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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1

명세서

[발명의 명칭]

멀티 도관식 튜블라를 이용하는 드릴 파이프

[도명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여러가지 특징을 실시하기 위해 사용된 업 홀 및 다운 홀 장치의 개략도.

제2도는  파이프의  커플링  칼라간의  나사  결합을  도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단면으로  도시하면서 함
께 결합되어 있는 두 드릴 파이프의 일부의 측면도.

제3a도는 제2도의 선 3-3을 취한 멀티 도관식 튜블라의 단면도.

제3b도는  중앙  도관을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한  원형  주변  도관을  도시하는  멀티  도관식  튜블라의 다
른 실시예의 단면도.

제3c도는  외부파이프,  중앙  도관을  형성하는  내부  파이프  및  내부  중앙  파이프를  중심으로  주변에서 
도관을 형성하는 다수의 다른 파이프를 도시하는 튜블라의 또다른 실시예의 단면도.

제3d도는  제3a도의  드릴  파이프에서  하나의  도관을  차지하고  있는  개별도관의  정착  상태를  도시하는 
멀티도관시 튜블라의 또다른 실시예의 단면도.

제4도는 제2도의 선 4-4에서 커플링 칼라를 취하여 결합된 멀티도관식 튜블라의 단면도.

제5도는 튜블라 밀봉부와 이것의 내부에 고정된 중간 전기접속기의 사시도.

제6도는 밀봉부와 중간 전기접속기를 도시하는 결합된 튜블라의 결합부에서의 단면도.

제7도는 전기도체, 접속기 및 접점을 가진 결합된 튜블라 도관의 단면도.

제8도는 내지 10도는 제각기 제7도의 선 8-8, 9-9 및 10-10을 취한 단면도.

제11도는 밀봉부와 결합되어야 할 튜블라 단부섹션의 일부를 나타내는 분해 사시도. 

제12도는 거위목형 스위벌과 이에 부착되어 매달린 드링 파이프를 도시하는 착정데릭의 정면도.

제13도는  드릴  파이프  구동장비와  함께  유체  및  전기  정류자가  퀼부에  배치된  상태를  도시하는 거위
목형 스위벌의 축단면도.

제14도는  유체분배  매니폴드와  정류자  샤프트의  사시도로서,  매니폴드의  1/4이  절단되어  샤프트 유
입구가 매니폴드의 환상홈과 유통하는 관계를 도시하는 도면.

제15도는  두개  이상의  파이프  도관이  단일  정류가  샤프트  통로와  공통하게  되는  방법을  도시한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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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어댑터의 저면도.

제16도는  매니폴드의  환상홈이  각각의  샤프트  유입구에  연결된  상태와,  샤프트  통로를  통해  퀼부에 
연결된 상태를 도시하는 유체 정류자의 측단면도.

제17도는  전기신호를  드릴  파이프의  도선과  교통시키는  대응브러시와  함께  퀼  측에  있는  전기 슬립
링의 도면.

제18도는 센서실을 통과한 정 케이싱 스터브와 말단부의 부분단면도.

제19도는 개량된 드릴 파이프 커플링 장치의 조립된 사시도.

제20도는 제19도의 커플링 장치의 부분 조립된 사시도.

제21도는 제19도의 개량된 커플링 장치의 분해된 부분 단면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 멀티 도관식 드릴 파이프     12 : 거위목형 스위벌

22 : 지상 모니터 장치                26 : 유체 정류자

32,626,630 : 중앙 도관            44 : 환대

46 : 환상 축압기                       58 : 외부 측벽

60 : 내부 측벽                          78 : 인서트

80,82 : 채널                            84 : 커플링 칼라                      

86 : 밀봉부                             116 : 접속기 블록                    

126 : 중간 접속기                    154 : 퀼부(quill section)         

596 : 상부드릴 파이프             598 : 하부 드릴 파이프             

600 : 커플링 조립체                 614,616 : 외부 케이싱             

626,630 : 방사상 튜브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술분야

본  발명은  일반적으로  착정  작업(well  drilling  operation)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지하구멍을 천공
하고,  고압  및  저압  유체를  멀티도관식  튜블러(multi-conduit  thbular)내로  분사시키고,  그리고 천
공 또는 생산 작업을 제어함으로써 효율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다운홀 매개변수(downhole 
parameter)를 모니터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이다.

본  출원은  발명의  명칭이  '멀티  도관식  튜블라를  이용하는  드릴  파이프  및  케이싱'으로서  1987년 8
월  4일자  공조된  미국  특허  제4,683,944호가  되는  것으로서  1985년  5월  6일  출원  제730,831호의 연
속 출원이다. 미국 특허 제4,683,944호의 전체적인 설명은 참고로 본 발명에 합체되어 있다.

발명의 배경

기본적인  착정작업은  드릴  스트링을  형성하는  다수의  연결된  드릴  파이프를  회전시켜  드릴비트를 돌
려서  토양구성물을  벗겨낸다는  점에서  몇년에  걸쳐  변함이  없었다.  천고중에  천공구성물,  경사, 온
도,  PH  등과  같은  여러가지  천공  매개변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지하  및 천피이
트에서  드릴  스트링이  회전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다운홀  정보를  얻는  일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예를  들면,  구성물의  특성이  천공작업자에게  알려질때  천공작입이  가장  효율적이다.  암석,  토양 또
는  유체  및  기체와  같이,  여러가지  형식의  구성물에  대해,  드릴비트가  그때  마주치는  구성물의 형식
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상작업을  변경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드릴비트가 
침식한  구성물  칩은  드릴  파이프를  통해  아래로  공급된  유체에  의해  드릴  스트링  주위에서  환상의 
업홀(uphole)로  운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칩의  검사는  칩이  지상으로  상승하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 천공되고 있는 구성물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준다.

엘렌버그씨에게  허여된  미국  특허  제3,419,092호의  기술에서는,  내부  및  외부  동심파이프로  된 이중
통로식  드릴  파이프가  탄산가스를  포함한  드릴유체를  하나의  도관  아래로  공급하여  드릴비트에서의 
유체  정력학적  수두를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절삭물이  다른  파이프  도관에서  지상으로  위로 이동하
는  속도를  가속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천공되고  있는  구성물의  형식을 나타
내는  절삭칩은  더욱  빨리  지상에  도달하고,  이러한  경우에  천공작업이  이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엘렌버그식  드릴  파이프의  여러가지  동심도관과의  유체교환(fluid  commutation)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는  반면에,  사용가능한  그러한  도관의  갯수는  실제로  드릴  파이프  구조를  고려하여  제한되어 
있다.

캠프(camp)씨  등에  의한  미국  특허  제2,951,680호에서는  동심이  아닌  멀티도관식  드릴  파이프가 도
관의  갯수를  증가시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유체교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
관에서  드릴파이프  단부로의  유체통로  전이부는  종래  동심의  원형통로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캠프씨  등에  의한  드릴  파이프의  각각의  도관에서  다른  유체의  교환은  파이프의  제조  능력을 
복잡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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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숙련된  자는  멀티도관식  드릴  파이프를  이용하는  장점을  인식하였지만,  그러한  파이프는 여
러가지  원인때문에  광범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파이프들을  연결하는데  마주치는 
하나의  단점은  한  파이프의  도관을  다른  파이프의  도관에  밀봉시키는  방법이  있다.  종래  밀봉구조는 
'0'링 또는 세브론(chevron) 밀봉링(미국 특허 제2,951,680호) 또는 종래 패킹(미국 특허 제
3,077,358호)을  포함한다.  밀봉부의  형식과  그러한  밀봉부를  사용하는  방법  때문에,  밀봉부가  견딜 
수 있는 유압은 대체로 527.3kg/㎠(7,500p.s.i.) 이하이다.

그러므로,  도관의  갯수가  제한받지  않으며,  또한  파이프의  구조  또는  제조가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
고 고압 멀티도관식 드릴 파이프가 필요하다.

게다가,  다운홀  천공작업을  모니터하여  순간적으로  그  결과를  업홀로  전달하고  그리고  드릴 파이프
의  유체  운반능력이  심하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전달매체와  드릴  파이프를  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
다.

전기  도체가  위치하게  되는  실(chamber)로써  드릴  파이프의  중앙보어를  이용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
다.  그러한  실시예가  미국  특허  제2,795,397호  및  제3,904,840호에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실시
예에 의하면, 도체절연재가 드릴유체의 영향을 받기 쉽고 또는 값비싼 차폐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체운반  보어에서  전기도체의  사용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은  도체의  길이를  다함께  연결하는 전기
접속부를  유체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있다.  복잡하고  특이한  기술이  상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되어  있다.  상기  문제점을  더  완결짓기  위하여,  하나의  드릴  파이프에서  다른  드릴  파이프로 이
어지는  도체의  접속은  한  섹션을  다른  섹션내로  회전나사식으로  삽입시킬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형
식의  파이프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  특허  제2,798,358호에서,  이러한  관심이  파이프와  함께 
비틀려질  수  있도록  케이블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함으로써  처리되고  있다.  다른  경우에  즉,  미국 특
허 제3,987,097호에서, 전기케이블은 단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길이가 중앙보어내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케이블은  파이프  측벽을  통해  파이프  단부의  링형  접점까지  이어진다.  도체의 갯수
는 이러한 기술이 제안되어 있을때 분명히 제한하고 있다.

