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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Drilling fluid는 물이나 오일에 Bentonite 또는 Barite 등을
혼합하여 높은 점도와 비중을 가지는 유체로서 시추 작업
시 시스템내부를 순환하며, drill bit의 윤활과 냉각, 암석 조


   

      



 
   
 



각 등을 제거하며 시추공의 압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다. drilling system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drilling fluid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drilling fluid의
시뮬레이션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체(입자)-액체 2상 유동
특성을 수치해석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2.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고체-액체 2상 유동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서 균질류 모델(homogeneous model)과 분리류 모델(separated
model)을 사용하였다.
균질류 모델은 두 상이 잘 혼합되어 마치 하나의 상으로
유동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모델로서 간단하여 계산시간이
적게 소모된다.
밀도   는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하첨자  와  는 각각 base fluid와 solid를 의미하
며,  는 체적분율을 나타낸다.
점성계수는 기존의 실험 상관식(Corcione, 2011)을 이용하
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는 기반 유체의 몰 질량,  은 아보가드로 수 (6.022☓
1023 /mol)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시스템 설계를 위해서는 압력강하는 필수로 예측되어야
하기 때문에 압력강하 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고체-액체 2상 유동에서의 압력강하 특성을 분석하였
다.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는 기존의 실험 결과(Kaushal et al.,
2005)와 비교하였으며,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강하는
증가하였으며, 고체 입자의 체적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압력강하도 증가하였다. 수치해석에 의한 결과는 이러한 경
향을 잘 예측하였다.

4. 결 론
고체-액체 2상 유동을 균질류 모델과 분리류 모델을 사용
하여 CFD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CFD 결과는 실험값을
잘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drilling fluid의 시뮬레이션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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