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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extend the field and reservoir life of offshore gas/condensate fields, process improvements in offshore platforms have been 

conducted recently. In this regard, an investigation of flow assurance in the pipeline is essential following the changes in the pipeline 

operating conditions. This study employed a transient multiphase simulation model to characterize flowing features, such as slugging and 

liquid accumulation, with the application of various gas/condensate injection rates at the export point of the offshore platform. The model 

was built and validated with field data and then applied to investigate the flow behavior in the pipeline with a flow rate range of 1–8 

mmscfd. As a result, three different flow rate groups with their own flowing characteristics were identified,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minimum flow rate can be in the range of 8–6 mmscfd. The results can be used in decision-making for platform and reservoir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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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최근 해상플랫폼의 공정개선 작업, 즉 운영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해저배관내 가스/컨덴세이트 유동의 환경

도 변화하게 되었다. 관련하여 액체축적현상, 슬러깅 등의 유동안정성 관련된 관내 유동현상들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사용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다상 천이거동 모델을 개발하였다. 기존 현장자료를 통해 모델을 검증하였고,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유량(1-8 mmscfd)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유동특성에 따라 세 개의 유량 그룹이 도출되었으며, 실현가능

한 최소유량은 8-6 mmscfd유량 범위에서 결정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다양한 조건들과 결합하여 플랫폼 운영의 의사결정

의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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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상플랫폼에서 생산된 가스/컨덴세이트는 해저배관

(pipeline, 파이프라인)을 따라 육상으로 이송된다. 해상플

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저배관 내 최소유동가스량 추

정과 관내 유동특성 변화는 안정적인 광구 운영을 위해 파

악해야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해저배관 내의 다상

유동은, 관내에 존재하는 잔류액체, 가스 등의 가스유량, 그

리고 경사각 등의 지형정보 등에 영향을 받고, 또한 시간에 

따른 유동조건 변화와 그에 따른 패턴변화는 순차적으로 

향후 유동특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해저배관 내 다상유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법으로는 주로 

정상 다상유동 모델(steady state multiphase flow model)

과 천이 다상유동 모델(transient multiphase flow model)

이 사용된다. 정상 다상유동 모델은 관내 다상유동을 정상

유동으로 가정함으로써 분석을 빠르고 쉽게 수행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특정 시점에서의 주어진 조건에 한

해서만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

하기 위해서는 시간별 입력조건을 독립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천이 다상유동 모델은 특정

시점에서의 유동이 다음 시점에 입력값으로 적용되어 순차

적으로 이산적인(discrete) 시간에 따른 변화를 모사할 수 

연구논문



백승영 · 기세일

한국자원공학회지

576

Fig. 1. Flow pattern according to superficial velocities (Taitel 

et al., 1980).

있다(Norris and Rydahl, 2003). 이 과정에서, 연속방정식, 

모멘텀방정식, 에너지방정식을 결합한 지배방정식(Irfansyah, 

2005)을 순차적으로 풀기 때문에 막대한 연산시간이 소요

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플랫폼 운영 관련

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파이프 유지보수, 피깅

(pigging) 여부 결정, 슬러깅(slugging) 발생여부 예측, 최

소유동가스량 예측 등의 천이 다상유동 모델 개발 및 관련 

정밀분석이 요구된다.

연구 대상인 해상플랫폼 및 관련 시스템은 현재 약 30 

mmscfd 이하의 가스/컨덴세이트를 생산하는 상황이며, 최

고생산량 대비 50%이상 생산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따라

서, 생산량 연장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

며, 그 일환으로 최근 플랫폼에서 파이프라인으로의 송출

압력을 105 barg에서 90 barg로 감소시키는 작업을 수행하

였다. 이러한 공정개선 작업을 통해, 동일유량을 생산하더

라도 저류층 압력의 15 barg의 추가감소가 가능하며 해당

량 만큼 가스/컨덴세이트 추가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관련

하여, 파이프라인에서 육상으로의 인입압력도 90 barg에

서 80 barg로 감소하여 운영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파이프라인의 운영압력조건 변화에 

따른 유동안정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나아가 생산종

료를 고려할 시, 생산하는 가스와 부산물인 컨덴세이트의 

파이프라인 내 최소유동량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유동환경변화에 따른 유동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천이 다상유동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다양한 유량에

서의 유동특성들을 규명하여 최소유동가스량을 추정하고

자 한다. 

