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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최근 저유가의 영향 및 환경규제 강화로 신규 유전개발보다는 기존 유전의 생산 운영 효
율화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과 결합하여 기존 개발유전의 효율적인
오일 생산 및 수송처리 관리기술 혁신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 년
동안 오일 생산현장 및 수송처리 시설에서의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관 내 고형물 침전이 유
동관 폐색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생산설비 파손 및 운영중단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
하게 되므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왁스 집적 문제는 석유 생산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유동안정성 확보와 관련된 이슈로, 안정적인 석유 생산을 방해하고 현장에서는 이
를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 소모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왁스 집적 문제를
예방하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왁스가 집적되는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거나, 문제가 더 확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들이 유효하게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및 탐지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동관 내부 가시화 기술은 석유/가스 생산
현장과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유동관이 설치되는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유동관 내부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하여 유체유동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탐지 등을 위한 유동관 건전성
평가 및 유동안정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기반의 신
호처리 및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시스
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침형 단일 채널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온도센서가 장
착되고, 항온유체의 연속 순환이 가능하여 분석대상 유체시료의 온도구배 제어가 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계측이 가능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분석 대상 유체 시료의 음파
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고체파라핀 함량이 5wt%와 15wt%
합성오일을 이용하여 왁스 집적 실험을 수행하였고, spectral ratio값을 산출하고 relative
ration intensity를 산출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파형요소 특성을 분석하여 WAT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ASTM D2500, DSC, Rheometry 및 Densitometry로 측정된 WAT와, 본 연구에
서 제안된 방법으로 추정된 WAT가 유사한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
라, 왁스집적물 성장 과정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에서 제안하는 초음파 모니터링 및 탐지에 의한 WAT 추정과 왁스집적 진단 방법이 유효하
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왁스집적에 따른 유동관 내부의 생산유체 거동이
가능한 유효유동공간을 추정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개발된 기법을 통해 합성오일
내 왁스 집적으로 인한 계면추정이 가능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 생산 현장에서 왁
스 집적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왁스 억제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투입
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저감시킬 수 있는 초음파 모니터링 기
반의 왁스 억제제 선정 기술 확보를 위한 원천 기술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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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Recently, due to the impact of lower oil prices and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efficient operation of existing oil fields
rather than development of new oil fields. In addition, an attempt is being made to
develop an efficient oil production/transportation processing management technology of
existing oil fields in combination with technology lea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and maintenance of anomalous signs in oil
production and transport facilities has been emphasized over the past few years, and
efforts are being made to strengthen the relevant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flowline blockage due to deposition of solid matters in flowline, and failure of
production equipment cause huge economic loss. Wax deposition is the most frequent
flow assurance problem occurring at oil production fields. It disrupts stable oil production,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money are spent ameliorating on site problems.
To prevent and mitigate wax deposition, it is necessary to proactively identify the
conditions under which wax is deposited. Furthermore, monitoring and detection
techniqu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technical measures applied.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hat measures acoustic velocities by ultrasonic monitoring and
detection to estimate the following as the WAT of oil containing wax, the temperature at
which growth of wax deposits is activated, and the temperature at which wax deposits
begin aging. An experimental system comprising an immersion type single channel
ultrasonic transducer and a temperature sensor was set up and an isothermal fluid was
continuously circulated therein. This enabled the following: control of the temperature
gradient of a fluid sample, real-time monitoring and data measurements, and
measurements of acoustic velocity variations within the fluid samples. A wax deposi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synthetic waxy oil samples with paraffin solid contents
of 5 wt% and 15 wt%, respectively. Results showed that WAT measurements of ASTM
D2500, DSC, Rheometry, and Densitometry had similar ranges to the WAT estimations
obtained using the proposed method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experiment enabled
monitoring of the entire process of paraffin wax deposit growth and ag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oth the WAT estimation using ultrasonic monitoring and detection and the
lifecycle diagnosis for paraffin wax deposition, which are proposed in this study, are valid
and rel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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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저유가의 영향 및 환경규제 강화로 신규 유전개발보다는 기존 유전의 생산

운영 효율화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과 결합하여 기존

개발유전의 효율적인 오일 생산 및 수송처리 관리기술 혁신을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수 년 동안 오일 생산현장 및 수송처리

시설에서의 이상 징후 예측(모니터링) 및 대응(유지보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유동관 내 고형물

침전이 유동관 폐색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생산설비 파손 및 운영중단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게 되므로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Fig. 1-1).

Fig. 1-1. Major issues for flow assurance in flowline and examples of solid

depositions

○석유/가스 생산현장과 처리시설뿐만 아니라 유동관이 설치되는 모든

산업현장에서의 유동관 내부 모니터링을 통한 가시화는 유체유동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탐지 등을 위한 유동관 건전성 평가 및 유동안정성

평가를 위한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기반의 신호처리 및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통해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초음파 검사(ultrasonic testing, 이하 UT)는 가장 보편적인 비파괴 검사 방법

중의 하나로 짧은 파장과 높은 주파수의 음파를 이용한다. 고주파수의 음파가

유동관 속으로 진행할 때 결함이나 내부 집적물이 나타나면 초음파는 반사하게

되며 음의 진행시간과 신호의 진폭이 측정됨. 대부분의 UT는 펄스 에코(pulse

echo)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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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에는 수침 초음파 탐상장치(ultrasonic immersion testing equipment)의

형태로 항공기 기체와 같이 대형 검사물체에 응용이 확대되었고,

1960～1970년에는 고체회로, 다중채널시스템, 모듈화, 디지털 출력이

개발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비접촉 원격 초음파 검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레이저 초음파 시스템이 개발되어 짧은 레이저 펄스를 기반으로 고속가열과

팽창을 일으켜 시편에 탄성파를 형성하여 검사를 수행 하는 등의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는 위상배열의 응용과 휴대형 스마트 디바이스 및

응용프로그램의 조합으로 무선 송수신시스템과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UT 기반의 비파괴 검사 기술의 응용에서 두드러진 특징이다(Fig. 1-2).

그림 1-2. Development trends of ultrasonic technology (한국비파괴검사협회, 2013).

◦UT를 이용한 결함 검출, 두께 측정, 내벽 검사 장치 등은 자동화, 컴퓨터화를

통해 기술과 비용 측면에서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

전자기술, 반도체 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의 채용과

4차 산업혁명 주도기술인 센서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하면서 검사

프로세스를 신속화하고 화상해석을 자동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소형화,

휴대화하려는 기술적 추세가 있다.

◦초음파 탐상 방법에서 사용되는 파(wave)의 종류에는 종파(longitudinal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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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파(shear wave), 레일리파(rayleigh wave), 램파(lamb wave) 및

유도파(guided wave)가 있다. 종파는 시험 대상체의 분자를 파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밀어내고, 유동관 몸체의 전단과 후단을 시험하는데 주로

사용되거나 유동관으로 가공하기 전의 판재의 건전성을 시험하는데 주로 사용됨.

횡파는 동일한 주파수에서 종파보다 더 느리고 더 짧은 파장으로 전파되며 수평

및 수직방향에 대해 횡적입자 운동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시험 대상체의 횡적

건전성을 시험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레일리파는 시험 대상체의 표면파(surface

wave)의 일종으로, 시험 대상체의 표면 균열을 감지하는데 사용된다. 램파는

시험 대상체의 상부 표면에서 하부 표면으로 발생하는 진동이어서 판파(plate

wave)라고도 하며 시험 대상체의 불연속성의 위치와 상태를 시험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전술한 초음파 탐상방법들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 유동관 모니터링을 수행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탈리아 ENI社는 오일 유동관의 원격모니터링을 위하여 진동

음향 시스템(vibro-acoustic) 기반의 e-vpms®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수십km의 거리에서 유동관에 설치된 압력센서와 진동센서의 개별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파이프라인을 따라 전파되는 유량 변동에 의해 생성된 음향파와

탄성파를 분석하였다(Fig. 1-3). 즉, MAS(multi-point acoustic sensing) 기술을

적용하여 유동관의 누출 현상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술을 제시는 하였으나

유동관 내벽에 집적되는 고형물에 기인한 유효 유동 단면적 정보 및 고형물 집적

형태의 영상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였다.

