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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minant incidents category for onshore and offshore natural gas transmission pipelines in the world 

is associated with outside forces. Incidents in the outside forces category embrace acts of nature, which 

typically cause widespread structural damage, as well as act of man, whose effects tend to cause dents and/or 

gouges localized at point of contact that are referred to as mechanical damage. Therefore, these damage types

must be better addressed to avoid unnecessary and costly repairs and the possibility of catastrophic events. 

First of all, the characterizing features of mechanical damage in gas pipelines were evaluated by using of 

excavator or boring machine. There is no reliable method for evaluating the safe operating pressure of 

pipeline affected by mechanical damage.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evaluate the remaining strength of 

damaged pipelines due to outside force. Therefore, the full scale burst 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remaining strength of pipe with mechanical damage that combines a dent and a gouge. This paper is 

supposed to provide information that will assist in developing a criterion to assess serviceability in pipelines 

with mechanic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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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doutside = measured maximum depth at the outside 

surface of the damaged pipe [mm]

ddent = measured maximum dent depth of the 

damaged area [mm]

dactual = actual damaged depth (doutside - ddent) [mm]

Pf = burst pressure of corroded pipe [MPa]

t = nominal wall thickness of the pipe [mm]

D = nominal outside diameter of the pipe [mm]

σSMYS = specified minimum yield strength of the 

pipe [MPa]

d = measured maximum depth of the corroded 

area [mm]

L = measured longitudinal extent of the corroded 

area or mechanical damaged area [mm]

1. 서 론

가스배관은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포함하

여 설계되어 있지만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은 부

식, 타공사 등에 의한 외력, 재료결함, 건설결함, 

지반침하 및 이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 및 

파괴될 수 있다. 여러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스배

관은 외부장비에 인하여 가장 많이 파손되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1)

 외부장비에 의한 매설 가스배

관 손상은 일반적으로 굴착기의 버킷과 브레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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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천공작업시 사용되는 바이트 등이 배관과 접촉

하여 국부적으로 발생한다.

외부장비로 인하여 배관에 덴트, 가우지 혹은 

덴트와 가우지가 혼재하는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에 대하여 배관의 계속 사용, 보수 혹은 교체에 

대한 기준은 해외 규격에서 제시하고 있다.
2-4)

 그

러나 이러한 규격이 제시하는 기준은 공학적인 평

가 기준이 아니라 보수 혹은 교체를 요하는 덴트

와 가우지 깊이에 대한 최대값 만을 규정하고 있

으며 규격마다 서로 상이한 값들을 제시하고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외부장비 손상배관에 대하

여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석유 및 가스배관을 

운용하는 해외 회사들과 연구기관들은 실크기 배

관 파열시험과 유한요소해석을 토대로 많은 연구

가 수행되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공학적 방안을 

제시 않고 있으며 단지 각 회사들이 자체적인 노

하우로만 간직하고 있는 상태이다.
5-11)

 즉, 외부장

비 손상배관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술은 아직까

지 미흡한 상태로 가스배관이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학적인 평

가법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가스회사들

이 사용하는 배관재료 및 사용 환경이 다르며 배

관운용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배관의 안전성을 결

정하는 데 정확한 이해 및 평가 없이 외국 연구 

결과만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보수

적이거나 때때로 비보수적이여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배관이 외부장비의 작용시간에 따라 어떠한 형태

와 깊이로 손상되는 지를 평가하였다. 이는 외부장

비에 의해 발생 가능한 가스배관 손상유형을 정확

히 파악하여야만 적절한 평가 방안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부장비로 인하여 손상된 배

관의 잔류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스배관에 가

장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추기를 사용하여 손상

배관을 제작하여 실배관 파열시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API 5L X65등급의 외경 760 mm, 두께 17.5 mm 

배관을 사용하여 배관 손상유형 및 손상배관의 잔

류강도를 평가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외부 장비는 

Fig. 1과 같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배관에 

가장 빈번하게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시추기

(공압 24 bar)와 굴삭기(VOLVO EW55B, 운전중

량 5.5 ton)이다. 시추기는 Fig. 2와 같은 바이트를 

사용하여 지하수 개발 시 토양 천공작업을 하는 중

장비이다. 실험에 사용된 바이트의 직경은 152.4 mm

와 203.2 mm이였다. 바이트는 공압에 의해 상하 

직선운동과 회전운동을 한다. 굴삭기를 사용하여 가

스배관에 발생 가능한 손상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레이커와 버킷을 사

용하였다. 브레이크와 버킷은 유압에 의해 상하 직

선운동을 한다.

