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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춥고 열악한 지역에서 비전통에너지를 비롯한 오일 및 가스의 개발이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은 생산수의 

확보가 어려워 재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생산수의 재이용에 있어서 환경오염이나 기계장치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염분이나 산

성도, 이온물질 등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한다. 본 논문에서는 생산수에 포함된 미세오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성능실험을 위해 180 

BPD (bbl/day)의 처리용량을 가지는 생산수처리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이 장치는 미세기포 생성을 위한 포화기, 이덕터, 순환펌프, 가

스 탱크 등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운전조건에 따른 미세기포 생성특성과 생산수의 오일의 농도에 따른 

오일 제거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미세기포 생성실험을 통해 본 제안시스템의 경우에 압력, 가스량, 순환수량에 따라 미세기

포의 생성특성을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세기포의 생성형태에 따라 오일 제거효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질

소가스량과 순환수량이 미세기포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Cell의 구성에 따라 오일제거성능을 97.1%까지 평가할 수 있었다.

Recently, the development of oil and gas, including unconventional energy, has been increasing in cold and harsh areas,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produced water in these areas, and a method of reuse is needed. In the reuse of the produced water, salts, acidity, 

ionic substances, etc., which affec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performance of machinery are removed below the standard value.

In this paper, a produced water treatment system with a processing capacity of 180 BPD (bbl / day) was fabricated for the performance 

test to effectively remove fine oil contained in the produced water. The device is equipped with a saturator, an eductor, a circulation 

pump, a gas tank, etc. for generating micro-bubbles. Using these experimental devices, the microbubble formation according to the 

operating conditions and the oil remov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oil concentration of the produced water were evaluated 

experimentally. In the case of the proposed system through the micro-bubble generation test, it was possible to adjust the micro-bubble 

generat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ressure, the amount of gas, and the amount of circulating water.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it affects the oil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formation form of the fine bubbles. In particular, the amount of nitrogen gas 

and the amount of circulating water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generation of micro-bubbles, and the oil removal performance 

could be evaluated by 97.1% depending on the cel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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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극한지(極寒地)는 북위 45°이상에서 북극권(arctic circle, 북위 66°33'44'')과 북극에 이르는 지역으로, 매우 추운 기후 조건과 

접근이 열악한 지리조건으로 인하여 개발이 더디거나 미개척인 상태가 많다. 전통자원의 고갈과 생산원가 상승에 따라 극한지 

비전통 에너지자원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성이 확보되고 있다[1].

현재 극한지 에너지 자원 관련 기술은 채굴의 생산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물 부족 및 주변 환경오

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오일샌드와 같은 비전통자원의 채굴시 사용되는 용매는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미량으로 존재할 경우에 후단 공정의 오염이나 다른 지역으로 스며들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16년 8월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비전통 에너지자원 개발에 있어서 발생하는 폐

수 안에 포함된 오염물의 배출을 방지하는 최종규칙인 Clean Water Act (CWA) 규제를 발표하면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잠정적

으로 문제가 되는 생산수의 처리에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2]. 

기존의 기술을 극한지에 적용할 경우, 온도 차이에 따른 기술의 적합성 정도가 달라지고 극한지 현장 적용을 위한 맞춤형 기술 

(열 손실, 단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지역(북위 30-60도, 남위 30-60도)과 달리 극저온(최대 영하 60°C) 환경에서 

오일·가스가 함유된 생산수를 처리하여 재이용수를 생산해야하므로 공정에 적용되는 기계의 물리적 내구성, 처리 효율성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1]. 

지역에 따라 생산수는 지층의 염(salt)을 다량 포함하고 있으며, 오일, 유지, 화학첨가물, 유기용매 및 용해된 탄화수소뿐만 아

니라, 바륨, 철, 마그네슘 등과 같은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총 용존고형물(TDS)과 라듐 동위 원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심한 수처리가 필요하다. 

SIEMENS사(독일)의 Corrugated Plate Separator는 다수의 물결모양의 칸막이를 수평으로 설치하여 물과 기름의 부력차이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방식으로 오일 입자의 크기가 20μm 이상인 경우에도 분리가 가능하고, 설치면적과 전력소모가 적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3]. MathenaTM (영국)사는 Centrifugal Separator는 유수혼합물을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식

으로, 전력소모와 유지비용이 많고 다양한 오일에 적용의 한계가 있어 근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4]. 

