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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세기 말, California의 Santa Barbara Channel을 시작으로 해상에

서 석유를 생산하는 설비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수심이 얕은

천수 영역이 중점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점차 영역을 넓혀서 최근에는

ultra-deep water라 불리는 수심 6,000 ft이상의 해저지역에서도 석유와

가스 생산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해저 유전 개발은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

다.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산 장비와 안전 설비들이 필요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안전 설비들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속도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한 사안일 것이다.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은 유정으로부터 석유나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설비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초기 천수 영역

에서는 플랫폼에서의 신호와 심해저에 설치된 장비를 구동하는 동력을 모

두 유압을 이용하는 Direct Hydraulic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심해영역에서는 유압만을 사용하는 제어 시스템은 반응 시간이 늦고, 필

요한 유압 라인의 수가 너무 많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

신호와 유압을 동시에 사용하는 Multiplex ElectroHydraulic 제어 시스템

이 개발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필드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Multiplex ElectroHydraulic 제어 시스템의 반응 시간과

lag time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서브시 트리 를 제어하

는 시스템 대한 모델링을 작성하였다. 이 모델의 검증을 위해서 수심의

변화에 따른 반응 시간 계산 결과가 실제 경향을 잘 따르는 지를 우선적

으로 검증하였다. 이후, 민감도 해석 기법 중 Morris method를 이용하여

15개의 입력 변수가 반응 시간과 lag time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끝으로 밸브가 열리는 반응 시간에 대한 regression mode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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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다.

그 결과 반응 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게이트 밸브와

hydraulic line이었으며, lag time에 영향력이 큰 장비로는 게이트 밸브와

HPU(Hydraulic Power Unit)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제어 시스

템의 반응 시간을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변수의 목록과 이들의 우선 순

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심해저 제어 시스템, 민감도 해석, EHMUX, 반응 시간

학 번 : 2012 - 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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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World 2009 년 2010 년 2015 년
Liquids 171.3 176.1 185.5

Natural gas 108.7 116.8 124.2
Coal 139.1 147.4 164.6

Nuclear 26.7 27.3 30.4
Other 52.6 56.2 67.3
Total 498.4 523.9 572.0

표 1 Data of source of world energy(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현재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 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세계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소비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

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 에너지원을 지속적

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1859년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라 불리는

석탄, 석유와 가스는 지금까지도 주된 에너지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전 세계의 에너지원의 비율을 화석연료의 비중은

2009년 기준 전 세계의 에너지의 84.1%를 차지한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석유와 가스에 대한 생산량

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기존 육지와 천수 영역에 있는 유전

들이 이미 석유 생산 정점(peak oil) 상태를 맞이하면서 년간 4.5%

의 비율로 유전이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대체할 새로

운 유전을 찾을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보다 깊은 수

심에 있는 이른바 심해저 유전에 대한 개발이 시작되었다.

해저 유전에서 원하는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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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해저 생산 시스템이라고 한다. 기존의 천수 영역에서 쓰이

는 해저 생산 시스템은 비교적 안정한 환경 조건 속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성이 간단하다. 하지만 심해저에 적용되는 장비

들은 시스템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개선이

불가피했다.

그림 1 Annual amounts of oil production

해저 생산 시스템은 정적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Flow

assurance를 위해서 끊임없이 화학물질을 주입하고, 유정의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압력과 온도를 확인하기 위한 센서가 지속적으로 플

랫폼으로 정보를 송수신한다. 그리고 choke 밸브가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작동하며, 이상이 감지되었을 시에는 설치된 gate 밸브를 통해

서 유정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해저 생산 시스

템은 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런 해저 생산 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추가 바로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이다.

ISO 13628-6에서는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을 “생산 단계에서 해

저 생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제어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해

저 생산 제어 시스템의 기능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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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sea tree와 manifold 그리고 pipeline에 설치된 밸브와 초크

를 제어

2. Subsea와 surface 사이에서 정보를 송수신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할 때, 중요한 변수 중 하나

는 반응 시간(response time)이다. 반응 시간이란, signal time과

shift time의 합으로서 표현된다. Signal time은 플랫폼에 있는 작업

자가 내린 명령이 실제로 해저에 있는 장비에 전달되는 데까지 걸

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Shift time은 전달된 신호를 해저에 위치한

장비가 해독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반응 시간이란 작업자가 내린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는 데 걸리

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주된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해저 유전들이 분포하는 수심이 깊

어짐에 따라서, 플랫폼과 유정 사이의 거리인 tie-back distance 또

한 길어지고 있다. 즉, 작업자와 장비 사이의 거리가 매년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응 시간 또한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그림 2 Annual average tieback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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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imary mode Contigency mode

Closing time Less than 10 minutes

Opening time Less than 3 minutes

Shift time Less than 3 minutes

표 2 ISO regulation for response time of subsea control system

초기 천수영역에서 사용했던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DHCS)는 시스템의 구성이 간단하고, 수심이 낮은 경우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었으나, 심해에 적용되는 생산 시스템의 경우 시

스템의 구성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심도 깊으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전기 신호와 유압을 동시에 사

용하는 MUltileX ElectroHydraulic (EHMUX) 제어 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현재에는 가장 많은 offshore field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어

시스템이지만 앞으로는 모든 신호와 동력을 전기를 사용하는

All-electric 제어 시스템이 개발되어 상용화 될 전망이다.

이처럼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의 성능에는 반응 시간이 매우 중요

한 변수 중 하나다. 이에 관련해서 ISO 13628-6에서는 반응 시간에

대한 규약을 명시하고 있다. 제어 시스템은 정상 운영 상태에서 장

비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Primary mode와 사고로 인해

Primary mode가 고장이 났을 때, 이를 대체하여 장비들을 제어하는

Contingency mode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 시간

에 대한 규약은 아래 표 2와 같다.

ISO 13628-6에서는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이 위와 같은 규약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해석 결과를 문서

화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HMUX

제어 시스템을 simulation X라는 tool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고, 이를 이용하여 반응 시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EHMUX 모델의 입력 변수를 분석하고 이들이 반응 시간 및 lag

tim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민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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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하였다.

제 2 절 연구 내용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1）Subsea tree control system의 작동 원리 분석 및 유형 파악

2) Simulation X를 이용한 DHCS 및 EHMUX 모델링 및 시뮬레

이션

3) EHMUX 시스템의 반응 시간 및 lag time에 대한 민감도 해석

해저 생산 시스템을 제어하는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에 대한 구성

과 작동원리 및 유형 파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를 토

대로 simulation X라는 multi domain 모델링에 사용되는 프로그램

으로 DHCS(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과

EHMUX(Multiplex Electrohydraulic)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모델의 해석을 통해서 수심의 변화를 주었을 때, 반응 시간을 계산

하고 이를 실제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했다.

끝으로 EHMUX의 반응 시간과 lag time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들

을 알아보고자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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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 유형 및 구성

제 1 항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 개요

ISO 13628-6 :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에서는 해저 생

산 제어 시스템을 “Control system operating a subsea production

system during production operations”로 정의하고 있다. 즉, Subsea

field development 중 생산 단계에서 생산에 관련된 장비를 제어하

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의 기능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Subsea equipment에 설치된 밸브와 초크를 제어

2. Subsea와 surface 사이에서 정보를 송수신

이중 첫 번째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반응 시간이다.

제어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석유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정을 긴급 차단(Emergency Shutdown)해야 한다. 이

작업이 제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막대한 자산과 인명 그

리고 환경에 까지 피해를 미칠 수가 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에 관

련된 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관명 구분 제목

ISO 13628-6 Part 6: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s

Norsok U-CR-005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S

API SPEC 17F
Specification for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s

표 3 Regulations for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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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 유형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은 1960년대 이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

다. 초기에는 유압만을 사용하여 작동하는 DHCS를 사용하였으나,

반응 시간 개선과 간단한 시스템 구성, 그리고 보다 먼 tieback 거리

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반응 시

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저에 accumulator를 설치하고, 해저에 밸브

를 설치하여 하나의 유압라인으로 여러 개의 장비를 제어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후에는 해저 장비들과 유정에 대한 정보

를 송수신을 위해서 전기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이 전기

장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 시스템 또한 전기 신호를 사용하

도록 설계되었다.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은 사용하는 동력과 신호의 종류, 그리고

해저 제어 모듈(SCM)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DHCS)

2.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PHCS)

3. Sequenced Hydraulic Control System(SHCS)

4. Multiplex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EHMUX)

5. All-electic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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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 (DHCS)

DHCS는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의 가장 초기 버전으로서, 플랫폼

으로부터 해저로 유압 신호가 전달되고, 이 유압이 그대로 해저에

위치한 밸브나 초크를 작동시키는 동력으로 사용되는 제어 시스템

을 의미한다. 하나의 해저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유압

라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구성이 간단하고, tieback

거리가 15km내의 얕은 수심 지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플랫폼에 위치한 작업자가 Wellhead Control Panel을 open으로 조

정하면, Hydraulic Power Unit(HPU)로부터 유압이 surface와

subsea를 연결하는 umbilical을 통해 해당 장비의 actuator로 전달된

다. 이후 actuator에 충분한 압력이 전달되면 이로 인해 밸브나 장비

가 열리게 된다.

