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가스전 생산 플랫폼에는 Mono-ethylene glycol (MEG) 재생, 저장, 주입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저해하기 위해 해

저 파이프라인에 MEG를 주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im et al., 2017). 해저 파이프라인에 주입된 Lean MEG(MEG 농도 70–90wt%)는 저

류층에서 생산되는 물과 혼합되어 일정 농도 이상의 MEG 농도가 유지되며, 플랫폼에 도달하면 Inlet separator에서 분리되어 Rich 
MEG(MEG 재생 농도 20–50 wt%)으로 재생공정에 보내진다(Kim et al., 2018a). MEG 재생공정은 전처리와 증류를 거쳐 Rich MEG을 Lean 
MEG로 전환하므로, 가스전 플랫폼 상부 공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와 더불어 MEG 주입 펌프, 저장 탱크 등이 별도의 공간을 차지한

다. 따라서 가스전 플랫폼의 제작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 MEG 주입, 재생, 저장 시스템의 설계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하

며, 이때 다상 유동 해석 및 하이드레이트 상평형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수행하는 유동 견실성 작업이 필요하다(Kim et al., 2020). 특히 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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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eneration processes. A recent application of a kinetic hydrate inhibitor (KHI) has reduced the total volume of MEG injection and hence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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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중동 및 북해 지역의 천해 가스전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플랫폼은 최근 낮은 유가로 인해 큰 부피와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MEG 재생 

공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진다. KHI(Kinetic hydrate inhibitor)는 고분자 사슬 구조에서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성 그룹이 연결되어 있으며, MEG와는 달리 0.5–3wt% 농도로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일정 시간 이상 저해하는 것이 가능하다(Park 
et al., 2019). KHI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 상태 운전에서 저류층에서 생산된 물이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과하는 시간 동안 하이드레이트 생성

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MEG 주입이 필요 없어진다. 
하이드레이트 생성은 저온과 고압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며, 하이드레이트 생성 조건을 열역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정 압력

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의 최저 온도와 하이드레이트 상평형 온도의 차이가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위한 Driving force가 되며, 온도 차이가 작으

면 하이드레이트 생성 속도도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천해 지역 가스전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 플랫폼에서는 하이드레이트 생성 속도

가 느릴 가능성이 크며, KHI를 적용하기 매우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KHI는 물 분자들이 하이드레이트 결정 구조로 전환되는 클러스터 형

성 과정을 사슬 구조에 연결되어 있는 Ring-structure로 저해하며, 동시에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어 성장하는 성장점에 흡착되어 성장을 느

리게 하는 특징이 있다(Kim et al., 2018b).
따라서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위한 Driving force가 작은 천해 지역 가스전에는 KHI가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천해 가스전을 위한 플랫폼이더라도 MEG 재생 공정을 사용하지 않기는 쉽지 않다. 긴 시간 동안 해저 파이파라인의 생산 중단과 

재생산 등의 천이 운전을 위해서는 MEG 주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Brustad et al., 2005). 따라서 플랫폼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상 

상태 운전에는 KHI를 적용하고, 천이 운전에는 MEG를 적용하는 유연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KHI의 성능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천이 운전을 위한 MEG 주입 및 재생 농도에 대한 최적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압 교반 반응기

를 이용해 천해 지역 가스전을 대상으로 하이드레이트 생성 위헙도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KHI를 주입했을 때 하이드레이트 저해 성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MEG 재생 공정은 천해 지역 가스전을 고려했을 때 적정 Lean MEG 농도를 MEG 재생 공정의 경제성 평가를 통

해 확인하고자 한다. 실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생산 플랫폼 설계를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 가능하다. 

