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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전통 석유자원의 고갈로 

셰일가스, 셰일오일, 오일샌드,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비전

통 석유자원 개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급변하는 유가에 대처하는 유연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점

차 부각되고 있다. 비전통 석유자원 중 오일샌드는 매장량

이 캐나다에서 확인된 것만 1조 7,000억 배럴로 이 중 약 

1,700억 배럴은 상업적으로 생산 가능하다(CAPP, 2018). 

캐나다 오일샌드는 Alberta 주 북동부의 Athabasca, Cold 

Lake, Peace River 지역 14만  km2에 걸쳐 분포해 있다(Fig. 1).

캐나다 Athabasca 지역 오일샌드의 점성도는 약 1,000,000 

cp 이상이다. 오일샌드 내 비튜멘(bitumen)의 점성도를 낮

추기 위한 대표적인 생산공법으로는 저류층에 고온·고압의 

증기를 주입하는 CSS(Cyclic Steam Stimulation) 공법과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공법이 있다. 

CSS 공법은 단일 유정이 주입정 및 생산정 역할을 하는 방

법이다. 유정을 통해 고온·고압의 증기를 주입한 뒤 유정을 

닫아 주입된 증기가 저류층 일정범위 내의 오일샌드를 용

해시킬 수 있도록 기다린다. 오일샌드가 용해되고 나면 해

당 유정은 생산정으로 전환되어 점성도가 낮아진 비튜멘을 

회수하게 된다. 반면, SAGD 공법은 두 개의 수평정을 수직

방향으로 5-10 m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한 후 상부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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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proposes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the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SAGD) process for 

improving the energy efficiency and recovery factor of oil sand reservoirs. Previous studies conducted on optimizing the 
SAGD process have focused on single-objective optimization with fixed economic factors. In this study, multiple 
trade-off operating scenarios were selected by applying a multi-objective optimization algorithm that aims at maximizing 
the recovery factor and minimizing the cumulative steam-oil ratio for efficiently addressing volatile market conditions. 
Thus, the proposed method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optimization methods that not only yield a 
single solution based on a particular objective function but also are hard to adapt to fluctuating oil prices. Furthermore, 
the proposed method can provide optimum trade-off operating scenarios, and hence can aid in planning operating (i.e., 
marketing) strategies according to the variation in oil prices and operating costs, without the need for an additional 
optim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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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논문은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오일샌드 저류층에서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최적의 에너지효

율을 갖는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공법의 운영조건을 선정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기존의 SAGD 공

법 최적화 연구들은 경제성인자가 고정된 단목적 최적화에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수율 최대화와 누적증기오

일비 최소화 관점에서 비지배관계에 놓이는 최적 생산운영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특정 목적함수에 편

향된 하나의 최종해만을 도출하는 기존 방법의 한계를 개선하였다. 제안한 방법으로 선정된 최적운영 시나리오들은 

기존 방법과 달리 유가상황 및 비용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 없이 광구운영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주요어 : 다목적 최적화, SAGD, 회수율, 누적증기오일비, 오일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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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증기를 주입하고 하부의 유정으로 비튜멘을 생산하

는 방식이다.

SAGD 공법의 운영 최적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Gates et al.(2007)은 상부 가스층이 있는 저류층

에서 증기 주입압력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Chung(2010)은 상부 대수층이 있는 저류층에 대해 인공신

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증기 주입압

력 최적화를 통해 누적증기오일비(cumulative Steam Oil 

Ratio, cSOR)와 유사한 cIOR(cumulative Injected Fluids 

Oil Ratio) 최소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Y방향 격자

들의 물성치가 균질하다고 가정하여, 실제 저류층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입된 증기 혹은 용매의 양은 최소

화하였지만 회수율은 고려하지 못했다. Al-Gosayir et al.(2012)

은 증기와 메탄을 동시에 주입하는 오일샌드 저류층에 대해 

유전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단목적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단일 목적함수 내에서 회수율과 cSOR을 모두 고려하

기 위해 목적함수를 회수율과 cSOR/max(cSOR)로 설정

하였다. Kam et al.(2013)은 ES-SAGD(Expanding Solvent-

SAGD)를 수행하는 저류층에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증

기 주입압력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적함수

에 포함된 인자들은 용매 주입량, 증기 주입량, 생산량이 있

으며 인자들을 조합하여 경제성이라는 하나의 목적함수로 

설정하는 단목적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오일샌드 저류층의 운영조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단

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을 사용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은 유가나 비용 등의 경제성인

자가 확정되었을 경우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해

를 탐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목적함수가 

여러 개일 때 각 목적함수에 부여된 가중치 및 매개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하나의 해로 편향된 결과를 나타낼 위험