이우호 등[5]은 유수분리기의 배플(baffle) 간격에 따른 수평형 유수분리기 내 오일과 물의 분리 및 유체의 흐름을 연구한 바 있

으며, 유수분리기의 길이와 배플의 간격, 이에 따른 유체의 체류시간에 따른 경제적 공간적 효과를 평가한 바 있다. 김정운 등[6]은 

유수분리공정의 IGF 장치 내에서의 버블 크기, 양, 체류시간의 변수에 대한 실험과 유동해석을 수행한 바 있으며, 버블의 크기가 

100에서 200 μm로 증가할 때, 부피체적 분산의 불균일에 의한 버블의 부상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비전통에너지를 포함한 오일 및 가스 채굴 시에 생산수 재이용(보일러 재주입)에 필요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고도화된 오일제거 및 수처리을 요구함에 따라, 오일제거유닛 내부의 형상과 운전조건을 변화시켜 미세오일 제거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생산수처리공정(produced water treatment process)의 전처리 구성요소인 IGF (induced 

gas flotation)의 형상과 주요성능에 관한 영향관계를 이해하고, 용량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실험장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파일럿 실증을 위한 예비단계로 수행한 bench-scale의 오일샌드 플랜트의 생산수처리시스템(produced water 

treatment system)을 구성하는 오일제거유닛의 오일제거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생산수처리시스템의 

처리수는 오일샌드 생산공정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재사용되어질 수 있는 적정수준의 수질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Induced Gas Flotation (IGF) 방식으로 소규모 de-oil 시스템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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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일제거 실험장치는 생산수가 체류하는 격벽을 6개의 분리공간(cell)으로 구성하고, 원수가 유입되는 1단과 분리수가 

배출되는 6단을 제외하고, 2에서 5단의 공간에는 미세기포가 공급되고 유동하여 생산수에 포함된 미세오일을 흡착 및 부상 효과

를 통하여 물과 분리하는 기능을 구비하도록 하였다. 미세기포는 이덕터(eductor)와 포화기(saturator)를 통해 물과 질소가스를 혼

합하여 포화시켜, 반응기의 하단으로 순환수와 함께 주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래 Fig. 1은 소규모 생산수처리시스템의 설계 모식도로서, 180 BPD (bbl/day)의 처리용량을 갖으며, 미세기포 발생을 위해 

포화기, 이덕터, 순환펌프 및 질소가스 탱크 등을 구비한다. 원수의 수질, 질소 가스량, 순환펌프압력, 순환수량 등을 조절할 수 있

도록 부대설비를 구성하였다. 오일제거시스템의 본체는 대기압 노출, 밀페형 등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본 시험에서는 미세기포

를 발생시키는 유체를 공기가 아닌 현장에서 발생하는 회수가스를 고려하여 질소가스를 적용하였다. 이는 실제 현장의 IGF 유닛

에서 생산수처리과정에 수반가스를 이용한 오일제거방식을 고려한 것이다. 미세기포를 발생시키는 유체로서 질소가스를 사용

하여, 수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기름 및 가스 성분에 의한 발화위험을 고려하였다.

Fig. 1. Exterior view of de-oil system for experiment

Table 1. Specification of designed de-oil system

구분 항목 단위 내용 비고

기기정보

적용 기기명 - IGF-180 BPD

처리유량 bbl/일 180

형식 - GAS TYPE 미세기포

유입 오일 농도 ppm 100 ~ 300

기기 및 시험 

설정

미세기포 발생 매개 - 질소 가스

질소가스압력 ppm 3.5 bar 총노르말헥산

질소가스량 ℓ/min 15~25 ℓ/min

순환펌프압력 bar 2.5~3.2 bar

순환수량 ℓ/min 10~70 ℓ/min 밸브개폐량에 따라 가변

실험방법에 있어서, de-oil 시스템의 입구조건은 전단에 배치되는 유수분리장치(FWKO)와 스킴탱크에 의하여 대부분의 오일

과 이물질이 제거된 조건을 가정하였다. de-oil 시스템 직전에 연결되는 스킴탱크(skim tank)에서 미세오일 및 물, 슬러지 등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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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면서 슬러지와 중간 크기의 오일은 부상되어 제거되며, 물에 포함된 미세 오일만 함유된 생산수를 가정하였다. 따라서 de-oil 

시스템의 입구조건은 500 ppm 이하의 오일 농도를 가지는 생산수가 유입되는 조건을 설정하였다.

