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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operating principle of a flow control device (FCD) was analyzed when the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SAGD) method was performed in an oil sand reservoir. The effect of the 

FCD on SAGD was confirmed via a simulation of the reservoir production. The FCD induces an 

additional pressure drop when the fluid passes through it, creating a uniform flow distribution along 

the well and improving the production efficiency. The mechanism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type of FCD were analyzed.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FCD was applied to the 

horizontal production well the cumulative oil production increased by about 9% and the cumulative 

steam oil ratio (cSOR) decreased by about 17%, confirming the improvement in the efficiency of the 

SAGD. In addition, the possibilities for the field application of FCD was suggested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FCD installation section and time.

Key words : flow control device (FCD), oil sand, reservoir simulation,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SAGD)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오일샌드 저류층에서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공법 수행 시 

FCD(Flow Control Device)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저류층 생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효과를 확

인하였다. FCD는 유체 통과 시 추가적인 압력 강하를 유도하여 유정 전체에 걸쳐 균등한 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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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일샌드 저류층의 경우 높은 오일 점성도로 인해 추가

적인 회수공법이 필요하며, 고온의 증기를 주입하여 회수

율을 증대시키는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공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SAGD 공법은 1970년대 

후반 Imperial Oil의 Butler에 의해 개발된 기법으로서 수직 

방향으로 5~10 m 간격으로 시추 된 두 개의 수평정을 통해 

증기 챔버(steam chamber)를 형성하여 중력배유를 통해 

원유를 생산하는 방법이다(Butler, 1997). 이는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지역에서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다.

SAGD 공법의 경제성은 증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입

하여 균등한 증기 챔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저류층 물성, 증기 주입량, 인공채유법 등에 달려있다

(Banerjee et al., 2013a). 하지만 저류층 물성의 불균질성 

및 균열 등으로 인해 수평 생산정에서의 불균등한 증기 분

포 양상과 이로 인한 증기 돌파(steam breakthrough)가 발

생 될 수 있으며 이는 SAGD 공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SAGD 공법의 효율적 적용을 위해

서 ES-SAGD(Expending Solvent-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SAGP(Steam And Gas Push)와 같이 증기에 비

압축성 가스를 동시에 주입하는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으

나(Butler, 1999; Alturki et al., 2010) 기술적, 경제적 한계

로 상용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장기적인 저유가 기

조에 맞추어 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회수증진 공법이 필요

하다.

FCD(Flow Control Device)는 전통 저류층의 수주입 공

법에서 물 돌파를 저감시키시 위해 수년간 적용되었던 장

치이다(McIntyre et al., 2006; Lorenz et al., 2006; Lyngra 

et al., 2007; Henriksen et al., 2006; Vela et al., 2011; 

Regulacion et al., 2013). FCD는 유체 유동이 수평정을 따

라 균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장치로, 압력차에 따라 유체 

흐름을 조절한다. 유체가 빠르게 FCD를 지나갈 경우, 높은 

배압(back pressure)을 발생시켜 점성도가 낮은 유체의 유

량을 감소시킨다. 이를 SAGD 공법에 적용하면 증기의 불

균등한 유동 양상을 균등하게 만들어 SAGD 공법의 효율

을 높일 수 있다(Fig. 1). 뿐만 아니라 증기 돌파 사전 방지, 

미세 모래 입자의 이동에 따른 침식 문제 예방, 주입정과 생

산정 간격 감소를 통한 얇은 저류층 생산 가능성 확보, 증기 

Fig. 1. Steam chamber development with and without FCD (Burke and Ghazer, 2018).

