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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수분함량 측정기(이하, Water Cut Meter)는 석유 생산 현장에서 관로를 통해 흐르는 원유 성분 중 물 유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장비이

다. 비전통 에너지가 부상하면서 오일 샌드 생산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산 유체 중 수분 비율의 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었다. 

업계에서는 현장 배치에 앞서 유량계 및 Water Cut Meter의 성능 정확도를 설정하기 위해 다상 유량 루프(Multiphase Flow Loop)를 활

용한다. 그러한 시설을 보유한 국가로는 미국, 영국 등이 있지만 현재 국내에 Water Cut Meter 국가교정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을 구성하여 Water Cut 측정 실험과 전산유체해석(CFD)을 수행하였다. 실험 및 CFD 결과, 

Case 1(Water:Oil=1:1)의 경우에는 시험탱크에 투입한 물과 오일의 비율과 비교해 오일의 농도가 물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Case 

3(Water:Oil=3:1)은 오일의 농도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 물과 오일의 부피 분율이 초기 투입 비율과 달라졌다. 본 연구를 통해 물과 

오일의 성분 비율에 따라 관로 내 유동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을 구성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Water Cut Meter is an equipment that measures the ratio of water flow among crude oil components flowing through pipelines at an oil 

production site. The rise of unconventional energies has led to an increase in oil sand production, which requires a higher degree of 

accuracy in the proportion of water in the production fluid. Industry utilizes Multiphase Flow Loops to establish the performance 

accuracy of flow meters and Water Cut Meters prior to field deployment. Countries with such facilities include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but there is currently no national water cut meter calibration institute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water cut 

measurement experiment and computational fluid analysis (CFD) were performed by configuring a water cut meter calibration system. 

As a result of experiments and CFD, in Case 1 (Water:Oil=1:1), the concentration of oil was higher than that of water compared to the 

ratio of water and oil injected into the test tank, whereas Case 3 (Water:Oil=3:1) showed a lower oil concentration, so the volume 

fraction of water and oil was different from the initial input ratio.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Water Cut Meter 

calibration system should be configured on the premise that the flow properties in the pipeline a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ratio of 

water and oi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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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원유에는 탄화수소와 물 그리고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다. 수분함량(이하, Water Cut)은 총 액체 유량에 대한 물 유량의 비율

이며 원유 생산 시 중요한 관심 매개변수 중 하나이다[1].  수분함량 측정기(이하, Water Cut Meter)는 석유 생산 현장에서 관로를 

통해 흐르는 원유 성분 중 물 유량의 비율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유정 운영자는 항상 유정에서 생산되는 총 액체 중 물의 비율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Water Cut Meter는 전통적으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 탐사 및 시추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실시간 유량 모니터링 장

비 수요의 증가는 글로벌 Water Cut Meter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2]. 비전통 에너지(오일샌드, 셰일가스)의 지속

적인 기술개발 및 초기 생산비용 극복해나감으로써 오일샌드 생산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생산 유체 중 수분 비율의 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었다[3,4]. 업계에서는 현장 배치에 앞서 유량계 및 Water Cut Meter의 성능 정확도를 설정하기 위해 다상 

유량 루프(이하, Multiphase Flow Loop)를 활용한다[5]. Multiphase Flow Loop는 제어된 실험 조건에서 광범위한 압력 및 온도

에 대해 다른 상(Different Phase)들의 유체의 측정을 제공한다[5]. 다상 흐름(이하, Multiphase Flows)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

면 Multiphase Flows는 두 개 이상의 상(이하, Phase)으로 구성된 흐름 시스템의 동시 통과로 구성되는데 다상(이하, Multiphase)

에 존재하는 Phase는 고체, 액체, 기체로 구성된다[6]. Multiphase Flows는 자연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흐름이며 원유 생산 시 

고체(모래), 액체(물, 오일), 기체(가스) 등이 섞여 흐르므로 이에 해당한다[6]. 원유 생산 현장마다 유체의 성분이 물과 오일 또는 

물과 오일 그리고 가스, 모래 등 다양하여 특정 생산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거나 특정 프로세스를 모방하기 위해 Multiphase 