그림 3 Configuration of D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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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 (PHCS)

PHCS는 DHCS의 느린 반응 속도를 개선하고자 제안된 개념이다.

PHCS는 기본적으로 DHCS와 유사하나 거기에 새로운 장비인

Subsea Control Module(SCM)이 도입시킨 것이다. SCM은 해저에

설치된 장치로서, 유로를 조정하는 pilot valve와 accumulator가 부

착되어 있다. Accumulator에는 해저 장비를 구동하는데 충분한 압

력의 유압이 저장되어 있으며, 이 곳에 저장된 유압이 실제적으로

해저 장비를 구동하는데 사용된다. PHCS는 DHCS와 달리 플랫폼으

로부터 전달되는 유압이 장비를 직접 구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umbilical에서 유압 라인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반응 속도도 상

대적으로 빠르다. 하지만 여전히 유압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 향

상에는 한계가 있어서 4~25km내의 tieback 거리 한계가 있으며, 장

비당 하나의 유압라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DHCS와 마찬가지로 플랫폼에서 작업자가 Well Control Panel을

open으로 조정하면, HPU로부터 유압이 SCM에 설치된 pilot valve

로 전달된다. Pilot valve가 열리면, 이 유로를 통해서 subsea

accumulator에 있는 유압이 valve의 actuator로 전달되어 valve가

열리게 된다.

그림 4 Configuration of P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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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quenced Hydraulic Control System (SHCS)

PHCS가 가진 한계 중에는 한 개의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

의 유압라인과 SCM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 SHCS는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고자 제안된 개념이다. Fig 5는 SHCS의 구성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구성은 PHCS와 동일하지만, SCM안을 보면 PHCS는 1

개의 Pilot valve만이 설치된 데 반해서 SHCS에서는 1개의 SCM에

여러 개의 Pilot valve가 설치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Pilot valve는

각기 다른 압력에서 반응하여 유로를 조정한다. 초기에 pilot vavle

가 작동하는 압력을 지정하고 (P1<P2<P3), 원하는 장비를 조절할

때는 요구하는 압력에 맞는 유압을 플랫폼으로부터 해저로 전달한

다.

SHCS는 하나의 유압라인과 SCM을 통해서 여러 개의 장비를 구

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압라인의 수를 줄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

만, 추가적인 시스템 변경이 어렵고, 유압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

에 여전히 느린 반응 속도로 인해 4~25km 내의 tieback 거리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림 5 Configuration of SH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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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x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EHMUX)

유압은 상대적으로 전달 속도가 늦고, 재사용을 위해서 압력을 충

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유압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서 새로이 전기 신호를 채용한 것이 바로 EHMUX 제어 시

스템이다. EHMUX 시스템은 플랫폼으로부터 전기 신호를 SCM에

전달하고, SCM은 부착된 Subsea Electronic Module(SEM)을 통해

이 전기 신호를 해독한다. 그리고 신호에 맞는 밸브가 열리도록

pilot valve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subsea accumulator로부터 나온

유압이 원하는 장치를 구동한다.

EHMUX 제어 시스템은 앞선 3개의 제어 시스템과 큰 차이를 보

인다. 플랫폼으로부터 해저 장비까지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인 signal

time이 사실상 0에 가깝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또

한 전력을 해저 장비에 제공함으로써, 해저에 각종 센서를 설치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EHMUX 제어 시스템은 현재에도 가장 많은 subsea field에서 적용

되고 있는 제어 시스템이다.

그림 6 Configuration of EHM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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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electric Control System

여태껏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에는 유압이 항상 사용되어 왔다.

비록 subsea accumulator를 도입하여 유압이 이동하는 동선을 짧게

하였지만, 재사용을 위해 충전 시간(lag time)이 필요하고 유압 라인

을 배치함으로써 umbilical의 직경이 커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또한 사용한 유압을 충전해 주기 위해서 플랫폼에서는 HPU가 반드

시 배치되어야 하므로 플랫폼의 공간 확보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이러한 유압이 가지는 태생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저 생

산 제어 시스템을 오로지 전기로만 구동하는 이른바 All-electric 제

어 시스템이 현재 개발 단계에 있다.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Norway의 K5F 유전에 기술적인 문제점과 검증을 위해

All-electric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All-electric은 종전의 제

어 시스템과 다르게 electric actuator가 적용이 되어 밸브를 구동하

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제어 시스템 전반의 integrity를 확보할

수 있고, umbilical의 직경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그림 7 Configuration of All-electric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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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의 구성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 중 가장 대표적인 EHMUX 시스템은 크게

Topside equipment와 Subsea equipment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Topside equipment

그림 8 Subsesa Production Control System - Topsides

w Master Control Station(MCS)

MCS는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작업자가 유정과 각 해저 생산 장비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display하고 그 정보에 따라 작업자의 명령이 내려지는 장소를 의미

한다. Subsea equipments와 연동할 뿐만 아니라 Topside equipment

에서도 정보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MCS는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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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Well Stauts Display on MCS

Machine Interface(HMI)를 위해 각종 정보들이 표시되는 display 장

치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입력 장치인 keyboard로 구성되어 있다.

MCS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ü Tree valve & choke control

ü Subsea sensor monitoring

ü Interlocks

ü Alarm announcements

ü Workover

ü Emergency shutdown

ü Well test mangement

w Electrical Power Unit(EPU)

EPU는 해저에 위치한 장비들이 요구하는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EPU는 반드시 2개의 channel을 구비

하여 하나의 channel에 문제가 생겨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w Hydraulic Power Unit(HPU)

HPU는 제어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모든 유압을 제공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EHMUX 시스템은 실제 valve의 구동에는 subsea

accumulator에 저장된 유압이 사용된다. 사용된 유압은 바다로 vent

되거나 혹은 다시 플랫폼으로 return line을 통해 올라오는데 이 유

압을 다시 회수하고 저장하는 기능 또한 HPU가 담당한다.

HPU는 다음과 같은 장비들로 구성된다.

ü Pressure-compensated reservoir

ü Electrical motors

ü Hydraulic pumps

ü Accum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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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Control valves

ü Filters

그림 10 Hydraulic Power Unit Schmatic

위의 그림과 같이 HPU에는 2개의 저장용 탱크가 있다. Supply

탱크에서는 사용되기 전 필터를 통해 깨끗이 정화된 유압을 저장하

고 있다. 탱크에는 유압이 전달될 수 있도록 4개의 펌프가 구동되고

있는데, 두 개는 High Pressure(HP)를, 나머지 두 개는 Low

Pressure(LP)를 보내는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해저 생산 장비에

쓰이는 유압은 LP를 사용하고, Downhole Safety Valve를 구동하기

위해서 HP를 사용한다.

펌프에서부터 나오는 압력은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직접 제

공하지 않는다. HPU에서는 유압을 Accumulator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시에 밸브를 열어 일정한 요구 압력으로 subsea equipment

에 유압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용되어 회수된 유압은 Return 탱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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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되고 필터를 통해 정화되어 Supply 탱크로 공급된다.

w Topside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TUTA)

TUTA는 Topside에 위치한 umbilical과의 접점이다. HPU, EPU,

MCS그리고 Chemical Injection Unit에서 나오는 각종 유압, 전력,

신호 그리고 화학약품이 각 라인을 통해서 TUTA로 전달된다.

TUTA에서는 이들을 받아서 연결된 umbilical로 전달하는데,

TUTA에서는 압력과 전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만약 TUTA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이를 MCS로 전달하

여 작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11 Topside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

w Umbilical

Umbilical의 사전적 의미는 탯줄이다. 이처럼 해저 생산 제어 시스

템에서도 umbilical은 탯줄과 같이 해저 생산 장비들이 필요로 하는



- 17 -

각종 유압, 전력, 신호와 화학약품이 지나가는 통로이다. 이들을 수

송하기 위해서 umbilical은 여러 개의 power cable, fiber optic, steel

tube, thermoplastic hose로 구성된다.

Umbilical은 Topside와 subsea를 연결하는데, 이들의 접점에는

UTA(Umibilical Termination Assembly)가 존재한다. Topside에는

TUTA로, Subsea에는 SUTA(Subsea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로 각각 명칭한다.

