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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양플랜트의 종류

1. 서 론

해저 석유 개발은 이미 19세기 말 미국의 캘리포니아 서머

랜드(Summer-land) 앞 바다에서 시작되었으나, 광구권에 대

한 해석이 명확하지 못하고, 석유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

려한 주민들의 반대로 개발이 중단되었다. 지금과 같은 현대

적인 장비를 이용하여 해저 유전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

한 것은 1953년도에 Magnolia Petroleum사 멕시코 만(GOM, 

Gulf of Mexico)에 최초의 Platform을 설치함으로서 이루어졌

다. 이러한 개발은 곧 캘리포니아의 채널 아일랜드 해역으로 

이어졌다가, 2차 세계대선을 계기로 더욱 발전해 왔으며 1970

년대에 중동 전쟁을 계기로 유럽의 북해로 옮기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즉, 북해의 해상은 멕시코 만에 비하여 

해상 날씨가 좋지 않고, 파도가 높아 그때까지 미국 해안에서 

사용하던 Jacket설비를 투입할 수 없어 전혀 새로운 형태인 

중력식 Platform을 새로이 고려해야만 하였다.

이렇듯 해저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구조물은 해양 조건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각 해저 유전에 적합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구조물들이 출현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는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성숙된 육상 및 천

해지역의 유전보다는 심해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심해

유전의 개발과 부유식 구조물 Floater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석유나 천연가스의 채굴, 생산, 수송에 사용되는 각종 

해양설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해저유전 개발용 

시추선(Drillship), 석유가스 생산용 FPSO, LNG-FPSO와 해상 

천연가스 공급설비(FSRU, SRV) 및 파이프라인 등 천연가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그림 1].

그 외에도 해양에너지(조력, 파력, 풍력에너지 등) 발전시

설, 대형 선박 안전시설, 해양관측 시설, 망간단괴와 같은 심

해자원 개발 플랜트, 심층수 개발용 해양설비, 해상호텔과 같

은 해양레저시설, 해상소각장이나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 

해상공항이나 해상공장 등 아주 다양한 설비가 포함된다.

석유가스 플랜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유정(Wellhead) 플랫폼: 유전 상부에 위치

집하, 분배(Collector or Manifold) 플랫폼: 여러 개

의 유정플랫폼으로부터 원유나 가스를 받는 곳

가스주입(Gas Injection) 플랫폼: 정제 중 분리한 가

스를 유전으로 주입하는 설비

해수 주입(Water injection) 플랫폼: 유전이 공동화

로 함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전에 해수 주입설비

폐가스 소각(Flare) 플랫폼

거주 플랫폼, 등

앞으로 천연가스 경제시대의 전환은 심해유전 개발과 천연

가스 글로벌 네트워크(Global Network)에 따른 심해 해양시장

의 전망과 기술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SUBSEA DEVELOPMENT

주 설비의 바로 인근에 위치한 저장물들을 회수하기 위해 

해저 웰(Well)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고정식 혹은 부유식이

든지 간에 다른 것에 비하여 비교적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설비로부터 거리가 늘어나게 될 

때, 탄화수소의 흐름, 특히 오일의 흐름을 계속해야 한다면, 

인위적인 수단(Artificial Means)이 저장소 압력을 늘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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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해저 웰(Well) 개발

 그림2.2 Subsea 생산량 및 분율(출처: Energyfiles) 

필요하다. 한편 해수 주입(Water injection)은 보통 저장소의 

압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며, 이러한 선택은 

비교적 대규모의 오일 지역에서나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유

일한 대안으로 가스 승강 장비(Gas Lift Equipment)를 설치하

는 것이다.

 Water Injection 및 Gas Lift는 강화된 오일 회수

(Enhanced Oil Recovery, EOR)라고 불리 우는 공정인 저장소

로부터 오일의 흐름을 증가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거

리에 따른 그러한 요인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웰(Well)은 저장

소의 조건 보다는 오히려 주 설비(Facility)상에 위치해 있다. 

 불안정한 웰(Well) 유체, 액체 또는 가스의 이송은 탄화수

소 혼합물의 구성요소가 휘발성이 있다는 특성 때문에 어려움

이 내제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배관라인 길이가 늘어날 

때 발생되는 압력차(Pressure Drop)에 의해 더욱 악화된다. 

배관라인에서 오일의 흐름은 증발된 가스의 슬러그(Slug)

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가스 배관 라인은 압력이 

요동치는 동안 가스가 빠져 나갈 때 응축된 액체의 슬러그로

부터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양의 모래 및 물은 특

히 저장소의 수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도 

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함으로서 수없이 도전하고 있는 장비설계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SUBSEA WELL

본래 해저 웰(Subsea Well)은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 웰-헤드(Wellhead) 어셈블리 (Assembly) guideframe 

및 보호용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다. 웰(Well)은 고정식 플랫폼 

상에서 마감시킨 재래식 웰(Conventional Well)과 동일한 방

법으로 승강식 잭업(Jack-up) 혹은 시추선(Drillship)에 의해 

시추된다.