Flow Loop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 그러한 시설로는 미국 텍사스의 SwRI(Southwest Research Institute), 영국의 NEL 

(National Engineering Lab) 등이 있다[5]. 국내의 유량계 교정시설은 국가표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S Q ISO/IEC 17025의 요건을 충족시킨 후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된 20여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규모와 측정

능력이 독일, 스위스,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이며 현재 국내에 액체 유량계 분야의 KOLAS 인정 국가교정기

관은 있으나 Water Cut Meter 국가교정기관은 없다[7]. 이처럼 석유개발 산업에서 Water Cut Meter의 높은 정확도 검증이 요구

되고 국내 국가교정기관의 부재의 현실에서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험 및 전산유체해석(CFD)을 통해 국

내 검교정 시스템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한다.

2. 실험 및 해석 방법

2.1 교정 시스템 구성

Multiphase Flows의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2상(이하, Two Phase Flows)이며 여기에는 기체-고체, 액체-액체, 액체-고체, 기

체-액체가 포함된다[6]. 오일샌드 생산 현장의 주분리공정에서 원유는 액체(오일)-액체(물)의 Two Phase Flows으로 원유 생산 

시설의 관로에 설치되는 Water Cut Meter 환경을 모사하고자 원유의 대표적인 성분인 오일(Oil)과 물(Water)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관로에 순환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Water Cut Meter 교정시스템에 대한 구성은 Table 1에 나와 있으며 구성도는 Fig. 

1과 같다.

2.1.1 유동 발생 장치

(1) 물 공급 탱크(13번) : 교정시스템의 물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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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탱크(1번) : 시험 전 초기에 시험탱크에는 일정한 양의 오일이 채워지고 물 공급 탱크로부터 시험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아 시험 조건에 적합한 물과 오일의 비율로 구성된 유체가 된다. 이 유체는 교정시스템의 순환관로(1~12번)에 흐르는 

유체 역할을 한다.

(3) 펌프(3번, 14번) : 유체(물, 오일)를 이동시키는 장치로 수두 변화, 전원 변동 등의 영향이 없어야하며, 펌프 가동 시 적절한 

밸브 조작을 통해 피교정 Water Cut Meter에 대한 충격 및 교정시스템의 기기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밸브 개방정도에 따

라 유동률이 달라진다.

(4) 유량계(7번, 16번) : 교정 시스템의 유량(m3/h)을 측정하는 장비이며 유체의 기준 부피량을 결정하는 장치이다. 이때 유량

계는 측정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Table 1. Water cut meter calibration system components

Number Components Number Components

<1> Test Tank <10> Calibration Water Cut Meter (50A)

<2> Ball Valve (25A) <11> Ball Valve (50A)

<3> Pump (3m3/h) <12> Static Mixer (50A)

<4> Ball Valve (25A) <13> Water Supply Tank

<5> Ball Valve (25A) <14> Pump (6m3/h)

<6> Sample Line Valve (15A) <15> Ball Valve (40A)

<7> Flow Meter (25A) <16> Flow Meter (40A)

<8> Ball Valve (25A) <17> Ball Valve (40A)

<9> Ball Valve (50A)

Fig. 1. Configuration diagram of water cut meter calibration system

2.1.2 시험 관로

시험 관로는 탄소강관으로 제작되었으며, 피교정 Water Cut Meter가 설치되는 장소로 충분한 길이의 직관부를 설치하여 충

분히 발달한 유속 분포가 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피교정유량계가 설치되는 관로는 피교정유량계의 상류 측에는 최소 50D, 

하류 측에는 10D 이상의 직관 거리를 확보하여 곡관 등 장애물에 의한 피교정유량계의 오차요인이 없도록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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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량계 설치 관로(7번, 16번) : 25A(내경 27mm)크기의 유량계의 전단에 길이 1.4m의 직관부를 주어 충분한 발달흐름을 

유도하였으며 흐르는 유체 유동 교란이 없도록 하였다.