2. 실험 장치 및 시뮬레이션 모델

2.1 하이드레이트 생성 위함도 평가 실험 
일반적인 가스전 운영 전략을 선택하면, 해저 파이프라인에서 하이드레이트의 생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즉, 하이드레이트 생성 가능

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MEG를 주입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열역학적으로 생성 가능한 온도-압력 조건을 예측하고, 필요

한 MEG 농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KHI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열역학적인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하므로, 실험을 통해 하이드레이트 생성 위

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및 고압 조건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고압 교반 반응기를 이용해 생성 및 해리 실험을 시행한다. 
Fig. 1은 하이드레이트 생성 실험에 사용된 실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다. 고압 교반 반응기는 15MPa까지 가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

며, magnetic stirrer를 이용해 0–800rpm까지 반응기 내부 유체를 혼합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해저 파이프라인을 모사하기위해 360mL 부피

의 반응기(재질: SUS 316)에 80mL의 물을 주입하고, 천연가스로 12MPa까지 가압해준다. 천연가스의 농도는 90.0% CH4, 6.0% C2H6, 3.0% 
C3H8, 1.0% n-C4H10이며, 알파 가스로부터 공급되었다. 반응기는 충분한 양의 에탄올 수용액에 잠기도록 수조에 위치시키고, 외부 히터/
냉각기(Jeiotech RW2025G)에 연결하여 원하는 온도로 유지해 준다. 0.15 ℃ 이내의 정확도를 가지는 Platinum resistance thermometer를 사용

해 기체와 액체의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0.01MPa의 정확도를 가지는 Pressure transducer를 사용해 압력을 측정하였다. 실험 시작 단계에서

는 20℃로 수용액 온도를 유지하다가, 반응기 내부 압력이 안정화되면, 천해 가스전 해저 파이프라인의 운영 조건인 10℃로 냉각시켜주었

다. 실험 시작과 동시에 600rpm으로 교반을 시작했으며, 이때 0.3%의 정확도를 갖는 토크 센서(TRD-10KC)를 이용해 임펠러에 가해지는 토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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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측정하였다. 주요 측정 센서를 통해 얻어지는 온도, 압력, 토크 데이터는 10초 간격으로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저장되었다. 하이드레이

트 상평형 조건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특정 시점에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순수 물을 이용해 MEG와 KHI가 주

입되지 않았을 때 하이드레이트 생성 특성을 분석하고, 이후 KHI를 주입했을 때 하이드레이트 생성이 지연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2.2 MEG 재생 공정을 위한 Hysys 시뮬레이션 모델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천해지역 가스전은 수심 60m에 위치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가스전의 경우 수심 

100m를 넘지 않는 가스전이 다수 개발되고 있으며, 이 경우 수온은 하절기 30 ℃ 이상, 동절기 약 10℃로 예상된다.  저류층의 생산 압력은 

15Mpa 이상이지만, 해저 트리에서 플랫폼까지 해저배관은 10Mpa에서 운전된다. 천해 지역 가스전의 운전조건을 고려했을때 열역학 시뮬

레이션 소프트웨어(Multiflash, version 20)하이드레이트 생성 조건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해수 온도 10℃를 가정하였을 때, 해저 배관을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 4MPa보다 높아지면 하이드레이트 생성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인 가스전 해저 배관은 4MPa보다 높은 압력에

서 운전되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 생성 위험이 계절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드레이트 생성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Fig. 2(a)의 

상평형 도에서 볼 수 있듯 해저 배관을 흐르는 물에 MEG를 첨가하여 농도를 25wt%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해저 배관에 MEG를 

주입하고, 25wt% 농도의 MEG 수용액을 다시 70wt%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MEG 재생 공정이 필요하다. Fig. 2(b)는 천해 지역 가스전

을 위한 MEG 재생 공정을 Aspesn Plus version 9.0을 이용해 구축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나타낸다. 가스전 생산 주기를 고려하여 2개의 트레

인으로 구성되며, Rich MEG storage tank에 해저 배관에서 회수된 25wt% 농도의 MEG 수용액을 저장하고, 이를 MEG flash drum과 

Distillation column에서 농도를 70wt%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농도가 증가한 MEG 수용액은 Lean MEG storage tank에 저장해두었다가 