(1) 크리스마스 트리 및 웰-헤드(Christmas Tree and 

Wellhead);

  가장 기본적인 해저 웰(Subsea Well)은 머드라인(Mud 

line) 부유 시스템 상부에 부착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조하기 위해 단순히 잠수부를 고용하게 되며, 크리

스마스 트리를 웰-헤드 보조기구(Wellhead Adaptor)

에 부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속에 잠기기 전

에 유압으로 작동하고 있는 고리모양의 연결기(Collect 

Connector)를 볼트로서 체결한다. 그러나 더 심해에서 

오일을 생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더욱 전

문화된 해저 웰-헤드(Subsea Wellhead) 및 크리스마

스 트리(Christmas Tree)가 개발되었다.

1) 머드라인(Mudline)-수심이 비교적 얕은 곳이라 간주되

고 있는 물에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사용되는데, 이

는 전적으로 잠수부가 웰 세척 운전(Well workover 

Operations)을 보조하기 위한 흐름선(Flowlines) 및 제

어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2) 가이드 뼈대(Guideframes)-해저 트리(Subsea tress)

는 트리의 구성품 및 웰-헤드(Wellhead)를 보호하는 

뼈대 작업을 위한 설치 장치로서 작동되고 있는 가이

드 뼈대로 둘러 쌓여 있다. Guideframe은 3가지 기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페이스(Interface) - Guideframe은 웰헤드 시

스템의 특이한 형태를 특이하게 설계되어지며, 설

치하는 동안 Tree를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을 돕기 

위한 Interface 를 형성한다.

 Mounting point - Attachment은 흐름선 연결기, 

ROV Docking station에 부착을 위해 guideframe을 

제공해도 되며, 전기식 혹은 유압식 신호를 통한 제

어용 Umbilicals 은 크리스마스 트리 밸브를 작동하

기 위해 전달된다.

 Re-Entry Guidance - Guideframe의 상부는 트리  

   가동 기구(Tree Running Tool)를 일직선으로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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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ubsea Production System

고 트리(Tree)를 설치, 회수 및 철저한 작업을 위해 사

용된 트리 캡(Tree caps)을 보조하기 위해 Guidance 

posts 혹은 funnel를 부착하고 있다.

 (1) 웰-헤드 보호구조물 (Wellhead Protection

   Structure, WPS);

해저 트리(Subsea tree)는 손상되기 쉬우며 손상이 가

장 자주 일어나는 원인은 배의 앵커 또는 어부의 저인

망으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이다. 일반적으로 보호

용 구조물은 일부 보호의 정도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하며, 트리를 형틀에 설치하거나 직접 주위를 둘러 싸

고 있는 Satellite 혹은 집단으로 되어 있는 트리

(Cluster Tree)바로 위해 설치된 웰 교각(Well bay)위

에 설치된다. 보호용 구조물은 고정시켜 웰(Well)에 부

착하거나 대안으로 중력 장치로 할 수도 있다. 이들 

각각의 방법은 시추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없애고 웰 작업의 마무리 및 철저한 조사 운전

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4. WELL COMPONENTS PART

4.1 Christmas Tree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는 웰-헤드(Wellhead) 

상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각각의 웰(Well)을 분리시키고 생산

과 공정 설비상에서 탄화수소의 유량을 제어하기 위한 조절용 

기수(Controlling Mechanism)을 제공하는데, 원래는 크리스마

스 트리(Christmas Tree)는 비상차단시스템(Emergency 

Shutdown System, ESD)과 같은 역할을 한다.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는 게이트 밸브(Gate 

valve)로 만든 어셈블리 (Accembly)이며, 이때 사용되는 크리

스마스 트리라는 용어는 많은 개개의 밸브 등을 서로 봍트로 

연결시켰으며, 육상에서의 트리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

었다고 한다. 해양용으로는 견고한 블록 트리(Solid Block 

Tree)를 선호하고 있으며, 각기 합금강 또는 스테인레스 강 

주조 또는 주물들로서 밸브의 몸체를 가공하여 제작된다. 

Solid Block Tree는 다음과 같은 밸브로 구성된다.

(1) Master Valve - 상부 마스터(Upper Master) 및 하부 

마스터(Low Mater)밸브라고 일컬어진 2개의 마스터 

밸브를 제공한다.

(2) Wing Valve -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에는 

한 개 혹은 2개의 Wing Valve가 공급된다. 밸브가 웰

(Well)에 확실하게 들어갔는지의 여부는 와이어 라인 

작업용 스와브밸브(SWAB Valve)를 통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직 평면상으로 부터 Offset하게 된다.

(3) SWAB Valve - 스와브 밸브(SWAB Valve)는 크리스

마스 트리상에서 최상부 즉 마스터 밸브 바로 위에 설

치되어 있다. 이것은 웰로 들어가는 와이어 라인 장비

의 유입을 원활하게 해 준다.

