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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심해저 원유 생산은 1990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체 

원유 생산량에 있어서의 비율이 2002년에는 3%, 2007년에는 6%, 

2012년에는 10%로 증가하고 있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이후에는 심해저 원유 생산만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해저 원유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해저 생산 

시스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은 이러한 해저 생산 시스템(subsea production system) 

의 문제 발생 요인 중 blockage를 처리하기 위해 화학품 주입을 

담당한다. 생산 중단이 치명적인 이익 손실을 야기하는 해저 생산 

시스템에서는 발생된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 산업보다 상 적으로 관련 시스템의 높은 신뢰도 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어 시스템(control system)과 

연계하여 subsea X-mas tree에 화학품을 주입하는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를 통하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FSA(Formal Safety Assessment)를 

이용한 위험도 저감 방안의 분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FSA의 

절차를 따라서 위험 요소를 정의하고 위험도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FTA(Fault Tree Analysis)와 ETA(Event Tree Analysis)를 

이용한 정량적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이용하여 

위험도 저감 방안을 찾고 이에 한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수행한 위험도 저감 방안 분석의 절차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험도 저감 방안을 제안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해저 

생산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른 시스템에 해서도 이와 같은 분석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주요어: 해저화학품주입시스템, Blockage, FSA, FTA, ETA 
학  번: 2010 - 2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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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 배경 
 

에너지는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에너지원이란 이러한 동력의 원천이 되는 자원을 의미한다. 

현 사회는 에너지원의 사용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부분의 인간 활동이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일어난 산업 혁명을 통해 주 

에너지원으로 거듭난 석탄과 함께 인류 문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석유와 가스가 현 사회에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 태양에너지, 풍력, 조력, 파력, 지열, 바이오 

매스 등이 존재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인해 공급량이 

상 적으로 매우 작은 편이다. (Table 1.1) 

 

Table １.1 세계 1차 에너지 전망 (OPEC World Oil Outlook 2009) 

구분 
레벨(백만 석유환산톤) 성장률(%) 연료할당률(%) 

2007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07년

~2030년
2007년 2010년 2020년 2030년 

석유 4,045 3,967 4,457 4,902 0.8 36.4 35.1 33.1 31.0

석탄 3,129 3,225 3,871 4,438 1.5 28.2 28.5 28.8 28.1

가스 2,479 2,551 3,124 3,808 1.9 22.3 22.6 23.2 24.1

핵 736 759 873 1,065 1.6 6.6 6.7 6.5 6.7

수소 268 289 366 448 2.3 2.4 2.6 2.7 2.8

바이오매스 394 446 618 840 3.4 3.5 3.9 4.6 5.3

기타 59 73 151 303 7.4 0.5 0.6 1.1 1.9

총계 11,109 11,310 13,461 15,804 1.5 100.0 100.0 100.0 100.0

 

여기서 표 에너지원 중 하나인 석유의 수요만 놓고 봤을 때,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에서는 세계 석유 수요가 2008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약 20mb/d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소속 국가의 석유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개발도상국의 석유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Tab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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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１.2 세계 석유 수요 장기 전망 (OPEC World Oil Outlook 2009) 

구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OECD 국가 47.5 45.5 45.5 45.0 44.3 43.4

 

북아메리카 24.3 23.4 23.6 23.4 23.1 22.8

서유럽 15.2 14.6 14.5 14.3 14.1 13.8

OECD 태평양 도서국가 8.0 7.5 7.4 7.2 7.0 6.8

개발도상국 33.0 34.0 39.3 44.8 50.2 56.1

 

라틴 아메리카 4.8 4.8 5.2 5.6 5.9 6.2

중동 및 아프리카 3.2 3.3 3.7 4.2 4.7 5.2

남아시아 3.5 3.5 4.4 5.5 6.7 8.2

동남아시아 5.8 5.9 6.6 7.4 8.2 9.0

중국 8.0 8.3 10.4 12.3 14.1 15.9

석유수출국기구 7.7 8.2 9.0 9.8 10.6 11.5

시장경제전환국가 5.1 5.1 5.7 5.7 5.9 6.1

 

러시아 3.1 3.2 3.3 3.5 3.6 3.7

기타 시장경제전환국가 2.0 1.9 2.1 2.2 2.3 2.4

세계 85.6 84.6 90.2 95.4 100.4 105.6

 

이처럼 증가하는 에너지원의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이들을 

생산하는 시스템에 한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원유 및 가스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원유 및 가스가 

저장된 위치에 따라 크게 육상, 해저, 심해저의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접근하기 용이한 육상에서의 원유 및 가스 생산이 

가장 먼저 발달되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원유 및 

가스에 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양에서의 원유 및 

가스 생산이 발전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 에 따른 영역별 

생산량 추이는 Fig 1.1과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유 생산(Fig 1.2)의 경우를 살펴보면, 심해저 원유 생산은 

1990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체 원유 생산량에 있어서의 

비율이 2002년에는 3%, 2007년에는 6%, 2012년에는 10%로 

증가하고 있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했을 때, 2015년 

이후에는 심해저 원유 생산만이 그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해저 원유 및 가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해저 생산 시스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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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１.1 Global Gas Production 1950 - 2025 (Douglas Westwood) 

 

 

Fig １.2 Global Oil Production 1950 – 2025 (Douglas Westwood) 

해저 생산 시스템의 목적은 저류층 생산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산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 중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미 해양플랜트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내 

산업에서도 아직 해저 생산 시스템과 관련된 수주는 전무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기술 수준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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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사고가 천문학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사업의 특성을 이유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신뢰성 설계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진입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일환으로 위험도에 한 정량적 증명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해저 생산 시스템의 생산 중단을 야기하는 사고 중 

하나인 blockage를 화학적으로 해결하는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계측된 위험도 값을 

줄임으로써 생산 중단으로 인한 기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２절 연구 내용 
 

Blockage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hydrate는 물과 

hydrocarbon fluid의 물리적 혼합물이며, 일정 온도와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다. 이 hydrate는 파이프 내벽에 쌓이는데, 정도에 

따라 파이프 단면 전체를 막기도 한다. 

 

 

Fig １.3 Hydrate Formation and Dissociation Regions (S.E.H) 

 

Hydrocarbon fluid는 저온의 해저에 위치한 파이프라인을 

이동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진다. 일정한 압력 아래에서 온도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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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게 되면 stable hydrate region에 도달하게 되고 hydrate가 

생성된다. 온도를 높이거나 압력을 낮추어 근본적으로 hydrate 

생성을 막을 수는 있지만, 이미 hydrate가 파이프 단면 전체를 

막게 되면 경우에 따라 메탄올이나 글리콜 등의 화학품을 파이프 

내로 주입하거나 물리적 제거 방법인 pigging을 수행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학적 처리와 관련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이러한 blockage 문제는 해저 생산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해저 생산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subsea X-mas tree에서 일어나는 blockage 

문제로 상을 한정하였다. 위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현재 조선 

분야에서는 이미 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FSA(Formal Safety Assessment)를 

적용하여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통해 위험도 저감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３절 논문 구성 
 

• 제 1 장 

본 논문의 연구 배경 및 내용에 한 설명으로 연구에 관련된 

전반적인 소개를 담고 있다. 

 

• 제 2 장 

해저 자원 개발의 절차에 한 설명과 심해저 원유 및 가스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및 구성 요소들의 

역할에 한 설명을 담고 있다. 해저 생산 시스템의 일반적인 

레이아웃을 표현하고 이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들의 기능에 하여 

설명하였다. 

 

• 제 3 장 

위험도 분석 상이 되는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역할 및 구성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이 있는 시스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또한 화학품 주입 상이 되는 Subsea X-mas tree에 

한 설명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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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본 논문에서 위험도 분석을 위해 적용한 안전성 평가 방법인 

IMO의 FSA에 한 소개를 담고 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의 FSA 

절차에 따른 단계별 수행 내용이 일반적인 FSA 절차에 따른 수행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에 해서 설명하였다.  

 

• 제 5 장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분석과 안전성 평가 방법론인 

FSA에 한 연구를 바탕으로 field를 가정하여 단순화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case study에서는 FSA에 따라 FMEA, FTA, ETA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하였고, 이와 관련된 위험도 저감 

방안을 찾고, 이에 해 비용-편익 분석을 하여 위험도 저감 

방안에 한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 제 6 장 

단순화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위험도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에 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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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해저 생산 시스템 
 

 

제１절 해저 자원 개발 절차 
 

제１항 탐사 
 

탐사는 일반적으로 석유화학회사들의 담당 업무로써, 

우선적으로 원유나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만한 광구에 해 

탐사권을 구입하고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탐사에 이용되는 방법은 sonar survey, seismic survey, 

gravitational survey 등이 있다. Sonar survey는 해양 탐사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인데, 광구 탐사의 목적에서는 주로 천부 지층에 한 

조사를 위해 이용된다. Seismic survey는 주행시간, 진폭, 주파수, 

파형 등과 같은 지진파의 특성에 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천부 지층 내부의 물리적 특성 및 구조에 

하여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gravitational 

survey는 해저의 관심 있는 지점에 하여 그 지점의 중력과 그 

분포를 측정하여 그 값에 해당하는 지하의 지질구조 및 광역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g ２.1 Sonar survey & Seismic survey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 해당 광구에 한 정보를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그 광구를 개발했을 때 소모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며 

이득은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는지에 해서 분석하여 그 비교를 

통해 얻은 비용-편익 결과를 가지고 광구 개발 여부에 하여 



 

 8

결정하게 된다. 

 

제２항 시추 
 

광구 개발이 확정되면 시추에 들어간다. 시추에 이용되는 

구조물의 종류에는 Submersible, Jack-up, Drillship, Semi-

submersible 등이 있는데, Submersible과 Jack-up은 shallow 

water에 주로 이용되고, Drillship과 Semi-submersible은 deep 

water에 주로 이용된다. 

 

  

Fig ２.2 Semi-submersible & Drillship (SHI) 

 

최하부 시추 파이프 하단에 위치한 Drill bit이라는 장비가 

회전하면서 시추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때 회전과 동시에 mud도 

함께 분사한다. Mud는 시추작업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① 

• 암편 제거 

• 시추공 압력유지 

• 비트와 시추스트링의 윤활 및 냉각 

• 이수막 형성 

• 시추공 벽면 보호 

• 이수 손실 방지 

• 이수 정지시 암편 침전 방지 

• 시추공 내에 내려진 장비에 부력 제공 

• 정보 전달 매개체 

                                            
① 최종근, 2011, 해양시추공학, 씨아이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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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예정 지층의 보호 

• 전기 검층에서 전기 전도체 역할 

• 이수 펌프의 압력을 비트에 전달 

• 시추 문제 발생에 한 징후 제공 

 

시추 과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계적으로 시추 반경을 

줄여가면서 시추를 하는 것에 있다. 일정 깊이의 시추를 시행한 후, 

그 시추공에 casing을 설치하고 cement 처리로 고정을 시켜주고, 

다시 이전 시추공보다 작은 반경의 시추공을 뚫으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복 작업을 통하여 목표한 reservoir에 

접근하게 된다. 

 

제３항 생산 
 

Well development가 완료되면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해저라는 특수한 환경의 특성 상, 생산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성이 

강조된다. 이에 따라 생산하는 원유나 가스와 관련된 제어 시스템에 

한 기술이 주요 관심 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제４항 처리 
 

생산된 저류층 생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생산해야 할 자원(원유 또는 가스)과 불필요한 자원(물 

또는 퇴적물)을 분리한다. 