시추기 바이트에 의해 손상된 배관의 파열압력

을 평가하기 위해 두 종류의 바이트에 의해 손상

된 4개의 배관을 사용하여 실배관 파열시험을 실

시하였다. 실배관 파열시험을 위해 손상배관의 양

(a)   (b)

Fig. 1 Heavy equipments used in this study: (a) 

boring machine and (b) excavator

Fig. 2 The bite of the boring machine

(a)   (b)

Fig. 3 (a) Breaker and (b) bucket of the excav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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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은 경판을 용접하여 기밀을 유지하였으며 물을 

사용하여 배관이 파열될 때까지 압력을 증가시켰

다.

3. 실험결과

3.1 외부장비에 의한 배관의 손상유형 평가

Fig. 4는 시추기를 사용하여 바이트 직경 및 작

용시간에 따른 배관 손상형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추기 바이트에 의해 발생하는 손상 형태

는 바이트의 회전운동으로 원형 형상의 손상을 발

생시키며 바이트의 직선운동으로 배관 잔류두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는 시추기 손

상배관의 손상시간에 따른 손상깊이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며, 손상깊이는 배관 외부표면에서 측정

한 값이다. 각각의 바이트 직경에서 작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손상깊이는 증가하며, 바이트 직경

이 작은 경우가 큰 경우 보다 동일한 시간 손상을 

가했을 때 손상깊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굴삭기 브레이커와 버킷에 의한 손상 

형태이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굴삭기 브

레이커를 사용하여 600초 동안 타격을 가한 경우 

(a)   (b)

(c)   (d)

Fig. 4 The damage type with the diameter of the 

bite and applied time by the boring machine: 

(a) 152.4 mm (diameter of the bite), 75 sec 

(applied time), (b) 152.4 mm, 1,200 sec, (c) 

203.2 mm, 240 sec and (d) 203.2 mm, 1,200 

sec

가스배관 외부표면에는 2 mm 깊이의 손상이 발생

하였다. Fig. 6(b)는 굴삭기 버킷을 사용하여 100

회 동안 타격을 가한 경우 배관 표면에 약 1 mm 

정도 깊이의 손상을 발생시켰다. 굴삭기 브레이커

와 버킷에 의한 손상유형은 배관의 잔류두께를 조

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덴트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장비에 의한 손상 유형 평가로부터 가스배

Fig. 5 The variation of damaged depth with applied 

time and bite diameter of the boring machine

(a)

(b)

Fig. 6 The damage type by the excavator: (a) 

breaker and (b)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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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가장 큰 손상깊이를 줄 수 있는 것은 시추기 

바이트이며, 굴삭기 브레이커와 버킷은 가스배관

에 큰 손상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외부장비 손상배관에 대한 실배관 파열

시험

실배관 파열시험에는 152.4 mm와 203.2mm 직

경의 시추기 바이트에 의해 손상된 4개의 배관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실배관 파열시험편에 대하여 외부 및 내

(a)

(b)

(c)

(d)

Fig. 7 The outside and inside surface of the 

damaged pipelines by boring machine: (a) 

B06-0075, (b) B06-0360, (c) B06-1200 and 

(d) B08-1200

(a)

(b)

(c)

(d)

Fig. 8 Depth profiles of the damaged pipelines: 

(a) B06-0075, (b) B06-0360, (c) B06-1200 

and (d) B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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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표면의 형상을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실배관 파열시험편 번호, “B06-0075”에서 “B”는 바

이트, “06”은 시추기 바이트의 직경 (6인치), “0075”

는 시추기 바이트를 사용하여 배관에 손상을 가한 

시간을 의미한다. 배관 축방향으로 손상부의 중심

을 지나며 배관 외부와 내부표면의 형상 측정 결

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7과 Fig. 8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가스배관이 시추기 바이트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되면 배관의 두께 감소뿐 만 아니라 

배관의 곡률이 변화하는 가우지와 덴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결함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시추기 바

이트의 작용시간에 따라 배관두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배관의 곡률을 변화시키는 덴트 깊이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7과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우지와 

덴트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결함은 덴트가 발생

하기 때문에 배관두께가 배관 외부 표면에서 측정

한 겉보기 결함깊이 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실배관 파열시험에 사용된 시추기 손상배관의 외

