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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cess gas piping of the offshore plant can cause a massive explosion if the 

gas leakage occurs during operation. For the purpose of precaution of gas leakage 

accident, an air pressure test is performed on the process equipment tests using a test 

pump as much as the power to the piping inner side, mix 99% nitrogen gas and 1% 

helium gas. The purpose of the air pressure test is to check the work conformity 

process by handling and regulation for initial piping process, assembly, installation of 

module, welding, center alignment of the pipes assembling flange gasket in an 

unrestrained free state. In this paper, the regulation of the problematic air pressure 

test was analyzed and the solut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And leakage tests of 

existing equipment were performed applying these solution method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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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Pressure Leak Test(PLT)는 해양플랜트, 육상플

랜트, 발전설비 등의 프로세스 배관 계통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며, 시험의 종류로는 

수압시험, 공기압시험, 헬륨누출시험이 있다. 

ASME B31.3의 345.4.2에 의하면 수압시험의 목

적은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에서 배관재료의 강성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다. ASME B31.3의 345.5에 

의하면, 공기압력 시험은 설계압력의 1.1배를 넘

지 못하고, 운전자가 초기운전 전에 누출 여부를 

검정하는 시험이다. 헬륨누출시험은 질소 99% 와 

헬륨1%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비싼 가격과 설비

가 복잡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사

용하지 않는다. 2가지 시험 방법은 탄화수소가 포

함된 배관 시스템에 적용되며 일반적인 마린용 시

스템이나 보조 유틸리티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

는다. 공기압력 시험은 빠른 시간 안에 압력 상승

과 하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폭

발성과 관련된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시험 도중에 아주 작은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순식

간에 압축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기기나 배관의 경

우에는 파열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누출 발견 시점

과 파열, 폭발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Client Project Yard Ser. Maker’s

SHELL FLNG SHI Haliburton (USA)

INPEX FPU SHI Haliburton (USA)

INPEX FPSO DSME Enermac (Eng.)

PETRONAS FLNG DSME Enermac (Eng.)

CHEVRON FPSO DSME Schlumberg (USA)

STAT OIL Fix P SHI IKM (Norway) 

Table 1. The PLT Ordering organization with 
Carrying out

공기압력 누수 시험은 한국의 빅 3 조선소에서 

몇 차례 자체 기술로서 수행하기 위해 발주처와 

수행 작업 범위를 의논하였지만, 발주처는 국내 

기술을 인정해 주지 않고 현재까지 조선소와 관련

이 없는 제 3의 글로벌 서비스 수행 업체인 미국, 

영국,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의 업체에 위임하

여, 그 업체가 한국을 방문하여 성능시험을 수행

하고 있다(Table 1). FPSO (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1척당 엔지니어링과 공기압

력 누수시험 비용은 FMS(Flange Ma- nagement 

System) 및 외국인 수행 초빙을 포함하여 엄청난 

외화를 지출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험을 국내주관으로 할 

필요가 있다. PLT는 초기운전, 수리 후 초도운전

의 누설시험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 모든 플랜

지와 플랜지 사이 조인트, 노즐 연결부, 개스킷을 

포함한 관통부분 주변, 계측장치, 배관 두께의 감

소, 증가부위, 용접 부착물과 밸브 본넷, 밸브 스

템 하부의 지지부분까지 누수 방지 시험을 수행하

여야 한다. PLT는 ASME B31.3의 요구사항을 따

른다[1]. Table 1은 국내 3사 조선소에서 주요 고

객으로부터 수행된 해외 서비스 회사의 PLT 수행

실적이다. PLT에 사용되는 가스는 비가연성이고 

무독성이어야 한다. 시험 전 필수 사항으로 안전

밸브의 허용 압력을 확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는 공기 압력 시험을 질소 99% + 헬륨 1%를 혼

합 가스를 이용하였다. 프로세스 배관 공기압력 

시험에서 발생된 다수의 누수 문제를 분석하였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수의 성격과 형태

를 구분하여 발생 장소와 종류 별로 수집/분류하

여 문제점 내용을 분석⋅수행하였으며, 시험 중에

서 문제점으로는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누출이 

가장 많았으며, 플랜지면의 기계가공과 개스킷 접

촉 표면 손상, 개스킷 폐기 기준과 플랜지면 정렬

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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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재작업을 수행하고, 성능 시험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시험 연구 방법

