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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ty gas buried pipes are managed by corrosion protection to prevent corrosion. In
the case of the press-in section, the double pipe and the main pipe may cause
corrosion under the influence of stray current, which can shorten the life of the
pipes. In addition, if the insulator is filled in the press-in section, the press-in section
itself is a single structure, and can be directly affected by external impact, and when
the surrounding ground subsidence occurs, the stress may be concentrated, resulting in
serious consequences. In this study, a serration-type shock absorber in the form of a
sliding support was proposed as a new buried double piping construction method
using EPS. The serration-type shock absorb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ity of the buried double piping, as it can utilize the gas piping's own
ductility and stress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with proper anti-corrosion management
and shock-absorbing material properties by preventing contact inside the buried
double pipe. However, for application to ground piping, there remains a task to
supplement the vulnerability against fi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EP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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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스매설배관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외부요인으
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가스매설배관의 시공은 도시가스
사업법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또한
각 배관을 관리하는 플랜트회사는 다양한 환경조
건 및 외부영향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안전기준을 개발하여 설계⋅시공하고 있다.
하천, 철도, 도로를 통과하는 가스매설배관에 대
해서는 Figure 1과 같이 압입관(이중관)을 설치하
여 상재토압 및 예상치 못한 외부요인으로부터 배
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매설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금속피복, 전기방식 등을 함께 이용되고 있다[1].
압입관로작업이 수반되는 매설이중 배관구간에
서 배관과 압입관이 접촉되지 않게 하여 부식발생
방지, 관로응력집중 감소 등은 배관 건전성 확보
를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접촉방지를 위해 압입
관 양단을 노출하거나 Figure 2 와 같이 삽입관을
통해 충진제(에어 모르타르, 콘크리트 모르타르 혼
합제 등)를 배관과 압입관 사이에 채워 넣어 압입
관 내부가 절연체로 채워져서 부식환경이 조성되
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배관건전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부실시공, 부등침하 등으로

Fig. 2 Injection filler through insertion tube in
casing pipe

인해 배관과 이중관이 접촉되면서 부식이 발생하
고 있다. 매설배관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건전성
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매설가스배관은 굴착하여 노출시키지 않으면 배
관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에 대
한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배관 건전성 확보
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배관
손상에 따른 사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2].
본 연구에서는 매설이중배관구간의 부식을 방
지하고 타 구조물의 간섭거동에 따른 배관의 영향
과 배관응력을 감소하여 배관 건전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 톱니형 완충재(serrations-type shock
absorber)를 제안하였다. 기존 고정식과 슬라이딩
지지대의 기술적 가능성과 활용 가능한 완충재 재
질을 검토하고, 두께 및 지지위치조건별 재하실험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이중관 보호용 폼 모델을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톱니형 완충재의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중배관설치가 수반되
는 구간 일부에 설치하여 고감도 전위차계(EPR)를
통해 방식전위를 측정하여 값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이론적 고찰
현재 국내 지반에는 송유관, 가스배관, 상수도
배관, 통신케이블 등 여러 종류의 매설배관(buried
pipeline)이 있다. 이러한 유사한 배관들은 부식방
Fig. 1 Gas pipe(B) and press-fitting steel pipe(A)

지를 하기 위해 방식관리를 하고 있다. 매설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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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로 사용하는 음극방식은 지하매설배관, 다양

경우 긴 관로의 특성인 부분적 응력해소를 하지

한 철 구조물의 방식이나 부식속도를 줄이는데 사

못하고 압입부 양쪽 말단에 응력이 집중되게 됨에

용되는 방식방법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압입구간의

따라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배관의

경우 이중관(압입)과 본관은 미주전류의 영향으로

구조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인 부식, 부등침하, 타

부식을 야기하여 본관과 이중관의 수명을 단축시

공사 등에 의해 결함이 발생 시 대규모 누출로 이

킬 수 있다[3]. 주위에 매설된 배관들은 주로 방식

어질 수 있다[6]. 그 결과로 높은 압력의 가스 또

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방식을 하지 않고 있어

는 유체의 방출에 따른 대기 중 확산, 점화원에

인접해 있는 배관들은 서로 간섭(interference)영

의한 화재⋅폭발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할 수

향을 주어 심각한 부식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다.

있다. 이러한 유사사례가 2018년 12월 11일에 함

부식원인에 의한 배관손상은 Figure 3 과 같이 다

안군 칠서면 인근 낙동강 하저배관 지역에서 배관

양하게 나타난다.