(2) Static Mixer(12번) : 피교정 Water Cut Meter의 전단에 50A(내경 54mm), 길이 0.6m Static Mixer를 설치하여 물과 오일

이 통과하면서 혼합되어 비교적 균질한 상태로 흐를 수 있도록 하였다.

(3) 피교정 Water Cut Meter 설치 관로(10번) : 피교정 Water Cut Meter와 Static Mixer의 사이에 길이 2.7m 길이의 직관부를 

주고 피교정 Water Cut Meter 후단에 0.6m 길이의 직관부를 주어 충분한 발달흐름을 유도하였으며, 흐르는 유체 유동 교

란이 없도록 하였다. Water cut 측정 구간은 길이가 약 1m이며 피교정 Water Cut Meter를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후단에 유체의 샘플을 채취할 수 있도록 15A(내경 22mm)크기의 샘플라인 밸브를 설치하였다.

검교정 시스템의 작동 순서는 Fig. 2와 같다. 시험탱크(1번)에는 일정한 양의 오일이 채워져 있으며 펌프(14번)를 통해 물 공

급탱크(13번) 내 물이 시험탱크(1번)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유량계(16번)를 통해 물 공급량을 조절하여 시험조건에 맞는 물과 

오일의 부피 비율(Water-Oil ratio)을 맞춘다. 이후 시험탱크(1번) 내 유체가 펌프(3번)을 통해 순환관로(1~12번)로 흐르고 Static 

Mixer(12번)을 지난 유체(물, 오일)가 서로 섞이게 되고 샘플라인 밸브(6번)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물과 오일의 혼합 여부를 육안

으로 확인한다. 물과 오일이 혼합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순환시키고 피교정 Water Cut Meter가 유체에 대한 Water Cut을 

측정한다. 이를 통해서 주입한 물과 오일의 부피 비율과 피교정 Water Cut Meter 측정값의 오차를 계산한다.

Fig. 2. Calibration system operation sequence

2.2 실험 조건

Fig. 1 구성과 동일한 검교정 시스템 장치를 제작하여 관로에 일정한 비율의 물과 오일 성분을 흐르게 하였고 초음파 기반의 

Water Cut Meter 시작품을 이용하여 유체의 Water Cut을 실시간 측정하고, 샘플 유체를 채취하여 성분 시험 의뢰를 하였다. 오

일샌드 현장의 원유 성분은 역청(bitumen)으로 불리며 생산현장에서의 운전 조건인 120~130°C에서의 역청 점도는 벙커c유

38~44°C에서 서로 유사한 점도 약 100cp로 측정되어 물리적 모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오일은 벙커 c유로 선정하였다[9].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 구성과 동일한 장치를 제작하였고 벙커c유와 물을 혼합하여 온도 조건에 따른 유체의 Water 

Cut 측정 실험을 반복 하였을 때 이상적인 점도가 40°C인 것을 알아내어 물과 오일 40°C를 실험 및 해석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오일샌드 현장에서는 원유의 높은 점도를 낮추어 원활히 생산하고자 원유가 매장된 땅속에 증기(steam)를 주입하는데 일반

적으로 이때 증기양은 매장되어 있는 오일양의 3~4배 정도의 양을 주입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0]. 오일샌드 생

산현장의 조건에 맞추어 실험에 사용되는 유체의 조건은 Table 2와 같이 4가지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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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fluid conditions

Case Water Oil Water-Oil ratio
Temperature

Water Oil

1 50% 50% 1:1

40°C 40°C
2 66.6% 33.3% 2:1

3 75% 25% 3:1

4 80% 20% 4:1

2.3 해석 조건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 장치를 제작하여 유체의 Water Cut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고 3.1절의 실험 결과와 같이 유체 

유동 특성을 알아보고자 전산유체해석(CFD)을 하였고 Table 3과 같이 물과 오일의 비율(Water-Oil ratio)을 1:1과 3:1 두 가지

를 해석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Table 3. Flow analysis overview

Case Analysis type Water-Oil ratio

1 Multi Phase Transient CFD 1:1

2 Multi Phase Transient CFD 3:1

2.3.1 기하형상 모델링

Fig. 1과 동일하게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의 유동발생장치(펌프, 탱크, 유량계)와 시험 관로(50A, 40A, 25A, 15A, 

static mixer)로 구성하여 Fig. 3과 같은 모델링을 하였다.