다수의  도체를  파이프  단부에서  다함께  연결하는  종래  장치의  실시에가  미국  특허  제2,750,569호에 
기재되어  있다.  이  특허에서,  전기케이블은  유체운반  보어를  통과하고  있다.  이것은  케이블이 접속
기와 마찬가지로 드릴유체의 부식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천공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정의  관리  목적을  위해  생산단계  중에  다운홀  매개변수를  모니터할 필요
가  있다.  종래  정  케이싱은  정  보어의  높은  보존도(integrity)를  부여하지만,  도선,  기체  또는  위로 
공급된  유체  이외의  액체를  위한  통로를  제공하기에는  제대로  장착되지  않는다. 정지갭(stopgap)측
정을  위한  것으로써,  원경  측정  도선(telemetry  wire)이  금속  도는  플라스틱  밴드에  의해  케이싱의 
외부주변에  고정되었고,  원격측정장치까지  다운홀에서  연장되었다.  또한  다운홀을  인위적으로 상승
시키기 위하여 케이싱 외부에 공기압을 운반하는 기생 파이프를 제공하는 것이 공지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유체를  펌프로  공급할  수  있는  멀티도관식  정  케이싱이  필요할  뿐만  아니,  원격측정 도
선을 둘러싸고 또한 솔벤트, 부동액 및 다량의 다른 유체를 운반하는 다수의 부속 도관이 필요하다.

발명의 요약

본  발명에  의하여,  균일  도관을  가지는  특이한  드릴  파이프를  통해  다량의  고압  및  저압  유체를 정
류하고,  그리고  지하  구성에  지하  구성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기신호  또는  동력을 다
운홀 센서에 전달하는 방법 및 장치가 제공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하여,  멀티도관식  드릴  파이프에는  파이프  전체를  통해  균일한  단면형태가  제공되고, 
따라서  그  구조가  압출방법으로  만들어진다.  단면상에서  드릴  파이프는  외부원통형벽,  중앙보어를 
규정하는  내부원통형벽  및  내부벽과  외부벽  사이의  다수의  다른  도관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양호한 
형태로서,  드릴  파이프는  지하의  수피트(feet)에서  드릴  스트링을  보유하는  인장  강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토크를  전달하기  위하여  드릴  스트링의  다른  유사한  외부  케이싱에  커플러  수단에 의
해 연결된 외부 케이싱을 가진다.  외부 케이싱 내에서 지탱되고 있는 한  집단의 내부 튜블러들을 커
다란  중앙  튜블라  주위에  배치된  다수의  방사상  튜블라를  포함한다.  내부  튜블라는  인장  또는 비틀
림  하중을  가지지  않지만,  튜블라  내부에  있는  케이싱에  고정되어  있는  밀봉  보조  조립체에  의하여 
그  단부에서  지탱된다.  신축  자재  가능한  밀봉  장치는  내부  튜블라를  연장시키지  않고  인장 하중하
에서  외부  케이싱을  다소  연장시키기  위하여  각  내부  튜블라의  한  단부와  커플라(coupler)사이에 제
공된다. 내부 튜블라의 다른 단부는 외부 케이싱의 다른 단부에 고정된 커플러내에 나사 삽입된다.

하나의  도관은  내부에서  전기  도선과,  도관에서  파이프  단부에  고정된  접속기를  포함한다.  다른 유
체,  또는  전기회로를  위해  여러가지  도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각각의  파이프는 
대향단부에서  인덱스러그  및  인덱스요면을  포함하며,  따라서  결합되었을때  각  파이프의  특정한 도관
들은  정렬상태가  유지된다.  인덱스러그  및  요면에  부가하여,  파이프  단부는  하나의  파이프와  다른 
파이프를 함께 구동하기 위해 다른 러그 및 요면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여,  통로에  밀봉부가  제공되는데,  이  밀봉부는  드릴  파이프와  유사한  단면형상을 가
지며,  여기서  그러한  통로는  각각의  파이프  회로를  결합하기  위해  중간  전기접속기를  포함한다. 밀
봉부의 각 측면에서 탄성체는 파이프가 결합되어 있을때 각 도관간의 고압 보존성을 보장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상에 따라,  드릴 파이프는 한  단부에서 균일한 직경의 암나사와 다른 단부에서 균
일한  직경의  암나사를  가지는  나사  커플링  칼라에  의해  파이프  사이의  밀봉부와  함께  결합되고, 상
기 커플링 칼라 단부는 직경과 나사피치가 다르다.  드릴 파이프 섹션의 각  단부는 커플링 칼라와 대
응하는  직경  및  피치로  된  나사를  포함한다.  이러한  형상은  인접한  파이프간의  밀봉결합을  위해 밀
봉부를 압축식으로 누르는 차동나사 작용에 의해 드릴 파이프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한다.

본  발명의 다른 형상에 따라,  각각의 원천에서 나온 여러 종류의 유체는 다른 유체원에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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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니폴드에서  회전하는  샤프트를  가지는  유체  정류자(fluid  commutator)에  의해  여러가지  드릴 
파이프  도관으로  정류된다.  원통형  샤프트는  각각의  드릴  파이프  도관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내부
통로를  가진다.  각각의  정류자  샤프트  통로는  샤프트의  원통형  측면에서  유입구로  개방되어  있다. 
정류자  샤프트를  따라  축방향으로  이격되어  있는  여러  유입구  주변은  매니폴드에  있는  대응하는 환
상홈과  유체  유통이  된다.  따라서  각각의  정류자  샤프트  통로는  매니홀드  홈을  통해  유체원에 연결
된다. 이러한 배치에 따라 여러가지 드릴 파이프 도관은 선택된 유체원과 연속적으로 연통된다.

본  발명의  관련된  형상에  대하여,  유체  정류자  샤프트는  각각의  정류자  샤프트와  유체원을  드릴 파
이프  도관의  선택된  도관에  연결시키는  어댑터(adaptor)를  통해  들릴  파이프  스프링(drill  pipe 
string)과  결합된다.  따라서,  다수의  어댑터가  수동으로  유지될  수  있고,  여러가지  유체원을  정류자 
샤프트를  통해  드릴  파이프  스트링에  있는  요구한  도관에  연결시키기  위해  다른  것으로  교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형상에  관하여,  거위목형  스위벌(goose-neck  swivel)의  퀼부(quill  section)는 드
릴  파이프  전선과  접속된  전기접속기를  포함하는  퀼축을  포함한다.  드릴  파이프내에  소유된  도선의 
갯수와  대응하는  다수의  슬립링이  퀼축  둘레에  배치되고,  그러한  슬립링은  드링  파이프에서  하나의 
도선에  제각기  연결된다.  고정브러시  수단은  슬립링과  접촉하여,  지상  모니터  장치에  다운홀 전기반
응을 전달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개량된  천공  방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고압  유체는  하나  이상의  드릴 
파이프  도관내로  개별적으로  분사되어서  예를들어  구성물을  침식하고  동시에  드릴비트  또는 드릴비
트 경로를 세척 및  냉각시킬 수  있고,  한편 다른 도관에서의 저압 유체는 다운홀의 정력학적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또  다른  도관에  있는  가스와  다운홀에서  결합된다.  동시에,  드릴비트  또는  파이프 
센서는  온도,  압력,  경사  등에  관한  정보를  지상  모니터  장치에  전달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천공작
업을 변경하는데 즉시 사용될 수 있다.

대단히  중요한  본  발명의  유사특징은  다량의  생산유체를  수용하는  대체로  큰  중앙보어를  포함하여 
드릴  파이프의  여러가지  속성을  가지는  멀티도관식  정  케이싱(multi-conduit  well  casing)을 제공함
에  있다.  정생산통제는  다수의  다운홀  매개변수를  모니터하고  동시에  여러가지  압력상태에  유체  및 
용액을 다운홀로 분사하여 정의 생산성을 최적화하는 능력에 의해 강화된다.

본 발명의 구조 및 작동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여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실시예

제1도에는  본  발명에  의한  방법  및  장치의  일반적인  형상이  도시되어  있다.  도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멀티도관식  드릴  파이프(10)를  포함하는데,  이는  다유체  거위목형  스위벌(12)에  의해 구동된
다.  드릴비트(14)는  정을  천공하기  위하여  지하  구성물(16)을  침식하는데  이용되는  그러한  종류에 
속한다.

온도센서(18)  또는  PH  센서(20)와  같은  여러가지  다운홀  센서는  드릴비트(14)내에서  다운홀  자료를 
수집하여  이  자료를  드릴  파이프  도선(제1도에는  도시되지  않음)을  통해  지상모니터  장치(22)로 전
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전원장치(25)가  드릴비트  센서와  다운홀  전기공구의  제어에  필요한 
만큼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다.