Fig. 1-3. Configuration of e-vpms®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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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Weatherford社는 유동관의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부식/균열

감지시스템을 개발, 유동관 내 투입된 초음파센서를 통해 응력, 부식 및

균열지점을 탐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UTWM(ultrasonic wall measurement) 및

UTCD(ultrasonic crack detection)기술로 유동관의 건전성(integrity) 평가는

가능하나 고형물 집적에 기인한 유동관내 유효 유동 단면적 변화 및 집적형태

정보를 파악할 수 없고 유동관 내부 투입 방식이라 소구경 유동관에는 적용이

어려운 제한점이 있다(Fig. 1-4).

Fig. 1-4. Ultrasonic apparatus for flowline monitoring (Weatherford).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PETRONAS社는 전기 커패시턴스 토모그래피(ECT,

electrical capacitance tomography)을 이용한 유동관내 왁스 집적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Malay분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대상으로

정적(static)상태에서 왁스 형성을 시각화하였다. 그러나 ECT를 이용한 가시화

방법은 전기 커패시턴스 센서 내 구성요소의 유전율(permittivity) 분포에 매우

의존적이고 해상도가 다소 낮기 때문에 유동관 내 상(phase)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며 유동관 내외부에 센서를 모두 부착해야하는 제한점이 있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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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lowline monitoring system by electrical capacitance tomography.

◦영국 TRACERCO社는 감마선 토모그래피를 이용하여 유동관 내 물과

하이드레이트가 공존하는 상태에서의 모니터링 기술을 연구함. 이를 통해 유동관

내 하이드레이트 집적량을 측정하고 해당 현장의 최적화된

인터벤션(intervention) 주기 및 억제제 주입 주기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감마선 토모그래피를 위시한 X-선 토모그래피, NMR 토모그래피 및 ATR-FTIR

분광기를 통한 이미징 기술은 장치 가격이 매우 고가이고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다(Fig. 1-6).

Fig. 1-6. Example of flowline monitoring by electrical capacitance tom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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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관을 초음파 탐상으로 모니터링하여 ①유동관 내벽의

고형물 집적 최초 시점 감지 기술, ②집적된 고형물의 경화에 따른 고형물 성장

과정 모니터링 기술 및 ③집적된 고형물에 의해 변화된 유동관 내

유효유동단면적 추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로서, 초음파 기반의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Fig. 1-7).

Fig. 1-7. The main contents to be carried out in this study.

◦전술한 바와 같이 극한지 또는 해저 등에서 설치된 생산플랜트 운영 시, 유동관

내 고형물 생성 및 집적 가능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유동안정성 이슈와 관련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생산 기간이 유발되고

이에 따른 운영비용이 높아지게 되므로 유동관 내에서의 유체이송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고형물 집적 시점을 감지하거나 고형물이 경화되는 것에 따른

유동관 내 유효유동단면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한다.

◦고형물 집적에 의한 유동관 폐색 현상이 발생하여 생산작업을 위시한 유동관을

통해 이송되는 모든 유체이송이 중단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한 후 유체 이송

재개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그 동안의 운영손실과 유동 재개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해저와 같이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고형물 집적에 의한

유동관 폐색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급격히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한 유체유동 모니터링

기술이 요구된다.

◦전통적 유/가스전의 생산운영 기술은 최근 크게 부각되는 고형물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억제제 투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고형물

생성을 최소화하며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체유동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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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 수행된 바 없는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를 위한 초음파 영상 시스템 개발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기 생산 운영 중인 유/가스전의 생산플랜트의 안전관리, 국내 생산 설계 및 운영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즉, 유동관 내에 고형물이 집적되면 해당 구간에서의

음파전파 특성이 변화하게 되고, 유효유동단면적이 감소하여 유량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초음파로 감지하게 되면 고형물 집적 구간의 직접적인 탐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집적물 두께 산출도 가능하므로 유동관의 전방위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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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1. 개발목표

◦본 연구의 개발목표는 유/가스전의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한 ①유동관 내벽에

고형물이 집적되는 최초 시점을 초음파 파형 분석을 통해 감지하는 기술,

②집적된 고형물이 시간 경과에 따라 경화(aging)되는 것에 기인한 물성변화 및

고형물 성장과정을 초음파 파형 분석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③유동관 내

집적된 고형물에 의하여 변화된 유동관 단면상태를 이미징하여 유효유동단면적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 실험시스템을 설계/개발하는

것이다.

2. 개발내용 및 범위

◦여러 물질들의 집합체인 석유/가스가 저류층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순물과 혼합한

상태로 유동하면서 원래 부존하였던 환경과 다른 온도, 압력 등에 노출되면서

생산이 이루어질 때 유동안정성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생산 장비에

왁스(파라핀), 하이드레이트, 아스팔틴, 레진, 스케일과 같은 고형물이 집적되면

유동관 내 유동 단면적이 줄어들어 생산유체의 압력손실을 증가시키고 유량을

감소시키게 됨. 고형물은 온도가 낮아지면 대체로 생성속도가 빨라지므로

해저/극한지와 같은 지역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Fig. 1-8).

◦유동안정성 확보 기술이란 유체가 저류층에서 정제시설에 이르는 동안 어떠한

방해 없이 흐를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공학기술을 의미한다. 석유/가스 생산 및

수송 구간 중 어떠한 곳에서라도 유동 문제가 발생한다면 곧 수익손실 및

운영비용 증가로 이어지므로, 유동안정성 확보 기술은 자금안정성 확보

기술이라고도 부름.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석유/가스가 저류층에서

처리시설에 이르는 동안 목표로 설정했던 유량 및 압력에 도달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생산 중인

석유/가스는 원래 부존하고 있던 위치에서 이동할 경우 다른 온도와 압력 조건에

노출되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왁스 집적이다(Fi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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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는 이유는 다른 집적물과는 다르게 압력과

성분변화보다 온도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오일 내 왁스의 석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오일 중 가벼운 성분은 오일 내

왁스의 용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 중 용해가스가 분리되면 왁스

석출이 보다 쉽게 발생하게 된다.

Fig. 1-8. Selection of flow assurance issues in flowlines to be discussed in this study.

Fig. 1-9. Problems of wax deposition in oil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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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의 온도가 WAT(wax appearance temperature) 이하로 낮아지면 왁스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결정 형태로 석출되지만 왁스가 석출되더라도 오일과 함께

미립결정 형태로 유동하면 유동관 내벽에 집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동관 내

유동하면서 광물입자, 점토, 및 부식으로 인한 불순물 등이 결정핵으로 작용하여

서로 응집하여 유동관 내벽에 집적된다(Fig. 1-10).

 

Fig. 1-10. Wax precipitation and deposition mechanism in flowline according to

temperature gradient.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를 위한 초음파 영상

시스템은 유동안정성 확보 문제 이슈 중 가장 빈번한 문제로 대두되는 왁스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 예정 시스템 역시 왁스 집적을 인위적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특화시키고자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된 왁스 집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를 위한 초음파 영상 시스템의 주요 설계

고려사항이 온도, 오일성분, 압력, 유량, 유동관 내벽 표면 특성인

거칠기(roughness)와 젖음성(wettability)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실험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기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온도와 오일성분만

매개변수로 설정하였고, 압력 조건과 유동관 내벽 표면 특성은 후속 연구

단계에서 고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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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설계 고려사항 중, 오일성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합성 및 제조하여

실험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케로신(kerosene), 고체 파라핀(solid

paraffin) 및 미네랄오일(mineral oil)을 성분비에 따라 혼합하여

합성오일(synthetic waxy oil)을 사용하였다(Fig. 1-11).