2.1 PLT 절차서 주요내용 품질 요구 

PLT에 앞서 Gross Air Leak Test(GALT)와 

FMS가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이는 PLT 수행 전 

안전을 확보하고 누출이 되어 실패했을 때 질소와 

헬륨가스의 경제적 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함이며, 

GALT에는 질소와 헬륨 혼합가스 대신에 일반 서

비스 공기를 사용하며, 이때 압력은 6∼7 Bar로 

사용한다. Table 2에는 해양플랜트 발주처 FLNG 

프로젝트에서 PLT를 할 때 누출되는 품질 허용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에서 FLNG의 경

우, Acceptable leak test rate는 35scf/yr 이다

[2]. 여기서 scf/yr은 Standard Cubic Feet/Year

이다. FPSO의 경우 Maximum leak rate는 50 

scf/yr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3].

Gas Leakage 
(FLNG) 

Liquid Leakage 
(FPSO)

Hydro-
carbon
 and

Enviro-
nmental

Fire Hazard 
Zone

Fire Hazard Zone

Vapor Cloud 
Explosion

Vapor Cloud 
Explosion

Toxic Hazardous 
Zone

None

Environmental 
Impact

Environmental 
Impact

Acceptable Leak 
Rate 35 scf/yr

Max. Leak Rate not 
Exceed 50 scf/yr 

Table 2. The comparison of FLNG and hazard 
zone for allowable leakage 35 scf/yr and 
50scf/yr 

2.2 PLT 시험장비 및 계측장비 배치도

시험 장치와 계측장비 배치는 Fig. 1에 표현되

어 있다. 

Fig. 1 PLT general arrangement of test 

equipment

Fig. 1은 액화질소를 기화시키는 장치가 있고, 

가압펌프를 통하여 연관된 장비와 시험 측정하는 

압력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작동 과정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LN₂Vaporizer (질소 기화기)

② N₂Pressure Leak Test Pump (압축기) 

③ Helium 1% Injection (헬륨가스 혼합기) 

④ Specimen Pipe (배관 시험편)  

⑤ Manifold (분배기)

⑥ Pressure Record (원형 레코드 타입)

⑦ Pressure Safety Valve (압력 안전밸브) 

Fig. 1은 PLT를 시험하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압력 12.5 Bar를 가압할 수 있는 시험을 설명한 

내용이다. Fig. 1의 항목 질소 가스 압축기(②)는 

액체 질소(①)에서 기화기를 통하여 질소가스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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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압을 한다. 배관 시험편(④)에서 분배기(⑤)

를 통하여 배관 압력이 10Bar가 될 때 ③에서 헬

륨 1% 분사 양을 조절하고 해당 시험 배관에 질

소와 헬륨 혼합가스 압력을 가하는 실험이다. 

Equipment Specification Q’ty

N₂
Pump 
package

Max. operating 10,000 psi 
(690bar), Max flow rate: 

180.000 scf/hr by Electrical 
Motor Driven

1set

Standard 
helium gas

Calibrated Protection 
P3000XL

2set

Helium 
Detector

PHD Leak Detector 2set

He detector UL 200/L300 ASM 102S 1set

Record Tracecer-E100 AL 3765 1ea

Ultrasonic 
device

Cygnus Cyg. scope RD 1ea

Pressure 
gauge

10, 25, 100, 400, 700(Bar) 5ea

Calibrate TL6 (for Leak test) 1set

He FI-21 (Densitometer) 5ea

N₂ Tank 5, 10, 20, Tank 3ea

Helium Gas 
Tank

120Bar bottles 20ea

Table 3. The tools and instrument list of PLT

2.3 PLT 주요 시험 장치 와 측정기 List 

Table 3은 PLT에 필요한 헬륨을 취급하는 장

비들과 측정기 항목들을 나타내며, 유효기간을 사

용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4 PLT 주요 시험 장치와 측정기 List

Fig. 2 에서는 배관과 배관을 연결하는 플랜지 

부위에 헬륨 가스를 감지하기 위한 측정 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① Specimen of Process Pipe (시험대상 배관) 

② He Sensitive Element (헬륨 가스 감지기)

③ Power Supply (전원장치)

④ Helium Gas Suction Pump (헬륨 흡입기)

⑤ Amplifier (증폭기)

⑥ Read Out (아날로그 지시기)

플랜지와 플랜지 틈새 사이에 투명 스카치 테

이프를 원주방향으로 감싸고 상부에 Φ2 작은 구

멍을 통해 누출되는 헬륨가스를 쉽게 감지 할 수 

있다. 