Injection pump를 이용해 해저 배관에 주입했다. 각 유닛의 운전 조건은 ENRTL(Electrolyte non-random two liquid)-RK(Redlich-Kwong) 열역

(a) Hydrate equilibrium conditions for gas field

(b) Process flow diagram of MEG regeneration process
Fig. 2 Hydrate equilibrium conditions to determine MEG concentration for subsea flowlines and detailed diagram of MEG regener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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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모델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Aspen process economic analyzer를 이용해 장치의 타입과 재질, 크기를 결정하였다. ENRTL-RK 열역학 모

델은 기상과 액상의 상평형 계산을 통해 유체의 주요 물성을 예측할 수 있다. 기체상의 Fugacit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RK 모델을 사용하였

다. ENRTL 모델은 액체상의 Activity coefficeint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전해질이 포함된 다양한 시스템에 적용된다. Aspesn Plus 
version 9.0과 문헌에 보고된 MEG 수용액의 증기압 데이터를 이용해 ENRTL 모델의 Binary interaction parameters를 보정해주었다. 

 ENRTL 모델은 Excess Gibbs energy ( )를 표현하기 위해 먼 거리의 이온 상호작용은 Pitzer–Debye–Huckel 수식(   )과 Born 
equation(    )을 이용해 계산하고, 짧은 거리의 이온 상호작용과 이온-분자, 분자 상호작용들은    를 이용해 계산한다. 상호작용 들

의 합을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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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온도, 은 기체 상수, 는 액체 상의 Activity coefficient, 는 이온 종류를 의미한다. 
먼 거리의 이온과 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표현하기 위한 Pitzer–Debye–Huckel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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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Debye–Huckel 상수이고, 는 Ionic strength, 는 이온의 Charge, 는 혼합 수용액의 밀도다. Born 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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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용매와 물의 Dielectric constants이며, 는 이온 입자 의 Born radius, 는 Avogadro 수, 는 이온의 Charge, 는 Elementary 
charge를 의미한다.
짧은 거리의 이온 상호작용과 이온-분자, 분자 상호작용들은 다음의 식을 이용해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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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성분의 몰분율이며, 는 이온 성분의 Absolute charge, 는 Non-randomness factor( 0.2), 와 는 각각 분자와 전해질을 가리

키고, 는 Binary interaction energy parameter,  , , 는   298.15K에서 온도 상수를 의미한다. 
MEG 재생 공정 설계가 완성되면, 장치비를 기반으로 Capital expenditures(CAPEX)를 분석하고 고정 CAPEX 및 유틸리티 비용과 운전 기간

을 고려하여 Operating expenditures(OPEX)를 분석하였다. CAPEX와 OPEX를 합해 MEG 재생 공정의 Life cycle cost (LCC)를 계산할 수 있었

다. 일반적으로 lean MEG 농도는 70–90wt%에서 가스플랫폼의 CAPEX와 OPEX를 최소화할 수 있는 농도를 선택한다. 심해 가스전을 위한 

플랫폼은 80wt% 이상으로 유지하지만, 천해 가스전에서는 70wt%로 운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최적 Lean MEG 농도를 결정하기위해서는 

MEG 재생 공정의 운전 적정성과 함께 경제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저 배관에서 회수된 25wt%의 MEG 농도를 70wt%와 

80wt%의 각각 두가지 농도로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공정 설계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3. 하이레이트 생성 위험도 평가 실험 결과

3.1 순수 물에서 하이드레이트 생성 실험 결과

MEG와 KHI 등의 하이드레이트 저해제를 주입하지 않은 순수 물에서 하이드레이트 생성 현상을 실험을 통해 관찰하였다. Fig. 3(a)는 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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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을 위한 해저 배관 운전 조건에서 하이드레이트 생성 현상을 Pressure-temperature diagram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시작 온도는 23℃
이며, 천해 지역 겨울철 온도인 10 ℃까지 1시간 동안 온도를 감소시켰다. 실험 시작 압력은 11MPa이며, 온도 강하로 인해 교반기 내부 압력