Fig. 1-11. Raw materials for synthetic waxy oils used in this study.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험시스템은 크게 오일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오일 물성

측정 시스템과 해저에 위치한 유동관의 초음파 모니터링 과정을 모사하기 위한

수침형 시스템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후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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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국내 기술개발현황

◦유동관(배관) 초음파 모니터링은 크게 외부 모니터링과 내부 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관 외부면에 발생한 부식과 결함

등과 같은 관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되고,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내부에 유동하는 유체의 수위를 확인하거나 고형물 발생으로

인한 폐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된다. 이 절에서는 관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주안점을 두고 문헌 자료를 조사하여 기술개발 현황을

확인하였다(Table 2-1).

◦본 연구에서는 석유/가스 생산 현장에서 왁스, 아스팔틴, 하이드레이트 및 모래

등과 같은 고형물이 유동관에 집적되고 폐색되는 문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고형물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왁스고형물에 대한 WAT 분석 기술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Table 2-1. Status of domestic technology trend in ultrasonic monitoring of flowline.

순
번 저자 또는 발명자 연

도 제목 또는 발명의 명칭 비고

1 손성진, 김지정,
김관도, 박정호 2012 비파괴 초음파 검사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공장

의 폐수배관 내부의 스케일 두께 측정 학술발표

2 양윤상 2013 음향법에 의한 배관계의 막힘 위치
진단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3 ㈜엘라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15 실시간 초음파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문헌

4 성균관대학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2 유도초음파 탐지를 통한 배관 파이프의 스케일

진단방법 및 장치 특허문헌

5 웰텍㈜,
㈜카이센 2009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특허문헌

6 삼성중공업㈜ 2012 배관 검사 장치 및 배관 검사 방법 특허문헌

7 한국수력원자력㈜ 2014 배관 내 수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및 방법 특허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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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관(배관) 내부 초음파 모니터링 기술

◦손성진 등(2012)은 반도체 공장의 폐수 배관 내부에서 폐수에 포함된

화학물질들의 반응에 의해 스케일이 생성될 시 반도체 플랜트 공정의 효율

저하와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초음파 수직

탐상법을 이용한 스케일 두께 측정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몰탈과 PDMS(polydimethylsiloxane)를 사용하여 스케일을 모사하고 신호

파형을 분석하였으며 스케일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집적되는 스케일의 밀도가

높아야하고 스케일 내 수분 함량이 높아 입자 사이의 공기층이 적어야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양윤상(2013)은 음향 신호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기상관함수와

상호상관함수를 이용하여 이론계산용 음향모델을 수립하여 배관의 막힘 위치를

계산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비교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한 음향모델의 경우는 배관계의 막힘이 클수록 음향 임피던스

증가로 인하여 피크음압의 크기가 크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상호상관함수를

이용한 음향모델의 경우는 배관계의 막힘이 클수록 잡음이 많아 피크의 신호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막힘 정도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자기상관함수를 이용한 음향모델을 통해서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엘라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2015)은 피검사물 표면에 배치되고, 설정패턴으로

2차원 배열된 복수개의 압전소자를 구비하여 피검사물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는 탐촉자와 이를 정위치에 고정시키는 고정체 및 초음파 신호정보를

전달받아 피검사물의 초음파영상을 산출하여 출력하고 작동을 제어하는

컨트롤러를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초음파검사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성균관대학교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02)은 배관 파이프 진단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초음파 입사수단 및 탐촉수단을 진단하고자 하는 파이프에 설치하는

단계,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주파수, 게인 및 싸이클 수 등의 초음파 발진조건을

선택하는 단계, 초음파 입사수단으로 L 또는 F모드의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초음파를 입사시켜 파이프 내 유도초음파를 발생시키는 단계,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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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발생되어 관을 통과한 유도초음파를 탐촉수단을 이용하여 탐지하는 단계,

그리고 스케일이 없는 관에 적용하였을 때 수신신호의 최대 진폭을 얻는 단계,

현장에서 탐지된 수신 신호의 최대 진폭과 비교하고 스케일이 없는 관의

최대진폭에 대해 현장에서 탐지된 수신신호의 최대진폭의 감소량에 따라

정량적으로 파이프 내부에 형성된 스케일의 양을 판단하는 유도초음파를 분석

단계를 포함하는 유도초음파 탐지를 통한 배관 파이프의 스케일 진단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웰텍㈜와 ㈜카이센(2009)는 액체 또는 고체를 이송하는 파이프라인에 FBG(Fiber

Bragg Grating) 진동센서를 이용하여 진동값이 발생되는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파이프라인의 막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는 광섬유 케이블이 외면에 구비되고, 광섬유 케이블의 변형률을

측정하는 FBG 변형률 센서, 광섬유 케이블의 진동값을 측정하는 FBG

진동센서가 구비되는 복수 개 파이프라인, FBG 진동센서로부터 전송되는

진동값을 이용하여 파이프라인에 막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측정

장치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에 설치 용이성을 확보하고 진동의

강도 및 진동 발생 시간간격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의 막힘, 유입수 및 파손에 의한

누출 여부까지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삼성중공업㈜(2012)은 배관 외면에 배치되는 나선 형상의 몸체부, 배관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부, 배관의 외면을 따라 주행시키도록 몸체부에 설치된 이동부로

구성된 배관 검사 장치를 개발한 바 있다. 검사부에는 나선 형상의 방향으로

설치되는 영상, 비파괴 및 음향 검사유닛이 장착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서

피깅(pigging) 작업이 석유/천연가스 이송 중단시킨 후에 진행된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상시 점검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굴곡진 배관의 경우에도 원활한

작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제한된 공간 내에서 다양한 센서들을 탑재함으로써

복합적인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2014)은 그림 2-10과 같이 초음파탐상 및 다중채널을 이용하여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배관 내 수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배관의 외측에서 서로 이격된 위치에 배치되어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하나 이상의 초음파 트랜스듀스, 초음파 트랜스듀스를

배관의 외측에 접촉시키는 고체형 접촉매질, 초음파 트랜스듀스가 배관 외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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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으로 접촉하도록 지지하는 지지부를 포함하는 초음파 발생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구동시켜 초음파 발생을 제어하고, 초음파에 대한 반사파를

감지하며, 반사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출력하는 초음파 탐상부, 반사파에

대한 정보에 기반하여 수위를 판단하고, 정보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데이터

처리부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서 배관의 외측에 서로 이격 배치된 다수의 초음파

트랜스듀스들에서 발생된 초음파들을 고체형 접촉매질을 통해 배관 내로

전송하고, 각 초음파에 대한 반사파의 유무를 확인하며, 각 초음파에 대한

반사파의 유무를 기반으로 수위를 판단하여 배관 내 수위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기존의 배관을 직접적인 변형이나 개선 등의

부수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배관 내 유체 축적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위

관찰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

2. 왁스고형물 물성 분석 기술

◦왁스 성분이 함유된 오일의 온도가 WAT 이하로 감소하면 유동관 내벽에

왁스고형물이 집적될 수 있다. 따라서 WAT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단열/가열,

화학제 주입, 피깅과 같은 왁스고형물 예방 및 완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Fig.

2-1)를 적시에 적용하고 과남용하는 것에 기인한 경제적 손실 또는 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WAT를 추정하기 위여 제안된 종래의

방법은 Table 2-2와 같다.

Fig. 2-1. Prevention and mitigation method for wax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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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nventional method for WAT estimation.