분리하는 방법으로는 열에 의한 분리, 압력에 의한 분리, 촉매 

전환제를 이용한 분리 등이 있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서 자원을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물이나 침전물은 원유나 가스로부터 분리가 되면 

바로 제거시킨다. 물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reservoir의 압력 

보상을 목적으로 재주입을 하기도 한다. 

원유나 가스는 일반적으로 Topside에서 Separation을 통해 

서로 분리가 되고 시장으로의 운송을 위해 저장된다. 가스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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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물과 마찬가지로 reservoir의 압력 보상을 목적으로 재주입 

하기도 하며, 가스 리프트의 용도로 쓰이기도 한다. 또한 

Topside의 발전용 연료로써 소비되기도 한다. 

 

제５항 운송 
 

생산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위치로 이송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해양의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나 wet surface가 작은 TLP(Tension Leg 

Platform)나 Spar에 수반된 FSO(Floating Storage and 

Offloading) system 등에 저장되어 있는 생산한 자원을 Tanker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해저 생산 시스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해저에서 생산한 자원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으로 직접 연결해주는 방법도 가능해졌다. 표적인 해저에서 

육상으로 직접 연결해주는 광구 개발의 예는 Ormen Lange 

development이다. 수심이 850m에서 1100m까지 이르는 이 

field에서 생산한 자원(가스)은 120km 떨어진 노르웨이 연안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직접 연결되어 있다. 

 

 

Fig ２.3 Ormen Lange Development (No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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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해저 생산 시스템의 배치 형태 
 

제１항 Single Well Tie-back 
 

Single well tie-back은 reservoir에서 나온 저류층 생산물이 

Subsea X-mas tree를 거쳐 flowline으로 연결될 때, line의 

취합이나 분산 없이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infra-structure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배치 형태이다. 

 

Fig ２.4 Single Well Tie-back (Subsea System for Oil and Gas 
Industry, 손상준) 

 

즉, Subsea X-mas tree로부터 나온 단일의 production line이 

기존에 구성된 infra-structure로 직접 연결이 된다. 제어 시스템과 

관련 있는 umbilical line 또한 production line과 동일하게 Subsea 

X-mas tree로부터 기존에 구성된 infra-structure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직접 연결은 시스템 구성 자체가 단순해지기 

때문에 reservoir로부터 host facility로 이동하게 되는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 관리가 상 적으로 편리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유정이 많은 경우 각각의 production line과 umbilical line을 

운용해야 하므로 오히려 더 복잡한 시스템 구성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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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Multiple Well Tie-back 
 

Multiple well tie-back은 분산되어 있는 유정들로부터 나온 

저류층 생산물을 하나의 Manifold로 Jumper를 통해 연결시켜서 

우선적으로 저류층 생산물을 Manifold에 모은 다음에 원하는 수의 

production line을 이용하여 host facility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배치하는 시스템 구성이다. Umbilical line 또한 SDU(Subsea 

Distribution Unit)에서 분산된 여러 개의 Flying lead를 통해서 

각각의 해저 구조물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Fig ２.5 Multiple Well Tie-back (Subsea System for Oil and Gas 
Industry, 손상준) 

 

이러한 방법 때문에 이와 같은 배치에 따른 생산 시스템을 

Cluster Production system이라고도 부른다. 

 

제３항 Daisy Chain System 
 

Multiple well tie-back의 배치 형태에서 확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즉, 둘 이상의 Manifold가 시스템 내에 설치되어 Manifold 

간에 inter-connecting jumper를 통하여 연결이 되어 있는 배치 

형태를 Daisy chain system이라고 부른다. 상 적으로 많은 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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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들을 다루는데 유용하며 Subsea X-mas tree와 Manifold 간의 

연결 역할을 하는 Jumper의 길이에 있어서도 다수의 Manifold의 

사용으로 인해 Subsea X-mas tree와 Manifold 간의 거리를 

줄여서 Jumper의 길이에 따른 제약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Fig ２.6 Daisy Chain System (Subsea System for Oil and Gas Industry, 
손상준) 

 

제４항 Template System 
 

개발할 field가 복수의 유정으로 구성되어야 할 때, 유정의 

위치에 따른 배치를 해저에 각각 직접 설치하지 않고 수면 위에서 

사전에 구성하여 그 로 해저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유정의 분포에 맞도록 자유롭게 Template system을 설계하는 

것이 다른 시스템과 비교하여 상 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유정들이 

적절한 간격을 가지고 분포해 있을 때만 이 시스템의 효용성이 

커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건이 만족되는 field에 해서는 다른 배치 방법에 

비해서 상 적인 장점을 가진다. 우선 설치가 어려운 해저 환경이 

아닌 수면 위에서 시스템의 배치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라인을 host facility로 직접적으로 연결 할 수 있는 

Template system의 특성 상, production line을 이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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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er나 umbilical line을 이어주는 Flying lead의 설치 없이 해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２.7 Template System (Subsea System for Oil and Gas Industry, 
손상준) 

 

제３절 생산 플랫폼의 종류 
 

제１항 고정식 시스템 
 

Host facility를 고정식 플랫폼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종류로는 Jacket과 같은 fixed platform과 CT(Compliant Tower), 

gravity structure 등이 있다. 제한 수심은 fixed platform이나 

gravity structure 보다는 CT가 비교적 깊은 편이지만, 부유식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제한 수심이 낮은 편이다 (Fixed 

platform: 0 ~ 500m, Gravity structure: 0 ~ 300m, Compliant 

Tower: 300 ~ 1000m)②. 이 같은 고정식 플랫폼을 설치했을 때의 

장점은 역시 고정식의 특성 상, wave나 current에 의한 플랫폼 

모션의 영향이 상 적으로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심해에 

유정들이 위치한 경우에도 유정들이 위치한 장소 근처에 륙붕이 

발달하여 있다면 유정들이 분포해있는 위치와 비록 조금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륙붕이 발달한 위치에 고정식 플랫폼을 

설치하여 해저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다.  

                                            
② John, M.. (2007). Overview Of Subsea Systems. USA: Joh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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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２.8 Mexilhao jacket platform (Offshore-technology.com) 

 

제２항 부유식 시스템 
 

 

Fig ２.9 FPSO (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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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t facility를 부유식 플랫폼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종류로는 TLP(Tension Leg Platform), Spar, Semi-submersible,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and Offloading) 등이 있다. 

제한 수심은 고정식 플랫폼보다 전반적으로 큰 편이다 (TLP: 300 

~ 1500m, Spar: 500 ~ 2250m, Semi-submersible: 100 ~ 

3000m, FPSO: 100 ~ 3000m)③. 부유식 플랫폼의 기술 발전은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축의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인 수심의 

한계를 늘림으로써 광구 개발의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제３항 No Offshore Platform System 
 

Host facility의 해당 광구 근처에 설치하지 않고, 해저에서 

육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Host facility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해양 플랫폼 설치 비용 및 해당 인력 고용 비용, 자원 

수송 비용 등이 절약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광구에서 육상까지 해저로 길게 연결된 파이프라인에 한 

안전성이 다른 시스템보다 더 강조된다.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안전성에 한 문제는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일정 수준까지 해결 할 수 있다. 

 

 

Fig ２.10 Platform Type 

 

                                            
③ John, M.. (2007). Overview Of Subsea Systems. USA: Joh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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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 표적인 해저 

생산 시스템 배치 형태를 선정하여 Fig 2.11과 같은 diagram으로 

구성하였다. 이 Fig 2.11에 포함되어 있는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 절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Fig ２.11 The Diagram of Subsea Production System 

 

제１항 Subsea X-mas Tree 
 

Well completion 후, Wellhead 위에 설치되는 subsea X-mas 

tree는 이 장비의 초기 발전 단계(1960년 )에 형상이 Christmas 

tree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어서 이름이 이와 같이 붙어졌다. 

Subsea X-mas tree의 주된 역할은 reservoir에서 나온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을 제어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subsea 

X-mas tree의 구성 요소 부분은 제어와 관련된 밸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밸브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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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２.12 The Configuration of Tree Valves (S.E.H) 

DHSV(Down-Hole Safety Valve)는 reservoir의 저류층 

생산물이 처음으로 접하는 밸브다. 즉, reservoir에서 나온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을 처음으로 제어하는 장치가 된다. 정상적인 생산 

상황에서 DHSV는 열려 있다. AMV(Annulus Master Valve)와 

AAV(Annulus Access Valve) 또는 AWV(Annulus Wing 

Valve)가 Tubing hanger를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의 압력 차를 

조절해준다. DHSV의 다음 유동 제어 장치로써 PMV (Production 

Master Valve)가 위치하게 된다. DHSV는 subsea X-mas tree 

외부에 위치한 밸브이므로 PMV가 subsea X-mas tree를 기준에서 

1차적으로 유동을 제어해주는 핵심적인 밸브가 된다. PSV 

(Production Swab Valve)와 ASV(Annulus Swab Valve)는 well 

intervention이 필요로 되는 경우 사용되는 밸브며, CIV(Chemical 

Injection Valve)는 subsea X-mas tree에서 화학적으로 처리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밸브다. 

밸브 외에도 subsea X-mas tree의 구성 요소에는 Tubing 

hanger, Tree piping, Flowline connector, Production choke 등이 

있으며, 이들은 3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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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항 Manifold 
 

Manifold는 다수의 유정으로 구성된 field layout 최적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 유정마다 설치된 subsea X-mas 

tree들로부터 나온 저류층 생산물이 Jumper를 따라 일차적으로 

Manifold로 취합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해저 생산 시스템 전체 

유동의 이상적인 분배를 결정짓는다. 

Manifold의 주된 역할은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을 조절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water injection 및 gas injection, gas lift에도 

관여를 한다. Manifold 사용의 이점은 해저 생산 시스템의 유동 

최적화를 통하여 subsea pipeline과 riser의 사용 개수를 줄일 수 

있어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비용 감소 및 그 배치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Fig ２.13 Manifold Distributing Production from Subsea Wells 
(Overview of Subsea Systems) 

 

Fig 2.1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유정으로부터 나온 라인이 

Manifold에 연결이 된다. 유정으로부터 나온 라인이 Manifold와 

연결되는 부분을 socket이라고 부른다. 각 유정으로부터 나온 

저류층 생산물은 Socket을 통해 Manifold에 모이게 되고, host 

facility로 이어지는 라인을 Manifold와 연결해주는 hub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다. Fig 2.13의 우측 그림은 3개의 유정과 

2개의 flowline으로 구성된 field development에 배치된 Manifold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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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항 Jumper 
 

Jumper의 역할은 해저 생산 시스템 내의 구성 요소들을 

연결시켜 저류층 생산물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로 

위치하는 곳은 Tree와 Manifold 사이, Manifold와 PLET 사이 

등이 있다. Jumper가 이어주는 장비에 따라 Tree와 Manifold 간의 

연결을 위한 Jumper를 Well jumper로, Manifold와 PLET 간의 

연결을 위한 Jumper를 Flowline jumper로 부른다.  

 

 

Fig ２.14 Rigid Jumper Installation (S.E.H) 

 

또한 앞서 2절 3항에서 소개한 daisy chain system에서 

Manifold 간의 연결을 위해 설치되는 라인도 Jumper다. 

