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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석유생산시스템에서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한 왁스집적 제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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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Assurance Technologies for Mitigating Wax Deposition
in Subsea Petroleum Production System

Jong-Se Lim*, Pan-Sang Kang and Seung-Ryul Yu 

Abstract : Wax has been serious problem of flow assurance in low temperature environment such as subsea 
petroleum production system. In reservoir condition, wax is liquid phase, however, it can be crystallized at the 
temperature under wax appearance temperature. Wax crystal tends to be agglomerated and deposited containing 
oil, which becomes wax deposits. Wax deposition mechanisms in subsea petroleum production system are 
molecular diffusion, shear stripping reduction, aging, particle diffusion & inertia effect, shear dispersion, brownian 
diffusion and gravity settling. Commonly, temperature gradient between internal wall and center flow is major 
influential factor on wax deposition among oil composition, pressure, flow rate and roughness of flow line wall. 
To mitigate wax deposition in the subsea production system, thermal management, wax inhibitor and pigging 
have been widely applied. These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at King field, Gannet D field and Cottonwood 
field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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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해저와 같은 저온환경에서 석유생산 시 빈번히 집적되는 왁스는 저류층에서 석유에 용해되어 있으나 

석유의 온도가 왁스생성온도 이하가 되면 결정으로 석출된다. 왁스결정은 서로 결합하면서 오일 등을 함유한 

왁스고형물이 되고 석유생산 환경에 따라 분자확산, 전단응력효과, 왁스경화, 확산관성효과, 전단확산, 브라운확

산, 중력침전으로 유동관 내벽에서부터 집적된다. 온도, 석유성분, 압력, 유량, 유동관 내벽 거칠기가 왁스집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동관 내벽의 온도와 유동단면적 중앙의 온도구배가 왁스집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석유의 온도감소율이 커서 왁스집적속도가 가장 빠른 유동관에서의 주요 왁스집적 제어기술은 

유동관을 단열 또는 석유를 가열하여 왁스생성온도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열제어법, 왁스결정의 성장을 막거나 

용해시키는 왁스억제제 주입법, 유동관에 집적된 왁스를 긁어 제거하는 피깅이 있고 이들을 멕시코 만에 위치한 

King 유전, Gannet D 유전과 북해에 위치한 Cottonwood 유전의 해저 석유생산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를 조사하였다.

주요어 : 석유, 생산, 해저시스템, 유동안정성 확보, 왁스, 파라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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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석유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변동은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

다. 특히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막대한 수요와 생산이 용이한 지역에서의 유전 고갈로 

장기적 관점에서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므로 석유의 막대한 수요와 부족한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석유개발은 심해와 같은 생산이 어려운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러한 심해에서의 석유생

산을 위한 기술개발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

고 심해 석유생산량은 2002년 기준으로 2,400,000 bbl/day
인 것이 2017년에는 8,000,000 bbl/day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Lee, 2008). 심해의 해저생산시스템에

서 석유생산 시 여러 물질들의 집합체인 석유가 저류층

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순물과 혼합한 상태로 유동하면서 

원래 부존 환경과 다른 온도, 압력에 노출되어 왁스

기술보고



해저 석유생산시스템에서 유동안정성 확보를 위한 왁스집적 제어기술

제50권 제2호

279

Table 1. Classification of Macrocrystalline wax and microcrystalline wax (Nghiem et al., 2006)

Macrocrystalline wax Microcrystalline wax

Normal paraffins, % 80 ∼ 90  0 ∼ 15

Branched paraffins, %  2 ∼ 15 15 ∼ 30

Cycloparaffins, %  2 ∼  8 65 ∼ 75

Melting point range, ℃ 50 ∼ 65 60 ∼ 90

Average molecular weight 350 ∼ 430 500 ∼ 800

Typical carbon number range 18 ∼ 36 30 ∼ 60

Crystallinity range, % 80 ∼ 90 50 ∼ 65

(wax), 하이드레이트(hydrate), 아스팔틴(asphaltene), 레
진(resin), 스케일(scale)과 같은 고형물이 집적되어 석유

의 안정적인 생산을 방해하므로 유동안정성 확보(flow 
assurance)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Brower et al., 2005). 
유동안정성 확보기술이란 저류층에서 생산된 유체가 지

상처리시설까지 이르는 동안 방해 없이 흐를 수 있게 해

주는 공학기술(O’connor et al., 2007)로서 과거보다 최

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육상유전과 달리 접근성

이 낮은 해저생산시스템에 고형물이 집적되면 이를 제거

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여러 고형물 중 왁스는 저

온환경에서 빈번히 집적하여 석유의 유동 단면적을 줄여 

석유생산량을 감소시키거나 석유의 유동을 완전히 막아 

안정적인 석유생산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기상악화나 

설비보수 등에 의해 석유생산을 중단할 경우 해저생산시

스템에 정체된 석유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 석유자체가 

겔 또는 고형화되므로 석유 재생산 시 고형화된 석유의 

항복점(yield point) 이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해저 생산 트리(tree)와 해상 

플랫폼을 연결하거나 해저 매니폴드(subsea manifold)를 

연결하는 해저 파이프라인(pipeline)인 유동관(flow line)
은 해수와 접촉면적이 크므로 왁스집적문제가 빈번히 발

생한다. 일반적으로 수심 100 m에서 왁스집적문제로 유동

관이 막히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1,600 m당 약 $200,000
의 비용이 소비되며 수심 400 m에서는 약 $1,000,000에 

달하고 유지·보수하는 동안 생산하지 못한 손실까지 합

하면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Bagatin et al., 2008). 
1992년부터 2002년까지 멕시코 만에서만 해저생산시스

템 내 집적된 왁스에 의해 총 51번의 배관 막힘 현상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 사례가 있다(Mokhatab and Wood, 2008). 이 연

구에서는 해저 석유생산시스템에서의 왁스집적 문제와 

제어기술, 적용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왁스의 정의 및 생성과정

Sung 등(2009)에 의하면 석유(petroleum)는 자연적으

로 발생한 기체, 액체, 고체상의 탄화수소로 구성된 혼합

물로 이산화탄소, 질소, 황화수소, 황과 같은 비탄화수소

도 포함한다. 이 중 액상 탄화수소인 오일(oil)에 존재하

는 왁스는 탄소수가 18∼65인 노말파라핀(normal paraffin), 
아이소파라핀(iso paraffin), 싸이클로파라핀(cyclo paraffin)
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Lim, 2010).