Fig. 3. Geometric shape modeling

2.3.2 유한요소 모델링

유체 유동에서 와류(Voltex) 현상 표현과 전산유체해석(CFD)결과의 수렴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Case 1, Case 3에 대한 유한

요소 모델링을 하였으며 Table 4와 같이 Case 1은 절점(node) 476,980개, 요소(element)는 2,351,904개 그리고 Case 3은 절점 

693,165개, 요소는 3,505,036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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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inite element modeling conditions

Division Case 1 Case 3

Node 476,980 693,165

Element 2,351,904 3,505,036

2.3.3 재료 특성 및 경계 조건

Table 5와 같이 실험 조건과 동일한 온도 조건으로 물과 벙커c유 모두 40°C로 설정하였고 물과 벙커 c유 모두 비압축성 유체

이고 물리적 특성(밀도, 점도, 몰 질량, 비열)은 물질 안전 보건 자료(MSDS)의 명기된 값으로 설정하였다.

Table 5. Material property

Material Property
Mass density

[kg/m3]

Viscosity

[kg/(m-sec)]

Molar mass

[kg/mol]

Specific heat

[J/(kg-K)]
Remark

Water Incompressible 987.7 5.31e-4 0.01802 4,181 40°C

Bunker C Incompressible 898.79 0.6008 0.1423 2,090 40°C

Table 6과 같이 벽 경계 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 0.0001m를 적용하였으며 지정된 속도(Specified Velocity)는 1.912 

m/sec이고 지정된 유량(Specified Flow Rate)는 4.0m3/h이다.

Table 6. Boundary condition

Analysis case Wall condition
Flow rate

[m3/h]

Velocity

[m/s]
Turbulence model

Transient CFD Wall distance applied 0.0001m 4.0 1.912 2 Equation k-e

3. 결과 및 고찰

3.1 실험 결과

물과 오일의 비율이 다른 4가지 케이스(Case 1, Case 2, Case 3, Case 4)의 유체를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 장치의 관

로에 순환시키며 유체의 Water Cut을 Water Cut Meter를 이용하여 계측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Table 7과 같이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의 시험탱크에 투입한 유체의 Water Cut과 비교해 관로에 흐르는 유체의 Water 

Cut의 측정 결과 3~5%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Case 1과 Case 2의 경우 시험탱크에 투입한 유체의 Water Cut에 비해 Water Cut 

Meter 계측 결과값이 3%정도 낮게 나온 반면 Case 3과 Case 4는 시험탱크에 투입한 유체의 Water Cut에 비해 Water Cut Meter 

계측 결과값이 3~5%정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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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4. Water content measurement results according to experimental conditions

Table 7. Comparison of water content measurement results and initial fluid moisture content according to experimental 

conditions

Experiment case
Initial ratio Measurement results1) Measurement results2)

Remarks
Water Oil Water Oil Water Oil

Water:Oil=1:1 (Case 1) 50% 50% 43.52% 56.48% 43.2% 56.8%

Water:Oil=2:1 (Case 2) 66.6% 33.3% 63.31% 36.69% 63.9% 36.1%

Water:Oil=3:1 (Case 3) 75% 25% 77.35% 22.65% 76.9% 23.1%

Water:Oil=4:1 (Case 4) 80% 20% 85.35% 14.65% 86.2% 13.8%

1) 초음파 기반의 Water Cut Meter 시작품을 이용하여 유체의 Water Cut을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2) 채취한 샘플의 Water Cut 측정을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의거한 공인 시험 결과를 말한다.

