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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해저 파이프라인에 온도하중이 작용하였을 때의 횡방
향 변위를 산정하는 유한요소 해석 기술을 개발하고 불규칙하게 발생하
는 횡변위를 제어하기 위해 snake-lay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변수 연구
를 수행하였다.
온도 하중에 의해 도입되는 축력에 의한 횡변위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
하고,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seabed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하였다.
온도하중은 파이프라인의 운용에 따른 주기 특성을 가진 반복온도하중을
적용하였다. 파이프라인은 초기 굴곡을 가진 모델을 사용하였고, 지반 저
항은 축방향 쿨롱 마찰 모델과 횡방향 탄소성 스프링 모델을 적용하였
다. 특히, 횡방향 지반 저항의 경우, 파이프라인의 반복적인 횡방향 운동
에 의한 모래턱 생성을 적용한 모델을 사용하여 상세한 지반 저항을 고
려하였다.
초기 굴곡을 가진 파이프라인의 경우 변형 후 형상이 매우 불규칙하
다. 따라서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snake-lay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석 예
제를 통해 snake-lay 적용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최적 snake-lay 형상을 찾기 위해 가상앵커간격과 굴곡 높이에 대한 설
계 매개변수 연구를 진행하였다.
Snake-lay를 적용함으로써 균일한 변형 형상을 얻을 수 있었고, 응력
감소 효과도 얻었다. 가상앵커간격을 고정하고 굴곡 높이에 대한 매개변
수 연구를 수행한 결과 가상앵커간격에 대한 굴곡 높이의 비가 2% 이상
이 되면 초기 굴곡과 관계없이 파이프라인의 일체성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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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배경
해저 파이프라인은 해저에 부설된 파이프라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석
유․천연가스 등의 유체를 해상에서 육상으로 수송하는 관로를 뜻한다.
최근 육상 자원에 한계를 느끼고 점차 심해 자원의 채취가 증가하면서
해상 플랜트가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저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저 파이프라인 설계 시 해저면 또는 해저
면 아래에 설치되기 때문에 육상과는 다른 해저 환경을 적용해야 하며,
또한 수송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수송 유체의 고온/고압의 특성을 고
려해야 한다.
노르웨이 선급협회에서 제안한 설계법(DNV-OS-F101, 2012)에 따르면
해저 파이프라인의 설계는 그림 1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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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조사 (부지 환경)

재료 선택 및 파이프 두께 산정

설치 설계 (Installation Design)

운용 설계 (Operation Design)

그림 1 해저 파이프라인 설계 순서
(노르웨이 선급협회)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수송 유체와 해저 지형, 지질 조건 등을 조사하
고, 재료 선택 및 파이프 두께 산정 단계에서는 재료의 특성 및 파이프
의 내․외면 부식을 고려하여 파이프의 단면을 설계한다. 설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프라인에 부설응력이 최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
이다. 부설응력이 잔류 응력으로 남아 파이프라인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
에 유체 수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바람, 파
도에 의한 부설선박의 움직임, 해저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이프의
부설응력을 계산하는 것이 주요 작업이다.
운용 설계는 해저 파이프라인 설계의 최종 단계로 앞서 수행한 기초조
사, 파이프의 재료 및 단면 산정, 설치 설계의 결과와 함께 파이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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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상태, 지반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다. 또한 운용 중에는 다른 설계
단계와 달리 고온/고압의 극심한 하중을 받게 된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목적은 운송에 있기 때문에 해저에서 채취한 자원을 멀리 육상까지 전달
하기 위해 높은 압력이 가해진다. 또한 4℃인 해저면 위에 놓인 파이프
라인 내부로 60℃ 이상의 유체가 흐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운용 상황에 따라 주기적인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운용설계가 해저 파이프라인 설계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표 1 한계상태 설계법 (DNV-OS-F101, 2012)

시나리오

Global buckling Installation
Fatigue
Fatigue
한계상태 Fracture
Displacement
강도+사용 Ratcheting
Propagating
buckling

Wall thickness
Bursting
Collapse
Propagating
buckling

해저 파이프라인의 운용 설계는 한계상태 설계법(LSD, Limit State
Design method)을 이용한다. 한계상태 설계법이란 구조물의 한계상태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하중 및 내력의 평가에 따라서 한계상태에 이르지 않
는 것을 확률 통계적으로 조건 설정하는 설계법이다.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에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강도한계상태와 사용한계상태
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 시나리오는 표 1과 같다. 전체
좌굴(global buckling) 시나리오의 경우, 피로, 파단, 장기 처짐 등에 대
한 한계상태가 포함된다. 또한 설치 시나리오에는 피로, 과다변위, 변위
전이(propagating buckling) 등의 한계상태가 포함되며, 파이프 단면 파
괴 시나리오는 폭발, 충돌 등의 한계상태를 고려한다. 이 중 온도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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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발생과 함께 나타나는 전
체 좌굴이다. 횡변위가 발생하면 이로 인한 전체 좌굴로 피로, 파단, 장
기 처짐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전체 좌굴이 발생하기 이
전의 횡변위만으로도 피로, 응력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파이프라인 일체성(integrity)의 저하로 수송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온도하중을 받는 파이프라인에서의 횡변위를 산정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2 파이프라인의 파괴
(Manfredi, C. et al 2002)

해저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위는 그림 3과 같이 횡변위와
수직변위로 나눌 수 있다. 횡변위는 해저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위이고, 수직변위는 해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일어나는 변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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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파이프라인의 좌굴변위 (좌: 횡변위, 우: 수직변위)

파이프라인에 발생하는 변위는 파이프라인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파이프라인의 종류는 그림 4에서 표현한 것처럼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seabed, buried, trenched의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seabed 파이프라인
에서 주로 발생하는 변위는 횡변위로 파이프의 자중과 수송 유체의 중량
에 의한 수직 저항보다 해저면에 의한 측면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해저
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이다. buried 파이프라인이나
trenched 파이프라인에서 주로 발생하는 변위는 수직변위로 파이프의
측면에 지반이 존재하여 측면 저항에 비해 수직 저항이 작아 해저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한다. 해저 파이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변위
가 파이프라인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은 파이프라인과 지반 사이의 상호
작용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
위 산정 연구의 핵심은 파이프라인 종류에 따른 지반 모델 설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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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해저 파이프라인의 종류
(seabed / buried / trenched pipelines)