그림 12 Subsea Umbilical

2) Subsea Equipments

w Subsea Control Module(SCM)

SCM은 제어에 관련한 subsea equipments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SCM은 subsea tree나 manifold에 바로 부착

되어 있으며, SUTA를 통해서 Topside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

서 관련된 장비를 제어하며, 장비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정보를 받아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SCM이 담당하는 기능으로는 다

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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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Actuation of fail-sate return production tree actuators and

downhole safety valve

ü Actuation of flow control choke valves, shutoff valves

ü Actuation of manifold diverter valves

ü Actuation of chemical injection valves

ü Actuation of and monitoring surface-controlled reservoir

analysis and monitoring systems, sliding sleeve, choke valves

ü Monitoring of downhole pressure, temperature, and flow rates

ü Monitoring of sand probes and production tree and manifold

pressure, temperatures and choke positions

그림 13 Subsesa Production Control System - Sub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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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ubsea Control Module

SCM은 umbilical로부터 전력과 신호 그리고 유압을 제공받는다.

따라서 SCM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림 14는 SCM의 구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 SCM의 구성요소는

해저에 설치된 valve나 choke를 actuating 하는데 필요한 유압을 저

장하는 accumulator와 Topside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해독하는

Subsea Electronics Module(SEM), 그리고 신호에 따라 유로를 조정

하는 control valve등이 있다.

SCM이 valve와 choke를 제어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Subsea

tree를 제어하는 1개의 SCM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6개부터

46개의 밸브나 초크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tree에 설치된 밸브는 Low Pressure(LP)를 사용하며 Downhole

valve의 경우에는 High Pressure(HP)를 사용한다. 따라서 SCM은 2

종류의 유압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accumulator를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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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Hydraulic system of SCM

SEM에서 신호를 해독하면 이에 해당하는 solenoid valve로 신호

를 전달한다. 신호를 전달받은 solenoid valve는 유로를 조정하고,

이 유로를 따라 accumulator로부터 유압이 이동하여 원하는 밸브를

구동한다. 위 그림 15에서는 사용한 유압을 바다로 vent하는 라인을

두었는데, 실제로는 사용하는 유압의 종류에 따라서 (oil-based or

water-based) 바다로 vent하거나 혹은 Topside의 HPU로 다시

return한다. 각 유압라인에는 Pressure Transducer(PT)가 설치되어

요구 압력이 제대로 들어갔는지를 지속적으로 monitoring하고 이 정

보를 다시 SEM으로 전달한다.

Choke valve의 경우 유로의 직경을 조절하여 유량을 조절해야 한

다. 따라서 Gate valve와는 달리 2개의 control valve를 사용한다.

Choke open이 구동될 시에는 choke의 직경을 넓혀 유량을 늘리고,

반대로 close가 구동될 때는 유량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이 때 한

번의 유압에 들어올 때 Choke는 1 step 씩 변화한다. 따라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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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기 위해서는 일정 유압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박동과 같이 유압을 일정 주기에 따라 공급한다.

그림 16 Description of choke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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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Subsea X-mas tree의 기능요구조건 및 작동 원리

본 논문에서는 해저 제어 시스템이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을

Subsea X-mas로 한정하였다. Subsea X-mas tree는 생산 단계에서

Wellhead 위에 설치하여 produced fluid를 제어하고 긴급 시엔 이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안전장치의 일종이다. Subsea X-mas tree의

기능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w 유전에서부터 생산되는 produced fluid를 flowline으로 이동

(Production trees)

w Water나 gas를 다시 유정으로 주입 (Injection tree)

w Choke를 통한 fluid의 유량 조절

w 부착한 센스를 통해 유정의 상태 관찰(압력, 온도 등)

w 긴급 시 밸브 조작을 통한 유정 차단

w Flow assurance를 위한 화학 약품 주입

Subsea tree를 구성하는 장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w Production Valves : 유로의 개폐 조절, 역류 방지

w Choke : 과도한 압력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량 조절

w Tree connector : Tree와 wellhead 혹은 flowline을 연결해 주

는 장치

w Tubing hanger : 생산을 위한 production tubing을 지탱해주는

장치

Subsea X-mas tree의 구성은 아래 그림 17에 설명되어 있다.

Wellhead로부터 Tubing을 통해서 produced fluid가 Tree로 들어온

다. 이 때, 이 유로에 설치된 밸브로는 Production Master

Valve(PMV)와 Production Wing Valve(PWV) 그리고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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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b Valve(PSV)가 있다. PMV와 PWV는 위급 시 생산을 차단하

는 Emergency Shutdown(ESD)나 생산 단계에서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잠시 생산을 멈추는 Production Shutdown(PSD)시에 유로를

차단하는 밸브로서 사용되는 밸브이다. PSV는 유지 보수 작업 시,

플랫폼에서 내려오는 Workover riser가 Tree 안으로 통과할 수 있

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며,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Casing과 Production tubing 사이의 공간을 Annulus라 한다. 이

Annulus는 빈 공간으로, 생산 시에 Produced fluid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 이를 bleed off 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Annulus에 들어있는 유체를 마찬가지로 조절하기 위해서 Annulus

Access Valve(AAV), Annulus Wing Valve(AWV) 그리고 Annulus

Master Valve(AMV)가 있다. 그리고 Annulus와 production line 사

이에는 이 둘을 연결하는 Crossover Valve(XOV)가 설치되어 있다.

그림 17 Typical Components of a Vertical X-ma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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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ea X-mas Tree는 유로를 조절하는 PMV와 PWV의 위치와

유로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Vertical X-mas Tree (VXT)와

Horizontal X-mas Tree (HXT)로 구분된다. 이 둘의 차이점은 표 4

에 정리하였다.

item VXT HXT

PMV position Vertical line Horizontal line

Installation After well completion Befor well completion

Tubing hanger in wellhead in tree body

Intervention
improper in frequent

intervention

proper in frequent

intervention

Cost relatively low
6~7 times higher than

VXT

표 4 Difference between VXT and HXT

그림 18 Configuration of VXT and HXT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제어 시스템 중 subsea X-mas tree의 제어

를 위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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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저 트리 제어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

이션

제 1 항 모델링 개요

앞서 언급했듯이,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은 반응 시간에 대한 규

약이 있다. 이를 잘 따른다는 검증을 하기 위해서 ISO 13628-6 에

서는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를 따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Run a control system simulation using perfectly elastic

umbilical volumetric data and valve operator data, typically

available from the respective manufacturers.

2. Run a control system simulation using viscoelastic umbilical

volumetric data, based on measurements made on at least 30 m

(100 ft) of sample material of pressure and volume versus time.

Combine with manufacturer's valve operator data.

3. Run a control system simulation using a previously

calibrated model for an identical umbilical material, allowing for

new variables such as control path length, operating pressure,

and end device characteristics.

위의 세 가지 제안 중에서 1번째 가정인, umbilical의 압력에 의한

팽창을 완전 탄성으로 가정하는 모델링을 제작해 보았다. 그리고 민

감도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그 모델이 물리적인 사실을 잘 따르는

지를 분석하여 모델의 유효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자 한다. 모델링

은 주된 대상인 EHMUX와 유형 간의 특징 비교를 위해서 DHCS를

선정하였다.

이번 해저 생산 제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문제는 전기 신호와 유

압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움직임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multi-domain 문제다. Simulation X는 multi-domain CAE too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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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기와 유압을 동시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imulation X를 기반으로 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제 2 항 DHCS 모델링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은 전달 신호와 밸브를 구동하는

동력을 모두 유압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해저에 위치한 하나의

게이트 밸브를 구동하기 위해서 아래 그림 19과 같이 Simulation X

모델을 구성하였다.

작업자가 플랫폼에 위치한 밸브의 일종인 Well control panel을 조

절함으로써 유압의 흐름이 제어되며 이를 통해 해저에 있는 게이트

밸브를 작동시킨다. 만약 작업자가 게이트 밸브를 열고 싶다면, 이

에 맞게 well control panel을 조절해 HPU로부터 유압이 umbilical

을 통해 해저에 있는 게이트 밸브의 상단으로 이동하도록 조정한다.

상단의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 장착되어 있는 스프링의 탄

성력과 같아지면, stroke가 아래로 이동하며 이러한 유압의 작동으

로 인해 게이트 밸브가 열리기 시작한다. 이 때, 게이트 밸브의 하

단에 위치한 유압은 바다로 vent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했다.