순번 명칭 측정 항목

1 ASTM D2500 오일 색 변화 확인

2 점도측정법 점도 변화 확인

3 시차주사열량법(DSC) 열유량 변화 확인

4 필터막힘점 측정법 필터 폐색 시점 확인

5 압력필터 측정법 오일 유동 압력 변화 확인

6 밀도 측정법 오일 밀도 변화 확인

7 영상 처리법 왁스 집적 시 명도 변화 확인

◦임종세 등(2012)은 해저 석유 생산시스템 내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투명

오일의 WAT를 측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투명한 오일의 경우 온도를

감소시키면서 석출되는 왁스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WAT를 측정할 수 있는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ASTM) D2500 표준 기법이 있으나

불투명한 오일의 경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WAT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기법이 없으므로 다양한 방법들로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오일에서 왁스가 석출될 경우 점도가 크게 높아지는 현상을 이용한

점도측정법, 오일 내의 왁스성분이 집적 될 때의 발생하는 열 흐름의 미세한

발열반응 변화를 이용하는 시차주사열량법, 배관 중 일부분에 필터페이퍼를

장착하고 시료의 온도를 낮추면서 시료를 필터에 통과시키면 WAT 이하에서는

석출된 왁스결정이 필터를 막아 오일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필터막힘점 측정법, 필터를 설치한 배관에 오일을 유동시키며

실험시스템의 온도를 서서히 감소시키면 오일의 점도가 증가하여 두 지점 사이의

압력차가 발생하나 WAT 이하에서는 석출된 왁스가 필터를 부분적으로 막아

필터 양단에 상대적으로 크게 압력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는 압력필터

측정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측정법 간에 상호보완적인 측면과

오일 시료의 특성에 따라 권장되는 측정법을 제시하였다.

◦강판상 등(2015)은 이러한 측정법을 바탕으로 투명오일과 불투명오일 모두에

대하여 시차주사열량법과 점도측정법을 적용하여 WAT를 측정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밀도 변화 분석에 의한 WAT측정 방법을 더 제시하였는데 이는 왁스가

결정으로 생성되면 고체상이므로 왁스가 용해된 상태의 액체상보다 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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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혜 등(2016)은 오일의 WAT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영상

처리기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WAT 측정 가시화 실험시스템을 통해 시간에

따라 온도를 감소시키며 왁스생성거동을 촬영하고 영상 처리기법으로 투명

오일시료의 명도변화를 분석하여 WAT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표준측정법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그 효용성을 검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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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국외 기술개발현황

◦국외의 경우 열 펄스, 초음파 및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다양한 소스를 이용하여

유동관 내부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제안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동관 내부를

모니터링하여 왁스 집적 상태를 추정하거나 WAT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왔다.

◦Hoffmann 등(2011)은 열 펄스를 이용한 왁스 집적 모니터링을 제안하였는데, 이

방법은 유동관의 한 지점에서 열 펄스를 가하고 이 때 측정된 과도 열응답

이용하여 왁스 집적 두께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설치된 유동관의 구조

변경없이 외부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장치의 호환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Fig. 2-2).

Fig. 2-2. Wax deposition monitoring by heat pulse method(Hoffman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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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stensen 등(2013)은 음향 화학계량적 방법(acoustic chemometrical

method)으로 유동관 내 왁스 집적 두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화학계량학은 분광학적인 스펙트럼이나 크로마토그램 데이터와 같은 다양한

분석화학 데이터에서 원하는 정보를 도출하여 정량 및 정성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수학적 통계 알고리즘을 통칭하는 것인데, 이를 음향학적인 측면으로 응용

연계하여 유동관 내 유동에 의한 진동 특성을 기반으로 일련의 신호처리 과정을

통해 유동관 내부의 왁스 집적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Fig.

2-3).

Fig 2-3. Wax deposition monitoring by acoustic chemometrical method(Halstein et al., 2013).

◦Koptev와 Kopteva(2017)는 유동관 내 왁스 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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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과 성장(growth)을 자동화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에

기반한 비접촉식 자동화RIMS(radioisotope measuring system) 기술을 제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동관 벽의 두께를 모니터링하고 이송 중인 유체의 조성에

관한 정보까지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방법들은 장치가격이 매우

고가이거나 복잡한 연산 과정이 필요하고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Fig. 2-4).

Fig. 2-4. Wax deposition monitoring by radioisotope measuring system(Koptev와 Kopteva(2017).

◦Chen 등(2014)은 우간다의 Kingfisher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의 왁스 침전

곡선(wax precipitated curve, WPC)과 WAT를 추정하기 위하여 초음파 탐지 및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1MHz 트랜스미션 모드(transmission mode)에서 초음파

탐지가 수행되었는데 왁스 집적에 의한 유체시료의 탄성성질 증가로 인하여

음파전달시간(transit time)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초음파 탐지로 추정된

WAT는 시차주사열량계(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와

레오미터(rheometer)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과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WPC는

DSC로 추정한 곡선과 유사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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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Wax deposition monitoring by ultrasonic detection technology(Chen et al., 2014).

◦Jiang 등(2014)은 East African Rift Valley의 West Branch 북쪽에 위치한 ‘K’

유전에서 생산된 오일에 왁스 집적 문제가 대두되어 초음파 탐지 기반의 WAT

추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서 왁스 집적에 의한 공저 부근의 손상을 복구하기

위하여 주입하는 열수의 적정 온도를 제안한 바 있다(Fig. 2-6).

Fig. 2-6. Wax deposition monitoring by ultrasonic detection technology(Jia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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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 등(2017)은 25～90℃의 온도구간에서 높은 감쇠특성을 보이는 dispersive

wax가 가열되거나 냉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Fig. 2-7).

Fig. 2-7. Wax deposition monitoring by ultrasonic detection technology(Moore et al., 2017).

◦Tripathy 등(2018)은 왁스억제제(wax inhibitor)인 MEK(methyl ethyl ketone)와

bromobenzene의 성능 효율을 평가하고자 오일과 왁스억제제 혼합물의 음파속도를

측정하여 왁스억제제의 몰 분율(mole fraction)의 증가에 따른 음파속도의 선형적인

감소 변화를 확인한 바 있다(Fig.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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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Wax deposition monitoring by ultrasonic detection technology(Tripathy et al., 2018).

◦그러나 전술한 방법들은 음파전달시간과 음파속도에 대한 변수에만 국한되어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져서 매질 내에서의 신호 감쇠 현상을 고려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즉, 음파전달시간과 음파속도 특성은 오일 내

왁스 함량에 따른 신호 특성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간 신호가 갖는

스펙트럼 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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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목표

1. 연구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내 용

총

연구기간

대비 연구

진척율

(%)

○ 유동관 내벽에 고형물이

집적되는 최초 시점을

초음파 파형 분석을 통해

감지하는 기술

- 실시간 초음파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득된

파형을 분석하고 spectrum ratio를 산출하여

WAT 추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종래의 WAT 측정 방법과도 비교하여

초음파 기반의 WAT 추정 방법이 신뢰성이

있는 것을 확인함.

100

○ 집적된 고형물이 시간

경과에 따라 경화되는 것에

기인한 물성변화 및 고형물

성장과정을 초음파 파형

분석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

- 실시간 초음파 모니터링을 통해서 취득된

파형을 분석하고 spectrum ratio를 산출하여

왁스고형물의 성장이 활발해지는 시점과

경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성공적으로 추정함.

- 왁스억제제의 투입 시점, 유동관의 단열재

적용 시점 및 가열 시점을 제안할 수 있음.

100

○ 유동관 내 집적된

고형물에 의하여 변화된

유동관 단면상태를

이미징하여 유효유동

단면적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기술

- 초음파 모니터링 과정에서 취득된 데이터에

대해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여 왁스집적

구간에 대한 공간정보를 추정함으로서, 유효

유동단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00

○ 정량적 및 정성적 연구

성과(특허출원, 논문발표,

보고서)

세부성과 항목 가중치(%) 목표 실적
특허출원 60 1 1
학술발표 20 1 1
보고서 20 1 1
논문투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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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과학기술적 측면>

◦우리 연구원이 보유한 원천기술의 개선, 응용기술의 개발, 기술간 융합을 통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를 위한 초음파 영상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종래에 개발된 개별 기술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응용기술의 효용성과 현장 적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석유/가스 해저생산시스템 및 극한지 생산플랫폼 등의 운영을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기술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상용화된

선진기술에 근접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산기술의

자립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달성할 수 있다.