이러한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
후로 Maier, Hobbs, Taylor 등에 의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2004
년에는 SAFEBUCK JIP이라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설계 기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심해역에 설치 가능한 seabed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가 급
증하고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해양 플랜트 사업의 발달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의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연안에 설치할 수 있는 buried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윤기영 등, 1997). 해양 플랜트 시장의 변화에 함께 심해에
설치 가능한 seabed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는 횡변위 산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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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및 내용
이 연구는 주로 심해역에 설치되는 seabed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추
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해저면에 놓인 seabed 파이
프라인 수치해석모델을 구성하였다. 파이프라인의 변형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온도하중과 파이프라인과 지반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지반 모
델을 적용하였다. 온도하중은 파이프라인의 운용상황에 따라 주기적인
특성을 가진 하중 모델을 사용하였고, 지반의 경우 파이프라인의 주기적
인 운동에 의한 모래턱 효과를 고려한 지반 모델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수치 모델을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
변위를 산정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온도하중이 작용했을 때의 해저 파이프라인 변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파이프라인에 발생하는 온도하중을 정의하고 이러한 온도하
중에 의해 도입되는 축력에 의한 횡변위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또한 발생한 횡변위를 제어하기 한 방법으로 snake-lay 방법을 소개하
였다.
3장에서는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횡변위 산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해
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산정 방법에는 해석적 방법과 수치적 방법이 있
다. 이 중 유한요소법을 적용한 파이프라인 수치 해석 모델을 정의하고
축방향 지반 저항과 횡방향 지반 저항을 각각 적용한 지반 모델을 구성
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구성한 모델들을 바탕으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였다. 온도 상승에 따른 축방향 압축력의 변화를 통해 축방향 지반 저항
모델이 적절히 모사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복온도하중에 따른 파이프라인
의 횡변위 변화를 통해 횡방향 지반 저항 모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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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에서는 온도하중에 의해 발생한 횡변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snake-lay 방법을 사용하였다. 해석 예제를 구성하여 snake-lay 적용 유
무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설계 매개변수 분석을
통해 최적 snake-lay 형상 연구를 진행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논문이 가지는 의의 및
결론, 추후 연구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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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하중을 받는 해저 파이프라인
2.1 온도하중에 의한 축력 도입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산정은 다양한 하중 케이스에 대하여 수행
할 수 있다. 노르웨이 선급협회에서 제안하는 설계기준(DNV-OS-F101,
2012)에 따르면 100년 주기를 기본으로 운용 데이터에 의한 기능하중 케
이스, 트롤링과 관련된 간섭하중 케이스, 그리고 해저 환경과 연관된 환
경하중 케이스가 있다.
하중 케이스 중 파이프라인의 횡변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운
용데이터에 의한 기능하중 케이스이다. 수송유체의 압력과 온도를 포함
하는 것으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용 중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다.
이러한 운용 중 상황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운용 상태 자체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 자체가 간섭하중과 환경하중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기능하중에는 온도하중과 압력하중 등이 포
함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능하중 중에서 온도하중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저 파
이프라인에 작용하는 온도하중은 운용 상태에 따른 주기적인 온도 변화
에 의해 발생한다. 운용 전에는 해저 온도와 같은 온도인 4℃를 유지한
다. 해저 파이프라인이 운용을 시작하면 석유와 같은 60℃ 이상의 유체
가 흐르게 되면서 파이프라인의 온도가 증가한다. 상대적으로 낮은 해저
의 온도 4℃를 고려하면 60℃는 상당히 높은 온도이다. 온도 증가로 인
하여 파이프라인이 축방향으로 팽창하게 된다. 수송이 끝나면 서서히 온
도가 감소하여 다시 4℃로 돌아가게 되고, 파이프라인이 축방향으로 수
- 9 -

축하게 된다. 유체의 수송은 운용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
문에 온도의 변화도 반복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에는
반복온도하중이 작용한다.
파이프라인이 팽창함에 따라 해저면과 맞닿아있는 부분에서 팽창하려
는 힘과 반대로 축방향 지반 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축방향 지반
저항으로 인하여 팽창이 저지되고, 이에 따라 압축력이 작용하게 된다.
파이프라인에 온도하중이 가해지면 축방향으로 식 (1)과 같은 팽창력
이 발생한다.
  ∆

(1)

이 때, 파이프라인이 팽창함에 따라 해저면과 맞닿아있는 부분에서 팽창
하려는 힘과 반대로 축방향 지반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축방향
지반 저항으로 인해 팽창이 저지되고, 이에 따라 압축력이 작용하게 된
다.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파이프라인에 작용하는 압축력도 증가하게 된
다.
그림 5는 파이프라인에 온도하중이 작용했을 때의 force profile
envelop을 나타낸 것이다. 파이프라인의 형상은 대칭이고, 경계조건은 양
단이 모두 자유단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전체에 고르게 온도가 가하였
으며, 온도가 증가하는 heat up 과정과 온도가 감소하는 cool down 과정
으로 온도하중을 모사하였다. 파이프라인의 중앙부에서 최대 유효 축력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는 온도를 가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형상을 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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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온도 변화에 따른 force profile envelope