모재 손상에 의해 도시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하였
다. 이에 도시가스사는 안전관리의 큰 문제점에 직
면하게 되었으며 심각성을 재확인 한 계기가 되었다.

3. 연구방법
3.1 보호용 폼 재질 선정
Fig. 3 Corrosion flaw(left) and dent flaw(right)

폼 재질선정에 있어 부식방지를 위해 주배관과
국부부식일 경우에 주로 핀홀누출이 발생하지

압입관이 접촉되지 않고 전기적으로 철저히 분리

만, 배관 길이방향으로 긴 부식결함인 경우 내부

되게 비전도성 물질이어야 한다. 주배관을 지지하

압력에 의해 파괴가 될 수 있다. 2000 년 미국 캘

기 위해 충격 및 완충효과가 뛰어난 재료(완충재)

스배드 사고와 2004 년 벨기에서 일어난 파열사고

로 본관의 자중 및 횡압을 흡수하여 폼의 기능유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4].

지가 가능해야 한다. 보호용 폼의 재질은 가스매

일반적으로 주하중(토질하중, 내압, 차량하중)은
배관의 손상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으나 종하중 중
배관에 축방향 굽힘응력을 발생시키는 길이방향으
로 하중은 배관의 변형 또는 가로방향 배관파괴를
야기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설배관은 관로가
길기 때문에 매설지반의 환경이 같지 않고 불균일
성에 의해 생기는 침하로 인해 매설배관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5]. 압입구간내 충진제(절연체)

설배관의 주 사용배관인 API 5L X65의 특성
(Table 1)을 고려하여 결정한다[7].
Table 1. Specification of gas pipeline material
Pipe grade
Requirement
Service pres./Design pres.

70/80 kg/cm2

Design temperature

-29∼38 ℃

Ultimate strength

530 MPa

Yield strength

448 MPa

API 5L X65

가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압입구간 전체가 하나의

Diameter (inch)

24, 26, 30

구조물로 외부충격이 발생 시 주배관에 직접적으

Thickness (mm)

11.9, 14.3, 15.9, 17.5

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변에 지반침하가 발생할

Weight

218.37k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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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완충재의 소재는

체되는 추세이다. 이중보호관은 가스배관 관경이 30

가장 일반적인 발포폴리스티렌(EPS)을 비롯하여

인치(762mm)까지는 Ø1,200mm, 강관은 t=12mm,

발포폴리프로필렌(EPP),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콘크리트일 경우는 t= 82mm의 규격을 사용하고,

(EVA), 발포폴리에틸렌(EPE), 폴리우레탄(PU), 고

36인치 경우에는 Ø1,350mm, t=103mm를 사용

무, 기타 복합소재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한다. 보호용 폼의 두께는 Figure 4 와 같이 주로

김경우 등[8]은 재료적인 측면에서 완충재의 종류

사용되는 30인치 압입(이중)관(A)과 가스관(B)의

에 따라 동일한 재질의 완충재의 경우에 완충재

크기차이(1,200mm-762mm)인 438mm(δ)이하로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탄성계수가 낮아지며

폼(완충재)이 설계⋅제작된다.

충격완화 효과가 증가함을 밝혔다. 완충재 두께
(20mm→30mm)증가에 따라 발포폴리스티렌(EPS)
의 경우 동탄성 계수가 약 7MN/m3정도로 적은
값으로 변화의 폭이 작았다. 에틸렌 비닐 아세테
이트(EVA)의 경우 30∼35MN/m3의 동탄성 계수
의 큰 변화를 보였다.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EVA)와 폴리에틸렌(PE)보다는 발포폴리스티렌(EPS)

Fig. 4 Sizing of shock absorber in double pipe

가 동탄성 계수가 낮고 두께에 따라 충격 저감성
능이 향상됨을 제시하고 있다[9]. 이중관 보호용

보호용 폼(완충재)을 설치하는 경우 먼저 이중

폼은 한번 설치하면 보수상황이 발생 전까지 계속

관 설치가 완료된 후 가스관을 이중관내로 안전하

사용되어야 하므로 완충재의 장기처짐 특성은 중

게 삽입하여 설치한다. 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

요한 고려 대상이다. 완충재의 재료의 강도가 너

해 시공 중에 주배관의 코팅이나 모재에 손상이

무 강하면 긴 매설배관이 가지는 자연 응력분산

되지 않아야 하므로 보호용 폼과의 공간여유(α)로

능력이 상실하게 되어 국소지점에 집중된다. 이는

38mm를 적용하여 폼 두께를 200mm (전체 400mm/

보호용 폼을 파괴되거나 완충재로 지지된 배관에

2방향)로 정한다. 실험조건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응력집중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호용 폼