왁스의 주 구성이 노말파라핀이면 거정질(macrocrystalline) 
왁스 또는 파라핀 왁스, 아이소파라핀이나 싸이클로파라

핀이면 미정질(microcrystalline) 왁스 또는 무정형(amorphous) 
왁스로 구분한다(Nghiem et al., 2006). 왁스 종류에 따

른 일반적인 성분 및 특징은 Table 1과 같다. 
왁스의 생성(precipitation) 과정은 석유의 온도가 왁스

생성온도(Wax Appearance Temperature, WAT) 이하가 

되면 왁스의 주성분인 파라핀 입자의 운동에너지가 줄어

들면서 입자간 거리가 줄어든다. 파라핀 입자들이 서로 

얽히고 뭉치면서 석출되어 결정핵이 되고 서로 결합하면

서 Fig. 1과 같이 바늘이나 판상형태의 결정으로 성장하

는데 이러한 결정핵 생성 및 성장과정은 거의 동시에 발

생한다.

왁스집적 메커니즘

생성된 왁스결정은 석유와 함께 이동하면서 반드시 집

적(deposition)되지는 않지만 석유생산 조건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집적된다(Singh et al., 2000; Singh et 
al., 2001, Frenier et al., 2010).

1) 유동관 주위의 저온영향으로 유동관 벽면에서부터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한다. 유동관 내벽의 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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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crocrystalline wax structure

(b) Microcrystalline wax structure

Fig. 1. Structure of macrocrystalline wax and microcrystalline 
(Rosvold, 2008).

Fig. 2. Process of flow line blockage by wax deposition.

왁스생성온도 이하가 되면 왁스가 결정으로 석출된다. 
2) 생성된 왁스입자에 의해 내벽에서부터 석유의 점도

가 크게 상승하여 겔화(gelation)된 층이 유동관 내

벽에 집적된다. 이렇게 집적된 왁스고형물(wax deposits)
의 공극에 석유, 생산수, gums, 레진, 아스팔틴, 모
래 등이 포함되고 왁스고형물에서 왁스의 농도는 

5～10 wt.% 정도로 대부분 왁스가 되지 못한 오일

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3) 유동관을 따라 이동하는 석유 중 임계 탄소수(critical 

carbon number) 이상의 파라핀 성분이 겔층으로 이동

한다.
4) 임계 탄소수 이상의 파라핀 성분이 왁스고형물 공

극에 포함된 석유로 분산되어 왁스결정으로 석출되

는 왁스경화(aging) 과정을 거친다. 이로 인해 왁스

고형물의 왁스결정 농도가 약 60%까지 증가하고 

왁스고형물의 경도(hardness)와 항복점이 커진다. 
5) 왁스고형물 내 포함된 임계 탄소수 이하의 파라핀 

성분은 왁스고형물 외부로 분산된다.

왁스 집적으로 인해 유동관이 완전히 막히는 현상은 

드물게 발생하나 유체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온도인 유

동점(pour point)이하로 석유의 온도가 낮아지면 석유가 

고형화되어 유동관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유동점 이하

에서 석유가 흐르지 않는 현상은 왁스뿐만 아니라 아스

팔틴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나 석유 업계

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왁스 문제로 간주한

다. 이처럼 해저 저온환경에 의해 유동관의 유체온도 변

화에 따른 왁스결정 생성, 집적과 석유의 고형화에 의한 

유동관 막힘 현상의 관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집적된 왁스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왁스집적량을 정확

히 추정해야 하므로 왁스집적의 물리현상을 분석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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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왁스집적 모델의 기반이 되는 메커니즘은 

분자확산, 전단응력효과, 왁스경화, 확산관성효과, 전단

확산, 브라운확산, 중력침전효과로 7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분자확산(Molecular diffusion)
주위의 저온환경으로 인해 유동관 내벽의 온도가 낮아

져 유동 단면적 중앙과 온도구배가 발생하는데 대체로 

유동 단면적 중앙의 유체 온도가 가장 높고 유동관 내벽

에 인접한 유체의 온도가 가장 낮다. 유동관 내벽을 흐르

는 석유의 온도가 왁스생성온도 이하가 되면 왁스결정이 

석출되어 유동 단면적 중앙과 유동관 내벽 사이에 용해

되어 있는 왁스성분의 농도구배가 발생한다. 농도구배에 

따라 왁스성분의 농도가 높은 유동 단면적 중앙에서 왁

스성분 농도가 낮은 유동관 내벽으로 확산되어 왁스고형

물이 유동관 내벽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집적된

다. 분자확산은 왁스결정의 생성과 집적에 가장 크게 영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Bern et 
al., 1980; Burger et al., 1981; Brown et al., 1993) 이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주 영향요소는 온도구배이다

(Rosvold, 2008).

전단응력효과(Shear stripping reduction)
유동관 내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동관 벽면과 

유체사이에 발생하는 전단응력(shear stress)이 증가한다. 
전단응력은 석출된 왁스결정을 계속 이동시키므로 왁스

고형물과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왁스고형물의 항복점 

이상으로 전단응력이 작용하면 집적된 왁스고형물을 다

시 이동시켜 왁스집적량을 감소시킨다(Jessen and Howell, 
1958; Bott and Gudmundsson, 1977; Nazar et al., 2001). 
전단응력효과가 왁스집적에 미치는 영향은 층류보다는 

전단응력이 크게 발생하는 난류 조건에서 커진다(Hsu et 
al., 1994). 

왁스경화(Aging)
왁스고형물은 순수한 고체가 아닌 겔과 같고 공극에 

오일, 물, 모래, gums, 레진, 아스팔틴 등을 포함한다. 왁
스경화는 왁스고형물의 공극 속에 포집된 유체에서 왁스

입자의 확산작용으로 인해 무거운 성분으로 구성된 왁스

입자는 왁스고형물 내부로 침투하고 가벼운 성분으로 구

성된 왁스입자는 왁스고형물 외부로 배출되어 왁스고형

물에 포함된 왁스결정의 농도가 높아지고 왁스고형물의 

경도가 점점 커지는 현상이다(Singh, 2000, Akbarzadeh 
and Zougari, 2008). 왁스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소

는 왁스집적시간, 온도구배, 전단율(shear rate)이다. 

확산관성효과(Particle Diffusion & Inertia Effect)
난류조건에서 발생하는 와류의 관성에 의해 이미 석출

된 왁스결정이 유동관 벽면에 집적된 왁스고형물로 쉽게 

침투하여 결합함으로써 왁스 집적이 가속되는 현상이다. 
이 메커니즘은 왁스결정의 크기, 왁스고형물에 가해지는 

전단응력, 왁스결정의 결합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Akbarzadeh 
and Zougari, 2008). 