각 케이스별로 채취한 샘플의 Water Cut을 측정하고자 KTR(한국화학융합시험원)에 폐기물공정 시험 방법에 의거한 시험을 

의뢰하였으며 시험 결과, Table 7과 같이 시험탱크에 투입한 유체의 Water cut에 비해 Case 1과 Case 2의 경우 3% 정도 낮은 결과

를 보였고 Case 3과 Case 4의 경우는 3~5%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Water Cut Meter의 계측 및 공인 시험 결과 값을 보았을 때 

Case 1과 Case 2 그리고 Case 3과 Case 4는 서로 반대의 Water Cut 변화를 보여 서로 유체의 특성이 다를 것으로 보여 추가적으

로 Case 1과 Case 3의 조건의 전산유체해석(CFD)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3.2 해석 결과

3.2.1 유체 성분 변화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에 대한 전산유체해석(CFD)을 수행하였고 Case 1, Case 3유체 성분 변화에 대한 해석 결과

는 Table 8과 같다. 물의 비율은 Case 1에서는 초기보다 약 7% 감소하나 Case 3에서는 다소 증가(약 2%)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일의 비율은 Case 1에서 초기보다 7% 증가하나 Case 2에서는 2%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Case 1과 Case 3의 물, 오일 부피 분

율(Volume Fraction)은 반대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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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in fluid composition over time of system operation

Analysis case
Initial ratio Results

Remarks
Water Oil Water Oil

Water:Oil=1:1 (Case 1) 50% 50% 43% 57%

Water:Oil=3:1 (Case 3) 75% 25% 77% 23%

3.2.2 관로 내 유체의 분포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 관로에서 유체의 흐름이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Case 1, Case 3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Fig. 5는 관로 내 흐르는 오일의 부피 분율(Volume Fraction)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며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오일이 분포되어 있

다고 판단한다.

(a) Case 1 (b) Case 2

Fig. 5. Distribution of fluid in pipeline according to fluid composition

Case 1에서 관로의 외곽을 중심으로 오일이 분포되는 반면 Case 3의 경우 오일을 중심으로 물이 둘러 쌓여진 분포로 확인된

다. 이는 물과 오일의 큰 점성 차이로 발생한 결과로 물과 오일의 비율이 1:1일 경우 관로 내에서 오일은 배관 벽면에 점착되는 경

향이 강하나, 물과 오일의 비율이 3:1일 경우 오일은 관로 벽면이 아닌 중앙으로 흘러가는 경항이 나타난다.

3.3 고찰

이러한 현상은 오일과 물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중수(이하, w/o 에멀젼)는 오일속에 물이 미립자로 분산

되어 유화의 상태에 있는 유체를 말하고 수중유(이하, o/w 에멀젼)은 물 속에 오일이 미립자로 분산되어 유화의 상태에 있는 유

체를 말한다. Water Cut이 증가함에 따라 에멀젼 구조가 w/o에서 o/w로 변경되고 이 경계의 Water Cut은 에멀젼 반전점(이하, 

EIP)로 정의된다[11-13]. Ostwald의 모델에 따르면 w/o 에멀젼을 형성하는 최대 Water Cut은 74vol%를 초과할 수 없다[11,14]. 즉, 

Case 1(Water:Oil=1:1)의 Water Cut은 50vol%으로 w/o 에멀젼 상태이고 Case 3(Water:Oil=3:1)의 Water Cut은 75vol%으로 

o/w 에멀젼 상태로 볼 수 있다. 실험 및 시험 그리고 해석 결과와 같이 Case 1(Water:Oil=1:1)과 Case 3(Water:Oil=3:1)의 물과 오

일의 부피 분율이 초기에 투입한 비율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물과 오일의 큰 점성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Case 1(Water:Oil=1:1)