액체  펌프(24)는  거위목형  스위벌에  있는  유체  정류자(26)로  고압  또는  저압  유체를  공급한다.  또한 
다른  유사한  펌프도  종래에  달성되지  않았던  개량된  천공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압력의  여러가지  유체를  다운홀로  공급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유사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압축기
(28)는  드릴  파이프의  요구도관(30)으로  유체를  분배하기  위한  유체  정류자(26)로  질소와  같은 가스
를  공급한다.  드릴  파이프의  중앙도관(32)이  위로  올라가는  액체  또는  가스에  운반되는  구성물  칩 
통과하는  채널로써  이용될때,  그러한  칩은  귀환한  드릴유체로부터  칩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사이클
론  분리기(36)로  거위목형  호스(34)를  통해  운반된다.  또한  액체펌프(38)는  거위목형  호스(34)에 연
결되어서  원천(도시되지  않음)으로부터  중앙도관(32)을  통해  아래로  유체를  공급하여  천공하거나 또
는  다른  방법으로서  정에서의  분출(Blow  out)로  인한  도관에서의  불필요한  어떤  유체유동을 좌절시
킨다.  다른  방법으로서  액체펌프938)는  정을  밀봉하기  위해  시멘트  또는  다른  밀봉재료를 공급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밸브(40)는  재료가  사이클론  분리기(36)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액체
펌프(38)가 작동될때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요구한  천공  방법에  의존하여,  킬라이  펌프(kill  line  pump)(42)가  정의  환대(44)  아래로  드릴 유체
를 공급하기 위해 제공된다. 환상압축기(46)는 정에서 환상유체의 요구압력을 유지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현존하는  상태를  기초로  하여  천공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용방법을  제공한다.  아래  설명으로부터  본  발명이  종래  인식하지  못한  착정  기술의  진보성을 제공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멀티도관식 드릴 파이프

이제  제2도를  참고하면,  연결된  튜블라  섹션,  특히  드릴  파이프가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드릴 스트
링의  일부를  형성하고,  특히  드릴  파이프의  단부섹션을  결합하는  수단을  도시한다.  제2도에  도시된 
드릴  파이프의  형상으로서,  다수의  도관(30)(하나만  도시됨)은  드릴  파이프  전체를  통해  균일한 형
상이고,  따라서  하나의  파이프(50)에  이에  결합된  다른  파이프(52)까지  공구  조인트(48)를  횡단하며 
균일하다.  그러한  도관(30)은  제2도에  도시한  드릴  파이프의  업셋부(upsetsection)(54,56)가  강도 
및 밀봉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직경이 다수 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성질상 직선으로 이어진다.

드릴  파이프(50)는  제3a도의  멀티도관식  튜블라의  단면도로서  자세하게  도시되어  있다.  드릴 파이프
에  많은  도관을  제공하는  것은  만능성(versatility)이라는  견지에서  실제로  중요하며,  모든  도관은 
파이프를  통해  직선으로  이어지고,  상호  결합되어서  다운홀에  액체  또는  기체의  요구한  갯수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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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상기  액체  또는  기체는  서로  격리되며  따라서  다른  압력과  양으로  공급될  수  있다. 
그  목적을  위해,  본  발명은  양호한  형태로서  외부측벽(58)과,  중앙도관(62)을  형성하는  동심의 내부
측벽(60)을 가지는 드릴 파이프로 구성되고, 중앙도관을 통해 선택에 따라 주요한 유체가 공급된다.

내부측벽(60)과  외부측벽(58)  사이에  위치한  다수의  종방향  도관(30)은  내부  및  외부측벽  사이에서 
종방향  환상  채널(longitudinal  annular  channel)의  모양으로  형성되고  있고,  방사상  분할기(64)에 
의해  별개의  도관(30)으로  분할된다.  따라서  각각의  도관은  평행한  측면과  아치형  측면이  형성하는 
일반적인 부등변 4각형의 단면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강철  업셋부를  가진  알루미늄  또는  전체적으로  고급의  강철을  압출방법으로 압
출시켜서  드릴  파이프나  정  케이싱을  제작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다.  당연하게도  제3a도에  도시한 
형태  이외의  도관  형태도  특정한  필요성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면,  제3b도는  외부 
및  내부측벽(66,68)을  가진  멀티도관식  튜블라의  다른  형태를  도시하는데,  내부측벽(68)은  다시 중
앙도관(62)을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에서  원형  단면의  일련의  도관(70)이  내부측벽(68)과  외부측벽(66)  사이에서 중
앙도관(62)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동일한  간격으로  이격되어  있다.  튜블라의  이러한  형태는  단부에 
파이프스톡을 세우고 수직으로 각각의 도관을 드릴가공하는 것으로 제작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제3c도는  외부벽이  외부측벽을  형성하는  커다란  파이프(72)와,  중앙도관(62)을  형성하는  작은 파이
프(74)로  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제3b도와  유사한  멀티도관식  튜블리의  또다른  변경예를  도시한다. 
커다란  파이프(72)와  작은  파이프(74)  사이에는,  직경이  작은  균일한  다수의  파이프(76)가  주변에 
배치된다. 제3c도의 각각의 파이프는 파이프 단부에서 인접한 파이프에 용접된다.

제3d도는  제3b도의  튜블라의  변경예를  도시한다.  주변에  원형도관(70)을  가지는  튜블라에는  원통형 
멀티채널  인서트(multichannel  insert)(78)가  삽입되어서  용접등에  의해  내부에  고정된다. 인서트
(78)는  다수의  주변채널(82)을  가진  축방향  중앙채널(80)을  포함하고,  모든  채널이  감소된  직경에도 
불구하고 튜블라에서 도관의 갯수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그  길이를  통해  균일하게  연장하는  다수의  독립도관을  갖춘  용이하게  제작된  튜블라가 제
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도관이  천공  또는  생산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확한 
방법을 아래에 설명하기로 한다.

드릴 파이프 커플링

다시  제2도를  참고하면,  드릴  파이프로써  사용된  멀티도관식  튜블라이의  결합은  나사커플링 칼라
(threaded  coupling  collar)(84)에  의해  달성된다.  그렇게  결합될때,  각  도관의  입력  보존성은 밀봉
부(86)에 의해 유지되는데 자세한 것은 아래에 설명하기로 한다.

드릴  파이프(50)의  단부는  외부의  파이프  나사(88,90)와  내부의  커플링  칼라  나사(92,94)  사이의 차
동나사  작용에  의해  드릴  파이프(52)의  단부에  결합된다.  추가로,  드릴  파이프의  단부는  피치가 다
른  나사(88,90)를  가진다.  예를들면,  제2도에  도시한  드릴  파이프(50)의  단부는  인치당  4개의 나사
(88)(0.25피치)를  가지고,  파이프(52)의  단부는  인치당  5개의  나사(90)(0.2피치)를  가질  수  있다. 
커플링  칼라(84)는  드릴파이프(50)의  단부에  대응나사와  결합하는  굵은  나사(coarse  threads)(92)를 
가지며,  드릴  파이프(52)의  각각의  가는  나사(fine  threads)와  결합하도록  다른  칼라  단부에서  가는 
나사(94)(인치당  5개의  나사)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나선이  이루어져  있다.  커플링  칼라(84) 
및  드릴  파이프(50,52)의  가는  나사(94,90)  및  굵은  나사(92,88)는  각각의  나사부를  통해  직경이 균
일한  나사이다.  그러나,  도시한  드릴  파이프(50)  단부의  굵은  나사(88)의  직경은  드릴  파이프(52) 
단부의  가는  나사(90)의  직경보다  더  크다.  커플링  칼라(84)는  유사한  나사직경을  가진다. 나사직경
의  다른  형상은  커플링  칼라(84)가  드릴  파이프(50)에서  드릴  파이프(52)쪽으로  조여지지  않게 
하여,  여기서  커플링  칼라(84)의  긁은  나사(92)는  드릴  파이프(52)의  가는  나사(90)와  결합되지 않
는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커플링  칼라(84)는  정지  플랜지(96)에  접할때까지  드릴  파이프(52)에서 
하강할 수 있다.

도시한  드릴  파이프의  단부가  차동  커플링(differential  coupling)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피치의 나
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나사(88,90)는  오른나사  또는  왼나사이다.  바람직하게도  파이프가  커플링 칼
라(84)에  의해서만  결합될때,  나사는  드릴의  회전작용이  드릴  파이프간의  커플링을  단단히  조이는 
경향을  띠는  방향에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나사는  오른  방향으로  절단된다.  드릴 파이프(50,5
2)의  다른 단부는 기술한 파이프 단부와 반대가 되는 나사피치 및  직경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각각
의 파이프는 한 단부에는 굵은 나사(88)를, 그리고 다른 단부에서 가는 나사(90)를 가진다.