이 감소하지만, 하이드레이트 생성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하이드레이트 생성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1에서 3번의 반복 실험 

동안 측정된 하이드레이트 생성 온도와 압력, 이로부터 계산된 하이드레이트 생성 지연 시간을 나타내었다. 평균 하이드레이트 생성 지연 시

간은 21.7분이며, 평균 하이드레이트 전환율은 46%였다. 실험 결과로부터 천해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해저 배관을 흐르는 물은 20여 분 이내 
에 하이드레이트를 생성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b)는 하이드레이트 생성 시에 나타나는 토크 변화를 하이드레이트 부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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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Temperature diagram as a function of time in bulk water 

(b) Hydrate volume fraction as a function of time during hydrate formation
Fig. 3 Hydrate formation characteristics in bulk water without adding hydrate inhibitors

Table 1 Quantitative analysis of hydrate formation characteristics

Experiment No.
ΔTsub

1

(K)
 2

(min)
Hydrate volume 

fraction
Water conversion

(mol%) Max relative torque

1 6.0 23.8 0.57 51.73 2.24
2 6.3 25.3 0.47 41.68 3.36
3 3.6 15.8 0.50 45.34 3.51

Average value 5.3 21.7 0.51 46.25 3.04
Standard deviation 1.2 4.2 0.04 4.15 0.69

1ΔTsub indicates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hydrate formation conditions and equilibrium condition. 2tonset indicates the time when hydrate 
formation is init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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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ate volume fraction)과 함께 보여 준다. 생성 지연 시간 20분이 지난 후에 하이드레이트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이와 함께 토크 즉, 유
체 흐름에 대한 저항도 증가했다. 부피 비율이 0.3을 넘어서면서 토크는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피 비율 0.4 이상에서는 연속적인 토크 

변화보다 순간적인 피크 형태의 토크 변화를 보여준다. 하이드레이트가 0.4 이상 증가하면서 물과 하이드레이트가 분리되는 Heterogeneous 
segregation 현상이 발생하고, 하이드레이트가 교반 반응기 벽면에 침적되는 Bedding 현상으로 발전된다. 하이드레이트 생성 시작이후 300분
이 경과하면, 상대 토크값이 3.5에 이르는 높은 피크가 나타났다가 이후 지속적인 Fluctuation이 나타났다. 교반 반응기 벽면과 바닥에 침적되

는 하이드레이트의 양이 많아지면서 교반기와 충돌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Grinding이 되면서 토크 변화가 요동치는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이를 해저 배관으로 생각해보면, 순수 물이 해저 배관을 흐르면서 하이드레이트 생성이 시작되고, 하이드레이트 부피 비율이 0.3 이하일 

때는 일정 흐름을 유지할 수 있지만, 0.4 이상으로 부피 비율이 증가하면서 하이드레이트 침적이 증가하여 유체 흐름을 막는 Plugging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실험에 사용된 교반기는 외부 모터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혼합 에너지를 가하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가 Grinding 되
지만, 해저 배관에서는 물을 밀어내는 가스 유체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하이드레이트 Plugging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해저 배관에

는 유체 유속이 감소하는 배관 굴곡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막힘 현상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다. 