이론적 배경

관내 다상유동에서 각 상(phase)들의 속도, 즉 점착 속도

(no-slip velocity)와 실제 속도(actual velocity)는 차지하

는 면적에 따라, 아래의 식 (1), (2), (3)로 결정된다(Beggs,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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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과  는 각각 액체점유율(liquid hold-up)과 기

체점유율을 의미한다. 가스와 액체 유량  , 

에 대해서, 각 

실제 속도는 식 (2)와 같이 정의되고, 각 상의 선속도

(superficial velocity)는 식 (3)과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액

체와 가스의 관내충진 비율, 즉 


,  은 1보다 작은 값이

므로, 각 상의 선속도는 실제 속도에 비해 작은 값을 갖게 된

다. 는 관내 단면적을 의미한다. 

Fig. 1은 수직 관내를 기체-액체의 다상유동에서 선속도

에 따른 유동패턴변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부터 식 (2), (3)을 이용하여 대상 해저배관의 복잡한 

지형(geometry) 중 수직유동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 각 구간

별 선속도를 계산하여 유동패턴과 가스유량에 따른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다상유동이 해저배관을 따라서 발생하는 압력손실, 즉 

은 아래의 식 (4)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각각의 항은 

순서대로, 수두손실(elevation loss), 마찰손실(friction 

loss), 가속손실(acceleration loss)이며 식 (5), (6), (7)과 같

이 정의된다. 여기서 각각 , , , ,  ,는 각각, 중력가속

도(gravitational acceleration), 변환계수(conversion factor), 

마찰계수(friction factor), 속도(velocity), 밀도(density)를 

뜻한다. 변환계수는 단위변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수이

고, 마찰계수는 유동특성과 파이프 재질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속도 의 경우는 유량에 따라 결정되며 식 (6)과 

(7)의 는 유동패턴과 압력손실에 따라 각각 결정되고, 

는 




로 결정된다(Beggs, 197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압력손실을 전체 해저배관시스템에서 계산하기 위

해, Schlumberger 社의 OLG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모델

을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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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of offshore export pipeline.

Fig. 3. Relationship of gas production rate and pressur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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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연구대상 해상플랫폼은 해수면에서 고정식 형태로 설치

되어 저류층에서의 탄화수소를 생산·처리·저장하고 육상

이나 셔틀탱커 등으로 이송하는데 필요한 해상설비를 탑재

하고 있다(Moon et al., 2018). 현재 해상플랫폼에서 105 

barg인 고압으로 가스/컨덴세이트를 해저배관으로 송출 

후 육상공정에서 90 barg로 취득하여 운영하였으나, 최근 

공정개선 작업으로 송출·취득 운영조건이 육·해상 각각 90 

barg에서 80 barg로 완화시키는 작업을 실시하였다(Fig. 

2). Fig. 3은 공정개선 작업 전·후에 대해 실제 필드에서 취

득한 가스유량과 압력차를 도시한 그래프이다. 공정개선 

전 가스유량 대비 압력차(푸른색)에서는 고유량에서는 압

력손실이 적어지나, 약 55 mmscfd를 기준으로 저유량으로 

갈수록 압력손실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면 공정개

선 작업이후에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상

황이다. 또한, 가스유량 대비 압력차에서는 붉은색 점들이 

산재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므로 현 단계에서 해저배관 내 

최소유동가스량과 유동특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란 매

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상유동 모델 구축 및 검증

본 연구에서 천이 관내 다상유동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

은 Fig. 4와 같다. 우선 자료 취득과 검증과정을 거쳐 자료

의 사용여부를 검토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천이 관내 다상

유동 모델을 구축한 뒤 현장과의 교차검증을 수행한다. 이

후 분석하고자 하는 생산가스량에 따라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여 그 결과를 통해 최소유동가스량을 추정하고 그 뒤 

육·해상 압력차, 유동패턴, 액체점유율, 가스유량 안정화 

여부 등의 분석을 수행한다. 그리고 실제 안정적인 유동을 

가장 위협하는 지형이 급격하게 수직으로 변하는 구간에 

대해서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저배관 내 가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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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flow of this study.

Table 1. Gas export pipeline geometry

Length [km] Elevation [m]

0 30

5 -169

10 -144

15 -145

20 -144

25 -139

30 -131

35 -124

40 -118

45 -105

50 -88

55 -66

60 -29

65 8

68 43

Table 2. Fluid component (mol %)

Component Vapor Liquid

CO2 0.0166 0.0111

N2 0.0022 0.0004

C1 0.8994 0.3145

C2 0.0424 0.0418

C3 0.0203 0.0420

iC4 0.0048 0.0166

nC4 0.0058 0.0251

iC5 0.0025 0.0184

nC5 0.0018 0.0155

C6 0.0017 0.0300

C7+ 0.0025 0.4846

송 유량 및 취득압력, 관내 길이, 경사 각, 유체조성, 시간에 

따른 현장자료 등이 필요하다. 여기서 사용한 자료들은 아

래 Table 1과 같이 해저배관의 등고 정보, Table 2는 해저배

관에서 가스/컨덴세이트가 같이 관내로 생산되는 상황에

서 조성이 혼합된 상태를 보여준다.