보완하여 이중배관 보호용 폼을 최종 설계⋅제작한

으로 활용 가능한 재료에 대해 동탄성계수, 장기

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방식전위 측정방법과

처짐, 제조특성, 응력흡수 등을 검토한 결과, 가장

배관의 방식전류를 ON, OFF하여 고감도 전위차

우수성을 가진 발포폴리스티렌(EPS)을 완충재 재

계(EPR) 장비로 측정한 값을 통해 보호용 폼이 압

료로 최종 선정하였다.

입관과 가스배관간 접촉방지와 전기적 분리되어
정상적인 기능여부를 확인한다.

3.2 보호용 폼 모양설계 및 검증
선로횡단이나 도로횡단의 경우 주로 주철관, 흄

4. 연구결과

관, 강관을 압입관으로 사용하며, 하천이나 수로
횡단부에는 주로 콘크리트 인케이싱(encasing)을

보호용 폼 제작을 위한 기본 실험조건은 가스

이용하였지만 최근 방식관리를 위해 강관으로 대

관이 1m당 약 220kg임을 감안하여, 세로(축)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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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mm∼400mm, 가로(횡)길이를 1m± 0.05m,
두께는 최대 200mm이하로 하중에 따른 완충재
(EPS)의 변형률을 관찰하였다. 보호용 폼이 파손
되지 않고 기능이 유지가 되는 범위를 실험을 통
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완충재는 토목
용 2호로 품질기준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ality standard EPS block for
road embankment
Unit
Division weight
(t/m3)

Compressive
strength
(tf/m2)
1% 변형 5% 변형

Flexural
Combusti
strength
on ability
2
(tf/m )

Civil
Eng.1

0.030
more

9.0
more

18.0
more

35.0
more

Civil
Eng.2

0.025
more

7.0
more

14.0
more

30.0
more

Civil
Eng.3

0.020
more

5.0
more

10.0
more

22.0
more

Selfsaturation
(within 3
seconds)

*출처: 성원산업(주) EPS제조회사

Fig. 5 Load test results for each condition

4.2 완충재 모양 및 설치개수 선정
매설이중관내 가스관에 설치되는 완충재는 양단
부가 강관으로 견고한 땅과 같이 양끝이 지지되는

4.1 완충재의 두께 선정을 위한 Pilot 실험

경우와 같으며, 지난 실험결과를 통해 6m마다 양
끝단지점에 1개씩 총 2개를 설치하였다. 6m 배관

토목용 EPS의 실제 강도시험을 위해 30인치 단

무게가 약 1.6t임을 감안하면 EPS 2호는 1m2당

관(1.2m, 약 260kg)으로 재하실험을 실시⋅확인

7t이상의 하중이 가해졌을 때 1%변형이 발생하므

하였다. Pilot Test 실험조건은 두께는 100mm,

로 완충재 두께 100mm 실험결과, 변형은 발생하

200mm 2가지, 가로(횡)길이는 950mm, 세로(축)

지 않았다. 완충재의 전체크기(400mm)대비 톱니

길이는 200mm, 300mm, 400mm 3가지로 총 6

두께(100mm)와 제작의 편이성과 경제적인 측면

개의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다. 완충재는 이중관내

을 고려하여 200×200mm로 크기를 최종 선정하

설치 시 배관의 보수상황 발생 시까지 유지되어야

였다. 또한, 배관내부에 빗물이나 지하수 침투에

한다. 장기처짐에 따른 변형률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 배수기능이 필요하므로 Figure 6 과 같이 지

5t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Figure 5와 같이 각

지대 모양 이 단순한 원형모양이 아닌 8접촉면

조건별 완충재 실험체에 대해 동 탄성 계수 측정

지지대 형태로 톱니(serrations)모양으로 제작하였다.

시간인 48시간 동안(12일 소요) 야적장에서 재하

매설된 이중배관은 어떤 방향으로 외부영향을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완충재(EPS)는 크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바퀴의 휠(wheel)처

조건에 관계없이 재하과정에서 어떠한 변형도 발

럼 전 방위로 영향을 최소화하게 하였다.

생하지 않았다.