<경제․산업적 측면>

◦국내 대부분의 석유개발 회사들은 석유/가스 해저생산시스템 및 극한지

생산플랫폼 등의 운영/관리 방안을 해외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생산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 기술의 개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자립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

◦외국 서비스 기업에 의존하는 운영/관리 분야를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외국 서비스 기업의 활요에 따른 용역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신규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에 난항을 겪는 국내 ICT 분야와 융합 기술을 통해 VR/AR 기반의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 기술을 개발한다면 디지털 오일필드 전반에 걸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수종 사업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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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내용 및 범위

제 1절 실험시스템 개발

1. 오일물성측정 실험시스템

Fig. 4-1. Schematic diagram of oil property measurement experimental system used in this study :

Mark#01.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오일물성측정 실험시스템(Fig. 4-1)은 원통형의 투명한

시험셀을 제작하여 합성 오일 시료가 수용되도록 하였다. 이 시험셀을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 지지대에 결착시켜서 실험 과정에서 음파 경로가 변경되거나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시험셀은 서로 다른 직경을 갖는 투명 아크릴

재질의 관을 이용하여 이중관 형태로 구축하였으며 여기서 형성된 환체 공간

내부로 항온 유체를 순환시켜서 합성 오일 시료의 온도를 제어하였다. 시험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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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포트에서 항온 유체가 유입되어 환체 공간을 채운 후 상부의 배출 포트로

배출되는 형태이며 항온유체의 연속 순환이 가능한 열교환기에서 항온유체를

시험셀 내로 공급하였다. 상기 열교환기는 유효작동 온도범위가 –25～150℃이고

온도 유지 정확도는 ±0.05℃이며 순환유량은 범위는 5.6～28.0L/min이다.

◦온도센서의 경우 K-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고 이는 후술할 NI-9210 TC input

module에 연결하여 온도를 계측하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Olympus社의 Videoscan

V303-SU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심주파수가 1MHz이고 엘리먼트 크기는

13mm이다. 온도센서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한 지점에 고정적으로 위치시키기

위하여 연직 지지대, 수평 지지대 및 고정 클램프로 결합시켰으며 상하 이동이

가능한 높이 조절부를 추가로 더 체결하여 합성오일 계면에 삽입되는 온도센서와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깊이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4-2).

Fig. 4-2. Pictorial view of oil property measurement experimental system used in this study :

Mark#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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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침형 초음파 영상 실험시스템

Fig. 4-3. Schematic diagram of immersion type experimental system used in this study :

Mark#02.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침형 초음파 영상 실험시스템(Fig. 4-3)은 원통형의 투명한

시험셀을 제작하여 합성오일 시료가 수용되도록 하였다. 시험셀을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 지지대에 결착시켜서 실험 과정에서 음파 경로가 변경되거나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은 유사하지만 오일물성측정 실험시스템은

시험셀이 서로 다른 직경의 아크릴 파이프가 이중관 형태로 구성되어 항온유체가

이중관의 환체공간 내에서 순환되었으나, 수침형 초음파 영상 실험에서는 시험셀

자체가 항온유체에 잠긴 형태, 즉 외부수조 내부에 시험셀이 위치하므로 단일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차이가 있다. 또한 알루미늄 재질의 고정대에는 상하

이동이 가능한 높이 조절부와 시험셀의 회전이 가능한 회전각 조절부가 더

장착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외부수조도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구축하였으며

열교환기에서 공급되는 항온유체를 순환시켜서 합성오일 시료의 온도를

제어하였다. 외부수조의 하부 포트에서 항온유체가 유입되어 외부수조의 내부

공간을 채운 후 상부의 배출 포트로 배출되는 형태이다. 열교환기는 유효작동

온도범위가 –25～150℃이고 온도 유지 정확도는 ±0.05℃이며 순환유량은 범위는

5.6～28.0L/m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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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센서의 경우 K-type 열전대를 사용하였고 오일물성측정 실험시스템과

마찬가지로 후술할 NI-9210 TC input module에 연결하여 온도를 계측하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Olympus社의 Videoscan V303-SU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중심주파수가 1MHz이고 엘리먼트 크기는 13mm이다. 온도센서는 시험셀을 관통하여

장착되고 초음파 트랜서듀서는 외부수조의 항온유체 계면에 삽입되는데 이때

항온유체에 삽입되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깊이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높이

조절부에 체결하여 사용하였다(Fig. 4-4).

Fig. 4-4. Pictorial view of immersion type experimental system used in this study :

Mark#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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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계측 시스템

◦본 연구에서는 Fig. 4-3과 같이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성오일의 온도변화에 따른 travel-time의 변화 데이터를 위시한 time-frequency

domain 등의 제반 데이터까지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5를 참고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계측 시스템은

LabVIEWⓇ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온도센서에서 계측되는 신호를 그래프 형태로

출력하는 패널(①)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확장성을 고려하여 최대 4채널까지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때 사용되는

온도센서는 K-type 열전대로 NI社의 cDAQ-9171, CompactDAQ sash 및 NI-9210

TC input module과 호환되도록 하였고 Screw terminal connectivity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정확도는 20 uV+0.1%가 구현되도록 하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로부터 계측되는 신호를 그래프 형태로 출력하는 패널(②)을

구축하여 트레이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파수 영역의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패널(③)을 구축함으로써 시간-주파수 영역의 신호

에너지 분포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 신호의 파워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패널(④)을 구축하여 볼트와

데시벨 단위에서의 진폭 변화를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신호를 제어하기 위한 패널(⑥)을 구축하여 중심 주파수,

샘플링 인터벌, 샘플 개수 및 기록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트리거

레벨, 트리거 슬로프 및 레퍼런스 포지션 등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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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nfiguration of real-time monitoring and data acquisition system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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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실험 결과 및 고찰

1. 오일 물성 측정 실험

◦이소파라핀(iso paraffin) 및 시클로파라핀(cyclo paraffin)은 낮은 유연성을 갖는데

이들 성분으로 구성된 왁스는 미정질(microcrystalline) 왁스로 분류되며 낮은

구조 안정성을 갖는다. 한편 노말파라핀(normal paraffin)은 높은 유연성이

있어서, 이로 이루어진 왁스는 거정질(macrocrystalline) 왁스로 분류되고 높은

구조 안전성을 갖는다. 따라서 유동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유동관 내 왁스집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왁스 성분은 노말파라핀으로 구성된 왁스

집적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왁스집적물의 주성분인 노말파라핀의 영향을

고려하고자 케로신(kerosene, purity 95%), 고체파라핀(solid paraffin, purity

100%) 및 미네랄오일(mineral oil, purity 100%)로 합성오일(synthetic waxy

oil)을 제조하였다. 이 때 혼합되는 고체파라핀(paraffin solid) 함량의 중량비를

조절하여 제조한 5wt.% 및 15wt.% 합성오일을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Fig.

4-6과 같이 순서와 방법으로 제조되었다.

Fig. 4-6. Synthetic oil preparation sequence and method.

◦실험에 사용된 두 가지 종류의 합성오일 실험시료에 노말파라핀 성분이

실질적으로 함유되어 있는지 검증하고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조성 분석하여

실험시료의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였다. 조성분석 결과, Fig. 4-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실험시료로 사용된 합성오일에서 왁스집적물의 주요 성분인 노말파라핀

조성이 명확하게 검출되어, 본 연구에서 제조된 합성오일을 초음파 모니터링 및

탐지 기반의 WAT 추정과 왁스집적 생애주기 진단을 위한 실험시료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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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층에서 생산된 오일이 저온환경에 위치한 유동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구배의 감소를 모사하기 위하여 투명 시험셀을 이용하였다.

시험셀은 서로 다른 직경의 아크릴 파이프가 이중관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항온유체가 이중관의 환체공간 내에서 연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7. Compositional analysis of synthetic waxy oil samples measured by gas chromatography.