전단확산(Shear dispersion)
층류조건에서 석출된 왁스결정들은 해당 유선(streamline)

의 평균속도로 이동하면서 유체 전단율의 절반속도로 회

전한다. 이러한 왁스결정의 운동속도는 유동관 내벽에 

인접할수록 느려지는데 유체의 점도로 인해 왁스결정의 

느려진 운동은 주변 왁스결정에 영향을 주어 운동을 방

해하는 항력으로 작용한다. 주변 왁스결정에 의해 속도

가 느려진 왁스결정은 해당 유선보다 속도가 낮은 유선

에 포함되므로 거시적 관점에서 왁스결정은 유선의 속도

가 가장 낮은 유동관 벽면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전

단확산은 유동관 내벽의 전단율, 왁스결정량, 왁스결정

의 모양과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Bern et al., 1980; Rosvold, 
2008). 전단확산은 Brown 등(1993)과 Azevedo와 Teixeira
(2003)에 의하면 왁스집적에 대한 영향이 작으나 Burger 
등(1981)과 Fasano 등(2004)에 의하면 유체 온도가 낮고 

유동관 내벽과 유동 단면적 중앙 부분의 온도차가 낮은 

조건에서 왁스집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브라운확산(Brownian diffusion)
브라운확산은 열에 의해 운동하는 오일 분자와 충돌한 

왁스결정이 불규칙한 운동인 브라운운동을 하면서 발생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브라운운동은 어느 방향으로도 

이동하지 않으나 왁스결정의 농도구배가 발생할 경우 저

농도 지점에서 고농도 지점으로 확산한다. Burger 등

(1981)에 의하면 브라운확산은 다른 왁스집적 메커니즘

보다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파악했으나 Azevedo와 

Teixeira(2003)은 기존 연구에서 브라운확산이 다른 왁

스집적 메커니즘과 혼동된 것이며 유동관 내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다른 왁스집적 메커니

즘과 차이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견

해가 존재하나 아직까지는 왁스집적에 대한 브라운확산

의 영향은 깊이 연구되지 않았다(Todi, 2005).

중력침전효과(Gravity settling)
석출된 왁스결정은 오일보다 밀도가 일반적으로 높다. 

다른 주변작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왁스결정은 유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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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ape and stability of wax depending on composition 
(Frenier et al., 2010).

하부로 침전 및 집적될 수 있으나 Burger등(1981)과 

Azevedo와 Teixeira(2003)에 의하면 유동상태에서 왁스

집적에 중력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각 메커니즘이 왁스집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반된 

연구견해가 존재하나 분자확산은 대체로 모든 연구에서 

왁스의 생성과 집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밖의 

메커니즘이 이미 생성된 왁스결정의 집적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왁스생성 및 집적의 영향요소

왁스는 저류층에서 석유에 용해되어 액상으로 존재하

나 석유생산 중 왁스성분이 저류층과 다른 조건에 노출

되면서 용해도가 낮아지게 되어 결정으로 석출되고 조건

이 적합할 경우 유동관 내벽에 집적될 수 있다. 왁스결정

이 생성되고 집적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온도

석유에서 왁스성분의 용해도는 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온도가 왁스생성 및 집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Sadeghazad and Christiansen, 
1998). Erickson 등(1993)은 왁스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인 왁스생성온도 이상 조건에서는 다른 조건이 바뀌

어도 왁스가 집적되지 않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였고 

Singh 등(2000)은 왁스 용해도와 온도와의 관계를 도출

하였다. 그러므로 왁스생성온도는 대상 오일의 왁스집적

성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이 될 수 

있다. 투명한 오일의 경우 온도를 감소시키면서 생성되

는 왁스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왁스생성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ASTM(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 
D2500 기법이 표준으로 적용되나(Lim et al., 2012) 현
장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오일인 불투명 오일의 경우 

왁스생성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차주사

열량법(Differential Scanning Calorometry), 점도측정법, 
밀도측정법, CPM(Cross Polar Microscopy), 저온여과법

(Cold Filter Plugging Test), 광선투과법(Light Transmittance), 
Fourier Transform Infrared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

고 있다(Svetgoff, 1984; Monger-McClure et al., 1999; 
Leontaritis and Leotaritis, 2003; Uba et al., 2004; Ghanaei 
et al., 2006, Frenier et al., 2010). 이 중 CPM은 어느 

정도 성장한 왁스결정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왁스생성온

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Hamamami and Raines, 1999; Kulkarni et al., 
2008) 왁스결정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이 자연적으로 혼

합되어 있는 오일의 경우 정확도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Frenier et al., 2010). 또한 CPM도 왁스가 생성되기 시

작하는 온도가 아닌 어느 정도 성장한 왁스를 확인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Hammami 등(2003)에 의하면 현재 

제안된 어떠한 방법도 물리적인 왁스생성온도를 측정할 

수 없고 Frenier 등(2010)에 의하면 각 측정법과 오일마

다 왁스생성온도의 측정결과가 ±5℉ 가량 차이가 있으

므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Bern 등(1980)과 Singh 등(2000)에 의하면 왁스생성

온도 이하라 하더라도 유동관 내벽과 유동단면적 중앙과

의 온도구배가 없다면 왁스가 집적되지 않는 것을 파악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유동관 내벽 온도는 제어가 가능

하므로 왁스집적을 제어하여 석유 유동안정성확보를 위

해서는 단순히 온도보다는 유동단면적 중앙의 온도와 유

동관 내벽의 온도구배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Eaton과 Weeter(1976)는 왁스집적속도가 유동단면적 중

앙의 온도와 배관 벽면의 온도구배와 직접적인 비례관계

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Cole과 Jessen(1960)에 의하면 왁

스생성온도와 배관 벽면의 온도구배가 왁스집적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다. 

석유성분

오일성분인 saturates 성분 중 분자구조가 곧은 사슬 

형태인 노말파라핀은 탄력성(flexibility)이 높기 때문에 

결정화되어 뭉쳐지기 쉬운 성질이 있어 노말파라핀이 왁

스의 주성분이다. 아이소파라핀의 탄력성은 노말파라핀

보다 낮아 불안정한 형태의 왁스를 생성시킨다. 싸이클

로파라핀은 분자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탄력성이 낮으므

로 왁스집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aturate 성
분 중 노말파라핀, 아이소파라핀, 싸이클로파라핀으로 

이루어진 왁스결정 형태와 안정성을 다음 Fig. 3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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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mami 등(1999)과 Carbognani 등(1999)에 의하

면 오일성분 중 aromatics는 왁스의 용해도를 높여주고 

아스팔틴은 왁스의 결정핵으로 작용하여 왁스집적을 가

속하므로 왁스성분이 아닌 다른 오일성분들도 왁스생성 

및 집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레진은 오일에서 

아스팔틴의 용해도를 높여주므로 아스팔틴이 왁스집적

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이 saturate, aromatic, 
레진, 아스팔틴은 왁스집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으므로 오일의 왁스집적성을 판단하기 위해 

SARA(Saturates-Aromatics-Resins-Asphaltenes) 분석이 

활용될 수 있다(NETL, 2008).
석유성분 중 메탄, 에탄과 같은 가벼운 성분들도 왁스

의 용해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나 석유생산이 진행되면

서 압력감소로 인해 석유에서 가스가 생겨 가벼운 성분

을 잃으면 왁스집적이 가속화된다. Huanquan 등(1997)
에 의하면 C5 정도의 가벼운 성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왁