만들어 생산 효율을 향상할 수 있다. FCD의 종류별 메커니즘과 장단점을 분석하였으며 오일샌드 

저류층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SAGD 공법 수행 시 FCD의 효과를 확인했다. 시뮬레이션 수행 결

과, 수평 생산정에 FCD를 적용하였을 경우 누적 오일 생산량은 약 9% 증가하였으며 

cSOR(cumulative Steam Oil Ratio)은 약 17% 감소하여 FCD의 SAGD 공법 효율성 증대 효과를 확

인하였다. 또한, FCD 설치 구간 및 시점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FCD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주요어 : flow control device(FCD), 오일샌드, 저류층 시뮬레이션,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SA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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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감축을 통한 지상 설비 설치비용 절감 등 SAGD 공

법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SAGD 공법 시 FCD 적용과 관련한 연구는 수차례 진행

된 바 있지만(Stalder, 2012; Stone et al., 2013; Vachon et 

al., 2015; Burke and Ghazer, 2018; Banerjee and Hascakir, 

2018), 이는 마찰형(friction-style), 제한형(restriction-style) 

FCD와 같이 단순한 형태 FCD만을 고려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Burke and Ghazer(2018)에 따르면 FCD

의 성능과 메커니즘은 SAGD 공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

는 요소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CD의 종류별 메커니즘과 장단점을 분석하고 캐나다 캘

거리 지역 오일샌드 저류층에서의 FCD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저류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캐나다 앨버타 

지역 오일샌드 저류층 모델을 구축한 후, SAGD 공법 수행 

시 자체 설계 FCD를 적용하여 오일 생산량, 누적증기오일

비율(cSOR, cumulative Steam Oil Ratio) 등을 비교하여 

생산 효율을 분석하였으며, FCD 설치 구간, FCD 적용 시

점 등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FCD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배경

FCD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유체 유동을 조절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Chien, 1990; 

Perkins, 1993; Boone et al, 2001; Garcia et al., 2009; 

Coronado et al, 2009; Jones et al., 2009; Lauritzen and 

Martiniussen, 2011; Least et al., 2012; Lee et al., 2013; 

Banerjee and Hascakir, 2018). 다양한 형태의 FCD가 연구

되고 제작된 바 있지만 크게 마찰형, 제한형, 자율형

(autonomous) FCD로 나눌 수 있다. 각 FCD는 작동 원리는 

다르지만, 최종적으로 유체 통과 시 추가적인 압력 강하를 

유도하여 유정 전체에 걸쳐 균등한 유동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마찰형 FCD

마찰형 FCD는 석유 가스 업계에서 최초로 사용된 FCD

로 수평 생산정에서의 생산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

되었다(Al-Khelaiwi and Davies, 2007; Henriksen et al., 

2006; Mikkelsen et al., 2005; Banerjee et al., 2013b; Li et 

al., 2013). Fig. 2와 같이, 마찰형 FCD는 파이프 내 나선형 

채널을 통해 유체 유동을 제어한다.

미세 환체공간(annulus)을 통해서 들어온 유체는 나선형 

채널을 통과하여 천공을 통해 생산 튜빙으로 이동한다. 채

널을 통한 유체 유동 시 압력 강하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Lauritzen and Martiniussen, 2011; Lee et al., 2013):

∆ 
 

  (1)

위 식에서 은 채널의 길이[ft], 는 채널의 직경[ft], 는 유

체 평균 속도[ft/s], 는 중력 상수[lbm·ft/lbf·s2]이며 는 아

래와 같이 레이놀즈수(
 )의 함수인 무차원 마찰 계수이다:

 
 





 






 



 (2)








 (3)

여기서 는 수력직경[ft], 는 밀도[lbm/ft3], 는 점도[cP], 

 ,  ,  ,  , ,  및 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무차원 상수

이다(Lee et al., 2013). 위 식에서와 같이 레이놀즈수는 점

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율로 정의된다. 점성력은 주로 채

널 벽에서의 유체 항력으로 구성되고 관성력은 유체 내의 

전단력을 나타낸다(Bird et al., 1960; Lauritzen and Martin-

iussen, 2011). 이러한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에 따라 마찰력

이 발생하고 이는 파이프에서의 압력 강하를 발생시켜 수

평정 전 구간에 걸쳐 균등한 생산 조건을 만들게 된다. 하지

만, 마찰형 FCD의 경우 대부분의 압력 강하를 마찰로부터 

발생시키기 때문에 유체의 점도에 매우 민감한 단점이 있다.