3.2 KHI의 하이드레이트 저해 성능

Fig. 4는 KHI가 주입되었을때의 하이드레이트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는 Basf사의 Luvicap을 KHI로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2.4 
wt%를 유지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Luvicap의 농도를 2.4 wt%로 유지하는 경우 20 시간 동안 하이드레이트 생성이 관찰되지 않

았다. 순수 물에서와 마찬가지로 3번의 반복 실험을 하였지만, 역시 20시간 동안 하이드레이트 생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온도는 10 ℃에서 유

지되었으며, 압력은 10 MPa에서 유지되었다. 이 결과는 Luvicap을 주입하여 2.4wt%의 농도를 유지하는 경우 20시간 동안 하이드레이트 생

성이 저해되는 것을 보여준다. 천해지역 가스전의 해저 배관이 40km라고 가정했을 때, 물이 해저 배관에 체류하는 시간은 생산량이 낮을 때 

최대 4.4시간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하이드레이트 저해제로 Luvicap을 선택해서 해저 배관을 흐르는 물에 2.4wt% 이상의 농도가 되도록 충

분한 양을 주입해준다면, 생산되는 물이 해저 배관에 체류하는 동안 하이드레이트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천해 지역 해저 배관의 온

도가 10 ℃로 유지된다고 하면, Luvicap이 KHI로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Extended shut-in 즉, 장기간 운전 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KHI만으로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막는 것이 쉽지 않

다. 이 경우 MEG를 주입해야 하며, 주입된 MEG는 해상 플랫폼에서 재생 공정을 통해 Lean MEG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4. MEG 재생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

MEG 재생 공정을 Aspen Plus version 9.0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한 모델을 앞서 Fig. 2(b)에서 나타내었다. 해저 배관에서 유입된 Rich MEG
(농도 25wt%)은 2.6MPa 조건으로 저장 탱크에 저장해두었다가, MEG 재생 공정으로 보내며, 이때 유량은 27317.2kg/h이다. MEG flash drum
에서 천연가스와 컨덴세이트를 미리 제거하며, 필터와 열교환기를 거쳐 MEG 증류탑으로 공급된다. MEG 증류탑은 0.15MPa로 운전되며, 
MEG 농도를 25wt%에서 80wt%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37.6℃, 70wt%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27.5℃로 온도를 유지해야한다. 증류탑 상

부로는 수증기가 배출되고, 하부로는 농도가 올라간 Lean MEG을 회수해 저장 탱크로 보낸다. 해저 배관에서 필요한 MEG 농도는 25wt%이

므로, 13.03MPa의 압력으로 Injection pump를 이용해 주입한다. 공정을 구성하는 주요 장비의 운전 조건을 아래의 Table 2에 나타내었다. 
MEG와 물의 끓는점은 각각 100℃와 197℃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증류탑을 이용해 Rich MEG을 Lean MEG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다. 다만 

Fig. 4 Pressure-temperature diagram as a function of time in 2.44 wt% Luvicap solution. No hydrate formation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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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배관에 유입되는 저류층 생산수에 NaCl 등의 염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증류 과정에서 Reboiler에 염 침적 위험이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천해 지역 가스전은 생산수에 포함된 염 농도가 30g/L로 가정하였을 때, 염 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MEG 농도가 80wt%까지 증가했을 때 Lean MEG에 허용 가능한 NaCl의 농도는 76g/L이기 때문이다. 염 침적 위험도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연

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발표할 예정이다.
증류탑을 이용하는 MEG 재생 공정은 열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CAPEX와 OPEX를 절감하기 위한 기술적 선택이 필요하다. 즉, 

증류탑의 온도를 137.6℃로 유지하면서 Lean MEG의 농도를 80wt%까지 증가시키는 것과 온도를 128.1 ℃로 유지하면서 Lean MEG의 농도

를 70wt%까지만 증가시키는 것이다. 심해 지역 가스전의 경우 Lean MEG의 농도를 90wt%까지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천해 지역 가스전의 경

우 열에너지를 많이 투입하여 Lean MEG의 농도를 80wt%까지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G 재생 공정의 제작과 운전에 필요한 CAPEX와 OPEX를 모두 고려하는 LCC 분석을 수행하였다. LCC 분석은 앞서 수행한 MEG 재생공

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 주요 장비들의 크기를 결정하고, Aspen Economic Analyzer를 이용해 장비 비용을 계산한다. 각 장비의 비용을 