본 연구의 대상 해저배관에 대한 분석을 위해 다상유동 

모델을 구축하였고, 모식도는 Fig. 5(a)와 같이 구성은 해상

플랫폼에서 시작하는 bottom node, 육상지점의 pressure 

node, 육해상을 이송하는 파이프라인과 기체-액체를 파이

프라인으로 주입하는 source를 설정하여 운영조건을 모사

하였다. 지형정보는 Fig. 5(b)와 같다. 해상플랫폼에서 육

상공정시설까지 거리는 약 68 km (해저배관 : 61 km, 육상

매설배관 : 7 km)이고, 육·해상 모두 배관이 1 - 4 m 깊이로 

매설되어 있으므로, 전 구간 외부온도 변화에 대한 불확실

성은 크지 않다. 해저면의 온도는 가장 보수적인 운영조건

에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동절기 해저면 최저 온도(약 

4.7°C)를 가정하였다. 수심은 최대 169 m이며, 해상플랫폼 

송출지점은 해수면으로부터 약 20 m 높이, 육상공정 도달

지점은 약 40 m 높이에 있다. 이러한 전체시스템에서의 해

저배관의 지형변화가 심한 지점은 그림과 같이 네 곳이 존

재한다.

개발한 모델은 변화된 조건에서 취득된 현장테스트 결과

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초기조건 즉, 해저배관 내 

축적되어 있는 액체의 분포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

기서, 생산초기부터 십여년에 가까운 기간의 시뮬레이션

을 통해서 관내 액체 분포를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관내에 컨덴세이트를 채워놓고 가

스/컨덴세이트를 주입하여 유동이 안정화되는 시점을 추

론하였다. 이후에, 모델에서의 압력강하 예측값과 실제 필

드에서의 취득값의 비교를 통해서 모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Fig. 6은 실제 필드에서 다양한 유량에 따른 압력강하 측

정값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3의 유량 

즉, 65, 55, 45, 35, 25, 15 mmscfd의 가스 유량에 대해서 모

델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개발한 모델은 표에서 실제와 거

의 유사한 값들을 모사하고 있으며, 저유량에서 압력강하

가 크고, 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특정 유량(약 55 

mmscfd)이상에서 압력강하가 증가하는 경향을 정확하게 

모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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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 Gas export pipeline oil and gas simulator model, (b) Gas export pipeline geometry.

Table 4. Model validation with field data (after process improvement)

　

Gas Export Pipeline TEST

Export Gas

(mmscfd)

Offshore

Export P (barg)

Onshore

Inlet P (barg)

DP

(barg)

CGR

(stb/mmscf)

Field Result 8.5 90.2 82.6 7.6 17.5

Model Result 8.8 89.6 81.6 8.0 17.5

Fig. 6. Model validation with field data (before process 

improvement).

Table 3. Model validation with field data (before process 

improvement)

Gas rate (mmscfd) P_loss (Field) P_loss (Model)

65 9.9 9.9

55 9.6 9.5

45 9.8 9.8

35 10.5 10.6

25 11.8 11.7

15 13.2 13.2

다음으로는 공정개선 이후의 저유량에 대해서 관측값과 

모델의 예측값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공정개선 이후 현장

에서 8.5 mmscfd 유량에 대한 실험결과, Table 4와 같이 7.6 

bar의 압력강하가 관측되었고, 이에 대한 모델의 결과는 육

상에서 8.8 mmscfd의 유량을 취득, 압력강하는 8 bar로 예

측되었다. 여기서, +0.3 mmscfd, +0.4 barg의 오차는 현장

의 데이터 취득의 정확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충분히 작은 

값으로 판단된다.