 

제４항 PLET / PLEM 
 

PLET(Pipe Line End Termination) 또는 FLET(Flow Line 

End Termination)는 host facility로부터 내려오는 rigid pipeline을 

해저 생산 시스템 내의 구조물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비이다. 예를 들어, Manifold에서 Jumper를 통해 이동한 저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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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이 PLET를 거쳐 rigid pipeline(flowline)으로 이동하는 

식이다. 

PLEM(Pipe Line End Manifold) 또는 FLEM(Flow Line End 

Manifold)는 앞서의 PLET 역할에 Manifold의 역할까지 추가되는 

개념의 장비다. 즉, 독립된 Manifold를 거치지 않고 subsea X-

mas tree에서 Jumper를 통해 PLEM으로 연결이 되고 바로 rigid 

pipeline(flowline)으로 저류층 생산물이 이동하는 방법인 것이다. 

 

 

Fig ２.15 Typical Configuration of a PLEM (S.E.H) 

 

제５항 Flowline / Riser 
 

Flowline과 riser는 해저에서부터 host facility까지 저류층 

생산물을 포함한 여러 물질들을 들어오고 나가게 해주는 라인을 

의미한다. 특히, 저류층 생산물이 직접적으로 흐르는 라인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므로 엄격한 분석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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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２.16 Flowline Cross-section (Overview of Subsea System) 

 

 

Fig ２.17 Hybrid Riser Diagram (S.E.H) 

 

Riser의 경우, 크게 SCR(Steel Catenary Riser), TTR(Top 

tensioned Riser), Flexible riser, Hybrid riser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차이는 재질에서 비롯된다. Flexible riser가 rigid riser에 비해 

단위 길이당 가격이 비싼 편이다. 최근에는 이 flexible riser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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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id riser를 적절하게 혼용한 hybrid riser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Riser의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는 deep-

water environmental condition, metocean data, geotechnical 

data 등이 있다. 

해저에 놓이는 flowline의 경우, 우선 해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해저 환경에서의 longitudinal stress, hoop stress, radial 

stress 등을 계산하여 flowline의 wall-thickness의 크기를 

정해준다. 또한 해저 바닥에 놓이는 flowline의 경우, 해당 해저 

바닥에서의 currents를 계산하고 ground와의 충돌에 의한 손상도 

고려해주어야 한다. VIV(Vortex Induced Vibration), VIM(Vortex 

Induced Motion) 및 Scouring 등에 한 안정성을 고려해주는 

on-bottom stability analysis 역시 수행해주어야 한다. 이 밖에도 

free-span 상태에서의 pipeline 해석과 buckling이 일어날 가능성 

등도 고려 상이다. 

 

Table ２.1 Drivers for Flow Assurance Risks (Overview of Subsea 
Systems) 

Solid Nature/Source 
Primary

Drivers

Secondary 

Drivers 

Hydrates 
Crystal of water & gas, physically similar to 

regular ice or snow 
T, P C, WC 

Wax 
Solid paraffin deposits precipitating from oil 

or condensate 
T, C P 

Asphaltenes Solidified tar components of oil C, P T 

Scale 
Inorganic solids dropping out of produced 

water 
WC, T P 

Ice Normal water ice forming at < 32 F T WC 

Emulsion 
A suspension of small globules of one liquid 

within another liquid 
C, WC

 

Corrosion 
Change in the oxidation state of metal, oxide, 

or semiconductor 
WC, C T 

T = Temperature, P = Pressure, C = Oil Composition, WC = Water Composition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flowline과 riser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된 flow assurance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들로는 hydration, wax, asphalt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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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ice, emulsion, corrosion 등이 있으며, 이는 압력 조절, 온도 

조절, 화학 물질 주입, 물리적 제거 등의 방법에서 각각의 경우에 

맞는 처리 방법을 택하여 처리를 해야 한다. 상태가 악화되어 

flowline이나 riser 내부 전체를 막게 되면 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 

 

제６항 Host Facility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tie-in 되어 있는 해상 

시설을 의미한다. 해저 생산 시스템을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화학품들과 제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Host facility에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subsea 

processing unit의 설치를 검토하기도 한다. Host facility의 종류에 

해서는 앞선 3절에서 설명이 되었다. 

 

제７항 Umbilical 
 

Umbilical의 주된 역할은 해저 생산 시스템 내의 구성 

요소들을 제어하기 위한 서비스라인 제공에 있다. 이와 함께 화학품 

주입과 전력 공급의 역할 또한 umbilical의 주요한 기능이다. 

 

 

Fig ２.18 Subsea Umbilical Cross-section and Side View (Overview of 
Subsea System) 

 

따라서 umbilical에는 Fig 2.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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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signal cable 및 communication cable 뿐만 아니라 power 

cable, chemical injection cable 등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 

이들은 umbilical 내에서 bundle 형태로 묶여 있으며 나선형으로 

뻗어 있어 케이블들이 서로 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Umbilical 외부 steel tube의 재질은 super duplex steel이 

주로 쓰이고 있다. 

 

제８항 UTA 
 

UTA(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의 역할은 앞선 

4항에서 소개한 PLET와 유사하다. PLET가 저류층 생산물의 

이동을 위해 host facility로부터 내려오는 rigid pipeline을 해저 

생산 시스템 내의 구조물과 이어주는데 사용되는 장비였다면, 

UTA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host facility로부터 내려오는 

umbilical을 해저 생산 시스템 내의 구조물과 이어주는데 사용되는 

장비로 볼 수 있다. 즉, host facility로부터 내려온 umbilical이 

UTA를 거쳐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Fig ２.19 UTA (Oceaneer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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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９항 SDU 
 

SDU(Subsea Distribution Unit)는 단일의 umbilical line을 

복수의 라인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다. 2항에서 소개한 

Manifold가 flowline의 라인 개수를 조절하는 장비였다면, SDU는 

UTA를 통해 연결된 umbilical line을 복수의 라인으로 분산시켜 각 

구조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Fig ２.20 SDU (JohnMHenderson) 

 

제１０항 Flying Lead 
 

Flying lead의 역할은 앞선 3항에서 소개한 Jumper와 그 

역할이 유사하다. Jumper가 subsea X-mas tree와 Manifold 사이, 

Manifold와 PLET 사이 등을 연결해주는 장비인 반면, flying 

lead는 UTA 또는 SDU로부터 umbilical의 케이블들을 각 구조물에 

연결해주는 장비다. 일반적으로 Jumper에 비해 재질이 flexible한 

형태이며 역할에 따라 EFL(Electrical Flying Lead), HFL 

(Hydraulic Flying Lead) 등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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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２.21 EFL (FMC Technologies) 

 

제１１항 Protection Structure 
 

해저 생산 시스템의 고려 사항 중에는 어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한 고려도 존재한다. 어선이 그물망을 끌고 갈 때, 해저 구조물이 

접촉되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Protection structure가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Protection structure를 설치하게 되면 해양 생물과의 충돌이나 

dropped object에 한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 

상인 장비와 그룹화를 시켜 해저에 설치한다. 

 

 

Fig ２.22 Subsea Wellheads within a protection structure (FishS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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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 
 

제１절 제어 시스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서의 화학품 주입은 제어 시스템에 

의해 수행된다. 따라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저에서 운용되는 제어 시스템에 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Fig ３.1 Subsea Control System Overview (Courtesy of FMC) 

 

제어 시스템이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관여하는 주된 

부분을 간단히 요약하면, 화학품 주입 밸브의 개폐와 해저와 해상 

간의 데이터 전송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제어 시스템의 역할은 

크게 subsea X-mas tree 및 manifold, template, pipeline의 

밸브와 초크의 작동 역할과 temperature 및 pressure, sand 

detection 등의 계측을 통하여 생산 상황을 작업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저와 해상 사이의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역할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인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topside에 위치하는 구성 

요소와 해저에 위치하는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topside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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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U(Electrical Power Unit), HPU(Hydraulic Power Unit), 

MCS(Master Control Station), TUTA(Topside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 등이 있으며 해저에는 Umbilical, 

SUTA(Subsea Umbilical Termination Assembly), 

EFL(Electrical Flying Lead), HFL(Hydraulic Flying Lead), 

SCM(Subsea Control Module) 등이 있다. 

 

제１항 제어 시스템의 종류 
 

 

Fig ３.2 제어 시스템의 역사 

 

초창기의 제어 시스템은 direct hydraulic system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  이후로 piloted hydraulic system과 

sequence hydraulic system으로 발전이 되면서 response time이 

향상되었으며 long-distance tie-back 또한 가능해졌다. 



 

 30

오늘날에는 hydraulic directional control valve를 구성 요소로 

가지고, computer 및 communication system으로 이루어진 

multiplex electro-hydraulic system이 주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 밸브의 발전으로 머지 않아 all-electric control 

system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topside power 

generation 비용 및 subsea umbilical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 

 

 

Fig ３.3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 (S.E.H)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은 해저 생산 시스템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형식의 원격 조종 

시스템이다. 각각의 valve actuator는 담당 유압 라인을 통해서 

제어가 된다. 이에 따라 work-over application이나 작은 규모의 

해저 생산 시스템에 사용이 되며 주로 15km 거리 이하의 single-

satellite oil & gas field에 사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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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３.1 Prominent Featur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Direct Hydraulic Control Systems (S.E.H) 

Advantages Disadvantages Prominent Features 

• Minimum subsea 

equipment 

• Low cost 

• Reliability is high 

because the critical 

components 

• Maintenance access 

is very good 

because all critical 

components are on 

the surface 

• Very slow 

• Large number of 

hoses 

• Limited monitoring 

capabilities and 

distance limitations 

due to long 

response time and 

umbilical costs 

• Limited operational 

flexibility 

• Few system 

components 

• Simple operating 

theory 

• Minimum subsea 

equipment 

• Inherent reliability 

 

•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 

 

 

Fig ３.4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 (S.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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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은 SCM에서 hydraulic 

accumulator가 밸브의 빠른 개폐를 위해 비축된 hydraulic 

energy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4 ~ 25km 정도 거리의 

single satellite에 사용이 된다. 