스생성온도를 낮추어 왁스생성 가능성이 줄어들고 Ferworn 
등(1997)에 의하면 C30+ 이상의 노말파라핀 성분이 많을

수록 왁스생성온도가 높아져 왁스생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압력

석유생산이 지속되어 저류층 압력이 낮아져 기포점압

력(bubble point pressure) 이하가 되면 가벼운 성분이 

먼저 기화된다. 가벼운 성분은 왁스의 용해도를 높여주

므로 압력감소에 따른 탄화수소 기화현상은 왁스집적을 

촉진할 수 있다. Brown 등(1994)은 live oil로 실험한 결

과 압력이 증가할수록 기포점압력 이상에서는 왁스생성

온도가 높아져 왁스생성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기포점압

력 이하에서는 왁스생성온도가 낮아졌다. Brown 등(1994), 
Huanquan 등(1997)이 dead oil로 실험한 결과 압력이 

증가할수록 왁스생성온도가 높아졌다. 이는 단상(액상)
일 경우 압력이 증가할수록 왁스생성 가능성이 높아지나 

다상(기-액)일 경우 용해가스가 기화되는 양과 왁스생성 

가능성이 밀접히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유량

Jessen과 Howell(1958)에 의하면 층류유동에서 유량

이 커질수록 더 많은 오일에서 왁스집적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아지므로 왁스집적량도 증가하였다. 하지만 Hsu 
등(1994)에 의하면 층류유동에서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석유가 유동관에 체류하는 시간이 감소하므로 석유의 열

손실이 낮아져 왁스집적량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층

류조건에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으나 난류유동에서는 

왁스고형물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왁스집적

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높은 유속 조건에서 형성된 왁스

고형물의 밀도는 높아지고 경도가 커졌으며 왁스고형물

과 유동관 내벽 사이의 결합력이 커진 공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유동관 내벽 거칠기

유동관 내벽의 요철부분이 왁스결정의 핵으로 작용할 

수 있다(Hunt and Elton, 1962). Jorda(1966)의 실험결과 

거칠기가 높아질수록 왁스집적량이 많아졌고 Jessen과 

Howell(1958)은 일반 내벽보다 매끈한 내벽에서 왁스집

적량이 줄어드는 것을 파악하였다. Patton과 Casad(1970)
에 의하면 왁스집적량과 거칠기의 정량적 관계는 도출할 

수 없었으나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왁스가 집적될 수 있

는 표면적이 증가하므로 왁스집적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이 왁스생성 및 집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5가지로 분류하였다. 왁스집적 문제를 완화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유에서 왁스가 생성되지 않게 하거

나 생성이 되더라도 집적되지 않도록 영향요소를 제어해

야 한다. 특히 온도구배가 왁스집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

고 왁스가 다시 용해되기 시작하는 온도인 왁스용해온도

(Wax Dissolution Temperature)가 일반적으로 왁스생성

온도보다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NETL, 2008) 왁스집

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은 석유의 온

도를 왁스생성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 왁스결정이 석출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석유에 대한 왁

스생성온도가 상온(60℉)이상이므로 해저와 같은 저온 

환경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왁스집적 제어기술

유동관에 발생하는 왁스집적 문제를 일반적으로 석유

생산 현장에서 주로 적용하는 기술들은 Fig. 4와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열제어법(Thermal management system)
열제어법은 석유의 온도를 왁스생성온도 이상으로 유

지시키거나 낮아진 온도를 다시 상승시켜 왁스를 용해시

키기 위해 적용한다. 열제어법은 외부 동력의 적용 여부

에 따라 유동관의 열전도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단열법

(passive insulation)과 유동관을 전기나 유체에 의해 가

열하는 가열법(active heating)으로 Fig. 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Thant et al., 2011). 

단열법(Passive insulation)
단열법은 유동관을 매설하거나 절연체를 설치하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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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chnologies for mitigation of wax deposition at petroleum production system.

Fig. 5. Methods used as thermal management system for 
flowlines in oil and gas fields(Thant et al., 2011).

(a) Wet insulation

(b) Dry insulation

Fig. 6. Schematic diagram of insulation depending on type 
(Ruschau et al., 2010).

유의 온도 감소를 줄이는 방법으로 단열재 재질과 유동

관을 감싸는 방법에 따라서 습윤단열법(wet insulation)
과 건조단열법(dry insulation)이 있다(Fig. 6).

습윤단열법은 유동관을 감싼 단열재가 해수와 접촉하

는 방법으로(Ruschau et al., 2010) 단열재의 종류는 물

이 쉽게 침투하지 않고 열전달계수(heat transfer coefficient, 
U-value)가 2인 폴리우레탄(polyurethane), 폴리

프로필렌(polypropylene), 에폭시(epoxy), 고무 또는 유

리강화플라스틱(glass reinforced plastic) 등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단열재는 우선 단열 성능이 좋아야 하고 폴리

프로필렌의 경우 물에 대한 저항성이 높고 고온 배관에 

적용성이 좋기 때문에 물에 대한 접촉 면적이 넓고 구부

릴 필요가 거의 없는 유동관에 많이 사용된다. 해저에서

의 매니폴드, 점퍼(jumper), 정두(wellhead)는 유동관보

다 형태가 복잡하므로 주형이 쉽거나 유연한 재료인 폴

리우레탄, 에폭시, 실리콘 고무 등이 많이 사용된다. 습
윤단열법을 위한 주요 설계변수는 석유의 단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열재의 열전도도, 두께, 열용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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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gle carrier

(b) Double carrier

Fig. 7. Different type of PIP insulated system (Rubel and 
Broussard, 1994).

(a) Open loop

(b) End-Fed PIP

(c) Center-Fed PIP

Fig. 8. Different type of direct electrical heating system 
(Rebecca, 2011).

건조단열법은 물에 영향을 받기 쉬우나 열전달계수가 

1 로 습윤단열법보다 단열 성능이 높은 폴리우레

탄 폼(polyurethane foam), 암면(rock wool) 등의 단열재

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단열재는 물에 취약하여 성능

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단열재 외곽에 철이나 폴리

프로필렌, 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 재질의 외부자

켓(outer jacket)을 감싼 다중배관(Pipe-In-Pipe, PIP) 형
태로 설치하는데 외부자켓의 수에 따라 이중배관시스템 

또는 삼중배관시스템으로 분류한다(Fig. 7). 수심이 깊어

질수록 물의 하중이 커지고 온도가 대체로 낮아지며 유

지보수가 어려워지므로 내구성 높은 두꺼운 단열재가 필

요하다.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경제성에 악영향을 미치

므로 기존의 단열재보다 열전달계수가 낮고 경제성이 좋

은 단열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흙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유동관을 해저에 매설하여 