제한형 FCD

제한형 FCD는 여러 산업에서 유체 혼합물의 유동을 제

어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석유 가스 업계에서도 유량 

측정 밸브, 가스 채유 장비 등에서 많이 사용됐다. SAGD 공

법에서도 주입정에서의 증기 스플리터(steam splitter)로 

사용되어 수평 주입정을 따라 증기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유량을 조절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Ghesmat and Zhao, 

Fig. 2. Expanded view of the flow in a channel-style FCD 

(Banerjee and Hascaki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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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Medina 2015).

Fig. 3은 생산 유정에서의 제한형 FCD 모식도이다(Oyeka 

et al., 2014). 미세 환체공간을 통해 유체가 유입되어 파이

프 끝에 도달하면 오리피스(orifice), 노즐(nozzle) 등의 유

체 제한 장치를 통해 유동을 제한하며, 이때 비압축성 유체 

유동에 대한 베르누이 원리에 따라 압력 강하가 발생한다.

제한형 FCD를 특성화하는 방법에는 경험적 방법과 이론

적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이론적 방법이 

사용된다. 이론 모델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밸런스로부터 

유도되며 Perkins(1993), Fortunati(1972), Alsafran and 

Kelkar(2013)가 제안한 모델이 많이 이용된다. 특히, SAGD 

모델에서 오리피스에 따른 증기의 압력 강하는 아래와 같

이 표현된다(Chien and Schrodt, 1995):

∆  







exp (4)

위 식에서 는 증기 유량[lbm/hr], 는 파이프 직경에 대

한 제한 직경의 비율[ratio], 는 배출 계수, 는 열팽창 

계수, 는 증기 팽창 계수, 는 제한 직경[in]이다. 와 

는 Miller(1996)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exp는 James(1965)

가 제시한 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자율형 FCD

마찰형과 제한형 FCD는 균일한 유체 유동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지만, 물이나 가스와 같은 비대상 유체(non-target 

fluid)의 돌파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비대상 유체가 장치로 유입될 경우 압력 강하가 더 낮

아 오일과 같은 대상 유체(target fluid) 보다 유동이 증가하

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형 FCD가 제시되었으며, 

이는 비대상 유체에 대한 압력 강하를 증가시켜 대상 유체

의 생산량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자율형 FCD는 

제조업체에 따라 작동 원리와 유형이 다양하며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의 상용 FCD로 구분할 수 있다(Banerjee 

and Hascakir, 2018): 유체 다이오드(fluidic diode) FCD, 

유량 제어 생산(Rate-Controlled Production, RCP) 밸브, 

하이브리드(hybrid) FCD.

유체 다이오드 FCD는 통과하는 유체의 회전 운동량을 

이용한 유체 제어 장치이다. 소용돌이(vortex) 챔버에서의 

마찰로 압력 강하가 발생하며 이때 유입된 유체의 관성력

과 점성력 차이에 따라 유동 경로를 구분하여 속도 차이를 

만들어 대상 유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하지만 유체 다이

오드 FCD는 단면적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 막힘, 침식 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마찰형 FCD와 같이 유체의 점성도에 크

게 영향을 받아 온도 변화 등으로 인한 점성도 변화가 문제

가 될 수 있다.

RCP 밸브는 유동 경로에 움직이는 원판을 삽입하여 제

한형 FCD를 개선한 장치이다. 점성도가 높은 유체가 유입

되면 디스크가 아래로 내려가 유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점성도가 낮은 유체가 유입되면 디스크가 위쪽으로 밀려가 

오리피스의 흐름을 제한한다. RCP 밸브는 디스크의 이동

으로 점도가 낮은 유체의 유동을 강하게 제한 할 수 있다. 하

지만 디스크의 변형, 파손, 이물질 흡입으로 인한 막힘, 침

식 등 다양한 물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처리 용량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하이브리드 FCD는 마찰형 FCD와 제한형 FCD를 혼합

한 형태의 유동 제어 장치이다. 마찰형 FCD와 제한형 FCD

를 미로처럼 직렬로 배치하여(Fig. 4) 비대상 유체의 돌파

를 방지한다. 하이브리드 FCD는 넓은 단면적으로 속도를 

크게 낮출 수 있으며 막힘과 침식의 위험이 없다. RCP 밸브

와 달리 움직이며 작동하는 부품이 없어 안전하면서도 유

체 다이오드 FCD와 달리 점성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Fig. 3. Expanded view of the flow in a restriction-style FCD 

(Oyeka et al., 2014).