2.2 온도하중에 의한 횡변위 발생 메커니즘
온도하중이 작용할 때 파이프라인의 횡변위가 발생하는 과정은 그림 6
과 같다. 고온의 유체 수송으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파이프라인이 축방
향으로 팽창하게 되고, 이러한 팽창을 저지하는 지반 저항 때문에 결국
파이프라인에 압축력이 작용한다.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굴곡
(initial imperfection) 때문에 파이프라인에 작용하는 압축력이 모멘트로
전환되며, 그 결과 횡변위가 발생하게 된다. 초기 굴곡은 파이프라인 설
치 중 발생하는 것으로 바람, 파도에 의한 부설선의 움직임이나 평탄하
지 않은 해저면의 굴곡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out-of-straightness가 발생한 것이다(그림 7). 이러한 횡변위 발생은 일
반적인 구조부재의 탄성좌굴과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이유로 다른 문헌들에서는 횡변위 발생 자체를 전체좌굴이라고 표현
하기도 한다(DNV-RP-F1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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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발생 메커니즘

그림 7 파이프라인의 Out-of-straigh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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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 구조부재의 탄성좌굴과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발생은 차이
가 있다. 일반 구조부재의 탄성좌굴 해석은 평형 문제가 아닌 고유치 문
제로 힘-변위 산정이 불가능한 반면, 파이프라인의 경우 횡방향의 지반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횡방향 지반 저항과 모멘트 사이의 힘의 평형에
의해 유한한 횡변위가 결정된다.

2.3 횡변위 제어 방법
횡변위의 발생에 있어서 초기 굴곡의 영향이 매우 크다. 초기 굴곡의
존재가 횡변위 발생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초기 굴곡의 유무, 개수,
심지어는 크기까지 횡변위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설치
시 해양 환경이나, 설치 바지선의 움직임, 설치 지반의 조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굴곡 자체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이로 인
해 발생하는 횡변위의 발생 위치와 크기를 예측하는 것도 어렵다. 또한
초기 굴곡이 없는 구간에서도 불규칙한 횡변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
한 이유로 그림 8 (a)처럼 파이프라인 설치 시 의도적으로 S자 형상으로
배치하거나, 그림 8 (b), (c)와 같이 부분적으로 지반 마찰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횡변위가 발생하는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횡변위를 제어하는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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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nake-lay

Offset

Pitch

(b) sleeper
Sleeper

Sleeper spacing

(c) Buoyancy
Distributed buoyancy

Buckle spacing

그림 8 횡변위 제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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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lay 방법(그림 8 (a))은 파이프라인 설치 시 인위적으로 S자 형
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실제 앵커는 아니지만 앵커의 역할을 하는 가상
앵커가 생기도록 만들어 횡변위를 제어하는 것이다(그림 9). 가상 앵커의
자리는 파이프라인 노선에서 변곡점 위치로, 축력 없이 모멘트만 작용하
기 때문에 앵커처럼 작용한다. 여기서 횡변위 제어 방법은 굴곡의 높이
(A)가 가장 높은 곳에서 먼저 변위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가상
앵커 사이의 간격을 VAS(Virtual Anchor Spacing)이라고 하는데,
snake-lay를 설계할 때 중요한 설계 변수 중 하나이다.
A

가상 앵커
중앙선

(amplitude)

VAS
(Virtual Anchor Spacing)

파이프라인

그림 9 Snake-lay 방법에 의한 가상 앵커

Sleeper 방법(그림 8 (b))은 파이프라인 중간에 콘크리트같이 파이프라
인과의 마찰이 적은 재료를 이용해 sleeper를 만들어 배치하는 것으로
snake-lay 방법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횡변위가 발생하는 위치를 만
드는 것이다. 다른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찰이 작은 sleeper와 맞닿
은 부분에서 변위가 발생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Buoyancy 방법(그림 8
(c))도 sleeper방법과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중간에 부력을 가지는 구조
물을 설치함으로써 지반과의 마찰을 줄여 그 방향으로 횡변위가 생기도
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심해역에 위치한 seabed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이므로 다른
방법에 비해 추가적인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고, 설치 방법이 간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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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lay방법을 사용하였다. Snake-lay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상
앵커간의 간격, 즉 VAS를 정의하고 그 높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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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법을 사용한 횡변위 산정
3.1 해석적 방법에 의한 파이프라인 횡변위 산정
해저 파이프라인에 관한 연구는 최근 해양 플랜트의 발달과 더불어 크
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특히 횡변위 산정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 초기에는 파이프라인과 지반 모델을
매우 단순한 모델로 가정하여 해석적인 방법(analytic method)으로 횡변
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Hobbs, 1981, 1984). 파이프
형상을 직선으로 가정한 매우 이상적인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고유치
해석을 통해 산정된 모드 형상을 바탕으로 하나의 변형 형상만을 가정하
여 적합 조건을 만족시키는 횡변위 발생 구간의 길이와 최대 횡변위 값
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해석적인 방법에서 지반 모델과 변형 형상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Hobbs(1984)는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산정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제안하였다. 파이프라인의 초기 형상은 직선, 온도 변화는 100℃
로 가정하였다. 온도 변화의 경우 파이프라인 전체에 한 번에 가해지도
록 구성하였다. 경계조건은 지반에 의한 마찰만을 고려하였고, 간단하게
쿨롱 마찰로 표현하였다. 축방향 마찰계수와 횡방향 마찰계수는 모두 
로 같다고 가정하였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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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Lateral direction)

x (Axial direction)

그림 10 Hobbs의 해석적 모델

Hobbs가 제안한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식 (2)와 같다.