석유의 온도 감소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석유생산을 일시

적으로 중단할 경우 석유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질 수 있

는데 유동관을 매설함으로써 석유가 겔화 또는 고형화 

되기까지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매

설비용은 단열재 설치비용의 35∼50%이므로 경제성이 

좋으나 유동관을 매설하기 위해서는 석유의 압력, 점도, 
PVT 특성과 흙의 특성, 지진과 같은 해저지각 운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Thant et al., 2011).
이러한 단열법 설계 시 공통적인 주요 설계변수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석유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시간과 왁스가 

집적되기 시작하는 시각의 차를 의미하는 cool-down time
인데 일반적으로 cool-down time은 8∼24시간이다. 석
유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을 때 배관 막힘 현상을 막

기 위해 왁스집적을 줄이는 화학제인 왁스억제제 등을 주

로 주입하는데 석유생산 중단 후 왁스억제제가 반드시 필

요하기까지의 기간인 no-touch time을 적용하기도 한다.
둘째,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지점을 의미하는 cold 

spot이다. 
이러한 cool-down time과 cold spot은 단열재 재료, 설

치 방법, 위치, 시간을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가열법(Active heating)
가열법은 저온인 해저에서 석유의 온도를 왁스생성온

도 또는 유동점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이미 집적된 왁스

를 다시 용해시키기 위해 유동관을 가열하는 방법으로 

직접전기가열법(Direct Electrical Heating, DEH), 간접

전기가열법(In-Direct Electrical Heating, IEH), 고온유

체주입법(circulation of hot fluid)으로 분류할 수 있다

(Thant et al., 2011). 직접전기가열법은 유동관 외벽의 

케이블에 흐르는 전기 교류와 유동관과의 전기저항에 의

해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 방법으로 open loop, end-fed 
PIP, center-fed PIP로 분류할 수 있다. Open loop(Fig. 
8(a))는 습윤단열법 시스템에 적용한 직접전기가열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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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duction tube heating

(b) Induction tube heating

(c) Cable heating

Fig. 9. Different type of indirect electrical heating system 
(Rebecca, 2011).

Fig. 10. General arrangement of conventional and deepwater 
application hot fluid circulation method (Rebecca, 2011).

로 교류 영향에 의해 current transfer zone과 같은 지점

에서 부식이 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 End-fed-PIP(Fig. 8(b))은 다중배관에 전기가

열법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외부 배관과 내부 배관이 전

도체 역할을 한다. Center-fed PIP(Fig. 8(c))은 end-fed 
PIP과 같이 다중배관에 전기가열법을 적용한 시스템이

나 전기동력원의 위치가 중앙이다. 
간접전기가열법은 유동관에 부착된 물질에 전기 교류

를 흐르게 하는 방식으로 전도관가열법(conduction tube 
heating), 유도관가열법(induction tube heating), 케이블

가열법(cable heat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도관가열

법(Fig. 9(a))은 케이블 외부에 튜브를 감싼 가열재를 단

열재 내부의 유동관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케이블과 튜브

를 끝부분에서 연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도관가열법

(Fig. 9(b))은 전도관가열법과 유사하나 케이블을 튜브와 

연결하지 않고 지면과 연결하는 차이점이 있다. 유도관

가열법의 튜브 내 케이블에 교류가 흐르면 교번자계(alternating 
magnetic field)가 형성되면서 발생하는 열이 석유를 가

열한다. 전도관가열법과 유도관가열법은 튜브의 열전도

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튜브의 특성에 따라 온도제

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케이블가열법(Fig. 9(c))은 

다중배관 시스템에서 내부와 외부 배관 사이의 환체공간

에 튜브 없이 케이블을 설치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간접

전기가열법은 일반적으로 직접전기가열법보다 세밀한 

목표 지점을 가열할 수 있지만 직접전기가열법에 비해 

온도제어 효율이 낮다.
고온유체주입법은 Fig. 10과 같이 유동관 외부에 고온

의 유체가 흐를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거나 유동관과 외

부자켓 사이의 환체공간에 고온 유체를 순환시켜 석유를 

가열하는 방법이다. 가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법을 

함께 적용하고 배관 사이의 환체공간에 열전도도를 높이

는 글리콜 등을 주입하기도 하나(Fleyfel et al., 2004) 다
른 유체에 비해 현장에서 공급이 용이한 물을 주로 사용

한다.
일반적으로 가열법은 단열법에 비해 석유의 온도제어 

성능이 뛰어나나 비용이 높다. 그러므로 현장에서는 대

부분 단열법을 먼저 고려하나 온도제어가 어려워 집적되

는 왁스를 반드시 제어해야 할 경우, 계획하지 않았던 석

유생산 중단으로 석유의 온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열법까지 고려한다. 

왁스억제제(Wax inhibitor) 주입법

왁스억제제는 왁스집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동관

에 주입하여 왁스집적을 방해하거나 이미 집적된 왁스를 

제거하는 화학물질이다(Bacon and Remero-Zeron, 2011). 
왁스억제제는 주요 작용 메커니즘에 따라 유동점강하제, 
결정변형제, 분산제, 용매제로 분류할 수 있다.

유동점강하제(Pour point depressant)
유동점강하제는 Fig. 11과 같이 왁스 결정의 가장자리

에 결합하여 결정 성장을 지연시켜서 석유의 유동점을 

낮추어 석유의 고형화를 방지하거나 고형화가 이루어지

기까지의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Kulkami and Iyer, 2005). 
또한, 긴 사슬형태로 결합하는 왁스 간의 결합력을 약화

시켜 왁스의 경도를 낮출 수 있다. 왁스고형물의 경도가 

작아지면 항복점이 낮아지므로 보다 낮은 전단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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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chematic diagram of pour point depressant mechanism 
(Manka et al., 1999).

Fig. 12. Schematic diagram of crystal modifier mechanism 
(Allen and Roberts, 1982).

Fig. 13. Schematic diagram of dispersant mechanism (Michel 
and Adams, 2005).

Fig. 14. Schematic of solvent mechanism.왁스고형물의 제거가 가능하다(Jennings and Newberry, 
2008).

결정변형제(Crystal modifier)
결정변형제는 Fig. 12와 같이 왁스와 비슷한 형태의 

구조이므로 왁스에 쉽게 결합하여 왁스 결정이 서로 결

합하거나 유동관 내벽에 흡착하는 것을 방해한다(Jennings 
and Newberry, 2008). 결정변형제와 결합한 왁스는 불

안정해져 경도가 낮아지므로 제거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Dobbs, 1999). 하지만 결정변형제는 빙점(freezing point)
이 높아 보통 4.4℃ 이상에서 사용되고, 현장에 따라서 

열을 가하여 사용한다(Becker, 2000).