Fig. 2 PLT helium leak detector

2.5 PLT 누출 시험 과정 

Fig. 3은 질소와 헬륨의 혼합 가스에 대한 PLT

과정을 시행하는 현장 사진이며 상단의 좌측부터 

6개의 사진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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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rocessing and inspection of PLT

① 기체 가스를 압축하기 위한 준비

② 5 단계별 승압 5%, 25%, 50%, 75%, 100%

③ 설비 주변 센서 접촉 시험

④ 해당 프로세스 시스템 배관 센서 접촉 시험

⑤ 밸브 잠금 상태에서 초음파 장비로 틈새 점검

⑥ 시험 완성 후 배관 내부압력을 대기로 방출 

2.6 PLT 누출 Gas로 인한 재작업 발생 

건수

Fig. 4는 FPSO 1척의 프로젝트의 문제점 36건 

중에서 ① 7건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Gap and 

Sag ② 6건 플랜지 매니져먼트 시스템의 토크 풀

림이 ③ 링 타입 개스킷의 조립 틈새사이 가스 누

출이 문제가 되었다. Fig. 4는 발주처의 PCS 

(Project Completion System) 소프트웨어 프로그

램에서 누출이 발생한 문제점의 데이터를 나타내

고 있다. 

3. 결과 고찰

3.1 PLT 누수 재작업 문제점 조사를 위한 

플랜지면 분해 해체

보다 자세한 분석을 위해, Fig. 4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점이 있는 플랜지를 분해하였다. 분

석 결과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Fig. 5의 프로젝

트의 문제점 20건 중에서 왼쪽에서 높은 순위 4

가지의 13건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조선소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플랜지와 플랜지 사

이에 조정, 조립을 위해 사용된 작업공구 부주의, 

배관 자재들의 충돌에 의해서 찍힘과 파임으로 정

밀 기계가공 부위에 취급 부주의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리적 손상으로 누출이 발생하

는 중요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찾아내었다. 

Fig. 4 PLT failed re-work FPSO/1ship Fig. 5 Factorial analysis of PLT failed r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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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선형 적층 개스킷 조립 시 자체 손상

② 플랜지의 세레이션 조립 접촉 부분 손상

③ 플랜지 라이저 표면 개스킷의 물리적 손상

④ 볼트, 너트의 토크값 부족으로 인한 재작업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요인적인 사항을 분석고

찰 하였으며, 관련 작업자와 품질요원에게 관련 

규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이론과 실습을 집중 교

육하여 상기의 Fig. 5의 그래프 왼쪽에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3.2 FMS의 축계 정열 규정 

Fig. 6의 규정을 기준으로, PLT의 문제점을 정

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플랜지 볼트를 분해하여 조

사하였다.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Gap and Sag으

로 인한 누출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을 확인하였다.

① E-1 Centerline High/Low: 중심선의 이탈

② E-2 Parallelism: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원주 방향으로 평행도와 간극 발생

③ E-3 Rotational–Two Hole: 볼트 홀 간의 

동심도 불일치  

④ E-4 Excessive Spacing or Gap: 플랜지 면

과 면 사이에 간격 허용오차 초과

3.3 PLT 누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손상부

위 판정 규정 

Fig. 7과 Fig. 8은 손상된 기계가공 표면에 정

밀 재 기계가공의 판정을 할 수 있는 규정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PLT 후 문

제되는 시험 제품을 분해하여 분석해 보았다. 배

관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 개스킷이 조립되는 세레

이션 형상부위에 손상을 입어 누수가 발생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발생된 손상의 4가지 종류는 Fig. 

7의 스크래치, 도려낸 자국과 Fig. 8의 패인웅덩

이, 함몰자국 등 이었으며, 이는 사이징과 표면상

처 부위의 합격/불합격, 재 기계가공의 판정기준

이 된다. 해양 프로세스 배관에서는 배관제작, 배

관 물류이동, 선별, 용접, 모듈 설치 등으로 인한 

많은 공정을 거치게 되므로, 정밀기계 가공 표면

을 특별히 플라스틱으로 보호를 하지만,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30개중에 1∼2개

는 표면에 상처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

3.4 PLT 누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나선형 

적층 개스킷 교환

Fig. 9는 배관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나선형 
Fig. 6 Alignment and tolerance of free 

conditio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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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 개스킷 형상을 나타내며, ASME B16.2의 규

정에는 개스킷 표면의 숫자와 문자의 마킹과 색상

별로 모재의 재질을 규정하고 있다. 개스킷은 1회 

조립했다가 분해 후 재조립 할 때는 신규 품으로 

교환해야 한다[6].