또한  커플링  칼라(84)는  결합된  드릴  파이프보다  더  큰  직경을  가지므로  보어홀  벽(bore  hole wal
l)에  대향한  회전작용으로  인한  어떤  마모가  드릴  파이프  보다는  커플링  칼라(84)를  마모시킬 것이
다.  이를  위해,  드릴  파이프  커플링  칼라(84)는  파이프의  나사(90)와  연결되지  않도록  커플링  칼라 
단부의  부분(98)을  환상적으로  내부로  오목하게  함으로써  드릴  파이프(52)로부터  제거가능하게 만들
어진다. 다른 방법으로서, 커플링 칼라의 암나사(94)는 칼라의 단부까지 연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커플링  칼라(84)가  심한  마모를  받았을때,  커플링  칼라는  드릴  파이프(52)에서  용이하게 
제거되어  교체될  수  있다.  보통은  아래에  기술한  이유  때문에,  드릴  파이프는  정지플랜지(96)의 접
촉관계로서  드릴  파이프  단부에  각각의  커플링  칼라(84)가  완전히  조여진  상태로서  보통  저장  또는 
선적된다.

제2도를  더  참고하면,  본  발명에  따라,  드릴  파이프(50,52)의  단부는  나사결합되기  전에  함께 끼워
져서  하나의  드릴  파이프에서  다음  드릴  파이프로  회전구동  토크를  전달하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러
한 방법에 따라, 드릴 스트링의 회전구동 토크는 나사 커플링 칼라(84)를 경유하여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사  커플링  칼라(84)와  피이프단부는  토크를  전달하기  위해  종래  테이퍼형  박스 
및  핀나사형  공구조인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러한  형식의  나사는  값비싼  나사  다이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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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4도는  결합된  드릴  파이프간에  상호  맞춤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동요면(102)내에  수령된 여
러개의  구동러그(100)를  도시한다.  제11도를  참고하면,  전기  도선(110)을  가진  도관형  드릴 파이프
(103,105)를  도시하며,  드릴  파이프(105)에서  구동러그(100)를  가지고,  드릴  파이프(103)의 단부에
서  구동요면(102)(점선)을  가지는  것으로  분명히  도시되어  있다.  드릴  파이프(103,105)간의 상호맞
춤은 반드시 구동러그(100)및 구동요면(102)의 삽입식 구조이다.

드릴  파이프(105)의  하나의  러그(104)와  드릴  파이프(103)의  각각의  요면(106)은  다른 구동러그
(100) 및 구동요면(102)과는 다른 수치로 되어 있다. 특히, 러그(104)는, 인덱스 요면(index 
recess)(106)과  함께  하나의  드릴  파이프(105)가  소정의  요구한  아치형  또는  회전식  정렬로서  다른 
드릴  파이프(103)에  결합되게  하는  길을  제공하는  인덱스러그(indexiug)이다.  본  발명에  의하여, 스
트링의  드릴  파이프간의  아치형  정렬은  드릴  스트링을  통해  드릴  파이프  도관의  정렬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때  필수적이다.  덧붙여,  전기도관(108)으로  지칭된  하나의  도관이  다운홀  센서에  신호 
및  동력을  공급하고  또한  센서  또는  공구로부터  지상장치까지  상향으로  신호를  공급하는  매체로써 
전기  도선(110)을  소유할때  드릴  파이프(103,105)의  특정한  아치형  정렬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
하다. 여기서 사용된 '신호'란 용어는 ac 또는 dc전원과 같은 전력을 총칭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므로,  유체운반  도관간의  정렬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기도관(108)이 전
기 도선을 소유하기 때문에 특정한 정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유체를 위해 드릴 파이프의 모든 도
관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적용분야에서,  특정도관이  아닌  일반적인  도관의  정렬을  유지하는 
구동러그(100)  및  구동요면(102)만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도관이 전기 도선(110)을 소유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기도관 및 도체

상술한  바와  같이,  센서(18,20)와  같은  다운홀  센서로부터  순간적인  전기신호를  수신하여  폐쇄루프 
방식으로  작동하는  천공작업의  능력은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데 유리
하다.  제7도  내지  제10도에서,  드릴  파이프(103)의  전기도관(108)은  장구(harness)(112)에서  함께 
형성된  3개의  전기  도선(110)을  소유한다.  장구(112)는  바람직하게도  테플론  또는 카이너(kyner)재
료와  같은  내구성  덮개로  제작되므로,  장구(112)와  도관(108)의  내부면(114)사이의  어떠한 마찰운동
이 천공중에 전기단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각의  전기  도선(110)은  파이프  단부에서  3개의  도선단자(118)와  이에  관련된  핀  접점(120)을 가지
는  접속기  블록(116)에서  끝난다.  각각의  전기  도선(110)은  각각의  핀  접점(120)의  단자(118)에 응
접된다.  드릴  파이프의  각  단부에  위치한  접속기  블록(116)은  전기도관(108)내에  접착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밀봉되며, 또는 다른 적절한 기구(도시되지 않음)에 의해 내부에 부착된다.

도관 밀봉부

전기  연속성  뿐만  아니라  한  드릴  파이프에서  다른  드릴  파이프의  각각의  도관사이에서의  유체 연속
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밀봉부(86)가  제5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공된다.  밀봉부(86)는  성질상 평
면이고,  도시한  드릴  파이프와  유사한  단면형상으로  된다.  특히,  제5도의  밀봉부(86)는  제3a도의 튜
블라  실시예와  유사한  단면이고,  드릴  파이프  단부사이에  위치한  가스킷식  강철판형  인서트로써 제
작된다.  아래  설명으로부터  기술에  숙련된  자의  범위내에서  제3b  내지  3d도의  튜블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관  밀봉부를  제작하는  것이  양호하다.  제5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밀봉부(86)는 중앙통로
(122)와,  이  중앙통로의  주위에서  등  간격으로  이격된  개별적인  주변  통로(124)를  가진다.  그런 통
로의  하나에,  전기소켓형  중간  접속기(126)가  제5도  내지  제7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고정된다.  중간 
접속기(126)는  각  단부에는  소켓접점(128)을  가지고,  이소켓접점  내에  파이프  접속기  블록(116)의 
핀접점(120)이  마찰식으로  삽입되어서  한  드릴  파이프에서  다른  드릴  파이프까지의  양질의 전기접속
을  보장한다.  게다가,  소켓접점(128)  및  핀  접점(120)은  금  또는  다른  적절한  재료로  도포되어서 착
정환경에서 유행하는 해로운 산화효과를 회피하게 된다.

중간접속기(126)는  드릴  파이프  접속기  블록(116)과  같이,  밀봉부(86)내에  접착되거나  또는  다른 식
으로  부착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  중간접속기(126)에는  밀봉부(86)내에서  접속기를 '요동
(floating)'시키기  위한  장착기구가  제공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형상은  중간접속기(126)가 밀봉부
(86)내에서  어느  정도의  축방향  운동이  가능하게  하여  정렬된  드릴  파이프간에  작은  치수차이를 수
용할 수 있게 한다.

밀봉부(86)의  제공은  중간접속기(126)와  마찬가지로,  종래  드릴  파이프  전기접속으로부터  개량된 것
이다.  중간접속기(126)는  양쪽  드릴  파이프  단부를  핀  접점식  접속기  블록(116)내에  끼워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실용적인  장점을  가진다.  그러한  대칭적인  배치에  따라,  밀봉부(86)는 방
향이  벗어나지  않고,  어느  하나의  파이프  단부에  적용된  중간접속기(126)의  어느  한  단부에  신속히 
장착될 수  있다.  또한,  실예로 든  드릴 파이프의 제조는 단지 핀형 접속기 블록(116)만이 각  파이프 
단부의 전기도관(108)내에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처럼 간단히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으로,  밀봉부(86)는  중앙통로(122)를  포함하여  주변통로(124)를  제각기  둘러싸는  고무 또
는 탄성체(130)과 같은 종류로서 밀봉 또는 가스킷 수단을 포함한다. 밀봉부(86)의 양호한 
형태로서,  홈(132)이  인접한  주변  및  중앙통로(124,122)  주위에서  밀봉망을  둘러싸면서 밀봉부(86)
의  각각의  정면쪽에  만들어진다.  밀봉부(86)와  탄성체  가스킷(130)의  제작의  용이성을  위하여 인접
한  통로간의  홈(132)은  공통으로  사용되고  이에  의해  탄성체  가스킷(130)을  단일체로  만들  수  있게 
한다.

제6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드릴  파이프(103,105)가  함께  맞추어져서  커플링  카라(84)에  의해 단단
히  결합될때,  탄성체  가스킷(130)은  홈(132)내에  단단히  압착되어서  양질의  밀봉부를  형성하고, 각
각의  유체  도관과  전기도관간의  압력보존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형식의  밀봉에서는, 3515.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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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p.s.i.)  이상의  차압이  인접한  도관사이에서  유지될  수  있다.  이러한  밀봉배치는  단지  약 
527.3kg/㎠(7,500p.s.i.)  이상의  차압을  견딜  수  있는  '0'링  또는  세브론  밀봉보다  월등히 개량되었
음을 나타낸다. 명료성을 위해, 제6도의 전기도관 단부에서 전기접속기 블록(116)이 생략되어 있다.