그림 19 Model of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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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ilical은 두 종류로 hose type과 pipe type이 있다. Hose는 압

력에 의해서 inner diameter가 팽창 혹은 수축할 수 있다는 점이

pipe와 다르다. 플랫폼과 해저 사이를 연결하는 umbilical은 수직부

분과 수평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부분은 수심과 직결되는데,

이는 해저와 플랫폼 사이의 정수압 차이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림 20 The Horizontal-Vertical Umbilical

Gate valve는 모델링에서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사용되었

다. 게이트 밸브는 원형 또는 직사각형 모양의 게이트를 사용하여

유로의 개폐를 조절하는 밸브이다. 대개 게이트 밸브는 유체의 흐름

을 조절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게이트를 여닫음으로써 유

체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다시 흐르게 조작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Subsea tree에서는 유정에서부터 생산되는 원유와 물 그리고 가스

의 혼합물들의 유동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수의 밸브들을 설치한다.

밸브들은 목적에 따라서 유량을 제어하는 choke 밸브, 압력을 조절

하는 pressure control valve, 유체가 지정한 방향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check valve 그리고 유로를 차단하는 safety valve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중 게이트 밸브는 safety valve로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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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Master Valve (PMV), Production Wing Valve (PWV)

와 같이 대다수의 밸브에서 사용된다. 게이트 밸브에서 게이트를 제

어하는 동력은 다양하지만, EHMUX 시스템에서는 이를 유압을 이

용하여 구동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래 그림처럼 게이트 밸브는 유압이 들어올 수 있는 2개의 port

가 설치되어 있다. 이 때, Open Chamber에 설치된 port A에 유압

이 들어오면 이로 인해 게이트가 아래로 내려가며 유로가 열리게

된다. 반대로 Spring Chamber에 설치된 port B에 유압이 들어오면

이 힘에 의해 게이트가 움직이고 유로를 차단한다. 만약의 사고에

의해서 게이트 밸브에 유압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Spring

Chamber에 설치된 spring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밸브가 닫히게 된

다. 이를 Fail-close라 한다. Subsea equipment에 사용되는 밸브들은

이처럼 사고가 발생하여 밸브를 제어 할 수 없을시, 자동적으로 유

로를 차단하는 Fail-safe 개념이 적용되어 설계된다.

그림 21 Schematic drawing of a gate valve

게이트 밸브에서 게이트의 위치와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변수로는

Spring Chamber와 Open Chamber의 압력 변화와 Stroke length이

다. 통상적으로 게이트 밸브가 여닫힐 때의 Open Chamber의 압력

은 그림 22과 같이 변화한다. 먼저 Open 명령이 시작된 0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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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hamber의 유압이 정지 마찰력과 같아지는 시점까지의 시간

을 Open signal time으로 규정한다. 이때부터 게이트 밸브의 stroke

가 움직이기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밸브가 전부 열렸을 때까지 걸리

는 시간을 Open shift time이라 한다. 이 후에는 스프링이 전부 수

축된 상태에서 working pressure만큼의 유압이 지속적으로 들어오

기 때문에 부피변화 없이 압력이 급격히 높아진다.

반대로 Close의 경우에는 신호가 나간 시점에서 압력이 다시 급격

히 낮아지는 구간을 Close signal time으로 정의하며, 마찬가지로 밸

브가 닫히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닫히는 시간을 Close shift time이

라 정의한다.

그림 22 Pressure change in open chamber

제 3 항 EHMUX 모델링

Multiplex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은 전달 신호로 전기 신

호를 이용하며, 작동 동력은 SCM에 설치된 subsea accumulator의

유압을 이용하는 제어 시스템이다. DHCS와 마찬가지로 해저에 위

치한 하나의 gate valve를 구동하기 위한 EHMUX 시스템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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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과 같이 구성하였다.

EHMUX 시스템에서는 DHCS와는 다르게 SCM에 해당하는 pilot

4-3way valve와 subsea accumulator가 있으며 이는 플랫폼에 위치

한 Control panel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제어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용된 유압은 바다로 vent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return line

을 통해서 플랫폼의 HPU로 회수되도록 하였다.

작업자가 Control panel에서 open 신호를 내린다면, 이는 SCM에

설치된 SEM에 전기 신호로서 전달된다. 컴퓨터의 일종인 SEM은

이를 해독하여 pilot valve의 유로를 조정한다. 조정된 유로를 따라

서 subsea accumulator에 저장된 유압이 게이트 밸브의 Open

Chamber로 이동하고 게이트 밸브의 Spring Chamber에 있는 유압

은 return line을 따라 HPU로 회수된다. 이후 subsea accumulator에

서 사용한 유압은 HPU에서 working pressure를 회복할 때 까지 충

전된다.

그림 23 Model of multiplex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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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cheme of a surface hydraulic power unit

모델링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HPU는 공급할 유압을 저장하는

Supply tank와 사용되어 회수된 유압을 저장하는 return tank를 갖

추고 있다. 이 두 tank 사이에는 필터가 존재하여 회수된 유압에 섞

인 불순물을 제거하여 supply tank로 전달한다. Supply tank로부터

유압은 2개의 pump에 의해 이동한다. 이 때, Duty pump는 정상적

인 운영 상태에서 사용되는 펌프이며 만약 필요로 하는 유압의 양

이 많을 시에는 이를 보조하기 위해서 standby pump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Duty

pump와 Stand-by pump가 각각 구동되는 압력인 pLow와

pLowLow를 입력해야 한다.

그림 25 Pump signal depending on oi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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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U가 제공하는 유압은 항상 일정 working pressure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supply tank에 저장된 유압을 pump를 이용해 그대로

제공할 시에는 압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accumulator를 펌프 뒤쪽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pressure regulator를 설치함으로써, 일정 압력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유압 line은 역방향으로 유압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heck valve를 설치하였다.

Control panel은 3개의 스위치로 구성하였다. 스위치는 각각 Open,

Close, Block 이다. Open과 Close는 각각 해당 게이트 밸브를 열고

닫으라는 명령이 전송된다. 이에 따라서 subsea accumulator에 저장

된 유압이 게이트 밸브의 Open Chamber와 Spring Chamber로 이

동한다. Block 스위치는 게이트 밸브에 유입되는 유압을 완전히 차

단함으로써, valve가 해당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시뮬레

이션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input으로 넣어주면 이에 따라서 각 시간

별로 해당 스위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Control Panel을 구성하였다.

그림 26 Composition of contro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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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DHCS와 EHMUX의 수심별 반응시간 분석

앞서서 구성한 DHCS와 EHMUX 시스템에서 수심에 따른 반응

시간을 분석해 보았다. 시나리오는 밸브를 여닫는 작업이 모두 포함

되도록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하였다. 초기에는 닫혀 있었던 게이트

밸브를 Open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고, 이후 다시 이를

닫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종료하였다.

Event Time

Open signal activated 1s

Block signal activated 10s

Close signal activated 29s

Simulation ends 40s

표 5 Scenario of simulation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은 작성한 EHMUX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이

다. 따라서, EHMUX 시스템과 아울러 DHCS 시스템을 모델링 하여

이 두 시스템의 수심에 따른 반응 시간의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

때 가정한 수심은 각각 300m , 600m이다. EHMUX 시스템에서는

전기 신호를 이용하는데, 전기 신호의 전달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

문에 signal time은 0을 가정하였다.

1) DHCS의 수심별 반응 시간 비교

w 수심 300m에서의 반응 시간 분석

수심 300m를 가정했을 때 Open Chamber, Spring Chamber의 압

력과 이에 따른 stroke length의 변화는 그림27과 같다. 그림 27에서

가장 위의 그래프는 Open chamber의 압력 변화를, 2번째 그래프는

Spring chamber에서의 압력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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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는 이런 압력 변화에 따른 Stroke length의 변화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에서의 결과를 표 6에서 정리하였다.

그림 27 Parameter change in gate valve at water depth 300m

Event Time

Open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1 s

Gate valve start to open 7.09 s

Gate valve fully open 18.55 s

Close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29 s

Gate valve start to close 29.87 s

Gate valve fully close 34.82 s

표 6 Time record according to events in gate valve at water depth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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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수심 600m에서의 반응 시간 분석

그림 28 Parameter change in gate valve at water depth 600m

Event Time

Open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1 s

Gate valve start to open 11.90 s

Gate valve fully open 23.36 s

Close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29 s

Gate valve start to close 30.53 s

Gate valve fully close 38.44 s

표 7 Time record according to events in gate valve at water depth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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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수심 300m와 600m에서의 DHCS의 반응 시간 분석

앞서 계산한 수심별 gate valve의 거동 변화를 한 그래프로 정리

하면 그림 29와 같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DHCS의 경우 수심

에 따라 그래프에 차이가 확연하다. 특히 수심의 변화에 따라서

stroke가 변화하는 시점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signal time이 수심

에 증가에 따라서 크게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DHCS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인데, 실제 유압이 이동하여 신호가 전달되는

것이므로 수심이 깊어지면 이에 따라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합리적

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DHCS에 대한 반응시간에서 signal time과

shift time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 8에 기록하였다.