″         


(2)

여기서 는 축방향 좌표, 는 횡변위이다. 은 강성에 관한 계수로

   로 정의되며  는 온도 팽창에 의한 힘, 는 파이프의 강성이




다. 또한 은 마찰에 대한 계수로   
라고 정의하며 는 쿨롱마찰

계수, 는 파이프의 단위중량이다.
Hobbs가 산정한 횡변위의 경우 파이프라인의 전체 구간의 횡변위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횡변위의 최댓값만 산정하였다. 그 이유는 횡변위의
경우 실험 결과에 따르면 1차 모드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모드의 변형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형형상을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Hobbs의 미분방정식의 해는 변형형상을 산정하는 것
이 아니라 변위의 최댓값만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는 식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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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x   ×    



Hobbs 이후,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그러
나 Hobbs의 연구는 횡변위의 최댓값만을 구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의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Paslay(2010)의 연
구가 그 중 하나이다.
y (Lateral direction)
1
2

x (Axial direction)

그림 11 Paslay의 해석적 모델

Paslay는 변형형상을 그림 11과 같이 3차모드 형상으로 가정하였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방향 변형 형상이 결국에는 무한모드 형상이 될 것
이라는 것은 바뀔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전에 먼저 1차모드 형상과 3
차모드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중 3차모드 형상으로 변형형상을
가정한 이유는 파이프라인에 온도변화를 가했을 때, 3차모드 형상보다 1
차모드 형상이 먼저 발현되기 때문이다(Miles, 1998).
지반저항의 경우에도 Hobbs 모델을 발전시켜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횡방향 지반저항( )과 축방향 지반저항( )을 각각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조금 더 실제에 가까운 지반 저항을 모사하려고 하였다.
이외에 다른 조건들은 Hobbs의 모델과 같다.
Paslay가 제안한 모델의 지배방정식은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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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이 식은 파이프라인의 가운데 부분에 관한 식으로 경계조건은   과

   일 때,   과     에서  축 대칭이다. Paslay의 식에서 위치와

길이에 관한 변수들을 각각 1로 정규화 시킨 후 해를 구하면 식 (5)와
같다.

″ ·     


(     )
정규화 시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식 (6)과 같다.

(5)

 
  
sin·
 
·    cos·     cos·  ·  


 
sin


(     )

(6)

같은 방법으로 그림 11의 파이프라인 양 옆의 변형형상도 구할 수 있
다. 그림 12는 미분방정식의 해를 바탕으로 변형형상을 도시한 것으로
변형 후의 파이프형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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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aslay의 변형형상
( =129.4m, ∆=24.60℃,  =0.159,  =1.136)




3.2 유한요소법에 의한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산정
3.2.1 파이프라인의 수치적 해석 방법
해석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분방정식 풀이에 의한 해석적 방법뿐만 아
니라 수치적 방법에 의한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산정연구도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해석적 방법과 수치적 방법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수치적 방법은 유한요소 해석법을 이용한 것으로 굴곡이 있는 파이프라
인에도 적용할 수 있어 실제에 가까운 파이프라인 모델을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초기 굴곡도 적용할 수 있고 지반 저항도 마찰계수에 의한 단
순 저항모델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것을 이용할 수 있다. 해석 결과
역시 횡변위 산정뿐만 아니라 국부적인 변위도 산정할 수 있어 정밀 해
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는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수치 모델을 간단하게 정의하
여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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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해저 파이프라인 해석 방법

Analytic Model
Analysis Eigenvalue analysis
method
model
Pipelines model Ideal
(straight pipelines)
Soil model Simple resistance
Deflected shape Global
buckling mode shape

Numerical Model
Finite element analysis
Realistic model
(curved pipelines)
Complex resistance
Global / Local buckling
mode shape

3.2.2 파이프라인 수치 해석 모델

그림 13 3D 파이프 요소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하기 위해 수치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온도에 따른 재료의 비선형성을 적용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해석 프로그
램인 ABAQUS 6.10.1을 사용했다. 모델링을 위해서 기존 연구를 참고하
여 그림 13과 같이 3D 파이프요소(PIPE31)를 사용하였다(양승호 등,
2010). 3D파이프요소는 3D 빔요소와 같은 거동을 보이는 요소로, 후프
응력에 의한 단면 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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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라인의 횡변위 산정에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빔거동을 보이는
요소로 가정함으로써 국부적인 변형보다는 파이프라인의 전체적인 변형
에 초점을 두었다.
파이프요소는 뼈대 요소로 구성되어 절점와 요소로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절점에 축방향 지반저항과 횡방향 지반저항을 연결하여 전체 해
석 모델을 구성하였다. 축방향 지반저항과 횡방향 지반저항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는 모델로 구성함으로써 지반을 실제와 유사하도록 모델링하
였다.

3.2.2 축방향 지반 저항 모델
해저 파이프라인과 지반 사이의 축방향 저항은 파이프라인의 축방향
팽창을 저지하는 마찰력으로 존재한다. 지반 실측 결과에 따르면 아래의
그래프처럼 지반 저항이 결정된다. 지반 저항은 지반의 상태에 따라 다
양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그림 14).
먼저 지반의 연성이 큰 경우,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축방향 저항이 일
정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변위가 되면 변위가 증가하여도 더
이상 지반 저항이 증가하지 않는 이선형(bilinear) 특성을 갖는다. 이때의
변위를 mobilization displacement라고 한다. 그리고 지반의 연성보다 취
성이 큰 경우, 마찬가지로 mobilization displacement에 도달할 때까지는
변위와 저항이 비례하지만, 저항의 증가 정도가 훨씬 크다. 그러나
mobilization displacement 이상의 변위가 발생하게 되면 저항이 점차 줄
어 다시 연성을 가질 때의 지반과 같은 축방향 저항 값을 갖는다. 이때
의 저항 값을 residual resistance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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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지반 특성에 따른 축방향 지반 저항(SAFEBUCK JIP, 2008)

파이프라인의 축방향 운동이 천천히 발생하는 경우, 전혀 다른 저항
특성을 보인다. 과잉 간극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mobilization
displacement 이후에도 저항이 계속해서 증가해 residual resistance가 다
른 결과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반의 축방향 저항은 지반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
나, 공통적으로 약간의 탄성 구간과 이후 소성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경계는 mobilization displacement 발생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
나 mobilization displacement는 발생하는 축방향 변위에 비해 매우 작
다. 따라서 복잡한 실측결과를 그대로 쓰는 것 대신 식 (7)처럼 간단한
쿨롱마찰모델을 사용하여도 그 차이는 크지 않다(SAFEBUCK JIP,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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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쿨롱 마찰 모델은 마찰계수 와 무게 의 곱으로 표현된다. 비록 쿨롱
마찰 모델에서는 탄성 구간은 모사할 수 없지만, 탄성 구간이 매우 짧아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를 위해 간단한 쿨롱
마찰 모델을 사용하였다.