분산제(Dispersant)
분산제는 Fig. 13과 같이 구조적으로 계면활성제와 같

기 때문에 친수성과 친유성을 모두 지닌다. 그러므로 한 

분자 끝에는 왁스와 결합을 하고 다른 한 분자 끝에는 

물과 결합을 하여 왁스를 친수성 형태로 만들어 왁스입

자간의 결합을 억제한다(Dobbs, 1999). 그리고 유동관 

내벽을 친수성으로 만들어 수막을 형성하여 왁스가 유동

관 내벽에 부착되는 것을 감소시킨다(Charles and Marcinew, 
1986). 특정 분산제는 왁스 결정핵을 용해시켜 왁스집적

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Mohammed, 2011).

용매제(Solvent)
용매제는 Fig. 14와 같이 무극성인 왁스와 상호간 공

유결합을 이루어 왁스의 용해도를 높인다(Dobbs, 1999; 
Wylde and Slayer, 2012). 용매제의 분자길이가 길어질

수록 왁스를 용해시킬 수 있는 성능이 더 증가한다(Poole 
et al., 2008).

이와 같이 왁스억제제는 왁스집적을 예방하거나 집적

된 왁스를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석유생산 현장에서 

는 다양한 왁스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석유에 

적합한 왁스억제제는 없고(Bacon and Romero-Zerŏn, 
2011) 석유생산 시 집적되는 왁스는 비균질하기 때문에 

하나의 왁스억제제로 왁스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

려우므로 여러 왁스억제제를 혼합 또는 순차 주입하는 

방법을 주로 적용한다(Frenier et al., 2010). 
각 석유생산 현장에 적합한 왁스억제제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Dobbs, 1999). 

① 석유시료를 채취하여 왁스 함량, 유동점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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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Various types of pigs(Frenier et al., 2010).

Fig. 16. Injection of pig into pipeline(Pipeline Engineering, 
2012).

② 석유생산 시 왁스 집적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장

치로 집적시킨 왁스고형물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를 통해 성분 분석하여 탄소번호에 따른 탄화수소

의 함량을 측정한다. 이러한 탄화수소의 분포는 왁

스억제제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왁스고형물의 성분 분석 결과 함량이 많은 탄소번

호 범위를 파악하면 이에 적합한 후보 왁스억제제

를 선정한다.
③ 후보군이 되는 여러 왁스억제제들을 석유시료에 

혼합하여 왁스집적실험을 수행한다. 집적된 왁스

고형물을 채취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성분 분

석을 수행한 후 ② 과정을 통해 함량이 높았던 탄

소 범위의 탄화수소 함량 변화를 파악한다. 상술한 

탄소 범위의 탄화수소 함량을 다른 왁스억제제보

다 최소로 줄이는 왁스억제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할 수 있다.

왁스집적 방해 및 제거효과가 높은 왁스억제제를 선정

하더라도 유동관에 손상을 가할 수 있고 주입되는 다른 

화학제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왁스억제제 주입 조건

을 그대로 모사한 왁스억제제 평가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왁스억제제는 거정질 왁스제거 및 집적방해

를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대체로 거정질 왁스에는 효

과적이나 미정질 왁스에는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Bacon and Remero-Zerŏn, 2011).

피깅(Pigging)
일반적으로 석유 산업에서 주로 적용하는 피깅은 여러 

종류의 피그 중 Fig. 15와 같은 utility pig를 Fig. 16과 

같이 유동관에 주입하여 유체로 밀어 이동시키면서 압력

시험(hydrostatic test), 배관건조, 배관검사, 슬러그(slug) 
문제 해결, 유동관 수리, 유동관 청소 및 내벽 표면처리

를 위해 적용되는데 집적된 왁스 또한 효과적으로 제거

할 수 있다. 
왁스고형물 제거를 위한 피깅의 성공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피그에 가하는 힘이 중요한데 이러한 힘

은 baseline force, breaking force, wax-plug transportation
으로 분류할 수 있다(Wang and Civan, 2001). Baseline 
force는 피그가 어떤 고형물도 집적되지 않는 유동관에

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 피그의 종류와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Breaking force는 유동관에 흡착한 왁스

고형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으로 왁스고형물의 두께, 항
복점, 겔(gel) 강도와 피그의 종류에 영향을 받는다. Wax-plug 
transportation은 피그에 의해 유동관에서 떨어진 왁스고

형물을 이동하게 하는 힘이다. 

피깅은 왁스고형물을 제거하여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한 왁스제거 방법이지만 피깅 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피그와 왁스고형물이 함께 뭉쳐 유동관에

서 멈추는 피그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 피그 정체 과정

을 간단히 기술하자면 피깅을 수행함에 따라 피그 전방

에 유동관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왁스고형물이 쌓이게 되

어 이를 밀어내는데 필요한 압력이 커진다. 피그로부터 

압력이 계속 가해지면 왁스고형물의 공극에 있던 오일이 

배출되어 왁스고형물에서 오일농도가 낮아지고 왁스결

정의 농도가 높아져 왁스고형물의 경도가 증가한다. 이
로 인해 피깅에 의한 왁스고형물 제거 필요압력이 커지

고 주입펌프가 그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면 피그가 

유동관에 멈추게 된다(Pipeline Research Limited, 2012). 
유동관에 물이 존재할 경우 왁스에멀젼이 집적되어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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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Schematic diagram of bypass pig (Frenier et al., 2010).

Fig. 18. Schematic diagram of gelly pig (Frenier et al., 
2010).

Fig. 19. Schematic diagram of pig train (Frenier et al., 
2010).

Fig. 20. Various types of pigs (Stevens et al., 2007).

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고(Frenier et al., 2010) 
200 마일 이상에서는 피그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게 높

아지므로 50 마일에서 100 마일 길이구간에 적용한다

(Stevens et al., 2007). 
피그가 정체되면 다시 회수하기가 매우 어려워 해당 

유동관을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이러한 작업 동안 

석유생산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석유생산 현장에서는 피그가 정체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깅이 실제 필요한 주기보다 더 

자주 수행한다(Wasden, 2003). 
이처럼 피그 정체는 석유생산 현장에서 매우 심각한 

유동안정성 확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합한 피

깅설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동관의 내경과 석

유생산 조건(온도, 유량), 왁스집적속도, 왁스고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피그 종류를 선정하고 피깅의 

적용 범위 및 주기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적

합한 피그를 적용하거나 한번의 피깅을 적용하는 구간이 

길수록 더 많은 양의 왁스고형물이 피그 전방에 쌓이게 

되므로 피그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깅의 주기

가 짧을수록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주기가 길수록 많은 

양의 왁스고형물이 집적되고 경화되어 피그가 정체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피그의 정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개

발되고 있는데 그 중 Fig. 17과 같은 bypass pig는 피그 

전방에 작은 구멍이 있어 석유는 통과할 수 있으므로 일

정 구간에서 보다 낮은 압력으로 왁스고형물을 밀어낼 

수 있다. 
Gelly pig는 Fig. 18과 같이 폴리머 재질의 탄성이 높

은 피그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브러쉬 등을 피그 중앙에 

설치함으로써 피그의 정체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Pig train은 Fig. 19와 같이 왁스고형물을 제거하고 경

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왁스억제제와 피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탄성이 높은 피그로도 왁스제거 효율

을 높일 수 있다.
피그는 Fig. 20과 같이 활용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

나 왁스고형물 제거를 위해서는 강철 재질의 몸체에 폴

리우레탄 컵이나 디스크, 또는 금속 브러쉬가 부착되어 

있는 피그를 주로 사용한다. 피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그 뿐만 아니라 피그 발사장치(pig launcher)와 피그 

회수장치(pig receiver)도 필요하다(Fig. 21). 피그 발사

장치와 회수장치에서 피그를 보관하는 용기는 일반적으

로 피그 보다 크고 reducer를 통해 유동관과 연결되어 

있으며 한 번에 사용하는 피그 수에 따라 용기의 길이가 

정해진다. 설치된 full-port gate나 구형 밸브(ball valve)
는 유동관으로부터 피그를 격리했다가 피깅이 필요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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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Schematic diagram of subsea production system 
in King field (Haddad et al., 2003).