 

Table ３.2 Prominent Featur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s (S.E.H) 

Advantages Disadvantages Prominent Features 

• Low cost 

• Reliability is high 

because the critical 

components are on 

the surface 

• Maintenance access 

is good because the 

majority of the 

components are on 

the surface 

• Proven and simple 

subsea equipment 

• Still slow 

• Large number of 

hoses 

• Limitation in 

distance because 

response is slow 

• No subsea 

monitoring because 

there are no 

electrical signals 

• Improved response 

time 

• Slight reduction in 

umbilical size 

• Excellent backup 

configuration 

 

• Sequenced Hydraulic Control System 

 

작동 원리는 밸브의 개폐를 위해 작업자가 wellhead control 

panel의 pressure regulator를 조절하는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과 동일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Sequenced 

hydraulic control system의 경우, SCM 안에 다수의 pilot valve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각 다른 압력에서 개폐되는 SCM 안의 

pilot valve를 통해 해당 해저 구조물에 위치하는 밸브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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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３.5 Sequenced Hydraulic Control System (S.E.H) 

 

Table ３.3 Prominent Featur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equenced Hydraulic Control Systems (S.E.H) 

Advantages Disadvantages Prominent Features 

• Improved system 

response compared 

to direct hydraulic 

control and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s 

• Reduced umbilical 

compared to direct 

hydraulic control 

and piloted 

hydraulic control 

systems 

• Small number of 

hydraulic hoses 

• Slow operation 

• The sequence of 

valve opening and 

closing is fixed 

• Distances are limited 

because response is 

slow 

• No subsea monitoring 

because there are no 

electrical signals 

• Increase in number of 

surface components 

• Increase in number of 

subsea components 

• Improved 

response time 

• Capable of 

complex control 

operations 

• Substantial 

reduction in 

umbilical size 

• Excellent backup 

configuration 

• Excellent simple 

sequenc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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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plexed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 

 

 

Fig ３.6 Multiplexed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 (S.E.H) 

 

오늘날에 주로 쓰이고 있는 multiplexed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에는 MCS(Master Control Station)가 topside에 

설치되어 있다. 이 MCS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을 처리하며 

해저의 SEM(Subsea Electronics Module)과 microprocessor를 

통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SCM 사이에 동일한 

communication line 및 electrical supply line, hydraulic supply 

line으로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SDU(Subsea Distribution 

Unit)에 연결되는 단일의 umbilical을 통해서 많은 수의 유정이 

제어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비용의 증가를 

야기했지만 오히려 umbilical 구성이 전보다 단순해지고 electronic 

비용이 줄어들어 비용에 한 밸런스를 유지했다. 언급한 장점으로 

인해 5km 이상 거리의 complex field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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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３.4 Prominent Feature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Multiplexed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s (S.E.H) 

Advantages Disadvantages 
Prominent 

Features 

• Give good response 

times over long 

distances 

• Smaller umbilical 

diameter 

• Allows control of many 

valves/wells via a single 

communication line 

• Redundancy is easily 

built in 

• Enhanced monitoring of 

operation and system 

diagnostics 

• Ideal for unmanned 

platform or complex 

reservoirs 

• Able to supply high 

volume of data feedback

• No operational 

limitations 

• High level of 

system complexity 

• Requires subsea 

electrical 

connectors 

• Increase in surface 

components 

• Increase in subsea 

components 

• Recharging of the 

hydraulic supply 

over such a long 

distance 

• Hydraulic fluid 

cleanliness 

• Materials 

compatibility 

• Limitations over 

long distance tie-

backs 

• Real-time 

system response 

• Virtually no 

distance 

limitations 

• Maximum 

reduction in 

umbilical size 

• Subsea status 

information 

available 

• High level of 

operational 

flexibility 

 

• All-Electric Control System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되는 hydraulic based 

system에서 all electric based system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all-electric control system의 가장 큰 특징은 accumulator 

charge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지연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명령 전달 및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역시 

multiplexed hydraulic control system과 마찬가지로 5km 이상 

거리의 complex field에 적합한 시스템이다. 

All-electric control system의 장점으로는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보다 시스템 구성이 단순하며 비용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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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ilical 비용이 감소되기 때문에 원거리 field에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hydraulic fluid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high-pressure and high-temperature well에 효율적이며 

hydraulic control fluid의 누수 위험이 없으므로 환경 문제에도 

상 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Fig ３.7 All-Electric Control System (S.E.H) 

 

제２항 밸브 및 초크 제어 원리 
 

• 밸브 제어 

Fig 3.8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분의 pilot valve는 그 작동에 

관여된 2개의 solenoid(Open solenoid, Close solenoid)를 가지고 

있으며, 이 solenoid들은 SEM의 solenoid driver에 의하여 

작동된다. 

밸브가 열리는 경우를 봤을 때, MCS로부터 밸브를 열라는 

명령을 받게 되면 SEM의 microprocessor가 solenoid driver를 

통해 2초 안에 open solenoid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고 해당 밸브를 

작동시키게 되는 원리다. 밸브가 닫히는 경우도 같은 원리로 밸브를 

작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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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３.8 SCM Mode – Valve Actuation (S.E.H) 

 

• 초크 제어 

 

Fig ３.9 SCM Mode – Choke Operation (S.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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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의 작동은 2개의 hydraulic actuators(open & close)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초크가 움직이는 원리는 Pawl and ratchet 

mechanism으로써, 한 번에 많은 움직임을 줄 수 없고 단계적인 

open 또는 close 작업이 요구된다. 

 

제２절 Subsea X-mas Tree 
 

 

Fig ３.10 Subsea X-mas Tree (FMC Technology)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화학품 주입 상은 subsea X-

mas tree다. Subsea X-mas tree는 해저 생산 시스템에 있어서 

reservoir로부터 나온 저류층 생산물이 가장 먼저 닿는 제어 

장비로 핵심적인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subsea X-mas 

tree를 통해서 화학품 주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학품 주입 

상으로 선정되었다. 

2장 4절 1항에서 subsea X-mas tree에 해 간략하게 

설명되었지만 이 절에서 세부 사항들을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제１항 Subsea X-mas Tree의 기능 
 

Subsea X-mas tree는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어 밸브 및 초크를 통하여 reservoir로부터 나오는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을 제어하는 production X-mas tree와 제어 밸브 및 

초크를 통해 reservoir의 압력 보상을 위해서 주입하는 물이나 

가스의 유동을 제어하는 injection X-mas tree로 나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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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언급 없이 subsea X-mas tre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production X-mas tree를 지칭한다. 

Subsea X-mas tree는 해저 바닥의 wellhead 바로 위에 

설치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 Reservoir에서 flowline으로 저류층 생산물을 이동 

• 초크를 통해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 조절 

• 밸브를 통해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 통제 

• Corrosion이나 hydrate에 한 inhibitor의 역할로 protection 

fluid 주입 

• Down-hole valve의 제어를 위한 통로 

• Down-hole gauge로의 electrical signal 통로 

• Well intervention의 통로 

• Annulus로부터의 과도한 압력 bleeding 

• Injection X-mas tree의 경우,  

물이나 가스의 주입 및 통제 

 

본 논문에서는 언급한 subsea X-mas tree의 기능 중, 

corrosion이나 hydrate에 한 inhibitor의 역할로 protection 

fluid를 주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제２항 Subsea X-mas Tree의 설계 고려 사항 
 

Subsea X-mas tree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많은 변수들이 

고려된다. 이중 표적인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나열해 보고자 

한다. 

우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온도와 압력을 들 수 

있다. Reservoir에서 해저를 거쳐 해상까지 다루어야 하는 해저 

생산 시스템에서는 온도와 압력 변화가 매우 크다. 높은 온도에서는 

강도의 손실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낮은 

온도에서는 연성 문제가 야기된다. 압력은 시스템이 놓이는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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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라서 설계 압력을 정하게 되는데, API에서 5000psi, 

10000psi, 15000psi와 같이 단위 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다음으로 저류층 생산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황하수소나 

이산화탄소에 의해 발생되는 corrosion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심 또한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수심에 따라서 견뎌야 하는 외압과 설치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어선의 그물망에 한 피해 보호를 위한 Over-Trawlable과 

외부 충격에 의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Dropped object에 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유동의 흐름 

원활화를 위해 insulation을 고려해주어야 하며 drain이나 injection, 

hydrate mitigation 등과 관련된 flow assurance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또한 subsea X-mas tree의 설계와 관련된 코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 

 

• API 6A / ISO 10423 Specification for Wellhead and 

Christmas Tree Equipment 

• API 17D / ISO 13628-4 Subsea Wellhead and Tree 

Equipment 

• ISO 13628-1 General Requirements and Recommendations 

• ISO 13628-6 Subsea Production Control System 

• API 16A / ISO 13533 Specification for Drill-through 

Equipment 

 

이 외의 관련된 내용은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BS(British Standards)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３항 Subsea X-mas Tree Configuration 
 

Subsea X-mas tree의 configuration은 subsea X-mas 

tree가 설치되는 field의 특성과 개발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표적인 subsea X-

mas tree configuration을 가지는 horizontal type 중에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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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US 2009 / 0294131 A1을 예로 configuration을 살펴 보고자 

한다. 

 

 

Fig ３.11 Subsea Horizontal X-mas Tree Configuration (Patent No.: 
US 2009 / 0294131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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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３.5 Subsea Horizontal X-mas Tree (Fig 3.11) Components 
(Patent No.: US 2009 / 0294131 A1) 

No. Component No. Component 

5 Wellbore 47 Valve support block 

20 Wellhead assembly 48 Central cylindrical opening 

22 Low pressure housing 49 Body 

24 Conductor pipe 50 Axial bore 

26 High pressure housing 51 Production passage 

28 Production tree 52 Landing surface 

30 Latch 53 Gallery seal 

31 Annular tree block mandrel 54 Latch 

32 Outer casing 55 Tubing annulus passage 

33 Main bore 56 Latch 

34 Intermediate casing hanger 57 Crown plug 

36 Intermediate casing 62 Workover passage 

38 Inner casing hanger 64 AMV 

39 Annulus tree cap 65 AAV 

40 Inner casing 66 AWV 

41 Tubing hanger 68 PMV 

42 Lower lock ring system 69 PWV 

44 Production tubing 72 XOV 

45 Tubing annulus 73 Cross-over line 

46 Valve block 76 Manifold passage 

 

AMV: Annulus Master Valve 

AAV: Annulus Access Valve 

AWV: Annulus Wing Valve 

PMV: Production Master Valve 

PWV: Production Wing Valve 

XOV: Cross-Over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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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항 Subsea X-mas Tree Type 
 

Subsea X-mas tree의 종류는 크게 horizontal type과 

vertical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type의 가장 큰 

차이점은 PMV(Production Master Valve)의 위치다. Horizontal 

type의 경우, PMV가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이 수평으로 이동되는 

부분에 위치하며, Vertical type의 경우, PMV가 저류층 생산물의 

유동이 수직으로 이동되는 부분에 위치한다. 각 type의 이름 또한 

이 같은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 것이다. 이는 Fig 3.12와 Fig 

3.13에서 그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Fig ３.12 Vertical Tree & Horizontal Tree - Vertical Tree 
(Expro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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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３.13 Vertical Tree & Horizontal Tree - Horizontal Tree 
(ExproBase) 

 

이러한 PMV의 위치 차이에 따라서 subsea horizontal X-mas 

tree는 internal tree cap을 이용하여 수직 라인을 별도로 막아줘야 

하지만, subsea vertical X-mas tree는 이미 PMV가 수직 라인에 

위치하기 때문에 바로 external tree cap을 설치하면 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subsea vertical X-mas tree가 subsea horizontal 

X-mas tree보다 크고 무겁다. 이러한 차이점 외에도 subsea 

vertical X-mas tree와 subsea horizontal X-mas tree는 tubing 

hanger가 설치되는 위치에서 차이를 보인다. Subsea vertical X-

mas tree는 tubing hanger가 tree가 아닌 wellhead에 설치가 된다. 

이에 따라서 tree를 설치하기 전에 well completion이 되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에 subsea horizontal X-mas tree는 tubing hang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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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에 설치되므로 tree가 설치가 된 이후에 well completion이 

된다. 가격에 있어서는 subsea horizontal X-mas tree가 subsea 

vertical X-mas tree보다 5 ~ 7배 정도 비싼 편이다. Subsea 

vertical X-mas tree는 intervention이 상 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주로 intervention이 적은 가스 field에 사용이 되는 반면에, 잦은 

intervention에 유리한 subsea horizontal X-mas tree는 complex 

field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제５항 Subsea X-mas Tree Components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subsea X-mas tree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에서도 표적인 구성 요소로 밸브 및 초크, 커넥터, tubing 

hanger를 들 수 있다. 

 

- Valve 

우선 subsea X-mas tree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밸브는 subsea X-mas tree 내에 여러 종류가 존재하며 크게 

production valve, annulus valve, isolation valve, service valve, 

check valve로 나눌 수 있다. 