해저배관 내 최소유동가스량 및 유동특성 추정

이 연구에서는 해저배관 내 저유량의 가스가 해저배관을 

유동할 때 관내 유동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

유동가스량을 추정하고자 한다(Fig. 7). 즉, 초기상태의 관

내 컨덴세이트를 가스가 밀어낼 때, 안정적인 유동이 성립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생산말기에, 저유량을 

송출할때의 관내 유동안정성 분석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공정개선 작업을 한 것이므로, Table 4보다 낮은 유량, 즉, 1 

- 8 mmscfd의 유량에 대해서 압력강하와 유동특성을 분석

하였다. 앞서 설명한 구축/검증한 모델을 바탕으로 파이프

라인 내 유동특성을 모사한 결과, 유동특성이 각각 case 

1(8, 7, 6 mmscfd), case 2(5, 4 mmscfd), case 3(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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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ree groups of gas flow rates.

Fig. 8. Fluid distribution results (gas flow rate of 8–6 mmscfd).

Fig. 9. Liquid hold-up of gas export pipeline after 50 days (gas flow rate of 8–6 mmscfd) .    

mmscfd)로 구분되어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관내 지형이 

급격하게 변하여 유동안정성에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점, 즉 Fig. 5의 송출지점으로부터 60 km, 67 km인 경사

각 70도 이상인 지점에서의 유동변화를 모사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Case 1(8, 7, 6 mmscfd)

유량 8, 7, 6 mmscfd의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기간은 

50일을 적용하였다. 모사결과, 세 유량 모두 공통적으로 60 

km, 67 km 지점에서 슬러깅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 초기에 컨덴세이트로 가득찬 관내를 주입한 가스/

컨덴세이트가 치환하였으나, 언급한 두 지점에서는 관내 

경사각이 약 70°로 급격히 증가하여 이러한 치환이 효과적

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Fig. 9에서와 같이, 파이

프라인 모든 구간에 걸쳐서 액체점유율이 0.8 내외로 나타

나며, 특히 60 km, 67 km 지점은 액체점유율이 0.9이상으

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55 km 지점 이후로는 해저배

관 경사각 증가로 인해 유동패턴도 슬러깅으로 유동하고 

있다.

즉, 주어진 지형 조건에서 액체 대비 유동성이 큰 가스가 

이 지점들에서 액체를 불연속적으로 운반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유동은 육상공정에서의 진

동현상을 야기하고 육상공정에서의 슬러그 캐쳐 설치, 피

깅작업 등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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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uid distribution results (gas flow rate of 5–4 mmscfd).

Fig. 11. Liquid hold-up of gas export pipeline after 30 days (gas flow rate of 5–4 mmscfd).

Fig. 12. Liquid hold-up of gas export pipeline after 50 days (gas flow rate of 5–4 mmscfd).

Case 2(5, 4 mmscfd)

case 1과 같은 조건으로 유량 5, 4 mmscfd의 경우에 적용

하였다. 이 경우, 시뮬레이션이 안정화되는 속도가 case 1

에 비해서 다소 느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는 시뮬레

이션 시간을 각각 30일, 50일을 적용한 Fig. 11, Fig. 12에 

설명한다. 아래 Fig. 10은 30일 동안 구현한 관내 유동분포 

결과를 나타낸다. 육안으로는 슬러깅 현상이 크게 두드러

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11의 액체점유율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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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luid distribution results (gas flow rate of 3–1 mmscfd).

Fig. 14. Liquid hold-up of gas export pipeline after 50 days (gas flow rate of 3–1 mmscfd).

구간에서 0.9 근처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가스 

유동량도 변동이 거의 없다. 반면, Fig. 12의 50일 경우에서

는 해저배관 전반적인 액체점유율이 0.8로 상대적인 가스

비율이 높아졌지만, 60 km, 67 km 지점에서 가스 유동량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시뮬레이션 시스템 상에서 적은 

유량이 초기 충전된 컨덴세이트를 치환은 하지만, 추가적

으로 유입되는 컨덴세이트의 양이 더해져서 시간이 지날수

록 컨덴세이트 치환이 안됨을 의미한다. 실제 광구 운영을 

고려한다면, 송출되는 가스/컨덴세이트가 지속적으로 해

저배관의 액체축적을 야기하고, 즉, 주입가스는 수반하는 

컨덴세이트 양도 운반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Case 3(3, 2, 1 mmscfd)

Fig. 13, Fig. 14는 case 3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간 50일 

결과를 보여준다. Fig. 13에서 슬러깅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Fig. 14에서 전반적으로 liquid hold-up이 0.9 이상

이고 가스가 초기에 집적해있던 액체를 밀어내지 못하고 

육상공정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case 1에

서 슬러깅이 발생한 해저배관 67 km지점에서 축적된 액체

를 전혀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저배관이 설령 가스

로 가득차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입하는 

컨덴세이트가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고, 해당 유량으로는 가

스가 축적된 컨덴세이트를 전혀 운반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과 및 분석

이상의 수행한 조건들의 압력 프로파일은 Fig. 15와 같

다. 앞서 수행한 시뮬레이션으로부터, 해저배관 내 허락될 

수 있는 최소유동가스량은 case 1 조검임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압력의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나며, 특히, 

해저배관의 지형이 급하게 변하는 지점에서도 압력변화 경

향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기존연구

(Taitel et al., 1980)와 본 연구에서의 선속도를 비교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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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ressure profile in gas export pipeline.