부표면에서 Fig. 9와 같이 측정한 최대 겉보기 손

상깊이 (doutside), 최대 덴트깊이 (ddent) 및 덴트깊이

를 고려한 최대 실제 손상깊이 (dactual)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9 Damaged sizes of the damaged pipelines

Table 1 The maximum damaged sizes of the full 

scale burst test specimens

No L (mm) doutside (mm) ddent (mm) dactual (mm)

B06-0075 274 5.6 2.0 3.6

B06-0360 230 10.5 4.6 5.9

B06-1200 216 15.5 9.0 6.5

B08-1200 307 7.0 3.1 3.9

시추기 손상배관의 실배관 파열시험 결과와 ASME 

B31G 기준으로 계산한 파열압력을 Fig. 10에 나타

내었다.
12)

 동일한 직경의 시추기 바이트를 사용하

여 손상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파열압력은 감소하

며, 동일한 시간 손상을 가했을 때 시추기 바이트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파열압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우지와 덴트가 동시에 존재하는 손

상배관에 대하여 파열압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아

직 개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배관이 

부식되어 두께 감소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파열

압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한 연구에 의해 개발

되어 있으며 이들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ASME B31G이다. ASME B31G에서 부식길이가 

보다 작은 경우 다음 식을 사용하여 부식

배관의 파열압력을 계산한다.

  












 






 



 (1)

Fig. 10에는 ASME B31G 평가식에 겉보기 손

상깊이 및 실제 손상깊이를 대입하여 계산한 파열

압력 값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겉보기 손상깊이 혹

은 실제 손상깊이를 대입하는가에 무관하게 ASME 

B31G 평가식으로 계산한 파열압력은 실제 파열압

력보다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겉보기 손상깊이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것 보

다는 실제 손상깊이를 사용하여 파열압력을 계산

Fig. 10 Burst test results and calculated burst 

pressures of the damaged pip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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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1 After burst test of the damaged pipelines; 

(a) B06-0075, (b) B06-0360, (c) B06-1200 

and (d) B08-1200

하는 것이 실제 파열압력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시추기에 의해 손상된 배관의 파열압

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두께 측정

기 등을 활용하여 실제 손상깊이를 정확히 측정하

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계적 손상 발생시 ASME B31G 기준

의 파열압력 평가식과 실제 손상깊이를 적용하여 

실제 파열압력보다 약간 보수적인 값으로 예측한 

결과를 건전성 평가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다.

Fig. 11은 각각의 실배관 파열시험편의 파열시

(a)

(b)

Fig. 12 Cracks in B06-1200 damaged pipeline: (a) 

top view and (b) side view

험후 형상이다. 모든 손상배관은 손상주위에 큰 소

성변형이 발생한 다음 파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열된 시험편의 파단면 관찰 결과 다른 시험편에

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Fig. 1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B06-1200 시험편의 파단면에서는 다수의 기 존

재하였던 균열이 발견되었다. 즉 시추기 바이트에 

의해 장시간 손상을 받은 배관은 배관두께를 감소

시키는 가우지와 배관곡률을 변화시키는 덴트 뿐

만 아니라 균열이 내재되어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

다. 균열은 배관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

함이므로 외부장비에 의해 배관이 손상된 경우에

는 건전성 평가전 균열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4. 결 론

시추기 직경 및 시추기와 굴삭기 작용시간에 따

른 매설 가스배관의 손상유형과 시추기에 의해 손

상된 배관의 파열압력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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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추기 바이트로 가스배관에 손상을 가했을 

때 바이트 직경에 관계없이 손상시간이 증가할수

록 손상깊이는 증가하며, 바이트 직경이 작은 경

우가 큰 경우 보다 동일한 시간 손상을 가했을 때 

손상 깊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추기 바이트에 의한 배관 손상유형은 손상

초기 가우지 형태에서 작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우지와 덴트가 동시에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가

우지와 덴트 결함내 균열이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굴삭기 브레이커와 버킷에 의한 배관 손상유

형은 배관의 잔류두께를 감소시키는 가우지 형태

의 결함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굴삭기 

브레이커와 버킷은 가스배관에 큰 손상을 주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겉보기 손상깊이 혹은 실제 손상깊이를 대입

하는가에 무관하게 ASME B31G 평가식으로 계산

한 파열압력은 실제 파열압력보다 보수적으로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겉보기 손상깊이를 

사용하여 파열압력을 계산하는 것 보다 실제 손상

깊이를 사용하여 파열압력을 계산하는 것이 실제 

파열압력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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