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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목적

대구경 폴리에틸렌 배관의 경우 현장에서 융착 시 양쪽 배관의 정렬 불량, 배

관과 이음관의 정원도 차이에 의한 간극 불균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융착 후에

융착부의 건전성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관경 300mm 이상의 대구

경 폴리에틸렌의 전기융착 시에는 융착 조건을 규정대로 준수하여 시공한 경우

에도 불구하고 인디케이터가 돌출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그 이유는 대

구경 배관의 경우 현장에 야적했을 때 자중 등의 이유로 정원이 변형되는데 이

렇게 변형된 상태로 이음관에 삽입하게 되면 한쪽은 간극이 넓고 한쪽은 간극이

좁은 상태로 융착이 된다. 간극이 넓은 부분은 융착에 필요한 전류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용융시키기 때문에 덜 용융된 상태에서 융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간극이 좁은 부분은 좁은 면적에 전류가 작용하기 때문에 과도한 융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된다.

현재는 이러한 경우에 융착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파괴검사기술이 없어서 기밀

시험 등을 이용한 간접적인 검사를 통하여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외

관검사로는 융착 성능이나 내부 융착 결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또한 2006년 12월부터 국내 가스용 폴리에틸렌 배관에 대하여 ISO 규격이 적

용되면서 허용가능한 배관 관경이 630㎜까지 확대되었고 배관 종류도 현 9종에

서 25종으로 다양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폴리에틸렌 배관의 대형화 및 사용압

력 상승 등에 의한 배관 융착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파괴검사기술 개발이 필요하

게 되었다.

2. 실험 방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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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개의 지름 400mm 폴리에틸렌 배관 전기융착 이음관에 대하여 위상배열

초음파를 이용하여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였다. 참고로 폴리에틸렌 배관은 3kg/㎠

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이송하는 배관이며 총 4곳의 9개 이음관에 대한 비파

괴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1에 검사하는 장소와 검사 대상인 9개 이음관 모습을

나타내었다. 검사에 사용한 장비는 초음파영상검사장치인 AIM33이며 이 장비는

센서를 접촉한 부위에 대하여 실시간 2차원 단면 영상으로 내부 정보를 지원하

는 장비이며 이때 검사에 사용한 배열초음파 센서는 5MHz이다.

a) 제 1 장소 b) 제 2 장소 c) 제 3 장소 4) 제 4 장소

Fig. 1 검사 장소의 사진

검사결과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배열초음파를 이용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정상융착과 비정상융착의 차이는 열선 바로

밑에 존재하는 이음관 내면과 PE배관 외면이 접하는 계면의 존재유무이다. 정상

융착일 경우에는 그림 2의 왼쪽 그림과 같이 열선영상만 나타나지만 불량 융착

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림 2의 오른쪽과 같이 열선 영상 바로 밑에 융합결함(lack

of fusion)을 지시하는 영상이 나타나게 된다.

정상융착부 단면 및 초음파 영상 결함융착부 단면 및 초음파 영상

결함지시(LOF)

융합결함 (LOF)

열선
배관내면배관내면

이음관

PE배관

Fig. 2 융착부 단면에 대한 초음파 영상

먼저 제 1 장소의 2개 이음관에 대하여 원주방향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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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융합결함 영상 b) 불연속 융합부 영상

Fig. 3 제 1 장소의 융합결함을 보이는 지점의 초음파검사 결과

열선 아래에 약 1.5cm 크기 이상의 융합결함이 발견되었다. ASTM F1055에서

융착불량으로 간주하는 융착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결함크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열선 주위에 약 1.0cm 크기 이내의 공극이 발견되었으며 ASTM F1055에

서 언급한대로 융착부 길이의 10%를 초과하는 크기를 갖는 단일 공극이 발견되

었다. 이러한 열선과 열선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극은 가스가 공급될 경우 배관에

일정한 내압이 작용하면 향후 융합결함으로 점점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일정 시

간 이후에는 이음관과 배관의 융착부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a) 열선 사이의 공극 2개 영상 b) 1.0cm 이상의 공극 영상

Fig. 4 제 1 장소의 공극이 발생된 지점의 초음파검사 결과

제 3 장소의 이음관을 육안으로 검사한 결과 이음관에 삽입된 곡관이 불량한 방

법으로 삽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PE관과 전기융착 이음관을 수평으로 연결

하지 않고 융착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a) 삽입 불량의 배관 및 이음관 b) 이음관의 초음파검사 모습

Fig. 5 제 3 장소의 육안검사시 삽입불량으로 확인된 이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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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삽입불량으로 확인되는 PE관과 이음관의 융착 형태

a) 열선 아래 융합결함 영상 b) 불규칙한 열선 배열 영상

Fig. 7 제 3 장소의 초음파검사 결과

초음파검사 결과 열선 아래에 콜드존(cold zone)에 연결된 약 1.5cm 크기 이상의

융합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열선도 불규칙한 배열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융착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 4 장소의 3개 이음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다음 그림 8과 같이 실시하였다.

a) 융합결함을 나타낸 이음관 b) 이음관의 초음파검사 모습

Fig. 8 제 4 장소의 이음관 초음파검사 모습

검사 결과 그림에 표시한 첫 번째 이음관이 가장 커다란 결함의 형태를 가진 것

으로 추정되었다. 열선 아래에 약 5.0cm 크기 이상의 융합결함이 발견되었으며

열선 주위에 약 1.5cm 이상의 기공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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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극 및 융합결함 영상 b) 콜드 존의 융합결함 영상

c) 다른 지점의 공극과 융합결함 영상 d) 공극 영상

Fig. 9 제 4 장소 첫 번째 이음관의 초음파검사 결과

3. 결과 및 고찰

배열초음파검사방법은 전기융착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방법 중 현장에서 사용하

기 용이한 검사방법임을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실시간으로 2

차원 단면 영상을 통하여 융착부 결함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자 뿐만 아

니라 검사원들이 쉽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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