그림 29 Comparison between results in 300m and 600m

Depth
Open response time Close response time

signal shift response signal shift response

300m 6.09 s 11.46 s 17.55 s 0.87 s 4.95 s 5.82 s

600m 10.9 s 11.46 s 22.36 s 1.53 s 7.91 s 9.44 s

표 8 Components of response time at water depth 300m and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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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HMUX의 수심별 반응 시간 비교

w 수심 300m에서의 반응 시간 분석

EHMUX에서는 DHCS와는 다르게 플랫폼에서 전기신호를 사용하

여 해저에 있는 SCM에 명령을 전송한다. 따라서 유압을 신호로 사

용하는 DHCS와는 다르게 반응시간 측면에서 signal time이 차지하

는 비중이 낮으며, 실제로도 shift time을 대개 response time과 같

게 본다. 따라서 signal time을 0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30 Parameter change in gate valve at water depth 3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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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Time

Open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1 s

Gate valve start to open 1 s

Gate valve fully open 4.87 s

Close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29 s

Gate valve start to close 29 s

Gate valve fully close 31.12 s

표 9 Time record according to events in gate valve

w 수심 600m에서의 반응 시간 분석

그림 31 Parameter change in gate valve at water depth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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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Time

Open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1 s

Gate valve start to open 1 s

Gate valve fully open 5.44 s

Close signal starts at well control panel 29 s

Gate valve start to close 29 s

Gate valve fully close 31.19 s

표 10 Time record according to events in gate valve

w 수심 300m와 600m에서의 EHMUX의 반응 시간 분석

앞서 계산한 수심별 gate valve의 거동 변화를 한 그래프로 정리

하면 그림 32와 같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EHMUX의 경우 수

심에 따라 그래프에 차이가 거의 없다. 이는 해저에 위치한 SCM으

로부터 게이트 밸브를 구동시키기 위한 유압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수심은 유압이 이동하는 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심이 깊어질수

록 전기 신호가 이동하는 거리는 증가하지만 전기신호는 전달 속도

가 매우 빠르므로 전달 시간은 수심에 관계없이 0에 가깝다. 따라서

EHMUX가 수심에 관계없이 유사한 그래프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Comparison between results in 300m and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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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pen response time Close response time

signal shift response signal shift response

300m 0 s 3.87 s 3.87 s 0 s 2.12 s 2.12 s

600m 0 s 4.44 s 4.44 s 0 s 2.19 s 2.19 s

표 11 Components of response time at water depth 300m and 600m

3) DHCS와 EHMUX에서의 반응시간 비교

앞선 1) 2)에서 수심별 DHCS와 EHMUX의 반응시간을 분석하였

다. 이 두 시스템을 같이 비교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얻

을 수 있다.

그림 33 Response time of EHMUX and DHCS at 300m

그림 34 Response time of EHMUX and DHCS at 6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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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Results in response time analysis in DHCS&MUX

위의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 4개의 사실을 정리할 수 있다.

1. DHCS의 경우,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signal time이 증가하여 전

체 response time이 증가한다. 이는 DHCS의 특성상 플랫폼으로부

터 해저에 있는 게이트 밸브까지, 작동유압이 이동해야 한다는 사

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2. EHMUX의 경우, 수심에 대한 반응시간의 변화가 미미하다.

EHMUX에서 반응시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유압의

전달 속도이다. 해저에 있는 SCM에서 작동유압이 게이트 밸브로

전달되므로, 수심의 변화는 유압의 이동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반영되어 반응 시간 결과가 계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3. 같은 수심 내에서 EHMUX와 DHCS에서의 반응 시간을 비교하

면, EHMUX가 월등히 앞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EHMUX가 SCM과 전기 신호의 도입으로서 반응 속도에 많은 개

선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게이트 밸브를 여는 작업이 닫는 작업보다 반응 시간이 더 지연

된다. 이는 fail-safe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 설치된 spring에 의해

기인한 것이다. 기계적으로 spring에 의해 게이트 밸브는 항상

close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힘을 받는다. 따라서 닫는 작업이 항

상 여는 작업보다 반응 시간이 짧아야 한다.

1부터 4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EHMUX 모델이 물리적인

사실을 잘 반영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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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EHMUX에서의 민감도 해석

제 1 항 민감도 해석 개요

한 나라 안에서, 각 경제실체들의 경제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서 만드는 경제 모델이나 구조물의 안전성이나 수명등을 파악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모델을 제작한다. 이처럼 모델은 현실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모델에는

많은 입력변수가 들어가고, 이들이 출력하는 결과 또한 다양하다.

이 입력변수들은 실제로 하나의 값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항상

값이 바뀌는, 즉, 불확실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의해

서 계산되는 결과 또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리고 많은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사이에서 이들의 관계를 명확하

게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자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

러한 입력변수와 출력변수와의 관계를 black box라 비유한다.

그림 36 Black box between input and output

이러한 이유로 모델을 작성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각의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이를 정성적 혹

은 정량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해석이 바로 민감도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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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도 해석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w 불확실성의 존재 하에서 모델의 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시험

모델의 입력 변수와 출력변수 사이의 관계 이해도를 향상

w 출력 변수에 큰 영향을 주는 입력 변수의 불확실성을 관리함으

로써 모델의 불확실성을 감소

w 모델의 결과에 대한 오차 감소

w 출력 변수에 대해 영향력이 작은 입력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모

델 단순화에 기여

w 모델 제작자와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상호작용에 도움

모델의 출력변수가 최적화되는 점에서의 입력 변수의 영역을 탐색

민감도 해석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w Computational expense : 대개 민감도 해석 방법들은 모델을 직

접 돌려서 출력변수를 계산해보는 절차를 거친다. 단순한 수학적

모델의 경우 한 번 모델을 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일수도

있지만, 유한요소 모델의 경우 한번 모델을 돌리는데 몇 분내지

몇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의미 있는 민감도 해석 결과

를 얻기 위해서 모델을 돌리는 횟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

다.

w Correlated inputs : 몇 가지 민감도 해석 방법들은 입력 변수들

간의 independence를 가정한다. 하지만 입력 변수들 간에 상호연

관성이 높은 경우 가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법을 적

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민감도

해석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w Non-linearity : 민감도 해석 방법들 중에서는 선형 모델을 사용

하여 민감도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출력변수의 비

선형성이 큰 경우에 이는 적합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

요하다.

w Model interactions : Interaction이 존재하는 변수들은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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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 값을 변화시켰을 때에는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

미하지만, 동시에 값을 변화시켰을 때 출력 변수가 크게 변화하

는 변수들을 말한다. OFAT(One Factor At a Time)이나 scatter

plot의 경우에는 interaction에 대한 고려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

에 interaction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민감도 해석 방법은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에 의해서 평가되며 모

델의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가장 단순하고 쉽지만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는 바로 One

Factor At-a-Time(OFAT)기법이다. 이 기법은 전체 입력 변수 중

특정 변수가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는 고정한 채로 한 개의 변수만 변화를 주었을 때, 출력 변수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
   ∆     (1)

OFAT기법은 중심에서부터 변화량(△)만큼 입력 변수를 늘리고,

줄였을 때의 변화량을 계산한다. 그리고 이 값을 이용하여 입력 변

수의 민감도를 평가한다. 이 결과를 정리한 것을 tornado plot이라고

명명한다. 위에서 제시한 고려사항들로 비춰보면 OFAT 기법의 장

단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Consideration Description

Computational expense
If there are k inputs, require the number of

2k model runs (low)

Correlation inputs No consideration

Non-linearity No consideration

Model interaction No consideration

표 12 Score record of OFA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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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Description

Computational expense Usually high (above 1,000 times)

Correlation inputs Consideration

Non-linearity Consideration

Model interaction No consideration

표 13 Score record of scatter plot method

그림 37 An example of tornado chart

Scatter plot은 input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계산된 output을 그래

프 상에 뿌려놓은 그래프를 의미한다. Scatter plot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Monte Carlo Simulation(MCS)를 이용한다. 먼저

입력 변수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를 uncertainity analysis를 통

해 결정한다. 그리고 이에 맞게 임의로 사용자가 지정한 n개의 입력

변수 sample을 뽑고, 이를 모델에 대입하여 출력 변수를 계산한다.

그리고 계산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그래프로 도시화하여

scatter plot을 작성한다.

이 scatter plot에서 입력 변수가 증가할 때, 출력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입력변수의 민감도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변수들 간에 scatter plot 작성 시, correlation 정도에 대

해서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sample의 수가 많으므로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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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An example of scatter plot

Emulator 혹은 meta modeling이라고 불리는 기법은 제작한 모델

을 다시 모델링하는 기법이다. 즉, 복잡한 수식들이 모인 유한요소

모델을 간단한 수식으로 근사하는 기법이다. 대체로 2차 다항식으로

모델을 근사하며 이를 통해서 모델의 계산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도

움을 준다.