기반으로 CAPEX를 계산하고(Peters et al., 1968), 다시 CAPEX에 기반하여 OPEX를 예측한다(Turton et al., 2008).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먼저 OPEX에는 전기와 스팀, 냉각수 비용만을 고려하였으며, MEG 재생 공정의 공정 신뢰성은 91.3%/yr, 연간 운

영 시간은 8,000h/yr로 가정하였다. 펌프 효율은 70%이며, 예비 펌프와 히터는 고려하지 않았다. 가열을 위해서는 저압 및 고압 스팀을 이용

Equipment
Lean MEG 70 wt% Lean MEG 80 wt%

Size
(D × L, m)1

Equipment cost
(MMUSD)2

Size
(D × L, m)

Equipment cost
(MMUSD)

Glycol flash drum 1.37 × 4.27 0.02 1.37 × 4.27 0.02
Rich MEG flash drum 1.67 × 5.03 0.08 1.67 × 5.03 0.08

Lean meg tank 11.52 × 5.76 
(600 m3) 0.34 11.52 × 5.76 

(600 m3) 0.34

Rich meg tank 13.66 × 6.83 
(1000 m3) 1.84 13.66 × 6.83 

(1000 m3) 1.84

Distillation column 3.65 × 7.01 0.64 4.11 × 7.92 0.79
Booster pump after rich MEG storage tank 0.02 0.02

Booster pump after column 0.01 0.01
Lean meg booster pump 0.01 0.01

Injection pump 0.34 0.32
Starting pump (5 m3/h) 0.00 0.00

Heat exchanger between lean MEG and rich MEG 0.03 0.03
Rich MEG filter 0.03 0.03
Charcoal filter 0.01 0.01

Lean MEG fileter 0.03 0.03
Purchased equipment cost 3.42 3.54

CAPEX 17.21 17.83
1D × L indicates diameter and length, respectively; 2MMUSD is million US dollars.

Table 3 Total capital investment for MEG regeneration package in case of regenerating up to 70 wt% and 80 wt% lean MEG

Table 2 Description of operating conditions of main equipment

Main process equipment Operating temperature (℃) Operating pressure (MPa)
Rich MEG flash drum 102D106 55.4 2.6

Glycol flash drum 102D101 52.5 4.0

Column unit 102C101 128.1 (Lean MEG 70 wt%)
137.6 (Lean MEG 80 wt%) 0.15

Heat exchanger between lean MEG 
and rich MEG (Shell and tube) 102E103 62.5 0.15

Injection pump 102P102 30.0 13.0
Lean MEG tank 102T101 62.1 0.25
Rich MEG tank 102T102 55.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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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PEX for MEG regeneration package in case of regenerating up to 70 wt% and 80 wt% Lean MEG 

Lean MEG concentration

70 wt% OPEX 
(MMUSD)

80 wt% OPEX
(MMUSD)

Initial raw material cost 2.38 2.38 
Raw material costs (C_RM) 31.11 31.11

Utilities costs (C_WT) 　 　

Electricity 1.59 1.39
Cooling water 7.33 8.07
LP steam 26.77 29.43

Operating labor (C_OL) 7.07 7.07
Maintenance and repair (C_MT) 8.62 8.94
Service, supplies and charges 1.29 1.34

Laboratory charges 1.06 1.06
Patents and royalties 4.17 4.33

Fixed costs 　 　

Depreciation 14.37 14.89
Local tax and Insurance 2.87 2.98
Plant overhead 9.42 9.60

Total manufacturing cost 7.07 7.07
General expenses 　 　

Selling costs 13.89 14.42
General & administrative costs 2.35 2.40
Research and development 6.94 7.21

OPEX 141.25 146.61 

하며, 냉각을 위해서는 냉각수를 이용한다. 공정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가열 및 냉각 용량을 이용하였다. 유틸리티를 비롯한 운전 비용이 

지역과 해당 년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남 아시아와 2018년을 기준으로 계산을 수행하였다. LCC는 MEG 재생 공정의 