본  발명에  의한  드릴  파이프의  추가  장점은  제11도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도시한  바와  같은 커
플링  칼라(84)는  정지플랜지(96)(도시되지  않음)에  접촉해  있다.  커플링  칼라(84)는  드릴 파이프
(105)에  완전히  끼워졌을때  말단에지(134)가  최소한  러그의  말단에지(136)와  동일  평면을 이룸으로
써 그러한 러그가 저장 또는 취급중에 용이하게 파손 또는 피해를 입을 수 없게 하는 그러한 길이를 
가진다.  동일한  관점에서,  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메이팅  드릴  파이프(103)의 말
단부은  내부면의  구동  및  인덱스  요면(102,106)과  함께  주위에  연속적인  원통형  림(rim)(138)을 가
진다.  그러므로,  림(138)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한  드릴  파이프(105)의  말단부는  피해를  덜  받는다. 
이것은  러그(100,104)  또는  요면(102,106)이  과다한  피해를  받게  되어  전체  드릴  파이프를  신뢰할 
수 없게 될때 크게 요구되는 일이다.

상기 설명을 마음에 두면,  다수의 드릴 파이프는 각각의 유체 통로 및  전기도관이 드릴 스트링을 통
해  보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요구한  아치형  정렬상태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함께  결합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퀼부(quill section)

본  발명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유체  및  전기신호를  드릴  스트링을  통해  전달하는데  사용된 천공작업
의  지상장치가  제12도  및  13도에  도시되어  있다.  데릭  프레림(derrick  frame)(144)에  연결된 케이블
(142)에  매달려  있는  호이스트  구조물(140)은  정헤드(well  head)(도시되지  않음)위에서  매달린 상태
로서 거위목형 스위벌(12)을 보유한다. 케이블 감기 및 풀리수단(cable take-up and release 
means)(도시되지  않음)은  정  보어  내에서  드릴  스트링의  대략적인  조정과  드릴비트  중량의  대략적인 
조정을  제공한다.  토크  저지  케이블(torgue  arresting  cable)(184)은  거위목형  스위벌(12)이  최상단 
드릴  파이프(150)와  함께  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정헤드  위에서  거위목형  스위벌(12)의  양호한 수
직  조정은  거위목형  스위벌(12)의  퀼부(154)  및  와시  파이프(wash  pipe)(156)부분을  지탱하는 한쌍
의  유압  실린더(152)에  의해  호이스트  구조물(140)로  제공된다.  제13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유압 실
린더(152)는  요구한  드릴  비트  중량을  유지하는  일부  유체로  채워진  실린더(160)내에  위치한 피스톤
(158)을  각각  가진다.  각각의  피스톤(158)  주위에는  원주상  밀봉부(162)가  있어서  실린더(160)의 내
부벽에  대해  그러한  피스톤(158)을  밀봉하고,  그리고  피스톤(158)  위의  오일을  피스톤(158)  아래의 
대기압과  분리시킨다.  유압  실린더(152)의  상부는  호스(164)에  의해  유체원(gas-over-oil source)
(도시되지  않음)에  연결된다.  원천에서의  고압  가스는  드릴  비트  중량을  경감시키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유압  실린더(152)의  피스톤  봉(166)은  너클  조이트(168)에  의해  호이스트 구조물(14
0)에  연결된다.  여러가지  유체는  제12도의  고압  호스(170,172,174)를  통하여  거위목형  스위벌(12)에 
연결된다.  거위목형  스위벌  상단에  있는  고압  호스(176)는  드릴  파이프(150)의  중앙  보어로  유체를 
공급하거나 이로부터 유체를 추출하게 한다.

설명과  도면에서,  드릴  스프링의  모터  드라이브,  정헤드에서의  분출방지기(blow-out  preventer) 등
과 같이 천공 작업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어떤 요소는 본 발명에 기여하지 않으며 그의 존재 및 용
도가 기술에 숙련된 자의 능력내에 있기 때문에 생략되거나 간단히 기술되어 있다.

제13도의  거위목형  스위벌(12)는  튜블라  칼라(180)를  가진  최상단  드릴  파이프(150)에  바닥단부에서 
연결된  퀼축(178)을  포함하는  퀼부(154)와,  와시  파이프(156)와,  유체  정류자(182)로서  기본적으로 
구성된다.

어댑터(184)는  유체  정류자(182)를  퀼축(178)에  결합하는데  효율적이다.  어댑터(184)는  퀼축(178)과 
마찬가지로  드릴  파이프  도관의  하나에  요구  유체를  연통하게  하는  유체통로를  내부에서  가지고 있
다.  여러가지  유체가  요구한  드릴  파이프  도관과  연통하게  되는  방법은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될 것
이다.

거위목형  스위벌(12)은  드릴  스트링이  회전하는  동안에  각각의  드릴  스트링  도선(110)에서  전기 접
속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  정류기(186)를  더  포함한다.  퀼축(178)은  유압  또는  전기모터(도시되지 않
음)를  통하여  퀼축(178)에  제동된  기어(188)에  의해  구동된다.  모터  구동  유닛은  프레임(190)에 내
장되는데,  이를  통하여  퀼축(178)은  베어링(192,194)과  스러스트베어링(195)에서  회전한다.  적절한 
오일 밀봉부가 또한 퀼축(178)에 제공된다.

유체 정류자

유체  정류자(182)를  간단히  변경한  예가  제14도에  도시되는데,  여기서  정류자  샤프트(196)는  유체 
매니폴드(198)  내에서  회전  가능하고,  제16도를  참고하여  설명하게  될  고압밀봉부를  포함한다. 정류
자  샤프트(196)는  여러가지  드릴  파이프  도관을  통해  공급되어야  할  필요가  유체의  다른  갯수와 대
응하는  다수의  유입구(200,202)를  포함한다.  예를들어,  단  두개의  유체원이  유체  정류자(182)에 연
결된다.  각각의  유입구(200,202)를  위해  정류자  샤프트(196)내에서  대응하는 유체통로(104,206)(점
선)가  있고,  각각의  통로는  정류자  샤프트(196)의  바닥단부에서  출구를  가진다.  또한  정류자 샤프트
(196)는  이를  통과하는  중앙보어(208)를  가지며,  보어를  통해  드릴유체등이  드릴  파이프(150)의 중
앙도관(62)으로 연통한다.

유체 도관 어댑터

어댑터(184)는  정류자  샤프트(196)와  퀼축(178)  사이에  접촉영역을  제공한다.  어댑터(184)는 핀
(179) 및 리세스(18) 배치와 잼 너트(183)에 의해 정류자 샤프트(196)와 퀼축(178) 사이에 
고정된다.  제14도는  어댑터(184)의  사시도를  도시하는데,  여기서  어댑터는  정류자  샤프트의  중앙 보
어(208)와  서로  연통하는  중앙보어(210)와,  정류와  샤프트의  통로(204,206)의  서로  연통하는  두 채
널(212,214)를  가진다.  제15도는  어댑터(184)의  바닥면의  형상을  도시한다.  도시한  퀼부(154)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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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에서,  여러가지  드릴  파이프  도관을  통해  아래로  두개의  다른  유체를  퍼넣도록  되어  있다. 그러
므로, 어댑터(184)의 바닥면은 각각의 통로 채널(214,212)주위에서 중공 부위(hollowed-out 
area)(216,218)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채널(214)은  3개의  대응하는  퀼축  도관(222)과 유통
이  되고,  반면에  채널(212)은  예를들어  4개의  대응하는  퀼축  도관(224)과  유통하게  위치한다. 퀼축
(178)에 남아 있는 도관(226)은 어댑터(184)에서 폐쇄부위(220)에 의해 막힌다.

필수적으로,  정류자  샤프트(196)의  유입구(224)는  4개의  인접한  퀼축  도관(222)과  이에  따라  4개의 
대응하는  드릴  파이프  도관에  한  종류의  유체를  분배할  수  있다.  유사하게도,  유입구(202)는  3개의 
인접한  드릴  파이프  도관에  또  하나의  드릴유체를  분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여러  종류의 어댑터
가  다수의  유체를  다수의  드릴  파이프  도관에  분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천공지역에서  제공될  수 있
음은  명배하다.  이것은  어댑터(184)의  바닥면에  있는  중공부위에  다른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된
다. 

게다가  천공  작업자는  본  발명의  설명으로부터  압력이  다른  2개  이상의  유체원이  천공  작업을 최적
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3개  또는 4개의 유입구 정류자는 드릴 파이프 
도관으로 3개 또는 4개의 다른 유체를 분배하기 의해 개발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

제14도  및  16도에서,  더  상세하게  유체  매니폴드(198)는  외부쪽으로는  각각의  유체원에  연결되고, 
내부쪽으로는  한쌍의  환상홈(234,236)에  의해  정류자  샤프트  유입구(200,202)와  연결된 유입로
(230,232)를  가진다.  그러므로,  유입구(200)는  각각의  환상홈(234)내에서  회전할때  유체와  연속으로 
통하게  된다.  유사하게도,  유입구(202)는  환상홈(236)을  경유하여  다른  유체와  연속으로  통하게 된
다.