Production valve는 생산되는 원유나 가스의 유동을 

제어해주는 밸브다. Fail safe close mechanism으로 작동하며, 

유정에 있어서 production line의 primary well barrier의 역할을 

수행하는 DHSV(Down-Hole Safety Valve)에 이어서 secondary 

well barrier의 역할을 수행하는 PMV(Production Master 

Valve)와 역시 fail safe close mechanism으로 작동하며, PMV의 

백업 역할을 수행하는 PWV(Production Wing Valve)로 구성되어 

있다. PMV와 PWV 모두 정상적인 생산 상황에서는 원유나 가스를 

production choke valve에서 flowline까지 이동시키게 해주기 위해 

열린 상태로 있다. 

다음으로 annulus valve는 production line 주위를 두르는 

annulus line을 제어하기 위한 밸브다. Fail safe close 

mechanism으로 작동하며, 유정에 있어서 annulus line의 primary 

well barrier의 역할을 수행하는 cap rock 및 production casing 

cement, production packer, tubing below the DHSV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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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well barrier의 역할을 수행하는 AMV(Annulus Master 

Valve)와 역시 fail safe close mechanism으로 작동하며, AMV의 

백업 역할을 수행하는 AWV(Annulus Wing Valve), annulus로의 

접근 및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AAV(Annulus Access Valve)로 

구성되어 있다. AMV는 정상적인 생산 상황에서 annulus 압력을 

체크하기 위해 열려 있으며, AWV는 정상적인 생산 상황에서는 

닫혀 있고 gas lift injection 시에만 열리게 된다. AAV 역시 

정상적인 생산 상황에는 닫혀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열린다. 

Isolation valve는 압력 테스트나 down-hole line에의 접근을 

위해 이용되는 밸브다. Isolation valve의 종류에는 PIV(Production 

Isolation Valve), AIV(Annulus Isolation Valve)가 있다. 

Service valve는 subsea X-mas tree에서 문제 발생 시에 

메탄올과 같은 화학 물질을 주입하기 위한 밸브다. 주입되는 화학 

물질의 종류와 주입되는 위치에 따라서 CIDV(Chemical Injection 

Down-hole Valve), CITV(Chemical Injection Tree Valve), 

MIDV(Methanol Injection Down-hole Valve), MITV(Methanol 

Injection Tree Valve) 등이 존재한다. 

Check valve는 one way valve type으로써 service line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원유나 가스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밸브다. Service valve와 check valve가 함께 사용되는 예는 Fig 

3.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３.14 Service valve의 적용 예시 (J P KENNY) 

 

이러한 밸브들은 설치되는 수심에 따른 최  및 최소 압력 

capacity를 만족해야 하며 pressure, force balance,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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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effect 등을 고려해주어야 한다. 밸브의 qualification 및 

performance verification은 API 6A(ISO 10423), API 17D(ISO 

13628-4) 규정에 따른다. 

 

- Choke 

초크는 reservoir로부터 올라오는 저류층 생산물의 압력과 그 

생산률을 제어한다. 주로 압력 및 유동 억제형 밸브를 사용하며, 

비교적 높은 유체 속도에 노출된 상태를 유지하므로 부식 및 

침식률이 높은 편이다. Subsea X-mas tree 내의 choke bridge 

부분에 위치한다. 유동의 흐름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production wing valve 다음에 놓이게 된다. 

 

 

 

Fig ３.15 Orifice Configuration (ISO 13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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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operating pressure 및 

temperature, flow media에 따라서 최적의 타입을 결정한다. 

표적인 초크로는 rotating disc, sliding sleeve and seat, needle 

and seat, multistage, plug and cage, cage and external sleeve 

등이 있으며 그 형상은 Fig 3.15와 같다. 

초크는 upstream & downstream presser, flow rate, fluid 

density, temperature, choke flow capacity(CV)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Choke flow capacity(CV)는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FCL(Fluid Controls 

Institute), ISA(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등에서 criterion 

for seat pressure test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ISO 13628-4 

규정에 따른다. 

 

- Tree connector 

 

 

Fig ３.16 Subsea X-mas Tree & Wellhead (Offshore Giant) 

 

Subsea X-mas tree가 wellhead에 안전하게 연결될 수 있게 

하는 장비다. Tree connector의 종류에는 hydraulic connector, 

mechanical connector, collet connector, H4 type connector 등이 

있다. Tree connector 역시 ISO 13628-4 규정을 따른다. 

이 중에서 표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은 hydraulic connecto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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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Tree Running Tool)의 WOCS(Work-Over Control 

System)으로부터 hydraulic pressure를 제공받아서 작동한다. 이 

hydraulic fluid의 압력으로 조인트가 고정됨으로써 subsea X-mas 

tree와 wellhead가 연결되어 고정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결 

방법은 Fig 3.17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Fig ３.17 Hydraulic Connector의 체결 방법 (Offshore Gi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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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bing Hanger 

Tubing hanger의 주된 역할은 tubing string을 지탱하는 

것이다. 그리고 tubing과 casing 사이의 annulus를 봉쇄해준다. 

또한 내부에 여러 hole을 통해 wireline을 이용한 annulus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Fig ３.18 Typical Tubing Hanger Penetration Configurations 

 

이는 SCSSV(Surface-Controlled Subsurface Safety Valve) 

control, chemical injection, monitoring을 위한 conduit 통로 확보 

역할을 수행한다. 

 

Table ３.6 Tubing Hanger Type 

Horizontal Tree Vertical Tree 

Tubing hanger 

위치 
In the Tree In the Wellhead 

측면 통로 O X 

Type 

(Normally 

used) 

Concentric tubing 

Hanger 

Multibore tubing 

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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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항 Subsea X-mas Tree의 Control System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subsea X-mas tree의 제어 

시스템은 원격 제어가 가능한 multiplex system이다. 따라서 생산 

시에 밸브의 actuation 뿐만 아니라, 압력 및 온도까지 연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태는 PCS(Production Control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니터링은 계측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계측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압력 및 온도를 계측하는 센서는 production flow 및 

upstream and downstream choke, annulus, production tubing 등 

필요한 위치마다 설치된다. 이를 통해 어느 곳이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센서는 경우에 따라 redundancy를 위해 복수 

구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sand나 erosion을 감지하기 위한 

sand probe와 erosion probe가 있으며, 저류층 생산물의 

individual phase flow rate를 측정하기 위한 multiphase flow-

meter 또한 설치된다. 

 

제７항 Subsea X-mas Tree Function List 
 

해저 생산 시스템의 핵심 장비인 subsea X-mas tree는 아직 

국내에서 설계 기술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저 생산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는 시장 

진입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subsea X-

mas tree 설계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반드시 안전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서울 학교 조선해양공학과 

InSDeL (Interdisciplinary Structural Design Lab.)과 

DSME(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신사업 R&D에서 위험도 기반 subsea X-mas tree 설계 기술 

확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물 중 하나로써 

subsea X-mas tree의 function list를 작성하였다. 내용은 Table 

3.7와 Table 3.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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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３.7 Function List(Subsea X-mas Tre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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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３.8 Function List(Subsea X-mas Tree)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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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위험도 분석 방법론 
 

 

제１절 FSA(Formal Safety Assessment) 
 

1988년 Piper Alpha 사고를 계기로 해양에서의 안전성에 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전성 평가 방법론에 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FSA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제시된 시점은 

2002년이다. IMO rule-making process로써 MSC Circ.1023 / 

MEPC Circ.392에서 승인이 된 것이다. ④ 

FSA는 위험도 분석과 비용 편익 평가를 포함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명, 재산, 환경 등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안전성 분석 방법론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IMO rule-

making process로 제시된 FSA의 주 목적은 선종에 한 정량적인 

안전성 수준 확인, 새로운 룰에 한 안전성 평가, 기존 룰 및 

개선된 룰에 한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에 있다. 

FSA 평가 방법론은 크게 Preparatory step 및 5단계로 

구분이 된다.  

 

• Step 0: Preparatory Step 

• Step 1: Identification of Hazards 

• Step 2: Risk Analysis 

• Step 3: Risk Control Options 

• Step 4: Cost Benefit Assessment 

• Step 5: Recommendations for decision-making 

 

이를 flow chart로 표현하면 Fig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④ www.im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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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４.1 Framework of FSA 

 

제１항 Preparatory Step 
 

FSA에서 다뤄질 주요한 문제들과 그 문제들과 관련된 주요 

제약조건들을 정의함으로써 FSA의 과정은 시작된다. 이러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preparatory step에서 수행한다. 선박의 경우에 

있어서 이 단계에서 구체화해야 할 사항들에 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⑤ 

 

1. Ship category (e.g. type, new or existing, type of cargo); 

2. Ship systems or functions (e.g. layout, subdivision, type 

of propulsion); 

3. Ship operations (e.g. operations in port and/or during 

navigation); 

4. External influences on the ship (e.g. Vessel Traffic 

                                            
⑤ MSC Circ. 1032 MEPC Circ.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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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5. Accident category (e.g. collision, explosion, fire); and 

6. Risks associated with consequences such as injuries 

and/or fatalities to passengers and crew, environmental 

impact, damage to the ship or port facilities, or 

commercial impact. 

 

제２항 Hazard Identification 
 

위험 요소들을 정의하고 그와 관련된 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여 각 시나리오에 한 중요도를 정하는 작업을 HAZID 

(Hazard Identification)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 새로운 

위험요소들과 과거에 고려되었던 위험요소들을 모두 찾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견해와 기존의 

사고에서 얻어진 데이터베이스가 이용된다. 

HAZID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되는 표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What-if/check list analysis 

- FMEA (Failure Modes and Effects Analysis) 

-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analysis 

- Pareto analysis 

 

본 논문에서는 통계 자료들을 활용하여 위험요소를 찾고 이를 

FMEA sheet로 표현하는 것으로 HAZID를 수행하였다. 

FMEA는 기계장비나 전자장비의 오작동 및 그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는 정성적인 분석방법이다. FMEA는 시스템 내부 요소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의 성능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개발 초기 상태에서 신뢰성 

분석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개념 또는 초기 설계 

단계에 수행되어 가능성 있는 모든 고장 유형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고장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⑥ 

                                            
⑥ 문경태, 2010, 선박의장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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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４.2 FMEA Process Flow Chart (M.H.Korayem, 2007) 

 

Fig ４.3 Example of FMEA Sheet (FMEA Info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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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EA에 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⑦ 

 

• FMEA의 배경 

FMEA는 고장 분석을 위한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체계적인 기술 

중에 하나이다. FMECA는 [미 국방성]에 의해 개발되었다. 첫 

번째 가이드라인은 미 군사규격 [1949]년 9월 9일에 제정한 

[MIL-P-1629] “Procedures for performing a failure mode, 

effects and criticality analysis”이다.  

 

• FMEA의 정의 

제품/공정의 잠재적 고장과 그 고장의 영향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잠재적 고장 발생의 기회를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하고, 고장 및 원인에 한 검출능력을 판단하여 

예방가능성을 높이고, 전 과정을 문서화한다. 

