제현상을 잘 모사함을 보여준다. Fig. 3은 최종적

인 열수송관의 정적 구조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of developed model and theoretical equation for thermal stress

구분
열응력(MPa)

예열 미실시(Temperature difference=95°C) 예열 실시(Temperature difference=55°C)

이론해 239.4 138.6

수치해 238.7 138.2

(a) 내관 (b) 단열재 (c) 외관

Fig. 3. Equivalent stress for each components of the district heat pipe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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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재의 허용응력은 KS B6733에 기초하여 계산하였으며, 그 중 압축에 대한 허용응력을 통해 열수송관에 대한 구조 안정

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압축 허용응력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3. Structural stability assessment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under static analysis

구분 압축 허용응력(MPa) 수치해석 결과(MPa)

내관(SPPS38E) 154 146

단열재(PUR)   0.3 0.15

외관(HDPE) 10.2 0.75

3.2 열수송관의 안정성 영향인자 분석

본 절에서는 열수송관의 안정성(허용응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정적 해석모델에서 허용응력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열수송관과 지반의 마찰계수, 상재하중(지반하중), 운영온도에 따른 열응력을 고려하였다. 또한 지중에 매

설된 구조물의 경우에는 지반과의 거동을 함께 할 경우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 먼저 확인하였다. 지반에 설치된 구조물의 경

우에는 구조물과 주변 지반의 강성차이로 인해서 아칭효과(arching effect)가 발생한다. 구조물의 강성이 지반의 강성보다 작은 

경우(연성관거)에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토압은 주어진 하중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며, 수평하중은 정지토압보다 더 큰 토압

을 나타낸다. 반대의 경우(강성관거)에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수직토압은 주어진 하중보다 더 큰 값을 보이며, 수평하중은 정지

토압보다 작은 값을 나타낸다. Fig. 4는 수치해석을 통해 열수송관 주변의 수직토압 특성을 나타낸다. 

Fig. 4. Vertical stress contour in the soil around the district heating pipe

흙의 단위중량은 1663kg/m3이며, 열수송관의 매설 깊이(1.5m)를 고려할 경우, 관 상부에 작용하는 수직 토압은 23kPa로 계

산되나 수치해석 상 관상부의 토압은 33kPa로 계산되었다. Table 4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실험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

를 나타낸다.

최봉혁 등(2008)의 실험결과에서는 상재하중에 비해 관 상단 수직토압은 약 2.5배 정도 큰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본 수치해석 

결과에서는 약 1.5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15]. 하지만 유한규 등(2008)은 대형토조실험을 통해 모형강관(배관용 탄소강관)의 

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작용하중 20kPa를 가했을 경우 관의 상부토압은 36kPa로 측정되어 약 1.5배 차이를 보였다[16].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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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량적인 차이는 사용된 흙의 물성, 모형토조의 크기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실험결과와 정량적인 차이는 존재

하나 거동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열수송관의 경우에는 연성관거의 거동보다는 강성관거의 거동을 보임

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from previous studies

구분 수치해석 결과
대형토조심험 결과

최봉혁 등 유한규 등

상재하중(kPa) 22.84 49.05 20.00

관 상단 수직토압(kPa) 33.14 128.52 36.05

지반영역/모형토조의 크기(cm) 200×600×200 (B×L×H) 140×102×90 (B×L×H) 150×100×200 (B×L×H)

상재하중 재하 방법 흙의 자중 고려 가압판 및 유압을 통한 재하 가압판 및 유압을 통한 재하

열수송관의 안정성(허용응력)에 대한 인자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 29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

였다. 시나리오 1~25의 경우에는 온도차이(예열온도는 65°C로 고정되고, 운영온도가 105°C, 112.5°C, 120°C, 127.5°C, 135°C

로 가정)와 흙과 열수송관의 마찰계수(0.2, 0.3, 0.4, 0.5, 0.6)가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였고, 시나리오 26~29는 흙의 단위중량

(1400kg/m3, 1666kg/m3, 1800kg/m3, 2000kg/m3)이 변화할 때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5는 온도차이, 마찰계수에 따른 

각 내관, 단열재, 외관의 응력변화를 나타낸다. 

(a) 내관 (b) 단열재 (c) 외관

Fig. 5. Equivalent stress of each components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under various temperature difference and coefficient 

of friction

3.2.1 흙과 열수송관의 마찰계수에 따른 안정성 영향 분석

기존 연구결과는 마찰계수의 증가는 열수송관의 마찰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활동길이 감소를 일으켜서 열수송관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Fig. 6과 같이 마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내관, 단열재, 외관의 거동특성은 상이하였다. 직접

적으로 주변 지반과 맞닿는 외관의 경우에만 마찰계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관에 작용하는 응력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

만 내관, 단열재의 경우에는 응력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실제 그 값이 아주 미소(0.45% 증가)하고 마찰계수 0.3부터는 

거의 동일한 값을 보여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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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관 (b) 단열재 (c) 외관

Fig. 6. Equivalent stress of each components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under various coefficients of friction when the 

temperature difference was 55°C

3.2.2 운영온도에 따른 안정성 영향 분석

Fig. 7은 운영온도 변화에 따른 응력변화를 나타낸다. 운영온도가 증가할수록 내관, 단열재, 외관 모두에서 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증가폭은 내관 최대 67% 증가, 단열재 최대 69%증가, 외관 최대 91%증가하여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a) 내관 (b) 단열재 (c) 외관

Fig. 7. Equivalent stress of each components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under various temperature differences when the 

coefficient of friction was 0.4

3.2.3 흙의 단위중량에 따른 안정성 영향 분석

Fig. 8과 같이 흙의 단위중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에 가해지는 상재하중은 증가하여, 내관, 단열재의 응력은 증가하나 외관에 

작용하는 응력은 다소 줄어드는 경향(최대 6%감소)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마찰계수에서 연직응력의 크기가 증가함으로써 마

찰력 역시 증가하고, 이는 활동길이를 감소시키는 역할로 발현된 것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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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관 (b) 단열재 (c) 외관

Fig. 8. Equivalent stress of each components for the district heating pipe under various unit weights of soil

4. 결 론

본 연구는 온도변화에 따른 열수송관의 장기 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로 수치해석 모델링을 통해 정적 하중 조건하에서 

열수송관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수치 모델링에 이용된 물성치는 모두 실제 열수송관(분기관)의 물성을 이용하였으며, 경계조

건 물성치는 문헌값 및 설계에 이용되는 값을 바탕으로 하였다. 열팽창으로 인한 활동길이를 감소하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선응

력 공법(예열온도 65°C)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매설되는 깊이(1.5m)를 감안할 경우 운영조건 온도(120°C)에서 허용하중보

다 작은 응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열수송관의 토압특성은 지반의 아칭효과(arching effect)로 인해 관 상부측에

서 작용하중보다 큰 수직토압이 작용하는 강성관 거동 특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적 하중 조건 하에서 지역난방 배

관의 구조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요소를 파악한 결과, 마찰계수 혹은 상재하중(흙의 단위중량)이 커질수록 외관에 작용하는 응

력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정량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온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적 

하중 조건하에서 열수송관의 안정성은 확보되나 온도변화가 안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 안정성 평가에서도 고려해

야 할 항목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일 형태의 열수송관에 대한 해석 및 이론해를 통한 검증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에는 다양한 형태(종류, 크기)에 대한 정적 구조 해석, 실제 운영데이터를 이용한 검증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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