유체  정류자(182)가  연결호스(170  내지  174)(제12도)의  강도만으로  제한된  유압을  받기  때문에, 환
상홈(234,236)과  회전하는  정류자  샤프트(196)  사이에서  밀봉을  유지하기  위해  특수한  구조가 제공
되어야  한다.  제16도에  상세히  도시된  고압  밀봉구조는  여러가지  고압  유체가  다운홀  천공작업을 용
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거위목형  스위벌(12)의  유체  정류자(182)에서  이용되고  있다. 정류
자  샤프트(196)의  외부면은  유체  매니폴드(198)내에서  샤프트(196)를  위해  내구성  및  지속성 지지면
을 제공하는 세라믹 재료(240)로 도포되어 있다.

각각의  환상홈(234,236)  주위에는  정류자  샤프트(196)의  세라믹  재료(240)에서  유체 매니폴드(198)
를  밀봉하는  고압  밀봉링(242)이  있다.  저압  밀봉부(243)는  정류자  샤프트(196)의  대향  단부에 배치
된다.  고압밀봉부(242)의  한면에  가해지는  고압을  좌절시키기  위하여,  다른  고압  제어  유체가  고압 
밀봉링(242)의  대향면에  적용된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고압  밀봉링(242)의  각  측면에서  차압이 감
소되고,  압력  분출의  가능성이  또한  감소된다.  따라서,  제16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고압  밀봉유체의 
유입구(244)가  각각의  고압  밀봉링(242)의  한  측면에  고압유체를  공급하고,  고압  밀봉링(242)의 다
른  면에서의  압력과  동일하게  하여  고압  드릴유체가  드릴  파이프  도관으로  순환하게  한다.  다수의 
저압  밀봉  유체의  유출구(246)가  고압  밀봉링(242)에서의  압력과  동등하게  한  누출  압력의  제어 유
체를 저장소(도시되지 않음)로 귀환시키기 위해 제공되어 있다.

고압  밀봉의  세부  구조를  반복함이  없이,  정류자  샤프트(196)의  중앙  보어(28)는  상술한  것과 동일
한 고압 기술에 의해 밀봉될 수 있다.

상기  설명에  의한  발명은  천공작업자에게  여러가지  대단히  높은  차압  유체를  여러가지  드릴  파이프 
도관내에  선택적으로  분사시키고,  다운홀  장치에  상기  유체들을  적용하여,  예를를어  드릴  비트를 세
척  또는  냉각시키며,  드릴  유체를  산화시키거나  또는  구성물의  캐비테이션(cavitation)  또는  부식을 
돕고, 또는 동시에 각각의 작업에 영향을 끼치게 하는 능력을 부여함을 이해할 것이다.

전기 정류자

제17도에서  전기  정류자(186)는  드릴  파이프  내의  회전도선(110)과,  지상  모니터  장치(22)긴에  전기 
접속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드릴  파이프의  전기  도선(110)은  최상단  드릴  파이프(150)로부터 퀼축
(178)의  바닥에  위치한  대응  접속기(도시되지  않음)를  통해  결합된다.  퀼축(178)내의  전기  도선은 
그  상단부에서  접속기(252)에  의해  접속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제17도의  접속기(252)에  최종적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실예를들면,  4개의  전기  도선이  드릴  파이프(150)를  통해  지나가고  있다.  4개의 
대응  도체(254,256,258,260)는  단자블록(262)에  고착된다.  단자  블록(262)에서  나온  4개의  도체는 
제각기  슬립링(264,266,268,270)에  연결된다.  슬립링은  청동이나  다른  적절한  전기  도전재료로 제조
되고, 퀼축(178)에 고정되어서 이 퀼축과 함께 회전한다.

다운홀  센서에서  나온  각각의  도선(110)에  의해  운반된  전기신호는  제각기  회전하는  슬립링(264 내
지  270)에  송신된다.  4개의  브러시(272,274,276,278)는  각각의  슬립링에  압축  상태로  보유되어서 링
과의  확실한  전기  접촉을  제공한다.  브러시는  고정되고,  브러시  홀더(280)에  의하여  각각의 슬립링
에  압축된다.  브러시  홀더는  거위목형  스위벌  프레임에  부착되어  있는  블록(282)내에  고정된다. 불
록(282)내에서,  개개의  도체(284)는  개개의  브러시(278)에  연결되어서  모니터  장치로  전기신호를 운
반한다.  전기  정류자(186)는  가혹한  착정  환경에  슬립링이  노출됨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도시
되지 않음)로 덮인다.

그러므로,  본  발명은  드릴  스트링을  통해  다운홀  장치로  이어지는  다수의  전기  도선(110)을 제공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운홀  장치에서  나온  전기신호는  순간적으로  지상  모니터  장치(22)에 이용
되고, 이에 따라 작용될 수 있다.

멀티도관식 드릴 파이프 및 커플러

제19도는  상부  드릴  파이프(596)의  하단부,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상단부  및  완전히  조립된 커플
링  조립체(600)를  포함하는  드릴  스트링의  일부를  도시한다.  당연히  전형적인  드릴  스트링은  더 많
은  드릴  파이프  및  커플링을  포함할  것이다.  커플링  조립체(600)는  본  발명의  멀티  도관식  드릴 파
이프(596,598)를  함께  결합하기  위해  칼라(638),  밀봉보조  조립체(644)  및  리프트  보조조립체(l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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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assembly)(682)를  구비한다.  각  드릴  파이프의  하단부는  외부  케이싱  사이의  내부  및  외부 유압
을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구멍(700)을 포함하는데, 이는 아래에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제20도는  드릴  파이프  단부와,  2개의  주요  성분  즉,  제1단부  조립체(610)와  제2단부  조립체(612)로 
분리된  커플링  조립체(600)를  도시한다.  제20도는  완전히  조립되어  천공  지역에서  사용할  준비를 하
게  될때  나타나는  드릴  파이프를  예증하고  있다.  제19도  및  20도는  예증의  편리성만을  위해 제21도
에 비해 축소되어 있다.

제21도는  본  발명의  멀티  도관식  드릴  파이프와  개별적인  보조  조립체로  분리된  커플링 조립체(60
0)의  세부를  도시한다.  각  드릴  파이프(596,598)는  튜브형  외부  케이싱(614,616)을  포함한다. 제21
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부  드릴  파이프(596)의  외부  케이싱(614)은  하단부(622)에서 수나사(61
8)를  가진다.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외부  케이싱(616)은  그  상단부(624)가  수나사(620)로  되어 
있다.  이해할  수  있둣이,  예증된  하단부(622)  및  상단부(624)를  가진  두  드릴  파이프(596,598)는 구
조가 동일하다.

상부  드릴  파이프(596)의  외부  케이싱(614)은  다수의  방사상  튜브(626)와  하나의  중앙  도관(628)을 
둘러싸고  있다.  방사상  튜브(626)는  중앙  도관(628)의  주변에  배열된다.  유사한  다수의  방사상 튜브
(630)와  중앙  도관(632)도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외부  케이싱(616)에  의해  둘러싸이고  또 이로부
터  연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사상  튜브(626)와  중앙  도관(628)의  하단부는  매끈한  평면  단부를 
가지고,  반면에  방사상  튜브(630)와  중앙  도관(632)의  상단부는  제각기  수나사(634,636)를  가진다. 
중앙  도관(268,632)은  방사상  튜브(626,630)  보다  더  길게  제작된다.  또한  방사상  튜브(626,630)는 
외부 케이싱(614,616)보다 더 길게 제작된다.

칼라(638)는  외부  케이싱의  수나사(618)와  칼라의  암나사(640)를  이용하여  하단부(622)에  나사 결합
함에  의하여  외부  케이싱(614)상에  고정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칼라(638)는  밀봉  보조 조립체(64
4)의  역전  수나사(646)로서  칼라를  밀봉  보조  조립체(644)에  고정시키기  위해  역전  암나사(642)를 
가진다.  또한  밀봉  보조조립체(644)는  수나사(646)가  형성되어  있는  단부로부터  반대쪽  단부에서 수
나사(648)를 가진다. 이 수나사(648)는 오른 나사이고 자기 밀봉 방식(selt-sealing type)에 
속한다.

밀봉  보조  조립체(644)는  두꺼운  측벽(650)과  중앙보어(654)를  규정하는  외경  및  내경을  가진다. 중
앙  보어(654)는  상부  드릴  파이프(596)의  중앙  도관(628)과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중앙 도관
(632)을  내부에서  수령하도록  제작된다.  반경  방향으로  배열된  다수의  채널(656)이  두꺼운 측벽
(650)내에  축방향으로  형성된다.  채널(656)은  상부  및  하부  방사상  튜브(626,630)를  내부에서 수령
하도록 이격되어서 방사상으로 배열된다.

밀봉  보조  조립체(644)는  중앙  보어(654)내에  형성된  암나사(658)와,  방사상  채널(656)내에  형성된 
암나사(660)를 가진다. 중앙 보어(654)나 방사상 채널(656)은 대향 단부에서 나사를 가지지 않는다.