총 운전 기간인 20년간 투입될 총 CAPEX와 총 OPEX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8%의 Discount rate을 가정하였다. CAPEX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주로 운전 조건과 장비의 타입, 그리고 재료 등이며, MEG 재생 공정에서는 크기가 큰 MEG 저장 탱크와 증류탑, 주입 펌프 등이 CAPEX
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Lean MEG의 농도를 80wt%로 설정하면, 증류탑 높이 증가로 인한 CAPEX가 증가한다. 반면에 해저 배관에 주입하는 

MEG 유량이 감소하여 MEG 주입 펌프의 용량 감소와 CAPEX가 감소한다. Lean MEG의 농도를 70wt%와 80wt%로 설정했을 때 MEG 재생 공

정에 대한 CAPEX 분석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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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X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틸리티 및 유지/보수 비용이다. Lean MEG의 농도가 80wt%일 때 MEG 주입 유량과 펌프 용량이 감소하므

로 주입 장비의 전기 비용이 감소한다. 하지만, 증류탑의 온도 증가로인해 저압 스팀 사용량이 증가하여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다. 주요 장비

의 유지/보수 비용은 초기 장비 가격과 장비의 크기에 영향을 받게 되며, Lean MEG 농도를 70wt%와 80wt%로 했을때의 OPEX를 다음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Initial raw material 비용은 초기 MEG 비용과 가동 비용을 포함하여, 초기 MEG 주입량은 12시간 동안 해저 배관에 

MEG 주입하는 운전을 가정하였다.
Table 3과 Table 4에서 계산된 CAPEX와 OPEX로부터 MEG 재생 공정의 LCC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Fig. 5는 MEG 재생 공정 주요 장

비의 비용과 유틸리티 비용을 보여준다. CAPEX와 OPEX의 합으로 계산되는 LCC는 Lean MEG 농도를 70 wt%로 했을 때 158.46 MMUSD이
며, Lean MEG 농도를 80wt%로 했을 때는 164.44 MMUSD이다. Lean MEG의 농도에 따라 주요 장비의 크기와 운전 비용이 달라지는데, MEG 
재생 공정에 대해서는 Lean MEG 농도를 70wt%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것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천해 지역 가스전을 위한 하이드레이트 저해 전략으로 KHI 주입과 MEG 주입을 병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정

상 상태 운전 중에는 KHI를 주입하여 생산되는 유체가 해저 배관에 체류하는 동안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실험을 통

해 Luvicap 2.4wt%를 주입하면 20시간 동안 하이드레이트 생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40km의 해저 배관을 고려했을 때 배관을 

흐르는 유체의 체류시간은 4.4시간이므로, Luvicap 주입을통해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저해할 수 있다. 해수 온도가 하이드레이트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해수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KHI 주입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동절기에는 KHI 주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만일 장비의 교체와 유지/보수를 위해 플랫폼 운전을 중단해야 한다면, MEG를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MEG 재생 공정은 하이드레이트 저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CAPEX와 OPEX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MEG 재생 공정에 대해서 Lean MEG 농도를 달리했을 때 Initial raw material cost와 C_RM은 동일한 조건에서 Operation cost를 산출하여 LCC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Lean MEG 농도가 70wt%일 때 LCC 비용이 낮게 계산되었다. 초기장비 가격 또한 70wt%일 경우 더 경제적인 측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LCC 분석에 있어 MEG 재생 공정의 운전 조건은 70wt%를 위한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MEG
나 KHI등의 하이드레이트 저해제를 통해 가스전 파이프라인의 하이드레이트 생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

용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Lean MEG 농도의 최적화를 통한 LCC　경제성 평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그 의미가 있다.      
하이드레이트 저해 전략을 유연하게 선택하면 CAPEX와 OPEX 절감이 가능하므로, 최근 기술 흐름을 파악하여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지속가능하며 진보된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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