Fig. 4. Expanded view of the hybrid FCD (Banerjee and 

Hascaki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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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층 시뮬레이션

오일샌드 저류층에서 FCD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CMG사의 열 공법 전용 저류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STARS를 이용하여 저류층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캐

나다 오일샌드 저류층 현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1쌍의 주입/

생산정을 포함한 3D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 모델은 59×33

×75의 격자로 나누어 총 146,025개의 격자로 구성되어 있

으며 평균 투과도 약 4,000 md의 불균질 저류층 모델이다

(Fig. 5). 저류층 두께는 약 15~20 m, 오일 포화도는 평균 

70% 이상의 양질의 오일샌드 저류층 조건을 보인다. 각 유

정의 수평 길이는 약 700 m이며 주입정과 생산정의 수직거

리는 약 5 m이다. 시뮬레이션은 3,000일간 수행되었으며 

시뮬레이션 시작 후 4개월 동안 주입정과 생산정을 통해 예

열(preheating) 과정을 거쳐 주변 저류층의 온도를 높인 후 

SAGD 공법을 통해 생산을 시작하였다.

제시된 모델을 이용하여 SAGD 공법과 FCD 연계 SAGD 

공법을 각각 적용하여 생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기본

(base) 모델에서는 FCD를 적용하지 않고 SAGD 공법만 수

행하였다. FCD 모델의 경우 자율형 FCD로 가정하여 유체 

유량, 압력 강하, 온도 등에 따른 자체 설계 자료를 CMG 내

부 FCD 모사 기능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평생산

정에만 FCD를 설치하였으며 생산정 내 모든 천공에 FCD

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Fig. 6은 SAGD 공법만을 적용한 

기본 모델과 FCD 연계 SAGD 공법을 적용한 FCD 모델의 

오일 생산량과 누적 오일 생산량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기

본 모델은 파란색, FCD 모델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하였으

며 오일 생산량은 실선, 누적 오일 생산량은 점선으로 표시

하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시뮬레이션 종료 시점의 

누적 오일 생산량은 FCD 모델이 기본 모델보다 9%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FCD 유무에 따른 저류층 온

도분포 변화이며 붉은색 네모박스로 표시한 부분인 저투과

도 구간에서 FCD의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다. 기본 모델의 

Fig. 5. Permeability distribution along the well cross-section.

Fig. 6. Oil rate and cumulative oil production of the base model and FC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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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저투과도 구간에서 오일 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

며(Fig. 7(c)) FCD를 적용했을 경우 불균질 구간에 대한 압

력 보정으로 오일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d)). SAGD 공법 시작 후 약 200일 동안 기본 모델이 

FCD 모델보다 생산량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Fig. 7(a), 

7(b)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 초기에 FCD 모델에 비해 기본 

모델에서 고투과도 지역으로의 집중적인 생산이 일어나서 

생긴 현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FCD 모델에서의 생산

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SOR이 시뮬레

이션 종료 시점에서 약 17% 감소하여 FCD 공법 적용 시 증

기 챔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8). Fig. 9는 SAGD 공법 적용 8개월 후 생산정 내에서

의 오일 생산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이다. Fig. 7과 함께 볼 

수 있도록 x축을 반전하여 도시하였다.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기본모델의 경우 저투과도 구간이 분포되어 있는 생

산정 끝부분에서 오일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FCD 적용 시 생산정 전 구간에 걸쳐 균등하게 

오일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FCD 모델에서 FCD 설치 구간에 따른 영향

을 분석하였다. Fig. 10, 11은 FCD 분포에 따른 오일 생산

량 및 누적 오일 생산량과 cSOR 그래프이다. 기본 모델과 

FCD 모델은 앞서 언급한 모델과 같으며 1/3 FCD, 2/3 FCD 

모델은 FCD와 비교하여 FCD 설치 구간을 각각 1/3, 2/3로 

균등하게 줄인 모델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FCD를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 during production: (a) base model after 1 month, (b) FCD model after 1 month, (c) base model after 

8 months, (d) FCD model after 8 months.