각  방사상  채널(656)은  방사상  튜브(626)의  하단부를  내부로  자유로이  활주  가능하게  수령하도록 제
작된  확대  직경부(662)를  가진다.  채널  섹션(663)은  밀봉  보조  조립체(644)를  통과하는  개개의  유체 
통로를  제공하기  의해  밀봉된  채널  단부와  나사식  체널  단부를  연결한다.  확대  직경부(662)는  외부 
케이싱을  신장시키는  경향이  있는  외부  케이싱(614)상의  어떤  인장력에  반응하여  밀봉  보조 조립체
(644)  내에서  축방향으로  방사상  튜브(626)가  신축  가능하게  활주하도록  형성된다.  밀봉  보조 조립
체(644)의  중앙  보어(654)는  외부케이싱(614)상의  인장력에  반응하여  축방향  운동을  허용하기 위하
여  중앙  도관(628)을  내부에서  활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방사상  채널(656)의  확대 직경부(66
2)와 유사한 확대 직경부(664)를 가진다.

방사상 채널(656)의 각 단부는 T-링형 밀봉부(도시되지 않음)를 내부에 수령하는 내부 환형홈
(666,668)을  갖추고  있다.  유사하게도,  중앙  보어(654)도  T-링  밀봉부를  수령하는  내부 환형홈
(670,672)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의  T-링  밀봉부가  환형홈(670)에서  밀봉부(674)로써  도시되어 
있다.  모든  T-링  밀봉부는  밀봉  보조  조립체(644)에  관하여  중앙  도관(628)  또는  방사상 튜브(626)
의  어떠한  신축  자재성  축방향  운동을  하는  중에  T-링  밀봉부의  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T-링 밀봉
부(674)상의  링(676)으로  도시된  바와같은  백업링(back-up  ring)을  갖추고  있다.  방사상  채널(656) 
및  중앙  보어(654)는  제각기  밀봉면(678,680)을  갖추고  있으므로,  외부  케이싱(614,616)에  인장력이 
가해질때  방사상  튜브(626)  및  중앙  도관(628)은  각각의  T-링  밀봉부와  밀봉  접촉  상태를  유지할 것
이다.  밀봉면(679,680)은  튜브  또는  도관내에  있는  고압  유체로  인한  방사상  팽창에  반응하여 각각
의  방사상  튜브(626)  또는  중앙  도관(628)과  접촉하기  위해  확대  직경부(662,654)에  비해  축소 직경
부를  가지도록  제작된다.  밀봉면(678,680)은  방사상  튜브(626)  또는  중앙  도관(628)이  방사상으로 
팽창하여  T-링  밀봉부에  관하여  신축자재식으로  이동할때  T-링  밀봉부를  흘러내리지  않게  억누르는 
작용을 한다.

중요한  것으로서,  T-링  밀봉부와  결합하는  방사상  튜브(626)  및  중앙  도관(628)의  외면  부분은 T-링
과  함께  고성능  밀봉을  제공하도록  광택  처리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끄럽게  만들어진다. 유사
한  방법으로서,  밀봉면(678,680)은  부품들이  서로에  관하여  축방향으로  이동할때  밀봉면의  마모 또
는  방사상  튜브(626)나  중앙  도관(628)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정밀  가공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
로서  매끄럽게  만들어진다.  이것은  드릴  스트링이  지하로  수  피트  아래로  연장하여  자체의  무게로 
인하여  신장되어  있을때와  같이  방사상  튜브(626)  및  중앙  도관(628)이  고압  유체를  소유하여  T-링 
밀봉부내에서  신축  자재식으로  활주할때는  필수적인  것이다.  동일하게,  방사상  튜브(630)  및  중앙 
도관(632)의  나사단부의  부분들은  밀봉  보조조립체(644)의  바닥에  형성된  환형  홈내에  위치한 T-링
을  가진  밀봉면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택  처리된다.모든  T-링  밀봉부  및  백업  들를은  예를들어  미국, 
켄터키,  렉싱톤  소재의  파커  시일  그룹(Parker  Seal  Group)에서  제작한  것과  같이  기술에  공지된 형
식에 속한다.

리프트  보조조립체(682)는  밀봉  보조  조립체(644)를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외부  케이싱(616)의 
상단부에  나사식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리프트  보조  조립체(682)의  외면  주위에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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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형  리세트(annular  recess  :  684)는  상부  드릴  파이프(596)를  하부  드릴  파이프(598)(제20도)에 
용이하게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다수의  환형  리세스는  드릴  파이프를  드릴  스트링에  첨부할때, 드
릴  스트링의  자동  인덱싱과  위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리프트 보조조립체(68
2)는  밀봉  보조  조립체(644)에  부착하기  위한  암나사(686)와,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외부 케이싱
(616)의  상부에  부착하기  위한  다른  암나사(668)를  가진다.  암나사(686,688)들은  자기  밀봉  방식에 
속한다.

본  발명의  중요한  특징에  의하여,  리프트  보조조립체(682)의  리세스(684)  및  하단부  에지(689)는 드
릴  스트링을  예정된  수직  위치에  반복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자동  현수  호이스트  장치(automated 
suspension hoisting equipment)와 결합될 수 있는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특정 부위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에서,  드릴  스트링에  드릴  파이프의  추가  섹션을  부착할  필요가  있을때,  자동  장치는 스
트링을  배치하여  첨가된  드릴  파이프와  정렬하고  그리고  이들  두개를  함께  고착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스파이더와  같은  드릴  스트링  조종  장치는  드릴  파이프의  외부  케이싱(616)을  포획하고 그리
고  하단부  에지(689)와의  결합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다수의  환형 리세스
(684)가  사용될때,  그러한  하나의  리세스는  스파이더  장치에  의해  포획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러
한  형태는  착정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하므로  작업  요원의  피해  위험이  줄어들고,  또한 파이
프의 조종 능률을 증가시킨다.

본  발명의  다른  특징에  의하여,  다수의  방사상  튜브(626)는  전기  도선을  수령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제20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방사상  튜브(690)는  다른  방사상  튜브(626)보다  직경이  작다. 방
사상  튜브(690)는  전기  도선  또는  케이블을  둘러싸는데  사용될  수  있고  또,  작은  직경에  의해 하나
의 드릴 파이프를 다른 파이프에 연결할때 인덱싱 수단으로써 사용될 수도 있다.  플러그 및  소켓 형
식의  전기  접속기(도시되지  않음)는  결합된  드릴  파이프  사이에  도선을  결합하기  위해  전기적 연결
을 용이하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외부  케이싱(614)은  관통되어서  제19도에  도시된  유체  구멍(700)을  형성한다.  이것은  외부 케이싱
(614)의  내부  및  외부  유압의  균등화를  허용한다.  동일하게,  각  드릴  파이프  외부  케이싱은  그러한 
입력 균등화가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압력  균등화를  위해  외부  케이싱(614,616),  칼라(638),  밀봉  보조  조립체(644)  및  리프트  보조 조립
체(682)는 고강도강으로 제작될 수 있고, 다만 인장력 및 토크력만을 받을 수 있다.

균등화  구멍을  이용함에  의하여,  외부  케이싱(614,616)은  압축력과  파열력에  저항할  필요가  없다. 
45,360kg(100,000lb)의  범위에  속하는  인장  강도를  가지는  강철은  본  발명의  드릴  파이프의  제작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다른한편,  방사상  튜브(626,630)  및  중앙  도관(628,632)은  압축력  및  파열 압
력만을  견딜수  있도록  제작될  필요가  있다.  방사상  튜브(626)  및  중앙  도관(629)이  각각의  T-링 밀
봉부내에서  신축  자재  운동이  가능하게  제작되기  때문에,  비틀림력  또는  인장력을  받지  않는다. 이
에  따라  본  발명의  드릴  파이프는  하나의  요소가  비틀림  및  인장  하중을  지탱하는  반면,  다른 요소
가  압축  및  파열  하중을  지탱하도록  분리  요소로서  제작된다.  따라서,  그러한  요소가  제각기  4개의 
힘  모두를 재팅하지 않을때와 길이 강도를 줄여서 각각의 요소를 제작할 수  있다.  각  드릴 파이프의 
바닥에  위치한  구멍(700)은  드릴  파이프  뿐만  아니라  정의  환대를  보호하는  분출  방지기(blowout 
preventer)를 쉽게 사용하게 한다.

본  발명의  드릴-파이프를  조립함에  있어서,  먼저  중앙도관(632)이  밀봉  보조  조립체(644)의 암나사
(658)에  고정된다.  다음에,  방사상  튜브(630)는  밀봉  보조  조립체의  두꺼운  측벽(650)내에  형성된 
대응하는 채널(656)내에 나사 삽입된다.