   
  



 
  




 

  

  (2)

이 meta model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험계획법 (Design of

Experiment)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험계획법이란 모델의 근사를 위

해서 필요한 실험 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실험점을 결정한

이후에는 이 점에서 출력 변수의 값을 계산하고, 이를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오차가 가장 작도록 하는 계수를 계산한다. 이 기법은 근

사하는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변수간의 interaction을 설명할 수 있

으며 실험계획법의 선택에 따라서 요구하는 계산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민감도 해석 뿐만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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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Description

Computational expense Dependent on DOE

Correlation inputs Consideration

Non-linearity Consideration

Model interaction consideration

표 14 Score record of meta modeling

그림 39 An example of response surfa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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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 Morris method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민감도 해석 방법 중에서 Morris method를

적용하여 해저 제어 시스템에 대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Morris method는 위에서 언급한 방법들 중 OFAT의 원리를 차용한

방법이다. OFA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andom process를 차용

하였다. 따라서 non-linearity와 model interaction이 있는 모델에서

도 이를 고려하여 각 변수의 민감도 해석 결과를 제시해 준다.

모델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입력 변수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들의 민감도 해석을 통해서 영향력

이 없는 변수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작업을 위

한 실험 계획법을 세울 때, 3~4 resolution의 일부 실시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s)이나 Plackett and Burman design을 사용한다. 이

실험계획법을 통해 모델의 1차 근사식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변수간의 interaction이나 non-linearity를 감지할 수 없다. 이런 문제

에서는 보다 높은 resolution의 일부 실시법이나 Central Composite

Design(CCD)기법 혹은 Baker and Bargman (BB)을 사용한다. 이들

은 변수들 간의 interaction과 non-linearity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법

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델 초기에 많은 입력 변수에서는 너무나

많은 모델 계산횟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computational expense가 높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atterhwaite가 random balance

design을 고안하였다. 이는 입력 변수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임의

의 점을 random하게 선택하여, 각각의 변수들의 영향력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과 OFAT의 원리를 차용하여 Morris가 1991년에

Morris method를 제안하였다.

Morris method는 각 입력 변수 별로 Elementary Effect (EE)을

계산하여 출력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한다. EE는 OFAT에서 나

머지 변수를 고정한 채, 특정 변수만을 변화시켜서 이 때 출력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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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량을 기록한 것이다.

 ∆
   ∆    (3)

입력 변수의 EE가 크다면, 즉, 입력 변수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

변수의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면 그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입력 변수의 EE가 매우 작다면, 이는 입력 변수가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변수에 의해서 혹은 입력 변수의 초기 값에 따라서 입력 변수의 EE

가 변동이 심하다면 이는 입력 변수가 다른 변수와 interaction이 존

재하거나 non-linearity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Morris method에

서는 이러한 EE의 분포에 따라서 각 입력 변수들을 3가지 군으로

분류한다.

1) 영향력이 없는 군 (negligible effects)

2) 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 (linear effects)

3) 변수 간에 interaction이 있거나 non-linearity 영향이 높은 군

(Non-linear effects and/or interactions among the inputs)

그림 40 Process of Morr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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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40에서는 Morris method의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

다. 가장 먼저 k개의 입력 변수들이 존재할 공간 Ω를 설정해야 한

다. 각 변수들은 물리적 통계적 특징에 따라서 각기 다른 범위에 존

재하고 있다. 우선 이들을 [0,1]의 범위로 scale을 조정한다. 그리고

각 변수를 사용자가 지정한 p개의 레벨로 나눠준다. 이를 수행하면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4)

그리고 EE를 계산할 때, 변화량 △를 계산한다. △는 1/(p-1)의

배수로 정하며 Morris에 의해서 p/[2(p-1)]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변수들이 존재하는 공간은 크기가

1이고 p개의 레벨로 나뉜 unit hypercube의 격자구조가 된다.

그림 41 Region of experimentation,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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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setting이 끝나면 EE를 계산하기 위한 trajectory를 구성

한다. 먼저, random한 process를 통해서 공간에서 EE를 계산할

base points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m×k sampling matrix

를 선정해야 한다.(이 때, m은 k+1과 같다.) Morris method에서는

이를 B라 명칭하며 모든 요소가 0 혹은 1의 값을 갖는다. 이 행렬은

다음과 같이 (i-1)번째와 i번째 행에서 i번째 요소만 값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5)

위의 행렬 B를 이용해서 입력 변수의 EE를 계산하기 위한

trajectory matrix B*을 식 (6),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6)

   
 ∆


 (7)

Trajectory matrix에서 Jm,k는 모든 요소가 1인 m×k matrix이다.

그리고 D*은 k×k 대각 행렬로서, 대각 요소에는 1 혹은 –1이 같은

확률로서 채워져 있는 행렬이다. P*은 permutation matrix로서, 각

행과 열에는 1이 한 개씩만 존재하며 나머지 요소는 0으로 채워진

다. 식 (6)에서 보면 (Jm,1x
*+△B)이 있다. 이는 x*이라는 임의로 선

택된 점으로부터 각 행에 △B를 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i-1번째

와 i번째 행에서 i번째 요소만 △만큼의 차이가 나는 행렬이 된다.

끝으로 permutation matrix P*를 곱함으로써, 행렬을 섞어준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Trajectory matrix B*이 계산된다.

그림 42은 격자 공간에서의 Trajectories의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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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Trajectories in experimentation region

예시로 이 과정을 3개의 입력 변수를 4개의 level로 나눴을 때,

Trajectory matrix B*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Step 1 : p-level, △ 결정 => p=4, △=4/[2(4-1)]=2/3

Step 2 : x 계산 => x = 






Step 3 : 행렬 B, D*,P* 결정 (D*,P*는 random process 통해 산정)

 










  
   
  

   










  
  
  

  











  
  
  
  

(8)

Step 4 : Trajectory matrix B* 계산

   
 ∆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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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B*를 살펴보면, 각 행 사이에 3

개의 요소 중 하나의 요소만 2/3만큼, 즉, △만큼의 차이가 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1행과 2행 사이에서 정의된 점에서 EE를 계산하

면 2번 변수의 EE를 계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의

B*을 통해 모든 변수에 대한 EE를 한 번씩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총 r번 반복하면, B*을 r번 계산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각 변

수 별로 r개의 EE를 계산할 수 있는 design matrix X를 설정할 수

있다.

 























(12)

위와 같은 전체 과정을 통해서 변수 별로 r개의 EE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변수의 EE들의 분포 Fi의 정보를 계산한다.

Morris method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2개

의 parameter를 정의한다.


 


  




(13)


  



 

  



 
 (14)

μ*는 EE의 절대 값들의 평균이며, σ*는 EE의 표준편차를 의미한

다. 만약 입력 변수의 영향력이 크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각

trajectory마다 계산되는 이 변수의 EE의 절대 값은 당연히 커야한

다. 따라서 r개의 EE의 절대 값들의 평균을 내면 그 값은 클 것으

로 사료된다. 즉, μ*는 입력 변수가 출력 변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

향력이다. 이 때, 절대 값의 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canceling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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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를 피하기 위함이다. 만약 입력 변수가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

향력이 음과 양의 값을 반복한다면, 이를 그대로 평균을 냈을 경우

실제보다 영향력이 적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

고자 절대 값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만약 r개의 서로 다른 trajectory에서 계산된 한 입력변수 EE에

차이가 크게 측정되었다고 가정해보자. EE는 항상 일정한 변화량

△를 사용하여 계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E가 trajectory마다

값이 다르다는 것은 random하게 선택된 base point가 EE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Base point가 달라질 때 생기는 영향은 2가지로

볼 수있다.

1) 입력 변수 자신의 값이 변화

2) 입력 변수 이외의 나머지 변수 값들의 변화

이 두 가지 사실은 변수 자체가 non-linearity가 크거나 혹은 다른

변수들과 interaction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통계적으

로 표준편차는 그 값이 클수록 변량들이 평균을 기준으로 넓게 퍼

져있음을 의미한다. 즉, σ*이 클수록 입력 변수의 EE의 변화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σ*는 입력 변수의 non-linearity와

다른 변수간의 interaction의 정도를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입력

변수의 non-linearity와 interaction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정리해서 Morris method에서 나누는 3개의 변

수군을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다.