Fig. 8. Cumulative steam oil ratio of the base and FC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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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Oil rate profile along the production well after 8 months.

Fig. 10. Oil rate and cumulative oil production depending on the FCD distribution.

Fig. 11. Cumulative steam oil ratio depending on the FCD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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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으로 줄여감에 따라 시뮬레이션 종료 시점에서의 

누적 오일 생산량이 감소하고 cSOR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FCD 설치 수에 따라 효율이 향

상되지 않으며 1/3 FCD 모델의 경우 기본 모델보다도 누적 

오일 생산량이 낮다. 본 모델의 경우 저투과도 구간에 관계

없이 FCD를 고르게 분포시켜 저투과도 구간에서 FCD가 

설치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저투과도 구간

에 FCD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면 더욱 높은 생산량을 얻

을 수 있으나 실제 현장 저류층에서는 비용 및 기술적의 문

제로 불균질 저류층을 정확히 특성화하기 어려우며, 가능

한 전 구간에 걸쳐 FCD를 분포시키는 것이 생산 증진에 효

율적이다.

Fig. 12, 13과 같이 FCD 장비 설치 시점에 따른 오일샌드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CD를 생산 개시 시점에 

설치했을 때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 생산 중인 유정에 적

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시작 후 2년, 4년, 6년 후에 FCD

를 적용하여 생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본 시뮬레이

션 결과에 따르면 FCD 설치 시점을 앞당길수록 생산성 향

상 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 있지만 생산 중인 유정에서 뒤늦

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의 회수

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생산이 진행 중인 유정에서도 

FCD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신규 유정의 경우에

도 유정 운영 계획에 따라서 적절한 FCD 설치 시점을 선택

하여 효과적으로 오일샌드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Cumulative oil production depending on the FCD installation time.

Fig. 13. Cumulative steam oil ratio depending on the FCD install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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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 저류층에서 SAGD 공법의 효율

성 증진을 위한 장치인 FCD를 소개하고 저류층 시뮬레이

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FCD에는 마찰형, 제한형, 

자율형 FCD가 있으며 각 FCD의 원리와 장단점을 분석하

였다. 또한, 캐나다 지역 오일샌드 저류층 모델을 통해 FCD

를 통한 SAGD 공법 효율성 증진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FCD 설치 구간 및 시점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FCD의 현

장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 마찰형, 제한형, 자율형 FCD는 각각의 원리는 다르지

만 공통적으로 유체 통과 시 추가적인 압력 강하를 유

도하여 유정 전체에 걸쳐 균등한 유동을 만드는 역할

을 한다. 마찰형 FCD는 나선형 채널을 통한 마찰력을 

이용하여 압력 강하를 유도하며 제한형 FCD는 오리

피스, 노즐 등을 통하여 유체의 유동을 제한한다. 자

율형 FCD는 마찰형, 제한형 FCD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FCD로 비대상 유체의 유동을 막기 위해 

유체 다이오드 FCD, 유량 제어 생산 밸브, 하이브리

드 FCD 등이 이용된다.

2) 캐나다 오일샌드 저류층에서의 시뮬레이션 수행 결

과, 수평 생산정에 FCD를 적용하였을 경우 누적 오일 

생산량은 약 9% 증가하였으며 cSOR은 약 17% 감소

하여 FCD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FCD를 적용

하지 않을 경우 저투과도 구간에서 생산성이 매우 떨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CD 적용 시 생산정 전 

구간에 걸쳐 균등하게 오일이 생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FCD의 설치 구간에 따른 영향성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불균질 저류층의 경우 가능한 FCD를 저투과도 구

간에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저투과도 구간을 정확히 판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

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 구간에 걸쳐 고르게 FCD를 

분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FCD 설치 시점에 

따른 효과 분석 결과, FCD 설치 시점을 앞당길수록 

생산성 향상 시점을 더욱 앞당길 수 있지만 생산 중인 

유정에서 뒤늦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유사한 수준의 회수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생산

이 진행 중인 유정에서도 FCD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신규 유정의 경우에도 유정 운영 계획 및 

회사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FCD 설치 시점을 선

택하여 효과적으로 오일샌드 회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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