3.2.3 횡방향 지반 저항 모델
횡방향 지반 저항도 축방향과 마찬가지로 마찰력의 형태로 발생한다.
파이프라인의 횡방향 운동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마찰 저항이 존재하며,
본 연구의 목적인 횡변위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지반의
횡방향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 Cheuk와 Bolton(2006, 2007)은 센트리퓨지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모델 파이프를 횡방향으로 움직인 후, 그때 발생하
는 횡방향 지반 저항을 측정한 것으로 파이프라인의 운용 특성에 따라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었다.
첫 번째 움직임에서 나타난 지반 저항은 축방향 저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느 정도의 변위가 발생할 때까지는 탄성 구간이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는 소성 구간이 나타났다. 그림 15에서 A라고 표시된 곳이 탄
성 구간과 소성 구간의 경계로 mobilization displacement가 발생한 곳이
이고, B라고 표시된 곳이 residual resistance가 유지되는 곳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탄성 구간의 길이가 축방향 저항보다 길고, 횡방향 운
동에 의해 발생하는 모래턱에 의한 저항 증가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횡방향 지반 저항을 구성할 때 간단한 쿨롱 마찰을 사용하는 것
으로는 그 특성들을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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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그림 15 지반과 파이프라인 사이의 횡방향 마찰 저항
(Cheuk, C.Y. and White, D.J., 2008)

횡방향 운동에 의한 모래턱 효과는 축방향 지반 저항과 횡방향 지반
저항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모래턱이란 그림 16에 나타낸 것과 같
이 파이프라인의 움직임에 따라 지반의 흙이 밀려 쌓이는 현상으로 지반
의 저항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움직임이 반복됨에
따라 모래턱이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그 값이 일정하지 않고, 이미 발생
한 모래턱이 붕괴될 수도 있으며, 그 붕괴시점이 매우 불확실하다. 이러
한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 모래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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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AFEBUCK JIP, 2008).

그림 16 반복 운동에 따른 모래턱 발생
(Yu, S. and Konul, I., 2007)

최근 모래턱 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횡방향 지반 저항을 단순한 쿨롱 마찰 모델로 정의하여 해석하고 있다
(양승호 등,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방향 지반 저항을 마찰 모델
이 아닌 비선형 스프링 모델로 정의하였다. 탄성과 소성 구간을 명확하
게 구분하였고, 반복 하중에 의한 모래턱 효과도 적용하였다. 반복 횟수
에 따른 변화를 간단한 사이클로 표현하였다. 횡방향 지반 저항 모델은
Cheuk과 White의 실험 결과(2006, 2007)에 따라 그림 17처럼
Mobilization displacement는 0.6cm, residual resistance는 2600kN/m을
적용하였다. 또한 파이프라인의 횡변위가 6m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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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모래턱에 의한 운동 제한 효과를 모사하였다.

횡방향 저항 (kN/m)

축방향 저항
4000
2000
0
0

2

4

6

-2000
-4000

횡방향 변위 (m)

그림 17 지반과 파이프라인 사이의 횡방향 저항
(Mobilization displacement = 0.6cm, residual resistance = 2600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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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해석 예제
4.1 유한요소 해석 모델
이 연구에서는 축방향 마찰 저항 모델과 횡방향 탄소성 저항 모델이
온도 하중을 받을 때 해저 파이프라인 횡변위 산정하는 경우 잘 구현되
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모델은 앞서 3
장에서 정의한 파이프라임 모델과 축방향 지반 저항모델, 횡방향 지반
저항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18 파이프라인 해석 모델

파이프라인의 재료는 API 5L X52를 사용하였다. 고온이 작용하는 파
이프라인에 주로 이용되는 재료로, 최대 400℃까지 견딜 수 있다. 일반
강종 SS400과 비슷한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온도하중을 적
용함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 변하는 재료비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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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였다.

그림 19 API 5L 52X 파이프

온도 (℃)
밀도
( )
탄성계수
()
포아송비
팽창계수
( ℃)

20

100

300

400

7840





200

212

207

200

193

185

0.284

0.287

0.291

0.295

0.299

기준

12

13

13

14

표 3 API 5L 52X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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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온도 상승에 따른 축방향 압축력의 변화
구성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해석 예제를 구성하였다. 먼저 온도 상승
에 따른 축방향 압축력의 변화를 통해 축방향 지반 저항 모델이 잘 거동
하는지 확인하였다. 파이프라인의 단면 제원은 직경 323.9mm, 두께
27mm, 길이 1km이며, 초기 굴곡은 고려하지 않은 직선 파이프라인이다.
온도 변화는 최대 100℃까지 적용하였다. 온도 상승에 따른 축방향 압축
력의 변화를 산정하기 위한 모델이므로, 다른 경계조건 없이 마찰력에
의해서만 저항하도록 파이프라인 모델을 구성하였다.

P(x)
f(x)

Free end

그림 20 파이프라인의 자유물체도

그림 20에 보인 것과 같이 자유물체도를 통해 압축력과 마찰력 사이의
평형방정식을 유도하면 식 (8)과 같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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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기서 는 파이프라인과 지반 사이의 마찰계수, 
은 단위 길이당 무

