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지역난방 시스템은 온실효과 및 에너지 사용에 의한 오염원 감소,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절약의 효과가 있어 그 수요가 증대 

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7년 12월 기준으로 총 주택수 약 1,712만 세대의 16.4%가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있으며, 열수송관은 

전국 총 4,278km×2열의 규모이다. 이 중 20년 이상 사용한 배관은 26%로 장기사용에 따른 누수 ‧ 누출 등의 손상은 지난 5년간

(2014~2018년)에 약 46건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의 발생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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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해 부식결함에 따른 열수송관의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기법을 이용하여 수치모형을 구축

하였고, 기존 실험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수치모형을 통해 열수송관의 크기, 부식결함의 형상 및 크기에 따라 총 80개의 시나

리오에 대한 파열압력을 산정하였고, 선형 회귀분석 및 기계학습 방법을 통해 열수송관의 파열압력 예측식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열

수송관의 파열압력 예측식과 기존 부식속도 모델을 결합하여 열수송관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열수송관의 파열압력 예측식

은 결정계수 0.9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였으며, 열수송관의 관경이 크고 높은 부식속도에서는 열수송관의 파열압력이 운영압력

(1.6MPa) 이하로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In this study, structural integrity of district heating pipe by corrosion defect was evaluated using numerical analysis. A numerical 

model was construct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and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from the 

literature. For parametric study, a total of 80 scenarios was considered to obtain burst pressures caused by various pipe and corrosion 

defect configurations. In addition, the burst pressure prediction model was proposed using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 such as Gaussian Process Regression, Support Vector Machine, Artificial Neural Network. Consequently, 

structural integrity was evaluated through the burst pressure prediction model and corrosion rate model. It was confirmed that the burst 

pressure prediction model showed high accuracy with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0.9 or higher. When the large diameter of pipe 

with high corrosion rate was applied, the burst pressure was below 1.6MPa which is the operating pressure of district heating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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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의 파손원인은 자재 ‧ 재료결함 및 노후, 매설 등 시공기술, 운영, 관로 매설 환경, 타 공사 사고 등으로 다양하나, 재료

결함 및 부식에 의한 강도저하, 시공불량, 압력 및 온도 변화 등이 주요 손상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장기 사용에 의한 열

수송관의 재료결함 및 부식에 의한 강도저하는 열수송관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열수송관의 건전성 예측 및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Ossai(2017)는 X46, X52등급 강관(steel pipe)을 대상으로 내부 원주를 따라 발생한 부식결함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하여 파

열압력 및 잔존수명을 예측하였다[1],. Alang 등(2013)도 수치해석을 기반으로 X42등급 강관에 대해 직사각형 형상의 부식결함

이 외부에 발생했을 경우 부식형상이 파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2]. 국내에서는 최옥석 등(2015)이 직사각형 형상의 

외부 부식결함이 있는 해저 원유 파이프라인(X60등급 강관)에 대해 파열압력을 수치해석을 통해 산정하고, 수치해석 결과와 산

업계 설계기준을 비교 ‧ 분석하여 사용 적합성을 평가하였다[3]. 임상식 등(2016)은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KS D3631)에 대

해 실험적으로 잔존강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4].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강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의 지역난방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SPPS38E)에 대한 부식형상에 따른 파열압

력 산정 및 예측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열수송관은 지하에 매설되어 20년 이상 사용되므로 장기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부식 형상(깊이, 길이 등)이 파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지역난방 시스템의 열수송관에 사용되는 탄소강관(SPPS385E)을 대상으로 부식에 따른 건전성 

평가를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기존의 부식속도 모델과 결합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식형상이 파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열수송관의 형

상, 치수 및 물성을 반영한 수치모형을 구축하고,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모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다양한 

부식형상에 대해 총 80개의 시나리오를 구축하여 파열압력을 산정하고 부식형상이 파열압력이 영향을 주는 인자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파열압력 예측식을 회귀분석 및 기계학습방법을 통해 도출하고, 기존 부식속도 모델과 결합하여 시간에 따른 열수

송관의 파열압력 예측을 통한 건전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해석대상 및 방법

2.1 해석대상

열수송관의 부식형상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상(직사각형, 포물선, 직사각형-포물선, 실제 부식형상)로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열수송관의 형상은 두께(t), 외경(D)으로, 부식은 직사각형의 부식형상에 대하여 부식깊이