4.2 Wellhead Control Panel

 웰-헤드(Wellhead) 제어 판넬 또는 웰-헤드(Wellhead) 스

키드(Skid)는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 및 머드라인

(Mudline) 혹은 표면 조절된 표면하의 안전밸브(MSSV, SSSV 

또는 SCSSV)의 운전을 제어한다. Skid는 밸브가 현장, 원격 

또는 ESD시스템을 거쳐서 작동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Actuator가 설치되어 있는 밸브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다.

 To CLOSE : Production Wing Valve Upper Mater 

Valve Mudline Safety Valve

비상차단(Emergency Shutdown)이 발생 했을 때, 크리스마

스 트리 밸브의 완전한 폐쇄는 미국석유협회 규정 API RP 14H

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45s(초)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To OPEN : Mudline Safety Valve Upper Mater 

Valve Wing Valve

4.3 The Surface Wellhead

고정식 설비상에서 웰-헤드(Wellhead) 어셈블리(Well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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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Remotely Operated Vehicles, ROV

Assembly)는. 중간(Intermediate) 케이싱(casing), 생산 튜빙

(Production Tubing) 및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를 

보조 및 밀봉 시키기 위해 설계된 구성품들의 조합으로 이루

어져 있다. 또한 이는 시추 운전을 하는 동안 분출 방지기

(Blowout Prevention, BOP)의 위치에 대한 토대를 마련해 주

기도 한다.

  

4.4 Mudline Suspension System(MLSS)

머드라인 부유 시스템(Mudline Suspension System)은 중

간 케이싱(Casing)과의 지지 및 밀봉을 위한 표면 웰-헤드

(Wellhead)의 대안으로 제공되며, 부유시스템은 머드라인

(Mudline) 또는 해저에 위치에 있으며, 표면 웰-헤드

(Wellhead)에서의 경우와 같이 도관의 상부보다는 오히려 배

관 안에 위치에 있다.

머드라인 부유 시스템(MLSS)은 아래에서와 같이 2개가 적

용된다.

1) Pre-Drilling Wells;-생산 설비용 웰(Well)의 시추는 특

히 시간이 소비되는 운전이다.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

한 절감 즉 비용이 영구적인 설비에 도달하기 전에 웰

(Well)을 시추함으로써 이를 달성할 수 있으며, MLSS

의 설계는 이상적으로 이러한 적용에 적합하다.

2) Subsea Wells: 표면상에서 웰(Well)과 동일한 방법으

로 시추 및 완성된다. 그러나 재래식 웰 헤드를 지지

하기 위한 고정식 구조물이 없을 경우, MLSS 혹은 해

저 웰-헤드(Wellhead)의 사용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

들 2개의 배열은 동일한 기본 설비 대상으x로 나누고 

있다.

(a)Christmas tree           (b) MLSS

그림 4 Well components

5. REMOTELY OPERATED 

VEHICLES (ROV)

ROV(Remotely Operated Vehicles)는 엄브리컬(Umbilical)

를 거쳐 배의 deck 혹은 해양 설비로부터 제어할 수 있는 소

형 잠수함(Mini-Submarine)이다. 1970년대 말부터 대두 되었

으며 일상적인 검사 업무를 위해 심해의 바다로 가는 잠수부

에게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었

다.

ROV의 외형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일

의 형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간혹 소형의 검사 장치는 구

형(Spherical), 원형 유리 강화 플라스틱(Cylinderical Glass 

Reinforce plastic, GRP) 혹은 전자제어(Electronic Control) 

그리고 비디오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아크릴 덮개(Acrylic 

hull)를 사용하고 있다. 대형의 작업 장비는 섬세한 장비를 수

용하기 위해 알루미늄 합금의 pod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Steel Frame은 충격에 따른 보호 및 Ballast tank, Battery, 

Manipulator 그리고 Umbilical 의 부착에 따른 설치 위치를 보

호하기 위해 제공되며 완성된 어셈블리(Accembly)는 

0.5~2ton의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 일단 해상에서 ROV

는 자체 내장된 Battery 또는 Umbilical Cable를 걸쳐 외부 전

원을 받아 기동된다. 이들 웰-헤드(Wellhead)는 ROV에 의해 

전적으로 설치, 유치보수 및 수리될 수 있으며 결국 침투 잠

수부에 대한 의존도는 재래적인 잠수 기술의 한계 범위를 초

과한 수심 내에 위치한 보존물의 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6. 맺 음 말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연가스 경제 시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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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미래 해양 자원 개발

상 설비 시설의 개발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부유

식 해상 생산 설비(FPSO, LNG-FPSO, FSRU), 해상 및 육상

의 천연가스 공급설비(FSRU, SRV) 등이 기술 개발되어 현재 

국내 대형 조선소에서 건조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해양 구조

물은 심해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초대형 복합 설비가 전망될 

것이다. 또한 세계 에너지 소비와 해양 유전개발의 해양시장

으로의 투자 전망은 매우 밝아, 이러한 기술을 근간으로 본 

기술보고에서 기술한 해저 생산 시스템(Subsea Production 

System) 사업 개발에도 확대 되어 간다면 해양플랜트 수주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신성장(新成長) 동력원이 될 것이

며, 조선·해양 전문 기술력을 갖춘 초일류 중공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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