◦합성오일은 시험셀의 상부로 투입되어 내부공간에 수용되며 시험셀의 외부면에

표시된 수위 확인용 눈금을 통해 수용된 합성오일의 높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열교환기에서 이송되는 항온유체는 시험셀의 하부포트로 유입되어

환체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상부포트로 배출되고 이는 다시 열교환기로

유입되도록 하여 합성오일의 온도를 제어하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수침형을 싱글채널로 운용하여 왁스집적 과정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온도센서는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측면부에 부착하여

초음파 신호가 송수신되는 계면에서 분석대상 시료인 합성오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온도센서와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눈금이 표시된 레일형

포지셔닝 장치와 연결시켜 수평/수직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성오일의

온도변화에 따른 travel-time 변화 데이터를 위시한 time-frequency domain 등의

제반 데이터까지도 실시간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케로신, 미네랄 오일 및 고체파라핀을 가열하고 교반하여 합성오일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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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가열온도는 고체파라핀의 녹는점보다 높게 설정하여 완전한 용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조된 합성오일을 시험셀에 투입하고 합성오일의 온도가

평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화시킨 음파속도를 측정하였다.

◦고체 파라핀 함량별 합성오일에 대한 초음파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취득 변수와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중심

주파수는 1MHz이고, 샘플링 인터벌은 0.1ms 이며, 샘플 개수는 2,000개이고,

기록시간은 200ms이다. 그리고 합성오일의 온도구배 변화는 약 45℃에서 3℃

부근까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감소하도록 설정되었고, 실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유효 온도 구간은 40℃에서 5℃이다.

◦초음파 데이터는 온도구배가 변하는 과정에서 시간영역에서의 트레이스를

실시간으로 기록하였으며, 합성오일뿐만 아니라 이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케로신과 미네랄오일의 원재료에 대해서도 음파속도 및 주파수 데이터를

취득하여 정량분석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순수를

대상으로도 음파속도 및 주파수 정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후술할 합성오일의 spectral ratio를 이용한 분석 시, 참조데이터 생성을 위한

것이다. 투명 시험셀에 수용된 케로신, 미네랄오일 및 초순수의 수위는 4cm 이고,

초음파의 음파 경로는 매질의 경계면에 대하여 수직입사(normal incidence)하도록

설정하였다.

◦음파의 진폭은 매질 내에서 전파되는 동안 감쇠하며, 이러한 진폭의 손실은

전파거리에 따른 spherical divergence 또는 geometrical spreading loss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한, 음파가 매질을 통과 할 때 입자들 간의 마찰에 의해 열로

전환되어 에너지가 매질에 흡수되는 고유감쇠(intrinsic attenuation), 반사, 굴절

및 산란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

◦감쇠계수(attenuation coefficient)는 측정조건 및 매질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여

이를 정량화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감쇠는 무차원 변수인 Q-factor를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감쇠와 Q-factor값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 특징이 있다.

즉, 감쇠량이 클 때는 Q-factor가 작아지고, 감쇠가 작으면 Q-factor가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시험법에서 감쇠를 계산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spectral

ratio method(Toksoz et al., 1979)를 사용하여 감쇠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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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랄오일 및 케로신의 음파속도는 모두 변화하는 반면에 Fig. 4-8에서

나타나는 진폭의 변화는 없어서 유체 매질 내에서의 감쇠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합성오일 제조에 사용되는 미네랄오일과 케로신의 온도변화는

음파속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 감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ig. 4-9에 도시된 초순수, 미네랄오일 및 케로신의 온도변화에 따른 음파속도

변화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온도 변화에 따른 음파속도 변화 거동과

유사하다(Kamioka,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실험시스템은 음파속도

측정 실험 수행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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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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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8. Observed ultrasonic datase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a)

ultra-pure water, (b) mineral oil, and (c) keros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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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9. Acoustic velocity profile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a)ultra-pure

water, (b) mineral oil, and (c) keros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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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실험을 위하여 고체파라핀 함량이 5wt.%와 15wt.%인 합성오일을 각각

제조하여, 온도구배 감소와 고체파라핀 함량에 따른 파형요소 특성을 파악하였다.

합성오일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에는 초음파가 송수신 되는 계면이 합성오일의

계면으로부터 1.2cm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투명 시험셀에 방사형

온도구배가 적용되면서 왁스집적 진행방향이 외곽부터 중심부를 향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합성오일 계면의 상변화가 불균질하게 되어

왜곡된 초음파 데이터가 취득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온도구배 감소에 따른 5wt.% 합성오일과 15wt.% 합성오일의 음파도달시간

변화를 관측한 결과(Fig. 4-10), 전술한 미네랄오일과 케로신의 거동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감소할수록 음파도달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미네랄오일과 케로신의 거동과는 다르게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감쇠현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고체파라핀 함량이 더 많은 15wt.%

합성오일을 이용한 실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합성오일에 대한

음파도달시간 관측 결과를 기반으로 음파속도로 환산하면 Fig. 4-11과 같다.

◦ 상기 Fig. 4-11의 결과로부터 온도 감소에 따라 음파속도뿐만 아니라 감쇠현상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spectral ratio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감쇠특성을 바탕으로 파형요소를 분석하였다. Fig. 4-12와 Fig. 4-13에

온도변화에 따른 5wt.%와 15wt.% 합성오일에 대하여 유효 온도 구간인

40℃에서 5℃로 감소되는 구간에서의 감쇠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Fig.

4-12(a)와 Fig. 4-13(a)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기준 진폭 측정용 시료의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Fig. 4-12(b)와 Fig. 4-13(b)는 온도 변화에 따른 상대

진폭 측정용 시료의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Fig. 4-12(c)와 Fig. 4-13(c)는

온도변화에 따른 기준 및 상대 진폭 측정용 시료 간의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고체파라핀 함량이 많아질수록 온도구배 감소에 따른 감쇠

현상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감쇠 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고자 계산된 spectral ratio값에 대하여 1차 미분을 수행하고,

relative ratio intensity와 같이 도시한 결과는 Fig. 4-14에 도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 온도감소에 따른 기울기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WAT를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WAT는 5wt.%

합성오일의 경우 29.8℃이고 15wt.% 합성오일의 경우 35.25℃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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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0. Observed ultrasonic datase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a) 5

wt.% synthetic waxy oil and (b) 15 wt.% synthetic wax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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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1. Acoustic velocity profile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a) 5 wt.%

synthetic waxy oil and (b) 15 wt.% synthetic wax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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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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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12. Results of frequency and attenuation analysis to 5wt.% synthetic waxy oil

in Mark#01 : (a) spectrum of reference sample (water), (b) spectrum of waxy oil, and

(c) spectral ratio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5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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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 4-13. Results of frequency and attenuation analysis to 15wt.% synthetic waxy oil

in Mark#01 : (a) spectrum of reference sample (water), (b) spectrum of waxy oil, and

(c) spectral ratio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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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4. Results of a comparison between first derivative value of spectral ratio

and relative ration intensity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a) 5 wt.% synthetic

waxy oil and (b) 15 wt.% synthetic wax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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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WAT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ASTM D2500, DSC, Rheometry 및

Densitometry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추정된 WAT 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4-15에 도시하였다. 이를 통해 5wt.% 합성오일과 15wt.%

합성오일에 대하여 종래의 방법으로 측정된 WAT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초음파

분석 방법으로 추정된 WAT가 모두 유사한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음파 모니터링 및 탐지에 의한 WAT 추정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15.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WAT measured by conventional methods

and that measured using the proposed method in this study.