(d), 부식폭(w), 부식길이(l)로 형상화하였고, 부식은 외부에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1. Schematic view of corroded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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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송관은 내관인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SPPS38E), 단열재인 경질 폴리우레탄 폼(PUR), 외관인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유동압력이 작용하는 내관에 대해서만 고려하였다. Table 1은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SPPS38E)의 재료적 물성치(영률, 포아송비, 항복강도, 인장강도)를, Fig. 2는 수치해석 입력값으로 사용된 진 응력-변

형률 곡선(True stress-strain curve)을 나타낸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for SPPS38E

Young’s modulus, E (GPa) Poisson’s ratio,  (-)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210 0.3 216 373

Fig. 2. True stress-strain curve of SPPS38E

2.2 해석방법

2.2.1 지역난방 배관 모델링 및 해석 방법

수치해석 모델은 구조 해석에 특화된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프로그램인 ANSYS사의 Mechanical Enterprise

를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다. 유한요소는 절점 압력을 가지는 4절점 사면체 요소(Solid 285)를 선택하였으며, 재료 모델링은 재

료의 탄성영역 뿐만 아니라 소성영역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Multi-linear 재료로 적용하였다. Fig. 3과 같이 해의 정확성을 확보

하기 위해, 부식으로 인한 형상이 변화되는 부분을 더욱 조밀한 격자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해석영역에 의한 영향을 방지

하기 위하여 충분한 영역을 설정하였다. 더불어 부식 및 배관형상이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수치해석의 연산시간을 줄이기 위해 

축대칭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해석영역을 4분의 1만 고려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정보는 배관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나 최대 

절점 수 230,481, 최대 요소 수 1,772,609개를 이용하였다. 경계조건의 경우, 배관의 양 끝단을 모두 구속조건으로 설정하였으

며, 하중조건은 압력관 내부 벽면에 점차적으로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Fig. 4와 같이 파열압력은 파이프 벽면에 

발생하는 최대 소성 변형률(Maximum plastic strain)이 재료의 파괴변형률에 도달할 때, 그때 파이프 벽면에 가해지는 내부압력

(Internal pressure)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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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undary condition (b) Mesh configuration

Fig. 3. Boundary condition and mesh configuration for the numerical simulation

(a) Equivalent plastic strain contour (b) Equivalent stress contour

Fig. 4. Equivalent plastic strain and stress contour at burst pressure level

2.2.2 배관 모델 검증 및 매개변수 해석

수치해석 모델의 검증은 문헌 조사를 통해 얻어진 실제 실험 결과값과 비교하여 수행하였다. 실제 실험값을 제시하고, 수치해

석을 수행하기 위한 입력자료(재료물성, 형상 등)가 명확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상식 등(2016)은 국내 연료 가스 배관용 

탄소강관(KS D3631)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4], Alang 등(2013)은 X65등급 강관에 대해 인위적 부식을 가공하여 잔

존강도를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2]. Table 2는 실험에 사용된 배관의 형상과 물리적 물성값을 보여준다. Fig. 5는 수치해석 

모델의 결과와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다. 최대 상대오차는 12.10%, 최소 상대오차는 2.92%로 나타났으며, 평균상대오

차는 6.59%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수치해석 모델[1,2,5,6]과 실험값의 평균상태오차인 7.00~16.14%보다 작

은 값으로, 실제 실험값을 다소 잘 예측한다고 판단된다.

부식형상이 파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매개변수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

에 따르면, 부식의 폭과 부식 위치(내 ‧ 외부)가 파열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5]. 본 연구에서

는 부식의 폭과 부식위치(외부)는 고정하고, 배관 지름(200, 300, 700, 1,100mm), 배관의 두께(5.85, 7.0, 8.7, 11.1mm), 부식깊

이와 배관의 두께 비율(0.1, 0.4, 0.7, 0.9), 부식길이와 배관지름의 비율(약 0.1, 0.25, 0.5, 0.75, 1.0)을 고려하였다. 여기서 배관 

두께는 배관의 지름에 따라 결정됨으로 배관 지름과 두께 변화(4종류), 부식깊이와 배관의 두께 비율(4종류), 부식길이와 배관

지름의 비율(5종류)을 고려하여 총 80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부식깊이와 배관의 두께 비율, 부식길이와 배관

지름의 비율은 기존 연구자들이 고려한 범위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배관 지름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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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송관에 사용되는 가장 큰 배관(1,100mm),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관(700mm), 가장 작은 배관(300mm), 그리고 분기관

(200mm)을 대상으로 하였다[7].