1) μ*≒0 -> Negligible effects

2) μ*>0 and σ*≒0 -> Linear effects

3) μ*>0 and σ*>0 -> Non-linear effects and/or interactions

Morris method의 일반적인 결과는 그림 43과 같이 그래프로 도식

화한다. 그래프의 x축은 μ*를, y축은 σ*을 각각 의미한다. 모든 입력

변수들의 EE의 절대값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래프에 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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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μ*의 기준치를 선정한다. 이 기준치보다 평균이 낮은 입력

변수들은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negligible effect 군으로 분류한다. (1번) 이외의 변수들은 다시 μ*과

σ*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다. 평균에 비해 표준편차가 작은 변수

들은 EE의 값이 비교적 일정하다고 판단하며 linear effect군으로 분

류한다. (2번) 그리고 남은 변수 군인 표준편차가 평균에 비해 큰

변수들은 다른 변수 혹은 자기 자신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출력 변

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다고 판단되며, non-linear effects

and/or interactions 군으로 분류한다.

그림 43 An example of results of Morri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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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EHMUX 시스템에서의 Morris method 적용

EHMUX 시스템에서 중요한 출력 변수로 다음 3가지를 선정하였

다.

w Open response time : 게이트 밸브가 열리는데 걸리는 시간

w Close response time : 게이트 밸브가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

w Lag time : Subsea accumulator에서 사용한 유압을 다시 충전하

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위의 변수들은 해저 생산 제어시스템의 기능요구조건에서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되어 선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반응 시간이외에 lag

time을 추가로 선정한 이유는, lag time의 경우 게이트 밸브 조작의

재사용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Subsea accumulator 안에 저

장된 유압이 게이트 밸브의 제어를 위해 사용된 뒤에는 working

pressure를 다시 회복해야 재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lag time은 게

이트 밸브의 재 조작에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민

감도 해석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장에서 민감도 해석의 모델인 EHMUX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이

는 총 13개의 장비로 이뤄져 있으며, 각 장비들은 총 58개의 입력

변수를 요구한다. 이 입력 변수 중에서 다음 2가지 기준으로 1차적

인 screening을 수행하였다.

1. 앞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변수 (e.g. 수심, 작동 압력)

2. 설계 단계에서 조정할 수 없는 변수 (Accumulator의 온도)

앞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변수를 찾기 위해서 ISO 13628-4에서

Annex M에 기록된 Purchasing guidelines를 참고하였다. 이는 장비

구매 시에 owner나 구매 대행업체가 기입하는 항목을 담고 있다.



- 57 -

따라서 이 정보를 고정된 변수로 생각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44 Parts of purchasing guidelines in ISO 13628-4

1차 screening을 통해서 전체 58개의 입력 변수를 총 15개로 추려

내었으며, 이들의 목록과 분포를 아래 표와 그림에 정리하였다. 이

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민감도 해석 문제를 15개의 입력변수의 3개

의 출력 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Number Equipment Name

1 HPU Supply reservoir volume

2 HPU Pump capacity

3 HPU Accumulator volume

4 HPU Pre-fill gas pressure

5 HPU Initial accumulator oil pressure

6 HPU Volume flow P->A

7 HPU Pressure drop P->A

8 HPU Pressure slope P->A

9 SCM Pressure drop at valve edged

10 Gate valve Piston diameter

11 Gate valve Piston mass

12 Hydraulic hose Volume intake

13 Hydraulic hose Inner diameter

14 Subsea accumulator Accumulator volume

15 Gate valve Spring stiffness

표 15 List of input variables in EHMUX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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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Distribution of input variables in EHMUX model

민감도 해석 문제를 정의한 후 본격적으로 Morris method를 적

용하였다. 먼저 setting을 위해 각 변수를 몇 개의 level로 나눌 것인

지 그리고 각 변수별로 몇 개의 EE를 계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

다. John Wiley와 Sons Ltd는 이에 대해서 p는 4로, r은 10으로 결

정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차용하여 각 변수는 4개의 level로 나누며, 변수별로 10개씩

EE를 계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변수들이 존재하는 experimentation region을 구성하였다. 각

변수의 평균점으로부터 ±20% 범위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0,1]

에 해당 하는 범위로 모든 입력 변수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이후 이

를 다시 앞서 지정한 4개의 level로 나누었으며 이를 통해 격자 구

조를 구성하였다. 표 16에서는 이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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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P-level

0 1/3 2/3 1

1 640.00 746.67 853.33 960.00

2 12.80 14.93 17.07 19.20

3 200.00 233.33 266.67 300.00

4 6400.00 7466.67 8533.33 9600.00

5 4000.00 4666.67 5333.33 6000.00

6 24.00 28.00 32.00 36.00

7 400.00 466.67 533.33 600.00

8 0.16 0.19 0.21 0.24

9 12.00 14.00 16.00 18.00

10 160.00 186.67 213.33 240.00

11 40.00 46.67 53.33 60.00

12 0.02 0.03 0.03 0.04

13 0.80 0.93 1.07 1.20

14 160.00 186.67 213.33 240.00

15 880.00 1026.67 1173.33 1320.00

표 16 Region of experimentation in EHMUX control system

이후, Random process를 통해서 10개의 trajectories들을 계산하였

다. 입력 변수의 개수가 총 15개이므로 B*의 경우 16×15로 구성된

다. 그리고 이 trajectories들을 따라가며 각 변수 별로 EE를 10개씩

계산하였다.

그림 46 Parts of trajectory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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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항 EHMUX의 민감도 해석 결과 및 검증

Morris method를 통해 각 변수들의 EE의 절대 값의 평균인 μ*와

σ*를 각각 계산하여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서 각 입력 변수들을

Morris method가 제안한 3가지 변수 군으로 분류하였다.

▶ Morris method 결과

w Open response time

게이트 밸브를 여는 데 걸리는 시간인 Open response time에 대

해서 Morris method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Number
Open response time

μ* σ*

1 0.000 0.000

2 0.359 0.456

3 0.000 0.000
4 0.000 0.000

5 0.000 0.000

6 0.004 0.011

7 0.007 0.018

8 0.004 0.010
9 0.050 0.037

10 2.250 2.216

11 0.000 0.000

12 0.117 0.199

13 0.314 0.129

14 0.297 0.382
15 1.017 1.577

표 17 Results of Morris method for open response time

위의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들의 EE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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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도식화 한 결과는 그림47에 제시하였다.

그림 47 Scatter plot of result of Morris method for open response time

먼저, 입력 변수가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μ*에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일정 기준치를 잡는다. 이보다 평균이 작은

변수들은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negligible effect 변수 군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치보다 평

균이 높은 변수들은 출력 변수에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변수들의 interaction과 non-linearity의 정도를 판단

한다. 이 경우에는 μ*과 σ*이 같은 선을 이용한다. 이 선보다 위에

있는 변수들은 상대적으로 평균에 비해서 표준편차가 큰, 즉, 변수

들 간의 interaction과 non-linearity가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반면에

이 선보다 아래에 위치한 변수들은 평균이 표준편차보다 큰, 즉,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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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출력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군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μ*과 σ*이 같은 선 위에 위치한 변수

들은 Non-linear effects and/or interactions 변수 군으로 분류하였

다. 그리고 선 아래에 위치한 변수들은 Linear effect 변수 군으로

분류를 하였다. 정리한 결과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였다.

Negligible effect Linear effect
Non-linear or

interaction

1, 3, 4, 5, 6,

7, 8, 9, 11
13 2, 10, 12, 14, 15

표 18 Classification of input variables in open response time

변수 군들의 의미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Linear effect 군으로 분류된 13번 변수인 Hydraulic hose의 inner

diameter와 Non-linear or interaction 군으로 분류된 10번 게이트

밸브의 Piston Diameter이 Open response time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10번 변수는 13번 변수에 비

해서 EE의 평균도 클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도 크다. 이는 10번 변

수가 출력변수인 Open response time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뿐만

아니라 변동 폭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두 변수의 값을

변화시켰을 때, Open response time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 움직이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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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ifference between influence of 10 and 13th variables

w Close response time

Open response time과 마찬가지로 Close response time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결과를 표 19, 20과 그림 49에 정리하였다.

Number
Close response time
μ* σ*

1 0.000 0.000

2 0.025 0.025

3 0.000 0.000

4 0.000 0.000

5 0.000 0.000
6 0.000 0.000

7 0.001 0.005

8 0.003 0.009

9 0.034 0.022

10 2.021 0.224

11 0.000 0.000
12 0.015 0.021

13 0.222 0.085

14 0.040 0.025

15 0.021 0.028

표 19 Results of Morris method for close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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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igible effect Linear effect
Non-linear or

interaction

1,2,3,4,5,6,7,8,

9,11,12,14,15
10,13 -

표 20 Classification of input variables in close response time

그림 49 Scatter plot of result of Morris method for close response time

w Lag time

끝으로 Subsea accumulator의 재사용 시간과 관련된 충전 시간인

Lag time에 대해서도 Morris method를 적용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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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22와 그림 50에 정리하였다.