◦5wt.% 합성오일과 15wt.% 합성오일을 이용한 실험 시 영상 장비로 시험 셀을

촬영하였다(그림 4-16). 이를 참조하면 영상 자료에서는 초음파 기반으로 추정된

WAT 보다 소폭 높은 온도에서 왁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온도구배가 시험셀의 하단부에 국소적으로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종래의 영상기법을 이용한

연구(황순혜 등, 2016)에서는 시험셀 내부가 회전 교반되는 유동 모사 조건에서

WAT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립 왁스고형물 대한 영향이 미미하여 명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동이 없는 정적

상태에서 WAT 추정이 이루어져 미립 왁스고형물이 조기에 발견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실험 과정 중 발견된 특이 현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분석 기반의 WAT 추정과 명도 분석 기반의 WAT 추정 방법

간의 상호 결합/보완 분석 등과 같은 후속 연구 과정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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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6. Image data of wax deposition process using oil property measurement

system for (a) 5 wt.% synthetic waxy oil and (b) 15 wt.% synthetic waxy oil.



55

2. 수침형 초음파 영상 실험

◦저류층에서 생산된 오일이 저온환경에 위치한 유동관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구배의 감소를 모사하기 위하여 투명 시험셀을 구축하였다.

오일물성측정 실험시스템은 시험셀이 서로 다른 직경의 아크릴 파이프가 이중관

형태로 구성되어 항온유체가 이중관의 환체공간 내에서 순환되었으나, 수침형

초음파 영상 실험에서는 시험셀 자체가 항온유체에 잠긴 형태, 즉 외부수조

내부에 시험셀이 위치하므로 단일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열교환기에서 이송되는 항온유체는 외부 수조의 하부포트로 유입되어 외부 수조

내부 공간을 채운 후 일정 수위를 유지한 채로 상부포트로 배출되고 이는 다시

열교환기로 유입되도록 하여 단일관 시험셀 내에 수용된 합성오일의 온도를

제어하였다.

◦초음파 트랜스듀서는 수침형을 싱글채널로 운용하여 왁스집적 과정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온도센서는 시험셀 내부에 삽입 장착하여 분석대상 시료인

합성오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눈금이

표시된 레일형 포지셔닝 장치와 연결시켜 수평/수직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성오일의 온도변화에 따른 travel-time 변화 데이터를 위시한 time-frequency

domain 등의 제반 데이터까지도 실시간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일물성측정 실험과 마찬가지로 케로신, 미네랄 오일 및 고체파라핀을 가열하고

교반하여 합성 오일을 제조하였다. 이 때 가열온도는 고체파라핀의 녹는점보다

높게 설정하여 완전한 용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조된 합성오일을 투명

시험셀에 투입하고 합성오일의 온도가 평형점에 도달할 때까지 안정화시킨

음파속도를 측정하였다.

◦고체 파라핀 함량별 합성오일에 대한 초음파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용된

데이터 취득 변수와 실험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음파 트랜스듀서의 중심

주파수는 1MHz이고, 샘플링 인터벌은 0.1ms 이며, 샘플 개수는 2,000개이고,

기록시간은 200ms이다. 그리고 합성오일의 온도구배 변화는 약 45℃에서 3℃

부근까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감소하도록 설정되었고, 실험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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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온도 구간은 40℃에서 5℃이다.

◦본 실험을 위하여 고체파라핀 함량이 5wt.% 및 15wt.%인 합성오일을 각각

제조하고 온도구배 감소와 고체파라핀 함량에 따른 파형요소 특성을 파악하였다.

여기서 초음파가 송수신 되는 계면이 항온유체의 계면으로부터 1.0cm하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외부 수조 내의 항온유체가 순환되는 과정에서 계면의

미세한 높낮이 변화에 의하여 왜곡된 초음파 데이터가 취득될 수도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온도구배 감소에 따른 합성오일의 travel-time 변화를 관측한 결과, 온도가

감소할수록 음파도달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4-17).

오일물성측정 실험과 마찬가지로 수침형 초음파 영상 실험에서도 온도 감소에

따라 음파속도뿐만 아니라 감쇠현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spectral

ratio를 이용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감쇠특성을 바탕으로 파형요소를 분석하였다.

Fig. 4-18과 Fig. 4-19에 온도변화에 따른 5wt.%와 15wt.% 합성오일에 대하여

유효 온도 구간인 40℃에서 5℃로 감소되는 구간에서의 감쇠 변화 추이를

나타내었다. Fig. 4-18(a)와 Fig. 4-19(a)는 온도 변화에 따른 상대 진폭 측정용

시료의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Fig. 4-18(b)와 Fig. 4-19(c)는 온도변화에

따른 기준 및 상대 진폭 측정용 시료 간의 주파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계산된 spectral ratio값에 대하여 1차 미분을 수행하고, relative ratio intensity와

같이 도시한 결과는 Fig. 4-20에 도시된 바와 같다. 여기서도 온도감소에 따른

기울기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WAT를

추정할 수 있었다. 추정된 WAT는 5wt.% 합성오일의 경우 28.80℃이고 15wt.%

합성오일의 경우 34.50℃인 것으로 판단된다.

◦15wt.% 합성오일을 이용한 실험 시 영상 장비로 시험 셀을 촬영하였다(Fig.

4-21). 이를 참조하면, 오일물성측정 실험 결과 마찬가지로 영상 자료에서는

초음파 기반으로 추정된 WAT 보다 소폭 높은 온도에서 왁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역시 항온유체가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차오르는 온도구배에 의하여 시험셀의 하단부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료된다. 종래의 영상기법을 이용한 연구(황순혜 등,

2016)에서는 시험셀 내부가 회전 교반되는 유동 모사 조건에서 WAT 추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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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기 때문에 미립 왁스고형물 대한 영향이 미미하여 명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동이 없는 정적 상태에서

WAT 추정이 이루어져 미립 왁스고형물이 조기에 발견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 현상에 대하여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분석

기반의 WAT 추정과 명도 분석 기반의 WAT 추정 방법 간의 상호 결합/보완

분석 등과 같은 후속 연구 과정이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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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7. Observed ultrasonic datase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a) 5

wt.% synthetic waxy oil and (b) 15 wt.% synthetic wax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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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8. Results of frequency and attenuation analysis to 5wt.% synthetic waxy oil

in Mark#02 : (a) spectrum of waxy oil, and (b) spectral ratio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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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9. Results of frequency and attenuation analysis to 15wt.% synthetic waxy oil

in Mark#02 : (a) spectrum of waxy oil, and (b) spectral ratio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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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0. Results of a comparison between first derivative value of spectral ratio

and relative ration intensity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a) 5 wt.% synthetic

waxy oil and (b) 15 wt.% synthetic wax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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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1. Image data of wax deposition process using immersion type experimental

system for 15 wt.% synthetic waxy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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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변화에 따른 합성오일에서의 왁스고형물 생성에 따라 유동관 모사셀에서의

유효유동단면적을 추정하기 위하여 초음파 취득자료에 대한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유동관 내부 이미징 기술을 이용한 유효유동단면적 추정 기술개발에

사용된 시료는 15wt.% 합성오일을 활용하였으며, 초음파 자료취득 변수는 앞선

물성실험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

◦수치모델링 자료에 대해 유동관 내부 이미징 기술의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정답 및 초기 속도모델은 Fig. 4-22.와 같다. 유동관내 생산유체의 유동이 있다는

가정하에 유동관 내벽에서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P파 속도가 감소하고,

중심에서 내력으로 멀어질수록 P파속도가 증가하는 형태의 모델을 고려하였다.

본 수치예제에서 사용된 모델링 기법은 1차원 파동방정식을 기반으로 하는

staggered grid FDM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음원은 컷오프 3.0 MHz를 가지는

1차 미분된 가우스 신호를 사용하였다. 모델링에 사용된 관측 및 계산 자료는

Fig. 4-23.과 같다.