Table 2. Material property and configuration of corroded pipes

Case
Pipe

material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Outer 

diameter

(mm)

Inner 

diameter

(mm)

Pipe 

length

(mm)

Pipe 

thickness

(mm)

Defect 

length 

(mm)

Defect 

thickness

(mm)

Defect 

width

(mm)

1

API X65 

Steel
284.7 464.4

60 45.4 600 5.80 49.7 4.1 13.7

2 60 48.8 600 5.60 49.8 3.5 13.9

3 60 48.9 600 5.55 69.7 4.0 17.0

4 60 48.76 600 5.60 50.0 4.5 14.0

5
SPPG

(KS D 

3631)

334 206

216.3 204.6 500 5.85 200 4.68 3.0

6 216.3 204.6 500 5.85 200 4.68 5.0

7 318.5 304.5 500 7.00 200 5.6 3.0

8 318.5 304.5 500 7.00 200 5.6 5.0

Fig. 5. Comparison of burst pressure between experimental data and FEA results

2.2.3 파열압력 설계규정과의 비교

파열압력을 예측하는 식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Table 3과 같이 부식형상을 직사각형으로 

가정하여 제안된 식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하였다[8-15]. 다만 Modified ASME B31G기준은 부식형상을 포물선으로 가정, RPA

기준은 부식형상을 직사각형-포물선으로 가정하여 제안된 기준이나, 산업계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식으로 포함하였다. 비교

를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열수송관의 파열압력 예측에 기존 제안식과 산업설계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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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Burst model considering rectangular defect shape

Model Equation Defect shape

RP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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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기존 경험식, 산업계 설계기준과의 비교 ‧ 분석

Fig. 6은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파열압력,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식, 산업계 설계기준을 통해 얻어진 파열압력을 보여

준다. 기존 경험식, 산업계 설계기준으로 계산된 파열압력이 수치해석으로 얻어진 파열압력과 일치하면 빨간 실선 위에 놓이게 

되며, 유사할수록 실선에 가깝게 된다. DNV RP 101기준이 수치해석에서 얻어진 결과와 가장 근접한 값을 보여주는 반면,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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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은 수치해석으로 구해진 파열압력보다 낮은 값을 예측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평가 결과를 나타내어 기존 연구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Amaya-Gomez 등(2019)은 다양한 파열압력 예측식과 산업계 설계기준을 대상으로 파열기준, 부식형

상, 파열확률, 예측 오차를 바탕으로 비교 ‧ 분석을 수행하였다[16]. 특히 102번의 파열 실험 결과와 351번의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결과를 바탕으로 파열압력 예측값/실험값 비율을 확인하여 DNV RP 101기준이 예측값/실험값 비율이 평균 

1.01, 공분산(COV) 0.17로 가장 정확하게 예측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간에 따른 파괴확률을 비교하여 CSA기준, FITNET 

FSS기준, SHELL92기준이 다른 기준과 비교하여 폭발압력을 보수적으로 산정함을 확인하였다. 최옥석 등(2015)은 부식된 해

저 원유 파이프라인에 대한 파열압력을 국제 설계 기준과 비교하여 DNV RP 101기준이 유한요소결과와 가장 비슷한 결과를 보

여줌을 확인하였다[3].

(a) RPA (b) Modified ASME B31G (c) CUP (d) CSA (C-FER)

(e) DNV PR-F101 (f) FITNET FFS (g) SHELL92

Fig. 6. Comparison of burst pressure between FEM and models

3.2 부식요소에 따른 파열압력 평가

Fig. 7은 부식깊이와 배관의 두께 비율(d/t)에 따른 파열압력 변화를 보여준다. 배관의 지름과 관계없이 부식깊이와 배관의 두

께 비율(d/t)이 증가할수록 파열압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파열압력의 절대적인 변화량은 배관의 지름에 따라 달라지

나, 변화비율은 배관의 지름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부식깊이와 배관의 두께 비율(d/t), 부식길이와 배관지름

의 비율(l/D)이 동일할 때, 배관의 지름(D)이 증가할수록 파열압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8은 부식길이와 배관지