 

• FMEA의 실시 목적 

FMEA의 실시 목적은 고장모드와 그 영향에 관한 부석기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안전도 해석이라는 영역까지 

확 하여 FMEA의 실시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시스템 운용의 안전성을 높이는 설계 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시 

- 초기 설계단계에서 시스템의 경계에 있는 문제를 명확화 

(여기서 경계란 고장모드 또는 원인 등에 한 정확한 

식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시스템 또는 서브시스템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단일의 

고장모드에 한 영향 및 원인 등을 명확화 

- 초기 단계에서 시험계획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 

- 시스템의 안전성 예측, 평가 또는 기타 안전성의 연구에 해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 즉 특정 목적에 맞는 FMEA 

worksheet에 고장모드와 원인 그리고 영향 등을 기록하여 

관리. 따라서 FMEA는 하나의 시스템에 한 이력서  

 

 

                                            
⑦ 문경태, 2010, 선박의장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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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EA의 특징 

- 시스템 내부요소의 고장유형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유형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방법. 

- 시스템 수준과 컴포넌트 수준의 위험도 분석에 모두 사용 

가능한 분석법 

- 잘 정의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면 어떤 경우든 적용가능 

-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현장 조사를 

통해 수행되기도 하며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interdisciplinary team이 직접 분석을 

하기도 함 

- 잠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에 한 정성적인 

기술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개선안들을 제시 

- 고장의 빈도수와 고장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 

 

• 일반적인 적용분야 

- 선박 내 화재 진압 장비나 스티어링 시스템, 추진 시스템 

등과 같은 기계, 전기 장비의 초기 분석에 이용  

- 장비 유지를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함. (분석을 통한 

장비의 고장 유형 및 빈도수 예측) 

- 고장 해결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제３항 Risk Analysis 
 

앞선 과정에서 파악된 위험요소와 그와 관련된 사고 

시나리오에 하여 위험도를 평가하는 작업을 risk analysis 

단계에서 수행한다. 정량적인 의미로써 표현된 위험도 값은 

위험요소의 발생빈도(frequency)와 그 피해결과(consequence)의 

곱으로 정의된다. 즉, 위험도를 구한다는 것은 해당 시나리오에 

한 발생빈도와 피해결과 둘 모두를 구한다는 의미다. 위험도의 

종류는 크게 인명에 한 위험도, 재산에 한 위험도, 환경에 한 

위험도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생확률에 한 과거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확률 기반의 접근 

방법을 통해 발생확률을 구한다. 이 단계에서 표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사고에 한 발생 빈도를 분석하는 FTA(Faul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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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와 사고에 한 피해 결과를 분석하는 ETA(Event Tree 

Analysis)가 있다. 

 

• Fault Tree Analysis⑧ 

 

FTA란 Bell 전화연구소의 H. A. Watson에 의해 고안되고, 

1965년 Boeing 항공사의 D. F. Haasl에 의해 보완됨으로써 

실용화되기 시작한 시스템의 고장해석방법으로 ICBM 계획의 

안전성 해석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은 시스템의 고장을 발생시키는 사상(event)과 

그의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논리기호(AND 와 OR)를 사용하여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고장목(Fault Tree)을 만들고, 

이에 의거하여 시스템의 고장확률 혹은 사고의 발생확률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낸다. 이는 시스템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계량적 고장해석 및 신뢰성 평가 방법으로써 연역적 사고 

방식으로 시스템의 고장을 결함수 차트를 통한 탐색으로 어떤 

부품이 고장의 원인이었는가를 찾아내는 해석기법이다.  

결함수 분석은 사고 혹은 보다 일반적인 체계 고장의 잠재 

원인을 결정하고, 고장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는 

고장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기 위하여, 고장 확률을 도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하위 체계(subsystem)나 

구성품(component), 부품으로 해부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특히 

적절하다. 

분석은 당면한 체계에 한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제공한다. 

즉, 시스템의 고장 원인들의 관계를 불리언 논리 게이트(Boolean 

logic gate)를 이용하여 도해적으로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말하며, 시스템이 가동되는 상태보다는 고장이 발생하는 상태만을 

고려하여 부품 고장과 시스템 고장간의 관계를 논리 게이트로 

나타낸 사상수를 결함수라 한다.  

결함수분석은 복잡하고 형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및 

안전성 분석에 널리 이용되는 기법으로 시스템의 각 단위 부품의 

고장을 기본 고장(primary failure or basic event)이라 하고, 

시스템의 결함 상태를 시스템 고장(top event or system 

                                            
⑧ 문경태, 2010, 선박의장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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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이라 하여 이들의 관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특히 시스템 신뢰성 측면에서의 결함수분석은 시스템고장을 

발생시키는 사상(event)과 그의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논리기호 

(AND와 OR)를 사용하여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결함수를 만들고, 이에 의거 시스템의 고장확률을 구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아내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개선하는 계량적 

고장해석 및 신뢰성 평가방법이다. 

  

 

Table ４.1 Description of Event 

 
 

Table ４.2 Description of Gate 

 
 

- 방법  



 

 62

 

1. 정성적 평가  

1) Cut set의 결정: 분석하려는 시스템이 fault tree로 작성되면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기본 고장 집합으로 구성되는 Cut set을 

구할 수 있다.  

2) Minimal cut set의 결정: Minimal cut set은 시스템 고장을 

유발시키는 필요 불가결한 기본 고장들의 집합이며, 분석하려는 

시스템 고장은 이러한 minimal cut set의 합집합(union)으로 

표시한다. 

 

2. 정량적 평가 

1) 기본 고장에 한 신뢰도 정보량을 구한다.  

2) Minimal cut set에 한 신뢰성 정보량을 구한다. 

3) 시스템 고장에 한 신뢰성 정보량을 얻는다 

 

- 수행절차 

 

1. 정상사상(Top Event) 설정  

재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해석할 재해를 결정한다.  

재해발생 확률의 목표 값을 정한다.  

2. 상 플랜트, 프로세스의 특성을 파악  

해석하려는 시스템의 공정과 작업내용을 파악한다.  

재해와 관련된 설비 배치도, 재료 배치도, 운전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이를 숙지한다.  

예상되는 재해에 하여 과거의 재해 사례나 재해 통계 등을 

활용하여 가급적 폭넓게 조사한다.  

재해와 관련된 작업자 실수(Human Error)에 하여 그 

원인과 영향을 상세히 조사한다.  

3. FT 작성 

정상사상에 한 1차 원인을 분석한다.  

정상사상과 1차 원인과의 관계를 논리 게이트(Gate)로 

연결한다.  

1차 원인에 한 2차 원인(결함사상)을 분석한다. 

1차, 2차 원인에 한 관계를 논리 게이트로 연결한다.  



 

 63

위의 두 작업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기본사상(Basic 

Event)까지 반복 분석한다.  

4. Fault Tree 구조해석  

작성된 fault tree를 수학적 처리(Boolean Algebra)에 의해 

간소화 한다.  

Minimal cut sets, Minimal path sets를 구한다.  

정상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중간 및 기본 사상을 

파악한다. 

5. FT 정량화  

기본사상의 발생빈도나, 고장률, 에러 데이터 등을 정리하여 

중간사상 및 정상사상의 발생확률을 계산한다.  

재해발생 확률 계산 결과는 과거의 재해 또는 유사한 재해의 

발생률과 비교하고 현격한 차이가 날 경우는 작성된 FT에 

하여 재검토를 한다.  

6. 해석 결과의 평가  

재해 발생 확률이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책을 수립한다.  

 

 

Fig ４.4 Fault Tree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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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４.5 FTA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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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４.6 Example of Fault Tree 

  

• Event Tree Analysis 

 

Event tree는 초기사건으로부터 출발하여 최종 결과로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타내준다. 이러한 event tree의 표현은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각 과정에 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건과 관련된 안전장치들은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동한다. 사건의 발생에 한 확률은 

사건에 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 값을 이용하며, 없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FTA를 수행함으로써 찾아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건의 발생, 즉 초기 사건 값이 주어지면 그 다음 과정(관련 

안전장치 등의 작동)을 event tree로 표현한다. 그 과정은 도면이나 

관련 자료,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작성된다. 

Event tree의 작성이 완료되면 각 과정, 즉 각 시나리오에 

한 결과를 분석한다. 정량적인 분석은 각 시나리오에 해서 결과 

분석을 통하여 정량화된 위험도 값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ETA 수행 절차에 해서 단계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기사건(Initial Event) 설정  

재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초기사건을 선정한다.  

2.  초기사건으로 인한 사고결과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 확인 

초기사건과 관련된 시스템의 안전요소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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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시간 별 작동 조치 순으로 도표의 상부에 나열한다.  

3.  ET 작성 

선정된 초시사건을 사건 수 도표의 왼쪽에 기입한다. 

안전요소의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 두 가지 경로로 나눈다.  

4. 사건결과 확인 

안전요소의 성공 또는 실패의 경로 별로 

사고의 형태 및 그 결과를 우측에 기술한다. 

5. 사고결과 상세 분석 

사고결과가 허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을 초과할 경우,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책을 수립한다. 

 

 

 

Fig ４.7 Example of Event Tree (IEC 61511) 

 

제４항 Risk Control Options 
 

상에 한 위험도 결과를 바탕으로 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조정이 가능한 요소(Risk Control Measure)들을 찾아내는 작업을 

risk control options 단계에서 수행한다. RCO(Risk Control 

Options)의 의미는 위의 조정 가능한 요소 중에서 실현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RCO를 찾아내는 방법에는 HAZID의 결과보고서를 이용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2번째 단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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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nalysis 결과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때 RCT(Risk 

Contribution Tree)를 그려서 RCO를 찾아낼 수 있다. RCT는 

전체적인 위험도를 표현한 tree로써 작성한 fault tree와 event 

tree를 연계하여서 사고의 발생과 그 결과를 통합시킨 형태이다. 

Fault tree에서는 fault tree의 구성을 변화시켜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RCO를 추출할 수 있으며, event tree에서는 각 

가지의 확률 값을 변경시켜 사고 결과를 줄일 수 있는 RCO를 

추출할 수 있다. 

 

 

Fig ４.8 Example of Risk Contribution Tree (P Loi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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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항 Cost Benefit Analysis 
 

Risk control options 단계에서 찾은 RCO 들에 해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적용하였을 때의 이익을 계산하여 

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cost benefit analysis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찾아낸 RCO들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조선 분야에서 효율성 평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척도로 CAF(Cost of Averting a Fatality)가 있다. CAF는 크게 

GCAF(Gross Cost of Averting a Fatality)와 NCAF(Net Cost of 

Averting a Fatality)로 나눌 수 있다. GCAF와 NCAF의 차이점은 

NCAF의 경우 비용과 동시에 이익까지 고려해주는 반면에, 

GCAF는 순수 비용만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평가한다는 점이다. 

 

- NCAF 

 

  

- GCAF 

      

 
: risk control option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 
: RCO를 도입함으로 생기는 경제적인 이익 
: RCO를 도입함으로 저감되는 위험도 수준 

 

이와 같이 계산된 NCAF 및 GACF에 한 효율성 기준은 

Table 4.3과 같다.  

 

Table ４.3 Cost Effectiveness Criteria (IM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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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항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RCO에 한 효율성 평가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RCO를 도입할 

것인지에 한 결정을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단계에서 수행한다. 또한 분석한 RCO가 다수일 경우에는 각 

RCO간의 비교를 제시한다. 각 RCO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최  

위험도와 가격 효율성 등이 비교 항목에 포함된다. 비교를 통해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RCO 우선 순위를 선정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FSA의 standard reporting format은 

다음과 같다. ⑨ 

 

1 TITLE OF THE TRIAL APPLICATION 

 

2 SUMMARY (maximum 1/2 page) 

2.1 Executive summary: scope of the application and 

reference to the paragraph defining the problem 

assessed and its boundaries. 

