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매설배관 피복(코팅) 손상 탐지기
- The eagle-eyed
개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강관 및 송유관,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등 피복이 되어
있는 매설 관의 피복에 손상이 있을 경우 손상부위가 집중적으로 부식될 확률이 높아 배관
의 안정성 및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땅을 굴착하지 않고 피복의 손상부위를 효과
적으로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매설 관의 피복손상 또는 결함상태를 토양의 굴착 없이 탐측할 수 있는 기법 중에서 잘 알
려지고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는 Pulse DCVG 법과 CIPS 법을 들 수 있는데, 금번 한국가
스공사 연구개발원과 (주)콘트롤 기술정보에서 개발한 CIPS-DCVG 측정장비는 Pulse
DCVG 법과 CIPS 법을 각각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적용하여 탐측이 가능한 장비이다.

특징
본 장비는 기존의 피복손상탐지기(DCVG, Model 75)에 적용되어 있는 탐측 알고리즘을 개
선하고, 새롭게 CIPS 법을 적용한 장비이다. 기존의 피복손상탐지기의 경우, 장비의 성능은
우수하지만 백 라이트(Back Light) 방식의 LCD 를 채택한 점과 니켈-케드뮴 계열의 2 차
전지를 사용하였다는 점 때문에 1 회 충전으로 현장에서 3 시간밖에는 탐측이 불가능하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금번에 출시하는 신장비의 경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
기 위해 탐측 소프트웨어를 PDA 에 탑재하였고, PDA 를 들고 다니면서 탐측하도록 설계
되어 있다. 또한 탐측 봉은 가볍고 견고 하게 제작 되었으므로 현장 사용 시 용이 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장 적용
본 장비를 사용하여 탐측하는 경우, 운영자는 세 가지 모드(Mode)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DCVG 전용
* CIPS 전용
* DCVG-CIPS 겸용

1. DCVG 전용
DCVG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탐측장비와 두 개의 탐측 봉을 사용해서 배관의 직상
부를 따라 두 지점간의 전위를 측정함으로써 피복 손상부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전류
단속기를 사용하여 배관에 흐르는 전류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탐측 봉을 이용하여 배관
의 직상 부 전위차를 측정하면 피복 손상부에서는 전위의 극성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
나므로 손상부의 위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탐측을 진행하다 보면 손상부로 의심되는
지점이라 할지라도 타 배관의 손상, 또는 이 물질 등에 의한 간섭 현상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배관과 직각이 되도록 탐측 방향을 바꿔 Y 축 방향으로 탐측을 수행해보면 손상부
와 간섭을 구별할 수 있다.

2. CIPS 전용
기존의
간격을
떨어진
으로는

방식 시스템에서는 배관에 흐르는 전위를 측정하기 위해 파이프라인을 따라 일정한
테스트박스를 만들어두고, 이곳의 전위를 측정한다. 그러나 테스트박스에서 조금만
곳일지라도 파이프와 토양 사이의 실제적인 전위차는 달라지기 마련이며, 기존 방식
이러한 관대지 전위의 정확한 값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본 장비를 사용해서 CIPS 전용 모드로 측정을 하면 파이프라인 전체 구간에서의 완벽한
관대지 전위를 측정할 수 있다.

3. DCVG-CIPS 겸용
겸용 모드에서는 DCVG 법과 CIPS 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손상부 위치와 관대지 전위를 측
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인력과 시간을 경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측정된 결과 데이터는 PDA 에 저장되며, PDA 에 내장된 탐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배
관의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DA 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면 별도
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작업을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하다.
* DCVG 그래프 분석
* CIPS 그래프 분석
* DCVG-CIPS 그래프 동시 분석
* DCVG 탐측 보고서
* CIPS 탐측 보고서
* DCVG-CIPS 탐측 보고서
* 그래프 및 보고서 인쇄
* 아스키 데이터로 저장
* 프로파일 수정, 편집, 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