름의 비율(l/D)에 따른 파열압력 변화를, Fig. 9는 부식길이의 제곱/배관의 지름과 두께의 곱(l2/Dt) 변화에 따른 파열압력 변화를 

보여준다. 부식길이(l)가 증가할수록 파열압력은 감소하나, 특정비율 이후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Fig. 10은 배관의 

지름과 두께의 차이(D-t), 배관의 두께와 지름의 비율(t/D)의 변화에 따른 파열압력 변화를 보여주는데, 배관지름(D)이 커질수

록 파열압력이 작아지고, 배관두께(t)가 커질수록 파열압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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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ner diameter of 700mm (b) All inner diameter

Fig. 7. Variation of burst pressure due to change in d/t

(a) Inner diameter of 1100mm (b) All inner diameter

Fig. 8. Variation of burst pressure due to change in l/D

(a) Inner diameter of 300mm (b) All inner diameter

Fig. 9. Variation of burst pressure due to change in l2/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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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urst pressure with respect to (D-t) variation (b) Burst pressure with respect to (t/D) variation

Fig. 10. Variation of burst pressure due to change in (D-t) and (t/D)

3.3 부식요소에 따른 파열압력식 제안

매개변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파열압력식을 도출하였다. 예측식은 선형 회귀분석, 가우스 과정 회귀분석(GPR), 서포트 벡

터 머신(SVM), 인공신경망(ANN) 방법을 고려하였으며, 입력변수는 3.2절에서 파열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Table 3에 표

기된 식에서 고려한 변수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4는 각 예측방법에 대한 결정계수 값(R2)과 평균 제곱근 편차(RMSE)

값을 나타내는데, 결정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RMSE는 0에 가까울수록 보다 정확한 예측을 한다. 선형 회귀분석을 제외하고는 

분석방법에 따른 결정계수, RMSE의 큰 차이는 없이 유사하나, 인공신경망 방법이 가장 정확한 예측을 보여준다.

Table 4. Regression results based on various methods

Metho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Root Mean Square Error, RMSE Considered variable

Linear Regression 0.88 2.16


























Gaussian Process Regression 0.98 0.93

Support Vector Machine 0.98 0.81

Artificial Neural Network 0.99 0.49

Fig. 11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인공신경망을 보여준다. 인공신경망은 가중치(Weight)와 편향(Bias)을 가지는 연결 형태로 구

성되며, 학습을 통해 연결관계가 강해지거나 약해지는 과정을 거쳐 목적값을 예측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5개의 뉴런을 가지

는 두 개의 은닉층, 하나의 출력층으로 구성된 신경망을 이용하였으며, 활성화 함수로는 은닉층은 로그-시그모이드 함수

(Log-sigmoid function), 출력층은 선형 함수(Linear function)를 이용하였다. 학습규칙은 훈련 데이터 수의 크기가 작고, 과대

적합 문제를 해결할 때 적합하다고 알려진 베이시안 정규화(Bayesian regularization)를 이용하였다. 해당 학습규칙은 검증 데이

터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위한 데이터는 훈련데이터(80%, 64개)와 실험 데이터(20%, 16개)를 이용하여 인공신경망

을 학습하였다.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는 가중치와 편향 수정에 사용되고, 실험 데이터는 훈련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신경망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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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rchitecture of artificial neural networks

Fig. 12는 개발된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회귀 결과를 나타낸다. 인공신경망으로 예측된 파열압력과 수치해석으

로 계산된 파열압력의 정확도가 높을수록 그래프의 점선(Y=T) 위에 위치하게 되고, y축에 표시된 선형 회귀식의 기울기와 절편

이 각각 1과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훈련 데이터, 실험 데이터 및 모든 데이터에 대한 회귀 결과는 모두 기울

기는 1, 절편은 0.1 이하의 값을 가지며, 상관계수 역시 1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어 인공신경망에 의한 예측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Regression plots of the proposed ANN model

3.4 열수송관의 부식결함에 의한 건전성 평가

열수송관의 부식 깊이는 배관의 재료 특성과 주변 부식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인 부식속도(Corrosion rate) 모델은 평

균 최대 부식깊이와 노출시간으로 연계되는 지수함수 형태로 나타내어진다.

  
 (1)

여기서, 는 경과시간, 는 부식의 개시시점, (mm/yr)와 는 부식 속도에 관한 매개변수이다.