Table 2. The properties of crude oil produced at King field 
(Esaklul et al., 2003)

Property
Pour Point 2℃ (35.6℉)

Wax Content 3.8 %
Wax Appearance Temperature(Dead Oil) 37.8℃ (100℉)

Fig. 21. Schematic diagram of typical pig launcher and 
receiver (Stevens et al., 2007).

기에 열린다. 
이와 같이 열제어법 중 단열법은 주로 왁스집적 예방

을 위해 적용되고 피깅은 집적된 왁스제거에 적용된다. 
가열법과 왁스억제제 주입법은 왁스집적 예방과 제거에 

모두 효과가 있다. 석유생산 현장에서는 왁스제어 효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 열제어법, 왁스억제제 주입법, 피깅

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들 이외에 석유의 생산 

유량을 증가시키면 유동관 내벽에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왁스집적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유동관 내부에 부식이 

발생하면 거칠기가 증가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왁스집적

량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동관 내벽에 기능성 수지로 

얇은 막을 씌우는 표면처리를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거

칠기를 낮추어 왁스집적량을 줄일 수 있다. 

왁스집적 제어기술 적용 사례

King 유전

King 유전은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베니스에서 동쪽

으로 96 km 거리의 수심 1,500 m에 위치해 있다. King 
유전은 각 생산정에서 생산된 석유를 모아 Marlin TLP 
(Tension leg platform) 플랫폼으로 이송시키는 tie-back 시
스템이 해저에 설치되어 있고 유동관은 단열을 위한 다

중배관 시스템이다. Table 2와 같이 생산된 석유의 왁스

생성온도가 상온보다 높기 때문에 유동관에 왁스집적 문

제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여 가격이 비교적 낮고 피깅

을 할 필요가 없는 가열법 중 다중배관 사이 환체공간에 

가열한 유체를 주입하는 고온유체주입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King 유전에서 플랫폼까지 27 km에 설치된 다중배관 

중 내부 배관은 직경 8 inch, 외부 배관은 직경 12 inch
이다. 플랫폼에서 약 80℃까지 가열한 30 wt% 에틸렌글

리콜 수용액을 동쪽 유동관으로 주입한 결과 매니폴드에

서 35℃까지 냉각되었으나 D6 생산정에서 생산된 석유

에 의해 약 45℃까지 가열되었고 D5 유정에 도달할 때

까지 약 38℃로 다시 냉각되었다. D5 생산정에서 석유

에 의해 열원을 공급받은 수용액은 서쪽 유동관을 통해 

플랫폼으로 회수되었다(Fig. 22).
이러한 고온유체주입법을 적용할 경우 석유생산 시뮬

레이션을 통해 예측한 각 유동관에서의 온도변화는 Fig. 
23과 같다. 석유의 왁스생성온도가 37.8℃(100℉)이므

로 일부 구간의 유동관에서 왁스집적을 예방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동쪽 유동관으로 주입하던 

가열유체를 서쪽 유동관으로 주기적으로 전환하여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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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Flowline temperature profile (Esaklul et al., 2003). 

Fig. 24. Overview of Gannet D tie-back (Shell Expro, 2001).

Table 3. The properties of crude oil produced at Gannet 
D (Craddock et al., 2007)

Oil Property

API° 41

Wax Content (wt%) 7

Wax Appearance Temperature(℃) 35.5

가 왁스생성온도 이하인 구간의 유동관을 주기적으로 가

열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 지점에서 왁스가 계속 집적되

지 않게 하고 집적된 왁스를 다시 용해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King 유전의 왁스집적을 예방할 수 

있었다.

Gannet D 유전

1970년에 발견된 Gannet 유전은 스코틀랜드 애버딘

(Aberdeen)에서 동쪽으로 180 km에 위치해 있고 수심 

90 m의 해저에는 여러 개의 필드에서 생산된 석유를 모

아 플랫폼으로 이송시키는 tie-back 시스템이 설치되었

다(Fig. 24). 
Gannet D 유전은 다섯 개의 생산정이 설치되어 있고 

생산된 석유는 6 inch의 라이저(riser) 31와 라이저 32를 

지나 Gannet A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Table 3과 같이 

Gannet D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에 왁스성분이 다량 함

유되어 있고 왁스생성온도가 상온 이상이므로 왁스가 집

적될 가능성이 높았다. 
1999년에 라이저 32에서 다량의 왁스고형물이 발견되

었고 생산정에서 플랫폼까지 8 km 거리 안에 21,000 리
터의 왁스고형물이 집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집적된 왁스를 제거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요소들

을 고려해 볼 때 이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왁

스제어를 보류하였다. 2005년에 Gannet D 유전에서 실

시한 생산검층(production logging) 결과 왁스가 석유생

산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장비 설치

비용, 환경 문제, 인체 유해성 등을 고려해 왁스억제제 

주입 계획을 세웠다. 왁스억제제를 주입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하고 600,000 리터의 용매제를 유동관에 주입한 결

과 생산 유체의 온도가 높아지고 석유생산량이 약 3,020 

bbl/day 더 증가하였다.

Cottonwood 유전

Cottonwood 유전의 석유생산정은 미국 텍사스 주 해

안에서 222 km 떨어진 멕시코 만의 수심 670m 아래 위

치해 있다. Cottonwood 유전에는 2번, 3번, 5번 생산정

이 설치되어 있고(Fig. 25) 유정 2번과 3번은 초경질유

(gas condensate), 유정 5번에는 중질유가 생산되는데 각 

생산정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각 

생산정에서 생산된 석유는 동쪽 유동관과 서쪽 유동관을 

통해 GB-72 플랫폼으로 이동한다. 두 유동관은 West 
PLET(Pipeline End Terminations)와 East PLET 사이에 

있는 점퍼로 연결되어 있고 2번과 5번 유정에서 생산된 

석유는 생산관(production line)을 통해 West PLET, 3번 

유정에서 생산된 석유는 생산관을 통해 East PLET로 향

한다. Table 4와 같이 각 유정에 생산된 석유는 왁스생

성온도와 유동점이 높고 왁스함량이 많기 때문에 7℃의 

수온 영향으로 왁스집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

산관은 해저에 매설하여 석유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줄이고자 하였다. 석유생산 현장의 여러 제약으로 인해 

유동관, 점퍼, 트리는 매설할 수 없어 집적된 왁스고형물

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인 왁스억제제 주입과 피깅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2007년 12월부터 피그가 서쪽 유동관과 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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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Schematic diagram of subsea production system 
in Cottonwood field (Shecaira et al., 2011).