게, 는 자유단으로부터의 거리를 의미한다. 파이프라인의 양 끝은 자유
단이기 때문에 반력이 작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압축력과 마찰력만이 평
형을 유지한다. 축방향 지반 저항은 쿨롱 마찰 모델로 구성하였기 때문
에 마찰계수와 무게 사이의 곱으로 마찰력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압
축력은 마찰계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압축력은 온도 상승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를 완전히 막는 힘인
 보다는 클 수가 없다.  는 온도와 재료 성질에 의해 결정되는
힘으로 식 (9)와 같다. 이 값은 온도에 비례하며, 열팽창 계수 와 축강
성 에도 비례한다.
max

max

(9)

max  ∆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는 상용 프로그
램인 ABAQUS Explicit 6.10-1을 이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검증 항목은
마찰계수에 따른 압축력의 변화와 온도 변화에 따른 압축력의 변화이다.
먼저, 마찰계수에 따른 압축력을 확인하기위해 온도 변화를 100℃에
고정하고, 마찰계수를 0.1, 0.3, 0.6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
하였다. 해석 결과 그림 21처럼 마찰계수의 증가에 따라 압축력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식을 보면 와 은 상수이기 때문에
마찰계수 가 기울기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압축력을
도시한 결과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
상 압축력이 증가하지 않는 것도 검증되었다.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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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에 따른 압축력을 확인하기 위해 마찰계수를 0.6에 고정시키
고, 온도를 20, 40, 60, 80, 100℃의 5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
하였다. 그림 22와 같이 온도 증가에 따라  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온도 변화에 따른 지반 저항이 잘 모사되었다고 할 수 있다.
max

그림 21 마찰계수에 따른 압축력 변화

그림 22 온도 변화에 따른 압축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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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반복하중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파이프라인과 지반 사이의 횡방향 저항의 검증을 위해 이번 예제를 구
성하였다. 특히 횡저항의 경우 반복적인 움직임에 따른 영향이 크기 때
문에 반복하중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파이프라인은 운용 상태에 따라
반복온도하중이 작용한다. 반복온도하중은 운용 전, 운용 중, 운용 후의
세 단계가 한 주기로 파이프라인의 생애주기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다.
파이프라인이 운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해저면과 같은 온도인 4℃를 유
지하다가 운용을 시작하면 고온의 수용 유체에 의해 온도가 증가하게 된
다. Seabed 파이프라인의 경우 물과 직접적으로 닿아있기 때문에 다른
파이프라인에 비해 온도가 급격히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동
해 가스원전의 경우 약 90℃까지 온도가 증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
금 더 급격한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 100℃의 온도 증가를 적용하였다.
파이프라인은 끊임없이 유체를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스케쥴에
따라 가동을 멈추기도 한다. 따라서 운용이 종료되면 수송 중단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다시 처음 온도인 4℃까지 떨어진다.
해석 시 사용한 파이프라인의 제원은 앞선 예제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
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또한 횡변위 발생을 위해 초기 굴곡을 고려하였
다. 온도 변화는 100℃를 적용하였고 그림 23과 같이 총 3 주기의 온도
변화를 온도하중으로 구성하였다. 지반의 횡방향 저항의 경우 탄소성 스
프링 모델을 이용하여 반복 하중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였다.
구성된 모델을 바탕으로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해보았다. 각 주
기별로 온도 증가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heatup과 온도 감소 후의 상태
를 나타내는 cooldown,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총 3
주기를 적용하였으므로 각각의 단계는 heatup1, cooldown1, heatu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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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down2, heatup3, cooldown3, 6단계에 대하여 횡변위를 산정한 결과
그림 24와 같은 변형형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스케일의 문제로 아래의
그래프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heatup1, heatup2, heatup3에 대하여 파이프
라인이 가운데 지점의 횡변위를 산정하였다(그림 25). 주기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변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반의 탄소
성 거동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반의 횡방향 저항이 잘 반
영된 것이다. 모래턱에 의한 지반 저항도 고려하였으나, 모래턱 발생까지
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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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150
100
50
0
0

1

2

3

Cycles

그림 23 파이프라인에 작용하는 반복온도하중
60
50

초기형상
HeatUP1
CoolDown1
HeatUp2
CoolDown2
HeatUp3
CoolDown3

40
30
20
10
0
0

200

400

600

800

1000

중앙점의 횡방향
변위 (m)

그림 24 반복온도하중에 의한 파이프라인의 변형 형상
5.65
5.60
5.55
5.50
5.45
HeatUP1

HeatUp2

그림 25 온도 증가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중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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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Up3

5. Snake-lay 적용에 따른 횡변위 분석
5.1 파이프라인 횡변위 발생의 불규칙성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횡방향 변위로 인한 파이프라인의 일체성(integrity)의 파괴 때
문이다. 파이프라인의 목적은 유체 수송에 있기 때문에 일체성을 유지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온도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횡변위는 크기뿐만
아니라 발생 위치까지 불규칙성이 커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설치 중 발생하는 초기 굴곡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위치에 예상할 수
없는 높이를 가지고 발생하며, 파이프라인의 횡변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초기 굴곡은 식 (10)과 같이 굴곡이 발생한 구간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로 정의되고, 이것이 초기 굴곡의 핵심 설계 요소이다.

 



(10)

그림 26 초기 굴곡

초기 굴곡의 크기 는 Sriskandarajah(1999)의 연구에 의하면 0.003 ~
0.01의 비를 가지며, 위치는 아직 명확한 연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 37 -

따라서 초기 굴곡의 크기는   ,   로 의 최대 값인 0.01을
사용하였고, 발생 위치는 불규칙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해석
케이스를 구성하여 해석 모델을 정의하였다. 각각의 위치는 1/4, 2/4, 3/4
지점이고, 초기 굴곡의 개수는 1, 2, 3개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다.


Case1

0

Case2

250

500

750

1000

0

Case3

0

250

500

750

1000

250

500

750

1000

Case4

250

500

750

1000

250

500

750

1000

0

Case5

0

그림 27 초기 굴곡 해석 케이스 ( = 70m,  = 0.7m)


다양한 초기 굴곡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그림 28과 같이 초기
굴곡의 위치와 개수에 따라 매우 불규칙한 변형 형상이 나타났다. 심지
어 초기 굴곡이 위치하지 않은 직선 구간에서도 불규칙한 변형 형상이
나타났다.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위치도 다르고, 그 크기도 매우 불규칙
하다. 각 케이스별로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최댓값만 비교해보면 최
대 변위의 값과 최대 응력의 값은 케이스 마다 비슷하지만 최대 변위의
발생 위치가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결함의 차이가 파이프
라인의 변형 형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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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초기 굴곡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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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초기 굴곡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최대 변위 및 발생 위치

Case
1
최대 변위() 1.998
발생 위치() 950
최대 응력() 37.511

2
1.625
830
37.743

3
1.670
50
29.870

4
1.870
530
38.455

5
1.771
200
35.990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초기 굴곡을 가지더라도 일정한 변형 형상이 나
타나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변형 형상을 유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파이프라인 설치 시 의도적으로 S자 형상으로 설치
하는 snake-lay방법과 중간 중간에 콘크리트 슬리퍼나 부력을 가진 구
조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횡변위가 발생하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변형
형상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seabed 파이프라인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snake-lay 방법을 이용하여 변형형상을 제어하고
자 하였다.