실험방법으로는 질소가스의 압력이 순환펌프압력 보다 낮을 경우, 이덕터 내로 유입되지 않으므로 질소가스의 압력은 3.5 bar

로 고정, 순환펌프의 압력은 2.5~3.2 bar로 변경하면서 결과를 측정하였다. 이 때 순환수량은 각 Cell의 밸브의 개폐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de-oil 시스템 내 체류시간이 50분이므로 원수 채수 후, 처리수 채수는 50분 이후에 실시하였다.

생성된 미세기포의 성상과 그에 따른 오일성분의 제거효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였다. 이 때 적용된 

미세기포의 크기조절을 위하여 압력조건에 따른 기포의 크기와 분포를 가시화하고, 확률적 분석을 통하여 평균 크기와 확률분포

를 PIV (particle image velocimetry)를 이용하여 적용하였다.

De-oil 시스템 내 체류를 통하여 실제로 제거된 오일은 각각의 격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분석하였으며, 반

복적인 재현시험을 통해 확률적인 재현성을 평가하였다. 실험평가에 적용한 오일은 기존 탄화수소계열의 오일 증발에 따른 측정 

불확실도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콩기름을 이용하였으며, 재현성 과 불확실성을 골하여 각 20회 측정시험 평균치를 비교하

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본 연구의 생산수처리 과정에서 de-oil 시스템의 오일제거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6]에서 수행한 결과인, Fig. 2와 같

은 개략적인 유동해석을 통하여 파악된 기포생성 압력에 따른 단면의 거동특성을 고찰에 반영하였다. 3단의 압력단계에서 1단

계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저압인 관계로 기포수의 분출압력이 낮아 분출 후에 직상향으로 기포가 유동하는 분포를 보이고, 2단계

는 약간 원주 측면으로 유동하다가 상향 및 좌우로 확산하는 유동 분포를 보이고, 3단계는 상대적으로 고압 분출에 따라 기포가 

원주방향으로 강한 흐름과 우측면 격벽 공간의 측면에 부딪히면서 상향으로 유동하는 분포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레이놀즈수

와 항력의 변화에 의해 야기되고, Stokes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2.5bar> <2.8bar> <3.2bar>

Fig. 2.  Flow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cross section according to bubble supply pressure

미세기포의 생성특성에 관한 실험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순환펌프 압력과 질소 가스량 그리고 순환수량은 미세기포

의 생성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특히 질소 가스량과 순환수량은 미세기포 생성에 상관관계가 큼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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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질소 가스량이 과다할 경우, 순환수량이 작거나 많은 경우에 미세기포가 미생성되거나 불안정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순환펌프의 압력을 변수로 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설정값(2.5/ 2.8/ 3.2 bar) 모두 안정적인 미세기포 생성구간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순환 펌프압은 Cell 내 유체의 유동특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bubble generation by experimental conditions

압력(bar) 가스량(ℓ/min) 수환수량(ℓ/min) 기포생성품질 평균제거율(%) 비고

2.5

15

40미만 ★★☆☆☆ 50% 미만 미세기포 소량 생성

40~50 ★★★★★ 90% 이상 미세기포 안정 생성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20

40미만 ★★☆☆☆ 50% 미만 미세기포 소량 생성

40~50 ★★★★★ 90% 이상 미세기포 안정 생성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25

40미만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40~50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2.8

15

40미만 ★★☆☆☆ 50% 미만 미세기포 소량 생성

40~50 ★★★★★ 90% 이상 미세기포 안정 생성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20

40미만 ★★☆☆☆ 50% 미만 미세기포 소량 생성

40~50 ★★★★★ 90% 이상 미세기포 안정 생성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25