Table 4. Cottonwood oil properties (Shecaira et al., 2011)

Oil Properties Well #2 Well #3 Well #5

API° at 15℃ 32.6 33.5 17.5

Wax Content (wt%) 2.0 7.3 13.2

WAT (℃) 46.7 56.1 48.8

Pour Point (℃) 4.4 20.0 21.1

Fig. 26. Captured Pig fragment at pig receiver (Shecaira 
et al., 2011).

Fig. 27. Captured wax sample at pig receiver (Shecaira 
et al., 2011).

를 지나 동쪽 유동관 중간에 정체되어 서쪽 생산관으로

만 석유생산이 가능하였다. 왁스고형물은 유동관에 계속 

집적될 것이므로 서쪽 유동관만으로 계속 석유를 생산하

면 석유 유동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았다. 
동쪽 유동관을 폐쇄하거나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유동관에 석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 동안 환경 문

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비용도 3천만 달러가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므로 유동관을 개봉하지 않고 동

쪽 유동관에서 석유생산을 다시 가능하게 하도록 왁스고

형물의 경도를 낮추고 용해시키는 왁스억제제를 주입하

기로 했다. 우선 피그 정체가 발생한 상세 위치를 파악하

기 위해 플랫폼에서 압력 파동을 발사하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Echo-Pulse 기술을 적용한 결과 East 
PLET으로부터 약 13.6 km의 유동관 지점에 피그가 정

체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플랫폼에서 피그 정체지

점으로 500∼1,500 ppm의 왁스억제제로 17,000 psi의 

압력 파동을 가하고 umbilical을 통해 생산정에서 피그 

정체지점으로 13,800 psi의 압력 파동을 가한 결과 피그

를 회수할 수 없었지만 4,000 리터의 왁스고형물을 회수

할 수 있었고 정체된 피그와 유동관 사이의 작은 틈을 

만들 수 있었다. 플랫폼과 생산정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 결과 파손된 피그와 왁스고형물을 회수할 

수 있었다(Fig. 26, Fig. 27). 왁스억제제 중 용매제를 총 

18,930 리터를 주입했지만 이러한 작업 동안 소요된 비

용은 유동관 교체 비용의 약 12%로 추산되었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해저와 같은 저온환경에서 석유 유동안

정성 확보를 방해하는 왁스의 정의, 생성 및 집적 메커니

즘, 왁스집적의 주요 영향요소, 제어기술 및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왁스는 저류층에서 석유에 용해되어 있으나 해저 유동

관 벽면의 온도가 왁스생성온도 이하가 되면 왁스결정이 

석출된다. 왁스결정은 서로 결합하면서 오일 등을 함유

한 왁스고형물이 되고 석유생산 환경에 따라 분자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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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응력효과, 왁스경화, 확산관성효과, 전단확산, 브라

운확산, 중력침전으로 유동관 내벽에서부터 집적된다. 
온도, 석유성분, 압력, 유량, 유동관 내벽 거칠기가 왁스

집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동관 내벽

의 온도와 유동단면적 중앙의 온도구배가 왁스집적에 가

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유동관 내벽의 온도감소

를 줄여 왁스생성온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왁스제어

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대부분의 오일에 대한 

왁스생성온도가 상온 이상이므로 해저 석유생산 시 이러

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왁스는 저류층, 생산정, 유동관에 집적될 수 있으나 일

반적으로 석유의 온도감소정도가 가장 커서 왁스집적속

도가 가장 빠른 유동관에서의 주요 왁스집적 제어기술은 

열제어법, 왁스억제제 주입법, 피깅이 있다. 열제어법은 

단열법과 가열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석유의 온도감소를 

줄이기 위한 단열법은 석유 단열 방식에 따라 습윤단열

법, 건조단열법, 매설로 분류할 수 있다. 석유를 가열하

여 온도감소를 줄이거나 낮아진 석유온도를 다시 높여 

왁스를 다시 용해시킬 수 있는 가열법은 유동관을 전기

로 가열하는 직접전기가열법, 유동관에 부착된 금속을 

가열하는 간접전기가열법, 고온의 유체를 주입하여 석유

를 가열하는 고온유체주입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동

관에 왁스가 집적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일반적으로 비

용이 낮은 단열법 적용을 우선 고려하나 석유의 온도제

어가 어려울 경우 가열법 적용까지 고려한다. 
왁스억제제는 왁스 결정의 가장자리에 결합하여 결정 

성장을 지연시켜서 석유의 유동점을 낮추는 유동점강하

제, 왁스에 쉽게 결합하여 왁스 결정이 서로 결합하거나 

유동관 내벽에 흡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정변형제, 왁
스나 유동관 내벽을 친수성으로 만들어 왁스입자간의 결

합을 억제하고 유동관에 흡착하는 것을 방해하는 분산

제, 왁스와 상호간 공유결합을 이루어 왁스의 용해도를 

높이는 용매제로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왁스억제제가 

개발되었으나 모든 석유생산 조건에 적합한 왁스억제제

는 없으므로 왁스집적 방해 및 제거 효과와 왁스억제제 

주입 조건을 고려한 왁스억제제 선정이 중요하다.
피그를 주입하여 유동관에 집적된 왁스를 제거하는 피

깅은 제거한 왁스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왁스제거

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동관에 피그

가 정체되면 높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피그 정체를 

줄이기 위해 피그 전방에 작은 구멍이 뚫어 석유는 통과

할 수 있게 하여 일정 구간에서 보다 낮은 압력으로 왁

스제거가 가능한 bypass pig, 탄성이 높은 피그를 주입

하는 gelly pig, 왁스억제제와 함께 순차적으로 피깅을 

하는 pig train이 개발되었다. 

왁스집적 예방 및 제거를 위해 석유생산현장에서는 열

제어법, 왁스억제제 주입법, 피깅을 혼용되는 경우가 많

다. 하지만 각 기술 적용 시 높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피그 정체가 발생하거나 부적합한 왁스억제제 사용에 의

한 부차적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석유 유동안정성 확

보가 어려워지므로 석유생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왁스

집적 제어기술 적용 설계가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알아본 왁스집적 현상과 제어기술, 적용

사례들은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석유 유동안

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향

후 해저 석유생산 시 적합한 왁스집적 제어기술을 선정

하고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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