2.2 Actions to be taken: type of action requested (e.g. for 

information or review) and summary of the final 

recommendations listed in section 7. 

2.3 Related documents: reference to any supporting 

documentation. 

 

3 DEFINITION OF THE PROBLEM (maximum 1 page) 

3.1 Definition of the problem to be assessed in relation to 

the proposal under consideration by the decision-

makers. 

3.2 Reference to the regulation(s) affected by the proposal 

to be reviewed or developed (in an annex). 

3.3 Definition of the generic model (e.g. functions, features, 

characteristics or attributes which are relevant to the 

problem under consideration, common to all ships of the 

type affected by the proposal). 

                                            
⑨ MSC Circ. 1032 MEPC Circ.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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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ACKGROUND INFORMATION (maximum 3 pages) 

4.1 Lessons learned from recently introduced measures to 

address similar problems. 

4.2 Casualty statistics concerning the problem under 

consideration (e.g. ship types or accident category). 

4.3 Any other sources of data and relevant limitations. 

 

5 METHOD OF WORK (maximum 3 pages) 

5.1 Composition and level of expertise of those having 

carried out the application (name and expertise in an 

annex). 

5.2 Description on how the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in terms of number of meetings, organization of working 

groups, etc. 

5.3 Start and finish date of the assessment. 

 

6 DESCRIPTION OF THE RESULTS ACHIEVED IN EACH 

STEP (maximum 10 pages) 

For each step, describe: 

.1 method and techniques used to carry out the assessment; 

.2 assumptions or limitations, if any, and the basis for them; 

and 

.3 outcomes of each step of the FSA methodology, 

including: 

 

STEP 1 - HAZARD IDENTIFICATION:  

- prioritised list of hazards 

- identified significant accident scenarios 

 

STEP 2 - RISK ANALYSIS:  

- types of risk (e.g. individual, societal, environmental, 

business) 

- presentation of the distribution of risks depend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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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under consideration 

- identified significant risks 

- principal influences that affect the risks 

- sources of accident and reliability statistics 

 

STEP 3 - RISK CONTROL OPTIONS: 

- what hazards are covered by current regulations 

- identified risk control options 

- assessment of the control options as a function of their 

effectiveness against risk reduction 

 

STEP 4 - COST BENEFIT ASSESSMENT:  

- identified types of cost and benefits involved for each 

risk control option 

- cost-benefit assessment for the entities which are 

influenced by each option 

- identification of the cost effectiveness expressed in 

terms of cost per unit risk reduction 

 

STEP 5 -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 objective comparison of alternative options 

- discussion on how recommendations could be 

implemented by decision-makers 

 

7 FINAL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maximum 2 1/2 pages) 

List of final recommendations, ranked and justified in an 

auditable and traceable manner.  

ANNEXES (as necessary) 

.1 name and expertise of the experts involved in the 

application 

.2 list of references 

.3 sources of data 

.4 accident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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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echnical support material 

.6 any further information 

 

제２절 FSA 적용 방법 
 

해저 화학품 시스템의 위험도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과정을 FSA를 따라 수행하였다. 조선 분야에서 

표적으로 쓰이고 있는 방법론이지만, 본 논문의 위험도 분석 

상인 해저 화학품 시스템의 위험도 분석에 특화되어 있거나 

공식적인 방법론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FSA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본 논문의 위험도 분석 상에 

적용하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FSA 단계에서 사전 단계인 preparatory step, 첫 번째 

단계인 HAZID, 두 번째 단계인 risk analysis, 세 번째 단계인 

risk control options에서의 적용 방법은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네 번째 단계인 cost benefit analysis의 경우, 기존의 

FSA에서는 인명에 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 척도 또한 

NCAF와 GCAF를 사용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재산에 한 

피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NCAF나 GCAF를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순수하게 위험도 저감 방안에 해 드는 

비용과 위험도 저감으로 인한 이득을 비교하는 benefit-cost 

ratio를 평가 척도로 이용하였다.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FSA의 두 번째 단계인 

risk analysis 단계에서 비용으로 정량화한 위험도 수준을 가지고 

세 번째 단계인 risk control options 단계를 거쳐 위험도 저감 

방안을 찾고, 찾은 위험도 저감 방안을 benefit-cost ratio를 

통하여 적용하였을 때의 효율성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 

단계인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 이용되는 보고서 형식이 1절에 제시되어 

있지만 cost-benefit analysis 단계의 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형식으로 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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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한 위험도 저감 방안 분석 
 

제１절 FSA를 기반으로 한 Subsea X-mas Tree
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한 위험도 저
감 방안 분석 

 

본 논문은 IMO의 공식 안전성 평가 방법론인 FSA를 이용하여 

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한 위험도 

저감 방안 분석을 위하여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위험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FSA에 제시된 5단계의 논리적인 절차를 따라서 

어떻게 위험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Fig ５.1 Framework of FSA (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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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Preparatory Step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상에 관련하여 다뤄질 주요한 

문제들과 그와 관련된 주요 제약 조건들을 정의한다. 

 

• 시스템 정의 

FSA를 수행하기 위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구성을 

단순화하여 Fig 5.2와 같이 정의하였다. 

 

 

Fig ５.2 Configuration of 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주입 상은 subsea X-mas 

tree다. Hydrate와 같은 blockage의 징후가 발생하면 sensor에 

의해 감지되어 SCM(Subsea Control Module) 속의 SEM(Subsea 

Electronics Module)을 거쳐 해상의 host facility의 MCS(Master 

Control Station)로 정보가 전달된다. MCS는 정보를 받게 되면 

chemical injection unit으로 화학품을 주입하라는 명령 신호를 

내리게 된다. 그로 인해 umbilical의 chemical line을 따라 화학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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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게 되고 해저면에 위치한 SDU(Subsea Distribution Unit)과 

chemical jumper를 거쳐 상 장비로 주입되게 되는 처리 과정을 

가지고 있다. 

 

• 제어시스템 선정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은 전체 해저 생산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을 한다. 따라서 어떠한 타입의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구성이 

바뀌게 됨으로 제어 시스템의 타입에 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컴퓨터를 통해 시스템을 제어하며 5km 이상의 원거리 complex 

field에 적용이 가능하여 현재 주로 이용되고 있는 multiplex 

electro-hydraulic system(Fig 5.3)을 제어 시스템으로 

선정하였다. 

 

 

Fig ５.3 Multiplex Electro-Hydraulic Control System 

 

• 상 field 선정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이 적용될 field는 해저 생산 시스템의 

특성에 맞도록 수심 1000m 이상의 field 중에서 고려하였다. 그 

결과 operating water depth가 1300m인 Angola 지역의 Xikom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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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를 상 field로 선정하였다. ExxonMobil이 operator로 되어 

있으며 FPSO XIKOMBA를 host facility로 사용하는 이 field는 

4개의 production well과 1개의 gas injection well, 4개의 water 

injection well로 총 9개의 well로 구성되어 있다. 이 field의 하루 

최  oil 생산량은 90MBOPD(Thousand Barrels of Oil Per 

Day)이며, gas processing 또한 115MMscfd(Million standard 

cubic feet per day)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분석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발생으로 인한 재산에 한 피해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위험도 

저감 방안에 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subsea X-mas tree에서 blockage가 발생하였을 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처리 과정을 

시나리오로 설정하여, 위험도 모델을 구성하여 각 시나리오에 한 

재산 피해의 정도를 다루었다. 

 

제３절 HAZID(HAZard IDentification) 
 

HAZID의 목표는 위험요소와 그와 관련된 사고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그 중요도를 정하는 것이다. HAZID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들에는 FMEA(Failure Modes & Effects Analysis) 및 

Pareto analysis, checklist analysis 등 다양하게 있지만 여기서는 

통계 자료(OREDA(Offshore Reliability Data) 5th Edition Volume 

2 – Subsea Equipment)에 기록된 사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HAZID를 수행하고, 이를 FMEA sheet를 

통해 문서화하였다. HAZID 수행에 따른 위험 요소 목록은 Table 

5.1과 같다. 신호 라인의 접합부와 같이 상 적으로 위험도가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위험 요소 목록에서 제외시켰고, 이에 따라 

위험도 분석 단계에서도 고려되지 않는다. 위험 요소 목록이 작성이 

되었으면, 각 위험 요소의 failure mode를 찾아주어야 한다. Failure 

mode에 한 목록은 Table 5.2와 같다. Failure mode 중에서 

Other/unknown failure mode는 1번에서 11번까지의 failure mode 

이외의 모든 failure mod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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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５.4 HAZID 결과 

 

 

Table ５.1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위험 요소 목록 

1 Sensor 

2 SEM(Subsea Electronic Module) 

3 Signal line 

4 MCS(Master Control Station) 

5 Chemical injection unit 

6 Chemical line 

7 Chemical injection coupling(SDU) 

8 Chemical injection coupling(Tree) 

9 Chemical jumper 

10 Valve ope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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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５.2 Failure modes 

1 abnormal instrument reading 

2 combined/common cause 

3 control/signal failure 

4 erratic output 

5 fail to function on demand 

6 insufficient power 

7 short circuit 

8 spurious operation 

9 transmission failure 

10 external leakage – process & utility medium 

11 plugged/choked 

12 other/unknown failure mode 

 

위와 같이 수행된 HAZID 결과를 바탕으로 문서화를 위하여 

FMEA sheet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FMEA sheet의 목록은 크게 

Description of equipment 및 Failure analysis, Failure effect, 

Mitigation measures, Remark로 나누었으며, Description of 

equipment의 하부 항목으로는 Equipment Number 및 Equipment 

name, Function, Operational mode를 기재하고, Failure analysis의 

하부 항목으로는 Failure mode와 Causes를 기재하고, Failure 

effect의 하부 항목으로는 Local effect와 Final effect를 

기재하였다. 각 요소 별로 나열된 항목을 채워 최종적인 FMEA 

sheet가 Table 5.3과 같이 작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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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５.3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 FME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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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Risk Analysis 
 

앞서 파악된 위험 요소와 관련된 사고 시나리오에 하여 발생 

확률과 피해 결과를 분석하여 위험도(Risk)를 평가한다. 위험도는 

위험 요소의 발생빈도(Frequency)와 피해결과(Consequence)의 

곱으로 정의되는데, 피해 결과의 종류에 따라 인명에 한 위험도, 

재산에 한 위험도, 환경에 한 위험도로 구분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blockage의 화학적 처리 실패로 인한 재산에 한 

위험도만 다룬다. 사고 발생 빈도 분석에 이용되는 FTA(Fault 

Tree Analysis)와 사고 결과 분석에 이용되는 ETA(Event Tree 

Analysis)를 통해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험도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자료인 OREDA는 subsea equipment들에 한 failure 

rate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ETA나 FTA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component의 reliability data는 failure probability이기 

때문에 OREDA에 명시된 가정(failure rate function is constant 

and independent of time)을 따라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failure rate를 람다로 가지는 exponential distribution 형태의 확률 

밀도 함수(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t)(Eq 5.1)로 

가정하고, 이를 적분하여 확률 분포 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t)(Eq 5.2)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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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해석에 필요한 component의 failure probability를 

구한다. 