Fig. 16. Flow patterns in this study.

Fig. 17. Pressure loss in gas export pipeline at 60 km. 

다(Fig. 16). case 1(8, 7, 6 mmscfd)의 경우, 일부 이상치

(outlier)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액체의 선속도에 비해 기체

의 선속도가 넓은 범위를 가지며, 이는 slug 혹은 churn 유

동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case 2(5, 4 mmscfd)의 경우는 

반대로 액체의 선속도가 더 큰 범위를 가지며 값의 크기는 

고유량에 비해서 작게 나타난다. 그리고 case 3(3, 2, 1 

mmscfd)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스 속도가 매우 작음에 

따라 동등한 비교를 수행할 수 없어서 그림에 표기하지 않

았다. 특히, 60 km지점에서는, 각각 case 1 및 case 2의 가체 

선속도는 지점에서 각각 0.3192 m/s, 0.0023 m/s이며, 액체 

선속도는 각각 0.3052 m/s, 0.0157 m/s이다. 마지막으로 

case 3에서의 가스 선속도는 0.0009 m/s, 액체 선속도는 0

으로 나타난다. 

한편 Fig. 17은 60 km지점에서의 각 case 1, 2, 3 유량조건

에서의 전체 압력손실과, 위치수두, 마찰, 가속 손실의 크기

를 비교하고 있다. 67 km지점에서는 안정적인 유동이 형성

되지 않으므로, 60 km지점에서의 압력손실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Fig. 17에 의하면 전체적인 압력손실의 대부분은 

수두의 차이로 기인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마찰손실 및 가

속손실은 저유량으로 갈수록 해저배관 내 가스가 단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짐에 따라 압력손실도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경사 변화를 극복하는 것이 이 

해저배관 내 유동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다.

결   론

이 논문에서는 해양 천연가스 생산시스템에서 공정변화 

이후 해저배관의 육·해상 송출취득압력이 각각 105 barg에

서 90 barg로, 취득압력은 약 90 barg에서 80 barg로 완화되

어 운전할 경우, 저류층에서의 해저배관 내 유동특성을 분

석하였다. 충분한 현장운영의 자료가 취득되지 않은 시점

에서 수행되었고, 그로인해 구축한 모델의 타당성 검증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제한된 자료를 활

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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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에서는 해저배관을 컨덴세이트로 충진한 다

음, 실제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가스로 액체를 치환하

여 유동이 안정화되는 조건에서의 압력이 관측 압력

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선

택한 모델 구동 방법으로 최소유동가스량 추정과 관

내 유동특성을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음을 검증하

였다.

(2) 저유량을 3가지의 case로 구분하여 유동을 모사하였

고, 그 결과 case 1의 경우 해저배관 60 km, 67 km 구

간에서 슬러깅이 발생하여, 해저배관의 도착지점에

서 슬러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였다. 육

상시설까지 유동은 가능하지만, 슬러깅 등에 수반되

는 진동문제들에 대한 추가설비 작업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3) case 2의 경우, 모델 초기에는 액체를 어느 정도 치환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입되는 액체의 영향으로 

유동이 점차적으로 불안정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액체점유율이 설정한 시뮬레이션 기간 내에서 점진

적으로 증가하여, 모델 구현 50일에서는 액체를 치

환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4) case 3의 경우는 주입한 가스가 해저배관 약 67 km 

수직구간의 수두압으로 유동이 중단되어 더 이상 생

산가스가 육상공정에 도달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 경우, 액체점유율이 0.9 이상으로 나타나며, 수두

손실의 크기를 극복할 만한 유속이 충족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이상의 결론들을 바탕으로, 해저배관의 유동안정성

을 고려할 경우, 최소유동 가스량은 case 1의 범위, 

즉, 8 - 6 mmscfd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

다. 이는 저류층 관리 및 생산 플랫폼 운영, 가스가격 

등 제반 운영조건들과 결합하여, 가스전 운영의 의사

결정 요소로 활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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