많은 환경인자들이 배관의 부식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되도록 많은 변수들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종합적으

로 판단하여 매개변수인 와 을 도출하고 있다. Caleyo 등(2009)의 연구에서는 멕시코 남부 전역에 위치한 250개 배관(최대 

50년간 가동)을 굴착하여 현장에서 최대 부식 깊이, 현지 토양 조건 및 배관의 기하학 매개변수를 3년간 수집하였다. 측정된 토

양 변수에는 저항성, pH, 함수비, redox 전위, 밀도, 용존 염화물, 중탄산염, 황산 이온 농도 등이 포함되었다. 배관-토양 전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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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마감 및 배관 재령도 변수에 포함하였다[17]. 토양 표본은 모래, 실트, 점토의 상대적 비율을 바탕으로 Clay(C), Clay loam(CL), 

Sandy clay loam(SCL), 모든 채취된 샘플을 포함하는 일반 등급(All)으로 분류하여, 고려된 각 변수에 대하여 확률론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Table 5는 토양 종류에 따른 ,  ,   값을 나타낸다.

Table 5. Parameter values with respect to soil type

Parameter
Soil type

C CL SCL All

 0.178 0.163 0.144 0.164

 0.829 0.793 0.734 0.780

 3.05 3.06 2.57 2.88

Ossai 등(2015)은 10년간 오일 및 가스 배관(사용온도 21~74℃ 범위)의 부식, 탄소 이온 농도, pH, 온도, 황산 이온, 오일 및 가

스 생산 속도 등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변량 회귀분석(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식 (2)와 같은 부식 속도 모

델을 제안하였다[18].

 











      for  

      for  

      for  

      for  

 (2)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열수송관은 내관(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SPPS38E), 단열재(경질 폴리우레탄 폼, PUR) 및 외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으로 구성되어 있어 내관이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며, 사용 온도는 약 40~110℃의 

범위로 식 (1)과 (2)의 부식 깊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식 (1)과 (2)의 부식 델이 많은 데이터의 통

계분석으로 통해 얻어진 결과로 경향성 분석 등 정성적 평가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열수송관의 외부 충격에 의해 외

관 및 단열재가 파손되어 내관에 외부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로 가정한다면, 식 (1)과 (2)를 이용한 분석 결과가 유의미할 것으로 

(a) Burst pressure with respect to corrosion rate (b) Burst pressure with respect to soil type

Fig. 13. Predicted burst pressure based on proposed ANN model and corrosion rate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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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Fig. 13은 지름 1,100mm, 두께 11.1mm, 부식길이 821.55mm인 열수송관에 대한 부식속도 모델에 따른 파열압력 결

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열수송을 위한 내부압력이 1.6MPa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부식 속도(Severe corrosion rate)일 경우에는 24년, 높

은 부식 속도(High corrosion rate)일 경우에는 55년 이후에 배관이 파열됨을 확인하였다. 토양의 종류에 따라서는 1.6MPa 이하

의 파열압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Clay, Clay loam, Sandy clay loam 순으로 부식속도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식 시나리오에 따른 열수송관의 파열압력을 수치해석을 통해 산출하고, 기존 부식결함 모델과 결합

하여 시간에 따른 파열압력 예측식 제안을 통해 열수송관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1. 본 연구에서 구축된 수치모형을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값과 비교한 결과, 평균 상대오차 6.59%로 비교적 실제현상을 잘 예측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총 80개 부식 시나리오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경험식, 산업계 기준과 비교한 결과, DNV RP 101기준이 파열압력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CSA기준, FITNET FSS기준, SHELL92기준은 다소 보수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매개변수 분석 결과 파열압력은 열수송관의 지름, 부식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부식 길

이에 대해서는 감소하다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파열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도출하고 기존 부식모델과 결합하여 

열수송관의 파열압력 예측식을 제안하였다.

4. 다양한 회귀분석 방법 중 인공신경망 방법이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기존 부식모델과 파열압력 예측

식을 결합하여 열수송관의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부식속도와 배관의 크기에 따라 운영압력보다 파열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식결함을 직사각형으로 가정하고, 열수송관의 형태 중 직관에 대해서만 검토하였으나 보다 정확한 열수송

관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식결함 형태, 배관의 종류, 그리고 국내 열수송관이 매설된 환경영향이 반영된 부식결함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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