5.2 Snake-lay의 적용
Snake-lay 방법이란 파이프라인에 발생하는 횡변위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때 의도적으로 S자 형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상으로 인해 실제 앵커는 아니지만 앵커의 역할을 하
는 가상 앵커가 생기게 되고, 그 부분이 고정되면서 변형 형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에서 중요한 설계 인자가 바로 가상 앵커 사이의
간격, VAS(Virtual Anchor Spacing)와 굴곡의 높이 A이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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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lay에 대한 명확한 설계기준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엔지니어의
판단에 의해 설계되고 있다. 경험적으로 A/VAS를 5%정도 사용하고 있
다.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유도하기 위해 1km의 파이프라인에 3개의 가
상앵커가 존재하도록 snake-lay를 설계하였다. 가상 앵커 사이의 간격은
500m, 굴곡의 높이는 25m로 정의함으로써 5%를 만족시켰다. 앞서 정의
한 초기 굴곡 모델 5개에 각각 snake-lay를 적용하였다.
25

A
0
0

VAS

500

1000

-25

그림 29 Snake-lay

Snake-lay 방법을 적용한 결과, 그림 30처럼 유도한 방향으로 횡변위
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도한 가상 앵커의 위치도 거의
변하지 않았고, 변형 형상도 snake-lay 형상과 거의 비슷했다. 또한 최대
변위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곳에서 최대 변위가 발생하였다.
Snake-lay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할 수 있다. 각 케이스별로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최댓값만 비교해보면 최대 변위의 값과 최대 응력의
값 뿐만 아니라 최대 변위의 발생 위치도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
서 snake-lay를 적용하면 초기 결함의 차이가 파이프라인의 변형 형상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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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Snake-lay를 적용한 파이프라인의 변형 형상
표 5 Snake-lay를 적용한 파이프라인의 최대 변위 및 발생 위치

Case
1
최대 변위() 2.929
발생 위치() 760
최대 응력() 16.827

2
2.869
250
18.868

3
2.721
760
17.995

4
2.795
250
24.724

5
2.139
230
20.039

각 케이스별로 snake-lay 방법을 적용하기 전후의 최대 응력을 비교해
보면 적용 후에 최대 응력이 반으로 줄어들었다(그림 31). 또한 최대 응
력이 나타나는 지점을 확인해 본 결과, 5가지 케이스 모두 가상 앵커가
자리 잡은 곳에서 발생했다(그림 32). 따라서 snake-lay를 적용함으로써
변위가 발생하는 위치를 제어하여 형상의 균질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력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 42 -

그림 31 Snake-lay 적용 전후의 최대 응력

그림 32 파이프라인의 축응력 분포 (Case 2, Snake-lay 적용 후)

5.3 Snake-lay 설계를 위한 매개변수 분석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 시 snake-lay의 효과가 확실한데 비해 아직 이
에 대한 설계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설계 시 가상 앵커 간
의 간격, VAS와 굴곡의 높이, A를 정한 후 사용한다. 보통 A/VA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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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도가 되도록 그 값을 정한다. 그러나 이 값은 명확한 설계 기준이
아니라 엔지이너의 판단에 의해 사용되는 값이다. 따라서 snake-lay 방
법의 핵심 요소인 VAS와 A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을 통해 snake-lay
설계 기준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Snake-lay의 형상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VAS와 A이다. 보
통 VAS가 클수록, A가 작을수록, 즉 A/VAS가 작을수록 횡변위의 발생
위치가 불규칙해 진다. 최적 A/VAS를 찾기 위해 앞서 정의한 초기 굴
곡 2번 케이스 모델의 A/VAS 값을 변화시켜 분석해보았다. 먼저 굴곡
높이 변화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VAS를 500m로 고정시키고, A
를 50, 10, 15, 20, 25m로 변화시켜보았다. 각각의 케이스에 대하여 변형
형상을 비교해 초기 굴곡에 관계없이 일체성를 유지하는 A/VAS의 값을
알아보았다.
490

0

250

500

580

750

Initial imperfection (1%)

1000

그림 33 해석 모델

예상대로 A가 25m인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의 integrity에 영향이 없이
형상이 매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20m와 15m도 마찬가
지로 A/VAS의 값을 5%로 사용하는 것이 과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A를 10m로 줄이자 510m 지점에서 약간의 굴곡이 발생하여 파이
프라인의 integrity가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5m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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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ke-lay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불규칙한 형상이
나타났다. VAS에 비해 A가 너무 작아 snake-lay가 제 기능을 하지 못
한 상태가 된 것이다. Integrity가 무너지기 시작한 지점은 초기 굴곡이
위치한 곳으로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발생에 있어서 초기 굴곡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45 -