의 유체는 w/o 에멀젼 상태로 관로를 지나가며 오일이 관로의 외곽을 중심으로 분포되는 결과를 보였고 반대로 Case 2(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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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3:1)의 경우 유체가 o/w 에멀젼 상태로 관로를 지나가며 물이 관로의 외곽을 중심으로 분포되는 경향이 그 원인으로 해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4. 결 론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의 측정 실험 및 시험 그리고 전산유체해석(CFD) 결과에서는 Case 1(Water:Oil=1:1)의 경우

에는 시험탱크에 투입한 물과 오일의 비율과 비교해 오일의 농도가 물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반면 Case 3(Water:Oil=3:1)은 오일

의 농도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 물과 오일의 부피 분율이 초기 투입 비율과 달라졌다. 이는 물과 오일의 큰 점성 차이로 물과 오

일의 비율이 1:1일 경우 배관 내에서 오일은 배관 벽면에 점착되는 경향이 강하나, 물과 오일의 비율이 3:1일 경우 오일은 배관 

벽면이 아닌 중앙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전산유체해석(CFD)을 통해 그 원인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

해 물과 오일의 성분 비율에 따라 관로 내 유동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템을 구성해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물과 오일의 정확한 투입 비율(질량 혹은 부피 기반)과 강제 혼합(유화, 교반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추후 온도 및 압력 조건에 따른 유체의 특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진하여 Water Cut Meter 검교정 시스

템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Acknowledgement

※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극초단파(100~300MHz) 공명방식 well-

head water cut(50~100%)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과제번호 21CTAP-C157140-02)” 과제에 의해 수행 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References

1. M. N. Suma et al., “Water-Cut Estimation Uncertainty from Microwave Sensors”, IEEE SENSORS, New Delhi (india), pp. 1, 2018.

2. C. Liu, X. Zhang, X. Gai, and L. Xu, “Design of Pipeline Flowmeter Calibration System Based on PLC Control”, Journal of Physics: 

Conference Series, Vol. 2181, pp. 1, 2021.

3. http://watercutmeters.com/Multiphase_2015/welcome.htm

4. 김윤제, “유입장치 형상이 FWKO 압력용기의 분리효율에 미치는 영향”, 설비저널, 제46권 제11호, pp.16-24, 2017.

5. G. Falcone, G. F. Hewitt, and C. Alimonti, “Multiphase Flow Metering”, Developments in Petroleum Science, Vol. 54, Elsevier 

Science, Chapter 9, 2009.

6. G. Falcone, G. F. Hewitt, and C. Alimonti, “Multiphase Flow Metering”, Developments in Petroleum Science, Vol. 54, Elsevier 

Science, Chapter 1, 2009.

7. 이동근, 김종섭, 박태진, 박종호, “액체용 유량계교정시스템의 교정측정능력 평가”, 한국유체기계학회 논문집, 제17권 제4호, 

pp.5-10, 2014.

8. 이동근 외, “유량계 교정시스템 교정측정능력 향상 연구”, KIWE-WEFERC-12-06, 한국수자원공사, pp.14, 2012.

9. 엔츠이엔씨, 성균관대학교, “작동유 선정 보고서”, pp.11, 2019.

10. 기술개발실 연구개발팀, “XSAGD : SAGD기법을 응용한 오일샌드 생산 신기법”, 한국석유공사, pp.2, 2007.

11. M. Fingas, and B. Fieldhouse, “Formation of Water-in-Oil Emulsions and Application to Oil Spill Modelling”,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ol. 107, No. 1-2, pp. 37-50, 2004.



50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10, No.2, 2022

12. S. Papavinasam, A. Doiron, T. Panneerselvam, and R. W. Revie, “Effect of Hydrocarbons on the Internal Corrosion of Oil and Gas 

Pipelines”, CORROSION, Vol. 63, No. 7, pp. 704-712, 2007.

13. X. X. Xu, “Study on Oil-Water Two-Phase Flow in Horizontal Pipelines”, Journal of Petroleum Science and Engineering, Vol. 59, 

No. 1-2, pp. 43-58, 2007.

14. C. de Waard, L. M. Smith, and B. D. Craig, “The Influence of Crude Oils on Well Tubing Corrosion Rates”, In: NACE Corrosion,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