인덱싱이  요구될때  또는,  크기가  다른  방사상  튜브를  사용할때,  드릴  파이프의  필요한  각도 인덱싱
을  제공하기  위해  적절한  크기의  튜브가  사용된다.  일단  모든  튜브들이  밀봉  보조조립체(644)에 고
정되면,  리프트  보조조립체는  밀봉  보조조립체(644)에  나사식으로  고정된다.  그때  하부  드릴 파이프
(598)의  외부  케이싱(616)은  방사상  튜부(630)를  거쳐  활주되어서  리프트  보조조립체(682)에 나사식
으로  고정된다.  이러한  과정은  제20도에서  주지한  바와  같이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상단  부분의 
조립을 완성한다.

드릴  파이프를  함께  결합할때,  상부  드릴  파이프(596)의  중앙  도관(28)은  밀봉  보조조립체(644)의 
중앙보어(654)내에  삽입되고,  방사상  튜브(626)는  하부  드릴  파이프(598)의  짝짓는  방사상 튜브
(630)와  적절히  인덱스되도록  회전된다.  다음에  칼라(638)가  밀봉  보조조립체(644)에  나사식으로 부
착된다.  역전  암나사(642,646)의  역전  설계  때문에,  칼라(638)를  회전시키면  밀봉  보조 조립체(64
4)를  향해  외부  케이싱(614)이  전진하고,  따라서  방사상  튜브(626)와  중앙도관(628)을  밀봉 보조조
립체(644)의  대응  채널  및  보어내에  완전히  삽입시킨다.  이제  제19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드릴 파이
프가 완전히 조립된다.

요약하면,  상기  설명은  드릴  파이프나  정  케이싱으로써  사용된  멀티  도관식  튜블라에서  나타나는 장
점을  예시하고  있다.  다수의  도관이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접근  채널을  천공  구멍의  바닥에서 
얻을 수 있고,  이에 의해 다운 홀 매개변수를 다수 감지하여 공구를 작동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유
체 도관을 통해 정의 전체적인 천공 및 생산을 고효율로 조절할 수 있다.

튜블라,  도관,  커플링  등의  특수한  구조를  참고하여  방법  및  장치의  양호한  실시예를  설명하였는바, 
세부사항의  여러가지  변경은  청구범위에  규정된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남이  없이  공학적  선택의 문
제로써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실제로,  기술에  숙련된자는  교차속관(cross-over  sub)의  특성을  드릴  파이프,  밀봉  조립체  또는 드
릴  비트에  직접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  발명에  비추어  그러한  선택을  실행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이득을  실현하기  위하여  상기  설명의  여러가지  이로운  특징을  모두다 단일
의  복합  튜블라로서  채용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본  발명의  범위는  설명한  세부  사항에  제한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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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지만, 모든 동등한 장치 및 방법을 포용하도록 청구범위의 전체 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나사(618,620)를  갖춘  단부(622,644)를  가지며  또한  연결된  외부  케이싱(614,616)에  의해  사용시에 
받게  되는  토크  및  인장하중을  견디어  내도록  응용되어  있는  외부  케이싱(614,616)과,  상기 인장하
중을  제거하기  의해  각각의  외부  케이싱(614,161)내에서  요동하여  또한  가압유체를  운반하도록 응용
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의  튜브형  도관(628,632)과,  인접한  케이싱(614,616)을  연결하며,  토크  및 인
장하중을  케이싱(614)에서  케이싱(616)으로  전달하며  또한  가압유체용  연속통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나의  케이싱(614)의  도관(628  또는  632)을  인접한  다른  케이싱(616)의  도관(628  또는  632)에  대해 
밀봉시키는  밀봉  수단(674)과  인장하중으로부터  제거되기  위하여  도관(628  또는  632)의  단부를 지지
하기  위한  수단(650,678,680)을  포함하는  커플링  수단(638,644,682)으로  구성된  드릴  파이프 조립체
(10)에  있어서,  상기  커플링  수단(638,644,682)은,  인접한  케이싱(614,616)에  연결하기  위한  각각의 
단부를  가지는  밀봉  보조  조립체(644)와,  상기  하나의  단부에서  인장하중을  제거하기  위하여  요동 
방법(floating  manner)으로  인접한  하나의  케이싱(614)의  도관(628,632)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
(678,680)과,  다른  단부에서  인접한  다른  케이싱(616)의  도관(632)을  고정  방법으로  수령하기  위한 
수단(656,658,660)과,  상기  인접한  케이싱(614)에  밀봉  보조  조립체(644)의한  단부를  연결하기  위한 
칼라(638)와,  인접한  다른  케이싱(616)에  밀봉  보조  조립체(644)의  다른  단부를  연결하기  위한 리프
트 보조조립체(682)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외부  케이싱(614,616)에는  내압  및  외압의  균등화를  제공하기  의해 구멍
(700)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3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요동방법으로  도관(628  또는  632)을  지지하기  위한  수단(678,680)은 도
관(628,632)이  미끄러지듯이  밀봉식으로  수용되는  보어(662,654)이고,  상기  보어(662,654)는  밀봉 

수단(674)이 수용되는 환형 홈(660,670)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수단은  탄성  T-링  밀봉부(67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드 조립
체.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T-링  밀봉부(674)는  보어(662,654)내에서  도관(628,632)이  축방향  운동을 하
는  동안  T-링  밀봉부(674)의  이동을  방지하는  돌출  억제링(anti-extrusion  ring  :  67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리프트  보조  조립체(682)는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외부  환형 리세스
(684)와,  케이싱(614,616)을  취급할때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단부  에지(689)을  더  포함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각각의 외부 케이싱(6l4,616)은 방사상으로 배열된 다수의 튜브(626,630)를 
가지고,  상기  튜브형  도관(628,632)은  케이싱(614,616)내에서  상기  도관(628,632)에  대하여 방사상
으로 배치된 튜브(626,630)의 중앙에 축방향으로 위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밀봉  보조  조립체(644)는  외부  케이싱(614,616)의  벽  두께에  비해  두꺼운 벽
두께를 갖는 대체로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인접한 외부 케이싱(614,616)의 한 도관
(628,632)을  수용하기  위한  축방향  중앙  보어(654)와,  방사상으로  배치된  튜브(626,630)를  수용하기 
위해  비교적  두꺼운  측벽(650)에  형성된  다수의  방사상  보어(656)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
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보어(654)  및  방사상  보어(656)의  부분들은  케이싱(614)의  각각의  한 도
관(626)  및  방사상으로  배치된  튜브(628)를  미끄러지듯이  밀봉가능하게  수령하고,  상기  각각의 부분
들은  한  도관(626)  및  방사상으로  배치된  튜브(628)를  밀봉하기  위해  탄성  밀봉부(674)가  삽입되어 
있는 환형홈(666,668,670)을 각각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보어(654)  및  방사상  보어(656)의  부분들은  탄성  밀봉부(674)의  흐름을 
방지하기에 효과적인 직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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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중앙  보어(654)  및  방사상  보어(656)의  부분들은  한  도관(626)  및 방사상으
로  배치된  튜브(628)의  폴리싱  처리면(polished  surface)과  신축  가능한  밀접한  결합을  제공하기 위
해 폴리싱 처리면을 각각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12 

제7항  내지  11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도관(632)  및  튜브(630)를  고정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수단(656,658,660)은  각각의  보어(656,654)와  도관(630)  및  튜브(632)의  단부에  제공된  나사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드릴 파이프 조립체.

청구항 13 

제1항의  드릴  파이프  조립체에서  인접한  케이싱(614,616)을  연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튜브형 도관
(632)을  밀봉  가능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케이싱(616)의  튜브형  도관(632)의  단부를  밀봉 보
조  조립체(644)내에  삽입하는  단계와,  리프트  보조조립체(682)를  상기  밀봉  보조  조립체(644)에 연
결하는  단계와,  상기  케이싱(616)을  리프트  보조조립체(682)에  연결하는  단계와,  다른 케이싱(614)
의  튜브형  도관(628)의  단부를  밀봉  보조  조립체(644)내에  조립하여  미끄러지듯이  밀봉식으로 결합
함으로써 상기 도관(632,628)을 연결하는 단계와, 칼라(638)를 다른 케이싱(614)에 연결하는 
단계와,  상기  칼라(638)를  밀봉  보조  조립체(644)에  연결하는  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싱(614,616)은  다수의  튜브(626,630)를  포함하고,  각  케이싱(614,616)에 
있는  하나의  도관(628,632)은  케이싱(614,616)내의  중앙  도관(628,632)에  대하여  방사상으로 배치되
는  튜브(626,630)의  중앙에  축방향으로  위치하고,  여기서  중앙  도관(632)을  밀봉식으로  삽입한  후 
한  케이싱(616)의  방사상으로  배치된  튜브(630)의  단부를  밀봉  보조  조립체(644)내에  밀봉식으로 삽
입하는  단계와,  방사상  튜브(626,630)를  인덱싱하기  위해  다른  케이싱(64)을  회전시키는  단계와, 다
른  케이싱(614)의  중앙  도관(628)을  삽입한  후  다른  케이싱(614)의  방사상으로  배치된  튜브(626)의 
단부를  밀봉  보조조립체(644)내에  삽입하여  미끄러지듯이  밀봉식으로  결합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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