그림 34 Snake-lay 높이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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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S가 2% 이하가 되면 snake-lay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초기
굴곡에 따라 불규칙한 횡변위가 발생한다. 검증을 위해 다른 초기 굴곡
을 가진 모델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전 해석 모델과 마찬가지로 A/VAS가 2% (A=10m)가 되자 파이프라
인의 integrity가 무너지면서 snake-lay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VAS가 500m인 경우, 10m 이상의 높이를 갖도록 snake-lay를 설
계해야 한다.
Snake-lay 적용 유무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거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Snake-lay 미적용시, 초기 굴곡에 따라 횡변위가 발생하는 위치 및 크기
가 불규칙하게 발생하였다. Snake-lay방법을 적용한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는 불확실성이 강한 초기 굴곡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변형 형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매개변수로 snake-lay의 높이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한 결과 굴곡 높이와 가상앵커간의 간격의 비, A/VAS가 2% 이
상이면 일체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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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반 저항 모델과 운용상태에 따른 반복온도하중이 작
용하는 seabed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산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횡변
위 제어를 위한 snake-lay 방법을 적용하여 파이프라인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해저 파이프라인에 발생하는 온도하중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파
이프라인의 변형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온도하중은 파이프라인의 운용
상태를 반영하여 온도 증가와 온도 감소를 반복하는 반복온도하중으로
정의하였다. 파이프라인에 온도하중이 작용하면 파이프라인이 팽창하게
되고, 팽창력과 반대 방향으로 축방향 지반 저항이 발생한다. 이러한 축
방향 지반 저항 때문에 팽창이 저지되고, 이에 따라 파이프라인에 압축
력이 작용하게 된다. 설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굴곡으로 인해 압축
력이 모멘트로 전환되고, 그 결과 횡방향 변위가 발생한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에 대한 기존 연구 중 고유치 해석에
의한 해석적 방법의 경우 완전한 직선의 형태를 띈 파이프라인과 단순한
쿨롱 마찰 모델을 적용한 지반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이상적인 파이프라
인에 대한 해석만 가능했다. 이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수치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완전한 직선이 아닌 파이프라인과 단순한 쿨롱 마
찰 모델이 아닌 지반 저항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었다. 지반 저항 모델
구성 시 축방향 지반 저항의 경우 움직임에 대한 영향이 적어 쿨롱 마찰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횡방향 지반 저항의 경우 파이프라인의 운동
에 따라 지반 저항이 변하기 때문에 탄소성 스프링 모델을 적용하여 실
제 지반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도록 하였다.
해석 예제를 통해 제안한 해석 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직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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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라인에 축방향 지반 저항만을 적용하여 온도하중을 준 모델을 구성
하였다. 온도 상승에 따른 축방향 압축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파이프
라인에 축방향 지반 저항이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 굴곡을 가진 파이프라인에 반복온도하중을 가하여 횡방향 변위가
생기도록 하였다. 반복적인 하중을 적용하여 각 단계마다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하중이 반복될수록 파이프라인의 횡변위
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탄소성 횡방향 지반 저항의 효과가 적절
히 모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파이프라인의 횡변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인 초기 굴곡의이 횡
변위에 끼치는 효과는 검토하였다. 초기 굴곡은 그 자체가 매우 큰 불확
실성을 가지고 있어 설계 시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5가
지의 다양한 초기 굴곡 모델을 구성하여 이에 따른 파이프라인의 변형
형상을 분석하였다. 초기 굴곡에 따라 파이프라인의 변형 형상은 매우
불규칙하게 발생했다. 횡변위가 발생하는 위치는 물론 크기가 모두 다르
게 나타났으며, 초기 굴곡이 없는 직선 구간에서도 횡변위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이프라인의 횡변위가 발생하는 위치와 크기를 제어하기 위해서
snake-lay 방법을 이용해 온도하중에 의한 변형 형상을 유도하였다.
Snake-lay 방법은 파이프라인 설치 시 의도적으로 S자 형상으로 파이프
라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상 앵커를 발생시켜 횡변위가 일어나는 지점
을 지정할 수 있다. Snake-lay를 적용함으로써 불규칙한 변형 형상 대신
S자 형상을 유지하는 변형 형상이 나타남으로써 파이프라인의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응력도 감소하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snake-lay 방법은 아직 명확한 설계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들의
이 연구에서는 snake-lay의 중요 설계 변수인 가상앵커 간격인 VA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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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 높이인 A에 대한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1km 파이프라인에
대하여 가상 앵커 3개를 배치함으로써 VAS를 500m로 고정하고 A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1km 파이프라인 예제의 경우
A/VAS가 2% 이상이면 초기 굴곡에 관계없이 일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같이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반복온도하중이 작용하는 해저
파이프라인의 횡변위를 산정하였다. 또한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변위를
제어하기 위해 snake-lay 방법을 적용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Snake-lay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설치 중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굴곡의 영향을 줄이
고 변형 후 형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해저 파이프라인의
snake-lay 연구의 기초 연구로써 매우 한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2%라는 비율은 VAS가 500m 일 때, 파이프라인의 길이가 1km일 때를
한정하여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이것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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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ateral Displacement Estimation
of Heated Seabed Pipelines
Shin, Yukyung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represented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o estimate the
lateral displacement of heated seabed pipelines. Also,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by applying the snake-lay method to control
the lateral displacements that occurred irregularly.
It investigated the mechanism of the lateral displacement occurred
by axial force due to thermal load, and then estimated the lateral
displacements of the seabed pipelines through a finite element
analysis. Thermal load was represented as load model having cycl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operation schedule of pipelines. Pipeline
was used the model with the initial imperfection. In addition, soil
resistance applied Coulomb friction model in the axial direction and
the elasto-plastic spring model in the lateral direction. In cas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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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resistance, the advanced model was used to consider soil berm
effect occurred by cyclic lateral movement of pipelines.
Pipelines with initial imperfection had very irregular deformed
shapes. In order to control irregular shapes, the snake-lay method
was used. Through numerical examples, analysis of pipeline behaviors
was conducted resulting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nake-lay. To
find the optimal shape of snake-lay, the design parametric study
about the virtual anchor spacing and the curved height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analysis of pipelines with snake-lay, the uniform
deformation geometry was obtained and stress reduction effects were
also gained. In this study, the parametric study of curved height
was performed while virtual anchor spacing was fixed. The ratio of
the curved height to the virtual anchor spacing was more than 2%,
and then the integrity of pipelines was maintained regardless of the
initial imperfection.
Keywords : Seabed Pipelines, Thermal Load, Lateral
Displacement, Soil Resistance, Snake-lay, Parametric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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