Event tree에 있어서, 초기 사건인 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blockage의 발생은 blockage 처리 방법(화학적 처리, 물리적 처리, 

heating & depressurization 등)에 따라 구분된 통계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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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으로 인하여 전체 flowline blockage 발생 중에서 50%가 

화학적 처리를 통해 사고를 해결한다고 가정을 하였다. 따라서 연간 

0.00367의 확률을 가지는 전체 flowline blockage probability의 

50%인 0.00184가 초기 사건 확률로 적용되었다. 이후 초기 

사건으로 인한 사고 결과를 처리하는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처리 과정에 따라 Event tree가 작성되었다. 처리 과정은 시스템 

정의에 따라서 Sensor - SEM – Signal line – MCS – Chemical 

injection unit – Chemical line – Chemical injection 

coupling(SDU) - Chemical jumper – Chemical injection 

coupling(Subsea tree) - Valve open 순으로 거치게 되는데 이를 

branching point의 관점에서 표현하게 되면 Sensor에 의한 감지 – 

정보 수신 및 해석 – 정보 전송 (Subsea -> Host) - 명령 신호 – 

화학품 주입 – 화학품 전달 (Host -> Subsea) - Subsea infra와 

연결 – 화학품 전달 (Subsea -> Tree) - Tree와 연결 – Valve 

open으로 표현될 수 있다. Process의 마지막 순서에 있는 valve 

open의 경우에는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과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별개로 valve open이 실패하는 경우(fail to 

function on demand)를 top event로 두는 fault tree의 작성을 

통하여 그 확률을 구한다(Fig 5.5, Table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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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５.5 FTA of Valve Open System 

 

Table ５.4 Component Data of Valve Open System 

 
Components 

Failure 

Rate 
Probability 

1 Valve position sensor 2.01 0.017453492  

2 SEM 4.93 0.042267531  

3 Signal line 0.27 0.002362405  

4 MCS 11.62 0.096781876  

5 HPU 0.9 0.007853003  

6 Hydraulic line 1.61 0.014004610  

7 Accumulator 0.15 0.001313137  

8 Solenoid control valve 0.76 0.006635487  

9 Utility isolation valve 0.37 0.00323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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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행을 통해 얻은 Valve open system의 failure 

probability 값은 0.19059다. 이를 event tree의 마지막 branching 

point인 Valve open에 적용시킨다. 

Consequence의 경우, 앞서 언급한 로 생산 지연에 따른 

재산에 한 위험도를 다루고 있으므로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생산 지연(해당 사고 관련 component의 수리 기간)에 

따른 손실을 장비 수리 기간과 하나의 well의 단위 시간 당 생산량, 

Oil 가격(108.84$/bbl, WTI, 2012 3/1 기준)의 곱으로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장비의 수리 비용 또한 위험도 계산의 고려 상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생산 지연 손실에 비해 상 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하였다. 

최종적인 risk(단위: $/year)는 앞서 구한 frequency와 

consequence의 곱으로 표현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ETA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Fig 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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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５.6 ETA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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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각 branching point의 연간 risk 값으로 정리를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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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５.5 각 Branching Point의 연간 Risk(단위: $/year) 

Branching Point Risk 

Sensor에 의한 감지 484.97

정보 수신 및 해석 125.29

정보 전송 (Subsea → Host) 0.38

명령 신호 141.15

화학품 주입 0.59

화학품 전달 (Host → Subsea) 68.21

Subsea infra와 연결 0.74

화학품 전달 (Subsea → Tree) 0.22

Tree와 연결 17.95

Valve open 282.01

 

 

제５절 Risk Control Option 
 

Risk control option 단계에서는 risk를 낮추기 위해 조정 

가능한 요소(Risk Control Measure)들을 찾아낸다. 이 중 실제 

실현 가능한 경우를 RCO(Risk Control Option)라고 부르며, 

최종적으로 RCO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RCO를 찾아내기 위해 

쓰이는 방법인 RCT(Risk Contribution Tree)는 전체적인 위험도를 

표현하며 작성한 fault tree와 event tree를 연계하여 사고의 

발생과 그 결과를 통합시킨 형태이다. Fault tree에서는 그 구성을 

변화시켜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는 RCO를 추출할 수 있으며, 

event tree에서는 각 가지의 확률 값을 변경시켜 사고결과를 줄일 

수 있는 RCO를 추출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으로 RCO 추출을 

수행한 결과, 관련 component 중에서 sensor의 risk 

contribution이 가장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FMEA에서도 

언급되었듯이, sensor의 risk contribution을 줄일 수 있는 

sensor의 redundancy 적용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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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절 Cost Benefit Assessment 
 

위험도 저감 방안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적용하였을 

때의 이익을 계산하고 비교하여 sensor의 redundancy를 적용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이용된다. Benefit-cost analysis와 cost-effective 

analysis가 그 두 가지이다. 

Benefit-cost analysis에서는 위험도 저감 방안으로 채택된 

sensor의 redundancy 적용이 효율성이 있는지에 해서 우선 

판단한다. 방법은 앞서 제시된 cost-benefit ratio를 계산함으로써 

효율성을 판단한다. Cost-benefit ratio를 계산하는 과정은 Fig 

5.7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５.7 Benefit-Cost Analysis 

 

Sensor의 비용은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시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내어 1600($)로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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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단계에서 구한 위험도 값을 통해 benefit-cost ratio를 

계산한 결과 4.84315로써 1보다 큰 값이 나오며, sensor의 

redundancy 적용은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cost-effective analysis에서 몇 개의 sensor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판단한다. Table 5.6에는 

sensor의 개수에 따른 risk 값이 표현되어 있다. 

 

Table ５.6 Sensor의 개수에 따른 Risk($) 

Sensor의 개수 Risk ($) 

1 9699.37

2 1950.33

3 1454.18

4 1418.11

5 1415.42

6 1415.22

7 1415.20

 

이를 통해 sensor의 비용과 risk 값을 표현한 그래프인 Fig 

5.8의 cost of risk reduction – risk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Cost 

of risk reduction – risk 그래프를 살펴보면 3개 이상의 sensor의 

운영의 경우 risk 감소 폭이 cost 증가 폭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3개 이상의 sensor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Fig 5.9의 total cost 그래프에서도 

이를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 Risk 값인 cost of losses와 

sensor의 비용인 preventive costs의 합으로 나타내는 total 

cost의 최저점을 찾음으로써 최적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역시 sensor가 두 개로 운영이 될 때가 cost-optimal safety 

level로 나타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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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５.8 Cost of Risk Reduction - Risk Graph 

 

 

Fig ５.9 Total Cos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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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７절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Redundancy 적용을 통해 2개의 sensor로 운영이 될 경우, 

benefit-cost ratio가 4.84315로써 1보다 큰 값을 가지며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ost-effective analysis 결과, 3개 이상의 sensor로의 

운영은 cost 증가가 risk 감소에 비해 급증하기 때문에, 2개의 

sensor를 설치하는 redundancy 설계가 가장 효율적인 설계 

변화로 볼 수 있었다. 

위험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sensor의 redundancy 적용은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위험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므로 

sensor의 redundancy를 적용시킨 subsea X-mas tree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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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６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해저 생산 

시스템에 한 전반적인 개념에 하여 조사하였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안전성평가 방법론을 연구하여 논문의 목적과 해저 생산 

시스템의 상황에 맞도록 보완하여, 해저 생산 시스템의 문제 중 

하나인 blockage에 해 화학적 처리를 담당하는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에 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의 구성 요소 중에서 risk 

contribution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가장 높게 나타났던 sensor의 redundancy 적용을 통한 

위험도 저감을 채택하고 그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하나의 센서가 부착된 subsea X-mas tree 설계보다 두 개의 

센서가 부착된 subsea X-mas tree가 위험도 관점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해저 생산 시스템 분야에는 국내 도입된 공식적인 안전성 

평가 framework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해저 생산 시스템의 

일부인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을 예로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안에 해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 과정은 진행 중에 있는 위험도 기반 subsea X-mas tree 

설계 과제의 사전 연구 및 연구 방향에 한 제시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FSA 적용 과정을 바탕으로 제시한 

sensor의 redundancy 적용 이외에, 다양한 RCO를 제안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절차를 

기반으로 해저 생산 시스템 내의 다른 상에 해서도 FSA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통계 자료 부족 및 통계 자료 입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예측한 초기 사건, 즉 blockage 발생 

확률의 정확성에서 실제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field 데이터를 입수한다면, 해당 field에 해 보다 

정확한 위험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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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A. Failure Rate of Contro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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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ailure Rate of Wellheads & Xmas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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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ntitative Risk Analysis of 
Simplified 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 
 

WonWoo Yoo 

Industrial and Naval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 treats blockage problem in 

the subsea produc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treat problem 

fast, because production delay causes a fatal loss of profit in 

the subsea production system. Therefore, the subsea industry 

requires relatively higher reliability level of production system 

than other industries. In this study, 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 (linked to control system) to inject chemicals into 

subsea X-mas tree is analyzed. By using FSA (Formal Safety 

Assessment), risk factors are defined and quantitative risk 

analysis utilizing FTA (Fault Tree Analysis) and ETA (Event 

Tree Analysis) is performed. As a result, effectiveness for risk 

reduction option is evaluated. 

 

Keywords: Subsea Chemical Injection System, Blockage, FSA,  

     FTA, ETA 

Student Number: 2010 - 23378 


	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 배경 
	제２절 연구 내용 
	제３절 논문 구성 

	제２장 해저 생산 시스템 
	제１절 해저 자원 개발 절차 
	제１항 탐사 
	제２항 시추 
	제３항 생산 
	제４항 처리 
	제５항 운송 

	제２절 해저 생산 시스템의 배치 형태 
	제１항 Single Well Tie-back 
	제２항 Multiple Well Tie-back 
	제３항 Daisy Chain System 
	제４항 Template System 

	제３절 생산 플랫폼의 종류 
	제１항 고정식 시스템 
	제２항 부유식 시스템 
	제３항 No Offshore Platform System 

	제４절 해저 생산 시스템의 구성 요소 
	제１항 Subsea X-mas Tree 
	제２항 Manifold 
	제３항 Jumper 
	제４항 PLET / PLEM 
	제５항 Flowline / Riser 
	제６항 Host Facility 
	제７항 Umbilical 
	제８항 UTA 
	제９항 SDU 
	제１０항 Flying Lead 
	제１１항 Protection Structure 


	제３장 해저 화학품 주입 시스템 
	제１절 제어 시스템 
	제１항 제어 시스템의 종류 
	제２항 밸브 및 초크 제어 원리 

	제２절 Subsea X-mas Tree 
	제１항 Subsea X-mas Tree의 기능 
	제２항 Subsea X-mas Tree의 설계 고려 사항 
	제３항 Subsea X-mas Tree Configuration 
	제４항 Subsea X-mas Tree Type 
	제５항 Subsea X-mas Tree Components 
	제６항 Subsea X-mas Tree의 Control System 
	제７항 Subsea X-mas Tree Function List 


	제４장 위험도 분석 방법론 
	제１절 FSA(Formal Safety Assessment) 
	제１항 Preparatory Step 
	제２항 Hazard Identification 
	제３항 Risk Analysis 
	제４항 Risk Control Options 
	제５항 Cost Benefit Analysis 
	제６항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제２절 FSA 적용 방법 

	제５장 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대한 위험도 저감 방안 분석 
	제１절 FSA를 기반으로 한 Subsea X-mas Tree에서의 Blockage 처리 실패에 대한 위험도 저감 방안 분석 
	제２절 Preparatory Step 
	제３절 HAZID(HAZard IDentification) 
	제４절 Risk Analysis 
	제５절 Risk Control Option 
	제６절 Cost Benefit Assessment 
	제７절 Recommendations for Decision Making 

	제６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