◦수치모델링을 통해 취득된 관측 및 계산값에 대해 초기속도모델을 활용하여

1차원 구조보정을 수행한 결과는 Fig. 4-24.에 나타내었으며, 속도변화구간에서의

경계면 추정이 잘되었음을 확인하여 본 알고리즘을 유동관내 유효유동단면적

추정기술에 활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유동관모사셀에서 취득된 관측자료는 Fig. 4-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앞선

수치모델링에서와는 달리 실제 자료를 얻음으로 인해 source estimation을

수행하였다. 이에 사용된 속도모델은 Fig. 4-26.과 같으며, 계산된 음원과 해당

음원을 이용하여 얻은 트레이스는 Fig. 4-27.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음원파형을

성공적으로 추정해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온도변화에 따른 초음파 관측자료는 트레이스의 형태로 Fig. 4-28.에

나타내었는데, 온도가 감소할수록 합성오일내 왁스집적의 영향으로 인해 모사셀

하부 내/외벽으로부터 반사되어오는 반사이벤트가 감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된 음원파형을 이용하여 계산값 및 파동장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한

마이그레이션 결과는 Fig. 4-29.와 같이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급격한

속도변화구간인 순환유체-모사셀 외벽, 모사셀 내벽-합성오일 등의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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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변화를 나타내어 모사셀 내부 구간을 분리해내어 Fig. 4-30.과 같이

도시하였다. 5cm 구간 이내에서 나타다고 있는 강한 이벤트들은 멀티플과 입력

속도모델 값의 오차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되며, 속도모델녹색점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모사셀 하부에서부터 집적 및 퇴적된 왁스집적으로 인한

경계부분으로 추정된다. WAT 이상의 온도인 38.421℃(Fig. 4-30.(a))에서는

모사셀 하부내벽으로부터의 엣지효과 이 외에는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WAT 부근부터 이하 온도로 점차 감소될수록 경계면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왁스 집적으로 인한 모사셀 내부에서의 음파 감쇠가

강해짐에 따라 이러한 경계특성이 약해지며 이후 소멸해가는 형태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계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모사셀에 왁스집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을 추정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유돈관 내

유효유동단면적을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4-22. True and initial velocity profiles for numeri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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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Observed and Calculated data obtained from true and initial velocity model

,respectively (in Fig. 4-22.).

Fig. 4-24. Comparison of true velocity with relative intensity of migrated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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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Observed ultrasonic dataset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for 15 wt.%

synthetic waxy oil



67

Fig. 4-26. Velocity model and source position for source estimation.

(a)

(b)

Fig. 4-27. (a) Estimated source signature and (b) comparison of observed data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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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data using estimated source.

(a) (b)

(c) (d)

(e) (f)

(g) (h)

(i)

Fig. 4-28. Comparison of observed data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s : (a)

38.421℃, (b) 35.492℃,(c) 34.987℃,(d) 34.001℃,(e) 33.814℃,(f) 33.749℃,(g)

33.699℃,(h) 33.503℃, and (i) 3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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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Migrated profile obtained at 3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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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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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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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

(i)

Fig. 4-30. Comparison of migrated profiles : (a) 38.421℃, (b) 35.492℃,(c)

34.987℃,(d) 34.001℃,(e) 33.814℃,(f) 33.749℃,(g) 33.699℃,(h) 33.503℃, and (i)

3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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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모니터링 및 탐지를 통한 음파속도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왁스를 함유한 오일의 WAT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침형 단일 채널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온도센서가 장착되고,

항온유체의 연속 순환이 가능하여 분석대상 유체시료의 온도구배 제어가

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계측이 가능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분석

대상 유체 시료의 음파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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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파라핀 함량이 5wt%와 10wt% 합성오일을 이용하여 왁스 집적 실험을

수행하였고, spectral ratio값을 산출하고 relative ration intensity를 산출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파형요소 특성을 분석하여 WAT를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ASTM D2500, DSC, Rheometry 및 Densitometry로 측정된

WAT와,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으로 추정된 WAT가 유사한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왁스집적물 성장 및 경화과정의

모니터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초음파 모니터링 및 탐지에 의한 WAT 추정과 왁스집적 생애주기 진단 방법이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오일의 물성과 성분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음향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석유 생산

현장에서 왁스 집적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왁스 억제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투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문제도 저감시킬 수 있는 초음파 모니터링 기반의 왁스 억제제 선정 기술 확보를

위한 원천 기술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특정 현장에 적합한 왁스억제제 선정 시에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기술적 검토 단계들이 고려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각 단계에서 신속하고

경제성 있는 분석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1단계인

분석대상 오일 물성 측정 시 초음파 기반의 WAT와 API 밀도 추정이 가능하다.

3단계인 사용 목적에 따른 왁스 억제제 실험 평가 과정에서는 유동점 강하제,

결정 변형제 및 분산제 등을 투입 후 변화하는 왁스고형물의 양에 따른 음향학적

감쇠 현상을 이용하여 왁스 억제율 또는 제거율의 추정이 가능하게 되며 이를

통해 특정 현장에 적합한 왁스억제제의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뿐만

아니라 선정된 왁스억제제에 대하여 투입 농도에 따른 음향학적 성능 효율

평가와 민감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초음파 기반의 왁스억제제 투입 농도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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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한 배관 내 왁스억제제 투입 시

이송유체의 유변학적 특성 및 음향반사 특성 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WAT를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초음파 기반의 추정 방법과 종래에 제안된 명도 분석 기반의 영상처리

추정 방법 간의 통합적인 해석 기술을 개발한다면 불투명한 원유, 투명한

컨덴세이트, 가스가 포함된 원유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WAT를 측정하기 위한 고가의 분석 장치를 대체할 수 있고 빠른

측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기술의 제안도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유동관내 이미징기술은 유동관내 유효유동구간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으며, 수치예제를 통해 검증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왁스집적에 따른 마이그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왁스집적구간을 추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종래의 왁스 집적량을 추정하는 방법들에

비해 보다 직관적이며, 공간영역에서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유동관

모니터링을 위한 기법을 개발하기 위한 원천기술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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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

1. 연구개발 추진방법·전략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를 위한 초음파 영상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팀

구성하였다.

◦기존 기술대비 실험장비의 구성, 운용목적 및 방법에 대하여 구성의 곤란성,

목적의 특이성 및 효과가 진보성 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독창적인 실험시스템

구축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동관 내 고형물 생성/집적의 추정 기술을 위한 기술정보 수집, 분류, 특화전략

도출, 전문가 네트워크 확보 및 이용을 통해서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적용분야 확장 및 실증 연구 수행 시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수 출원/등록된 특허 및 연구논문 등의 문헌조사, 해당 기술 전문기업의

발간자료 등을 수집하여 연구개발 동향과 사업시장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의

시장진입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개발 추진체계

1차년도
(2018년)



77

제 6 장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우리 연구원이 보유한 원천기술의 개선, 응용기술의 개발, 기술간 융합을 통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를 위한 초음파 영상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 종래에 개발된 개별 기술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전략응용기술의 효용성과 현장 적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석유/가스 해저생산시스템 및 극한지 생산플랫폼 등의 운영을 대부분 외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기술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상용화된

선진기술에 근접한 연구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산기술의

자립화 및 부가가치 창출을 달성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석유개발 회사들은 석유/가스 해저생산시스템 및 극한지

생산플랫폼 등의 운영/관리 방안을 해외 컨설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생산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인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 기술의 개발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기술 자립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이 가능하다.

◦외국 서비스 기업에 의존하는 운영/관리 분야를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외국 서비스 기업의 활용에 따른 용역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신규 성장 동력 및 고용

창출에 난항을 겪는 국내 ICT 분야와 융합 기술을 통해 VR/AR 기반의 유동관

내 고형물 집적 가시화 기술을 개발한다면 디지털 오일필드 전반에 걸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수종 사업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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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소요예산

1. 총 괄 표

구분
비목

금액(천원) 비율(%) 비고

▪연구장비․재료비 24,900 83.0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등
▪연구활동비 1,300 4.3 기술정보활동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2,800 9.3 국내여비 등
▪성과활용지원비 1,000 3.4 특허출원비용 등

합 계 30,000 100

2. 예산사용내역

97.2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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