40미만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40~50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3.2

15

40미만 ★★☆☆☆ 50% 미만 미세기포 소량 생성

40~50 ★★★★★ 90% 이상 미세기포 안정 생성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20

40미만 ★★☆☆☆ 50% 미만 미세기포 소량 생성

40~50 ★★★★★ 90% 이상 미세기포 안정 생성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25

40미만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40~50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50초과 ★☆☆☆☆ 50% 미만 기포 생성 불안정

본 실험에서는 3.2 bar의 경우, 부상된 미세오일이 격벽공간(cell) 상부의 위어(weir) 방향으로 분리 흐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평

가되었다. 또한 질소 가스량 15~20ℓ/min, 순환수량 40~50ℓ/min 구간에서 가장 안정적인 미세기포로 평가되었으며, 미세기포

의 안정적인 발생이 오일의 제거효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수의 오일 농도에 따른 오일 분리성능은 Table 3과 Fig. 3에 나타내었다. 원수 시료의 농도(3,000 ppm 이하)가 높아질수록 평

균 제거효율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유입 오일농도가 100~300 ppm 수준이므로 오일제거효율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된다. Fig. 3에서 원수의 총노르말 헥산량에 따른 오일 제거효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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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oiling results with oil concentration of inlet produced water

질소가스량

(ℓ/min)

순환수량

(ℓ/min)

순환펌프

압력(bar)

원수의 오일농도

(mg/ℓ)

평균수질

(mg/ℓ)

평균제거효율

(%)
비고

17 40~50 3.2

40~60 11.3 81.2 20회평균

100~300 16.1 92.0 20회평균

400~600 31.3 93.7 20회평균

1,000~2,000 42.7 96.8 20회평균

2,300~3000 43.4 98.1 20회평균

Fig. 3. De-oiling results with oil concentration of inlet produced water

생산수 처리시스템에서 셀별 오일 제거성능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 질소가스량이 20ℓ/min, 순환수량이 50ℓ

/min, 순환펌프 압력이 3.2 bar이 적용되었다. 미세기포 반응이 시작되는 Cell 2에서 부터 급격히 오일이 제거됨을 볼 수 있다. 미

세 기포수가 공급되는 2번 Cell에서 약 76% 정도의 대부분 미세오일이 제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3번 Cell에서 83.2%, 4번 Cell에서 91.9%, 5번 Cell에서 92.6%의 제거율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미세기포가 적용되지 않

는 6번 Cell에서 97% 수준의 오일이 제거되는 결과를 보였다. 미세 기포 반응을 하지 않은 Cell 6에서 Cell 5 대비 제거 효율이 높

게 나타남을 보았을 때, 이는 체류 시간에 따른 반응으로 추정된다(Cell 5와 Cell 6의 채수시간은 10분 간격).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on de-oil with cell

구 분 평균 총 노르말헥산(mg/ℓ) 평균 제거효율(%) 비고

Cell 1 743.6 - 20회평균

Cell 2 174.9 76.5 20회평균

Cell 3 124.7 83.2 20회평균

Cell 4 60.1 91.9 20회평균

Cell 5 54.8 92.6 20회평균

Cell 6 21.6 97.1 20회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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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oiling results with each cell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4. 결  론

이상과 같이 오일샌드 생산수처리계통을 상정하여, 미세오일제거의 전처리 기능을 담당하는 IGF의 제거특성을 파악하기 위

하여 장치를 제거하고, 주요 미세기포 생성 확인 시험 및 오일의 농도에 따른 미세오일 제거성능 등에 대해 실험적인 평가를 수행

하였다.

미세 기포 생성시험을 통해 본 제안 시스템의 경우에 압력, 가스량, 순환수량에 따라 미세기포의 생성 특성을 조절할 수 있었으

며, 원수 오일의 분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세 기포수의 공급압력과 생성 품질이 오일 제거효율에 영향

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기포수의 공급 위치에 따라 Cell 내의 유동양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포수의 분출위치와 공급압력을 최

적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정교한 실험을 위해 미세기포의 크기와 공급 패턴의 균질화, 실제 탄화수소계열 오일을 적용한 정교한 평가를 수행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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