Number
Close response time

μ* σ*

1 0.000 0.000

2 10.082 4.948

3 0.000 0.000

4 0.110 0.212

5 0.014 0.036

6 0.184 0.543
7 0.014 0.034

8 0.220 0.302

9 0.127 0.110

10 17.999 4.884

11 0.000 0.000

12 1.358 0.945
13 3.661 2.775

14 0.591 0.873

15 1.527 3.729

표 21 Results of Morris method for close response time

그림 50 Scatter plot of result of Morris method for la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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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ligible effect Linear effect
Non-linear or

interaction

1, 3, 4, 5, 6,

7, 8, 9, 11,
2, 10 12, 13, 14, 15

표 22 Classification of input variables in close response time

▶ 결과에 대한 검증

위와 같이 Open response time과 Close response time 그리고

Lag time에 대한 Morris method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에 대한 검

증을 하기 위해서 Regression model을 제작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

았다. 통상적으로 변수들 간의 interaction과 non-linearity의 정도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resolution 4~5 수준의 fractional factorial

design을 수행하거나 혹은 Central Composite Design(CCD)를 이

용하여 실험 점을 설계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실험 계획법이

실제 모델을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이지만, 모델 초기에 많은 변수

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기에는 Computational expense가

매우 높다. 실제로 현 EHMUX 문제에서 15개의 입력 변수에 대해

서 민감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CCD 기법을 적용했을 때에는 총

16,900회의 계산 횟수가 필요하다. 이는 같은 문제에서 Morris

method를 적용했을 때 필요한 160회의 계산 횟수와 비교하면 상당

히 큰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Morris method에 대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CCD 기

법을 사용할 때에는 negligible effect 변수 군을 제외한 나머지 변

수만을 이용하여 검증을 수행하였다. 검증은 Open response time

만 수행하였으며, 이 경우 significant variable은 총 6개이다. 이에

CCD 기법을 적용하면 총 45개의 실험 점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2차 다항식 형태로 regression model을 구성하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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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의 결과에서 각 변수의 영향력은 regression model을 구성하는

각 변수들이 1의 값을 가질 때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이를 normalizing 함으로써, sesnsitivity

αi를 수식 17을 통해서 계산하였다.

  







 


 

 


 

 


 

 


 

 


 

 


(17)

위의 식에 의해서 계산된 각 변수의 sensitivity αi를 정리한 결과

를 표 23에 기록하였다.

variables x2 x10 x12 x13 x14 x15

αi -0.085 0.981 -0.034 -0.046 -0.069 0.149

표 23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according to regression model

이를 Morris method에서 계산된 overall effect 측면과 비교해 보

았다. Morris method에서 변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parameter로는

μ*가 있었다. 평균의 크기를 비교하여 6개의 변수 간 영향력의 순위

를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Regression model에서도 계산된 αi의 절

대 값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에 대해서 순위

를 매겼다. 이를 비교해 보면, Morris method에서 4번째와 5번째에

해당하는 13번 변수와 14번 변수의 순위가 regression model에서는

4번째와 5번째가 바뀌었다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변수들 간

영향력의 순위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rris method Regression model

10>15>2>13>14>12 10>15>2>14>13>12

표 24 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Morris method and regre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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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 method를 통해서 3개의 출력 변수에 대해서 15개의 입력

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평가한 순위를 표 25에 정리하였다.

No Name open time close time lag time

μ*

1
Supply reservoir

volume
11 10 13

2 Pump capacity 3 5 2

3 Accumulator volume 11 10 13

4 Pre-fill gas pressure 11 10 10

5
Initial accumulator

oil pressure
11 10 11

6 Volume flow P->A 9 10 8

7 Pressure drop P->A 8 9 12

8 Pressure slope P->A 10 8 7

9
Pressure drop

at valve edged
7 4 9

10 Piston diameter 1 1 1

11 Piston mass 11 10 13

12 Volume intake 6 7 5

13 Inner diameter 4 2 3

14 Accumulator volume 5 3 6

15 Spring stiffness 2 6 4

표 25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on EHMUX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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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response time의 경우 4개의 장비에서 6개의 변수가

significant variables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선형적인 영향

을 주는 변수는 13번 변수인 hydraulic hose의 inner diameter이다.

이외의 변수들은 다른 변수들과 interaction이나 non-linearity가 높

은 변수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가장 Open response time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게이트 밸브의 piston의 diameter이다.

Close response time의 경우 2개의 장비에서 2개의 변수가

significant variables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선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가장 Close response time에

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게이트 밸브의 piston의 diameter

이다.

끝으로 Lag time의 경우 4개의 장비에서 6개의 변수가 significant

variables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선형적인 영향을 주는 것변

수는 게이트 밸브의 piston의 diameter와 HPU pump의 capacity였

다. 그리고 가장 Lag time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게이

트 밸브의 piston의 diameter이다.

그림 51 Significant equipment of open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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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ignificant equipment of close response time

그림 53 Significant equipment of la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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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저에 위치한 subsea tree를 제어하기 위한 해저

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되었던 5개의 제어 시

스템 중에서 현재에도 가장 많은 field에서 적용되는 EHMUX 제어

시스템을 주된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Simulation X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반응 시간에 대한 계산을 수행했다. 그리고 모델의 유효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DHCS 과 각기 다른 수심에서 반응 시간 결

과를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이후 검증된 모델을 이용하여 EHMUX

에서 반응 시간과 유압의 충전 시간을 출력 변수로 설정하여 총 15

개의 입력 변수에 대해서 Morris method를 이용하여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작성한 EHMUX 모델은 SCM의 영향으로 수심에 따른 반응시간

의 차이가 없고, 같은 수심에서 DHCS보다 반 속도에서 월등히 앞

서는 성능보이기에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민감도 해석

수행결과 Open response time와 Close response time 그리고 lag

time에는 각각 6개, 2개, 6개의 입력 변수가 의미 있는 변수라는 판

단을 내렸다. Morris method를 통해서 입력 변수의 영향력뿐만 아

니라 interaction과 non-linearity의 정도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Open response time의 경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는 게이

트 밸브의 piston diameter이나 이는 interaction과 non-linearity가

크기 때문에 장비 사양을 선택할 시에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추

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어 시스템의 반응시간과 충전시간을 계산하기 위

해서 시뮬레이션 모델을 제작하였다. 이 모델은 ISO 13628-6에 명

기 되어 있듯이 해저 제어 시스템의 초기 설계안을 평가할 때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Morris method를 이용한 민감도

해석 결과는 반응 시간 계산 모델에서 insignificant variables을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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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배제하여 효율적인 모델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차후에 반응 시간의 최적화 혹은 신뢰성 해석에서 제약 조건이

나 한계 상태 방정식을 구성할 때,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제어 시스템의 실제적인

구동과 반응 시간의 개략적인 범위를 파악하여 결과의 검증을 수행

하였다. 하지만, 실제 해저 유전 개발에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수치

적인 자료가 있다면 모델의 활용도를 보다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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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nsitivity analysis on

response time of EHMUX

system

Kim Hyeon Jin

Dept.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arting at Santa Barbara Channel in California, offshore

production system which produces oil & gas in offshore reservoir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In early

days, reservoirs in shallow water were mainly developed.

However, reservoirs which exits at more than 6,000 feet water

depth (called ultra deepwater) are actively developed to produce

more gas and oil in nowadays .

But, there are many technical challenges in developing

ultra deepwater reservoirs. Many production and safety

equipments are required to effectively and safely produce oil

& gas in harsh environments like high pressure an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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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HPHT). And it is very important to propely

operate these equipments for preventing unexpected

accidents and eliminating production bottlenecks.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 is defined that “Control

system operating a subsea production system during production

operations” in ISO 13628-6. In early stage,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 (DHCS) which used only hydraulic for signals

from platform to subsea equipments and power actuating valve in

subsea equipments. This system, however was not suitable deep

water because it took so many time to operate subsea

equipments and required many hydraulic lines in deep water.

Thus, Multiplex ElectroHydraulic (EHMUX) control system

which uses electircal signal and hydraulic power was invented. In

nowadays, EHMUX control system is widely applied in most

offshore fields.

This paper performs sensitivity analysis on response time and

lag time of EHMUX control system. EHMUX control system

model which controls a gate valve in subsea X-mas tree was

built by using Simulation X. And then response times of the

model were calculated at different water depth for verifying the

model. After verification, sensi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The purpose of sensitivity analysis is to understand quantitative

effects of 15 input variables on response time and lag time of

EHMUM control system. The number of input variables is fifteen

Finally, th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was verified by

comparison between results of Morris method and regression

model.

Gate valve and hydraulic line greatly affect response

time of control system while hydraulic power unit (H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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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ate valve have a great effect on lag time. This paper

can help to determine significant variables which should be

considered for improving response time of subsea control

system.

keywords : Subsea control system, Sensitivity analysis, 

Multiplex Electrohydraulic(EHMUX),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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