3.5 PLT에서 축계 정열과 손상에 대한 문

제점 해결을 위한 기계가공 

배관 제작품을 모듈에 작업 장소 이동, 기중기

운반, 배관설치, 타 작업 공정 취급 중에 손상이 

발생하여 흠집 발생으로 개스킷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한다. 손상된 배관 제품은 현장 휴대용 기계

가공 머신을 활용하여 Fig. 10과 같은 방법으로 

재 기계 가공하여야 한다. 플랜지 재가공시, 플랜

지의 두께가 ±3mm 공차를 갖고 있어, 0.8∼

1.0mm로 수정 가공하여도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조립 시 플랜지 볼트 너트 토크 규정 값을 사용하

였고, 배관 재질의 탄성에 의해 위치를 잡기 때문

에 플랜지 두께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Fig. 7 Flange surface damage assessment: 

scratches and gouges [5]

   
Fig. 8 Flange surface damage assessment: 

pits and dents [5]

Fig. 9 Shape of Spiral Wounder Gasket 
Fig. 10 Repair work of inner mounted flange 

fac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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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PLT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재 압력 확인 

Fig. 11은 세레이션의 기계가공 절차를 나타내

고 있으며, 이 기준을 사용하여 문제가 있는 

FLNG/FPSO 탑사이드 모듈에서 볼트 홀의 주변과 

세레이션의 손상부위를 새롭게 재가공 하여야 한

다. 가공기계 장비는 현재 해외 주요 PLT서비스 

회사는 외국에서 제작된 휴대용 기계 가공 장비를 

한국에 작업용으로 반입한다. 국내 조선소는 외국

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 가공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해 Φ150∼300, Φ300∼508, Φ508∼711, Φ

711∼965, Φ965∼1400, 최대 Φ2300 의 범위를 

플랜지 내경과 외경을 응용하여 사이즈에 맞게 제

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플랜지 기계 가공면의 표

면 조도는 Ra 3.2㎛ (▽▽) 이다[7]. ANSI B 

16.15에 의하면, Fig. 11의 1∼4 번은 순서대로 

세레이션 형상으로 기계가공하는 순서이며, 피치 

간격 0.8mm, 피치 높이 0.4mm를 나타낸다. 

Fig. 12는 규정에 의거하여, 정량화 된 문제점

을 수집, 분석, 기계가공, 축계 정열, 개스킷 신품 

교체 재조립하고, PLT를 재시도 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재가공 후 재시험을 수행하였다. 상기 

결과를 적용한 제품은 정상적으로 누수 없이 합격

한 원형 레코드판 Fig. 12와 같았다. Fig. 13은 

원형 레코드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시간, 대기

온도, 압력을 사용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4. 결 론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 PLT를 함에 있어서 외

국 서비스 회사와 같이 시험을 수행하였고, 본 프

로젝트 경험을 통하여 국내 기술자는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PLT에 관하여 다

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플랜지와 플랜지를 연결하는 축계 정열의 

정밀도와 플랜지의 대구경 지름에 따른 허

용 공차 동심도 측정 방법의 수치화를 하

Fig. 11 The spiral serrated of Flange surface face 

for Standard Finishes [8]

   
Fig. 12 Temperature and Pressure Circular 

Chart Recorders for PLT 

Fig. 13 Temperature Pressure and Time of P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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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발주처와 협의를 위한 좋은 기록 

자료가 되었다. 

(2) 현재 외국 엔지니어가 직접 가져온 기계 가

공장비를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국산화를 

위해 기계 가공 장비를 제작하고 플랜지 대 

구경 사이즈에 조립하여 기계 가공 중에 정

밀도, 장비의 견고함과 건전성을 비교하였

다. 국산화 된 제품은 정밀도 부분에서는 

대구경의 플랜지 3∼4개 가공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열처리 재료 마모 관계로 기계장

비의 내구성이 부족하여, 그 이후 사용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3) 해양플랜트에서는 휴대용 가공 장비를 사용

하여 세레이션 형상 표면 기계가공은 나선

형 피치 형식과 동심원 피치형식의 플랜지

와 관련되는 최종 가공기준 (ANSI B 16.5) 

규정에 의하면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것을 

알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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