매설이중배관 총길이에 따른 완충재의 설치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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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관(압입관)의 자연 방식전위는 일반적으로
-0.4V∼-0.7V로 내부에 물(수분)이 일부 있을 경
우 -0.6V∼-0.7V로 측정되어 진다. 가스관은 평균
적으로 -1.5V∼-2V로 측정되며, 방식전위는 KGS
Code 가스시설 전기방식 기준 2.3.3항에 의거 가
스관의 방식은 -2.5V이상 -0.85V이하로 유지되어
Fig. 6 Final model of serration-type shock absorbers

(Ns: Need of support)는 6m를 표준기준으로 설정
하고 실험결과처럼 양끝단부에 완충재를 설치하였
을 때,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6m에 2개, 12m에
3개, 18m에 4개로 식 (1)처럼 도출할 수 있었다.

  


(1)

이중배관은 항상 직관으로 설치되며,  은 설치되
는 매설이중배관의 총 연장(길이)이다.

4.3 톱니형 완충재 설치실험 검증

야 한다. 실험대상인 매설이중배관의 전기방식을
고감도 전위차계(EPR)를 이용하여 약 4개월 간격
으로 4월 13일, 8월 20일에 2회 측정하여 비교
확인하였다. 측정한 결과 이중관은 자연전위 상태
로 -0.6V(초록선), 가스관은 -2.0V, -1.9V(빨강선)
로 전기방식 기준범위 내로 확인되었고, 톱니형
완충재가 주요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스관 방식전위
(Figure 8 빨강선)가 노이즈처럼 측정결과가 나타
나는 이유는 고감도 전위차계(EPR) 특성상 측정
시 정류기를 1초 간격으로 ON/OFF하여 흘려주기
때문에 변동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이중배관내 설치된 톱니형 완충재가 적절한 기
능유지가 됨을 검증하기 위해 관로매설공사 중 이
중배관이 설치되는 구간 12m에 대해 관계자의 협
조로 Figure 7 과 같이 식 (1)을 적용하여 톱니형
완충재 3개를 현장에 설치하였다. 이 후 고감도
전위차계(EPR)을 이용하여 이중관과 가스관의 방
식전류 측정값을 비교분석하여 톱니형 완충재 기
능 적정성을 확인하였다.

Fig. 8 EPR measurement result of the potential
of buried double and gas pipes

5. 고찰 및 결론
지하에 매설된 가스이송배관은 매우 중요한 자
산이며, 가장 적절하고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유지
Fig. 7 Experiment for the installation serrationtype shock absorbers in the buried pipe

관리 되어야 한다. 부식, 결함 등에 의한 배관 건
전성 문제는 시공자나 운영자에게 모두 핵심적인

도시가스 매설이중배관 건전성 향상에 관한 실험적 연구

사안이지만, 아직도 비표준 시공 등을 하는 예는
빈번하다. 종래기술로서 내관, 외관으로 이루어진
이중배관 설치방법이 있다. 이중(압입)관과 가스관
의 접촉방지와 방식관리를 위해 기존방식은 이중
배관사이에 삽입관을 통해 충진제(절연체)를 삽입

[2]

하거나 철재 칸막이식(encasement 형태)으로 설
치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사용하는 방법은 압
입관 주변에 지반침하가 발생 시 응력집중 현상과

[3]

충진제 손상으로 인한 타 구조물과 가스관이 접촉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기존방법을 탈피한 슬라
이딩 지지대 형태로 발포폴리스티렌(EPS)을 사용하
여 톱니형 완충재(serrations-type shock absorber)를

[4]

제작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타구조물 접촉과 응력
집중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새로운 매설이중배관
시공방법으로 제시하였다. 매설이중배관공사 일부

[5]

구간에 톱니형 완충재를 실제 적용하여 고감도 전
위차계(EPR)로 방식전위 측정을 통해 설치된 완충
재가 적절히 기능을 수행함을 입증하였다. 충격흡

[6]

수 특성이 있는 톱니형 완충재를 관로매설시 적용
하여 지진과 부등침하에 대한 가스배관 자체연성과
긴 관로매설배관이 가지는 응력분산특성을 활용할

[7]

수 있어 효과적으로 매설이중배관의 건전성에 기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발포폴리스티렌
(EPS) 재질 특성상 가지는 화재에 대한 취약점을
보완하면 지상배관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8]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톱니형 완충재를 이용한 관
로관리는 도시가스 매설배관의 적정한 방식관리를
할 수 있고, 배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비
용과 설비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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