성이 있다. 이는 특정 가중치 조건에서 획득한 광역 최적해

(global optima)가 가중치 및 매개변수가 달라지는 경우 지

역 최적해(local optima)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Min 

et al., 2017). 최종적으로 하나의 해만을 산출하는 점을 고

려한다면 고유가 환경에서 구한 최적 운영조건은 저유가 

환경에서의 최적 운영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

로, 2014년 3/4분기를 시작으로 2016년 WTI가 20 $/bbl 선

까지 폭락한 뒤 2018년 현재 70 $/bbl 선을 유지하는 등 최

근 몇 년간 경제성 인자가 급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Park et 

al.(2015), Min et al.(2016)과 같이 비지배관계(trade-off), 

즉 상대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각 목적함수들을 최적

화 할 수 있는 파레토기반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Min et al.(2017)은 위와 같은 파레토

기반 방법을 ES-SAGD를 수행하는 저류층에 적용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되었던 운영조건들에 대

한 민감도분석을 통해 회수율 및 cSOR에 영향이 큰 운영조

건들을 주요 변수로 선정한다.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인 

비지배정렬 유전 알고리듬-II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 NSGA-II)를 사용하여 회수율 최대화

Fig. 1. Oil sands in Canada (Government of Alberta Energ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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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cSOR 최소화 관점에서 비지배관계에 놓이는 운영 시나

리오를 운영 시나리오를 탐색한다. 그 후, 경제성인자를 반

영한 최적 운영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다목적 최적화 알고

리듬의 적용 결과는 대표적인 단목적 최적화 방법인 개체

군집최적화 알고리듬(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

의 결과와 비교 분석한다.

연구 방법

비지배정렬 유전 알고리듬-II

이 연구에서 사용한 다목적 최적화 방법인 NSGA-II는 

유전 알고리듬을 차용한다(Deb et al., 2002). 유전 알고리

듬은 자연의 진화개념을 이용한 알고리듬으로 재생산

(reprodu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 등 

유전 연산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해집단을 생성하고 최적

해를 탐색한다. 우선 1세대의 개체들이 설정한 목적함수에 

대해 평가(evaluation)되며, 우월한 개체들은 선별되고 열

등한 개체들은 제거된다. 이때 선택된 각 개체의 유전자 배

열을 유전 연산자를 이용하여 교환, 변이함으로써 다음 세

대의 새로운 개체들을 생산한다. 이상의 진화 과정을 설정

한 수렴조건 혹은 최대 세대수까지 수행하면 알고리듬이 

종료된다.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은 여러 개의 목적함수가 있을 

경우 하나의 큰 목적함수로 치환해 최적해를 산출해내는 

선형가중합법(linear weighted sum)을 주로 사용한다. 하

지만 선형가중합법은 부여되는 가중치에 따라 최적화 결과

가 매우 상이할 수 있고 최종해를 하나의 해로 산출하기 때

문에 광역 최적해가 아닌 지역 최적해를 구할 가능성이 크

다. NSGA-II는 비지배정렬(non-dominated sorting)과 밀집

도거리(crowding distance) 개념을 반영하여 다수의 최적

해를 산출하는 최적화 알고리듬이다.

비지배정렬은 개체들을 목적함수 공간에 분포시켜 각 목

적함수에 대해 우월관계를 판단하여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다. 최소화 문제의 경우 개체 A가 개체 B를 지배하기 위해

서는 다음과 같이 식 (1)을 만족해야 한다.

∀∈⋯ ≤∧∃∈⋯ 

(1)

이때, 은 목적함수의 개수이다.

예를 들어 Fig. 2와 같이 개체 를 개체 와 비교할 경우, 

∧를 만족하여 개체 가 개체 

를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체 와 비교할 경우, 

에 대해서는 이므로 개체 가 우월하지만 

에 대해서는 이므로 개체 가 열등하여 서로 

우월함을 가릴 수 없다. 이러한 비지배(non-dominated) 관

계에 있는 개체들은 검은색 원 부근의 빨간색 선과 같이 최

적해들의 집합인 파레토 면(Pareto front)를 형성한다. 파레

토 면 위의 해들은 다목적 함수의 관계에서 식 (1)의 상호간 

우월성을 정의할 수 없는 개체들의 구성이며, 각 개체들을 

파레토 최적해(Pareto optimal solution)라 한다. 다목적 최

적화를 수행하였을 때, 파레토 면에 가장 근사한 해들을 

‘Rank1’로 분류한다면, 식 (1)의 비지배 관계에 따라 ‘Rank1’

해 집합에 비해 열등한 해들을 순차적으로 ‘Rank2’, ‘Rank3’

과 같이 하위 순위로 분류할 수 있다.

NSGA-II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해의 다양성 확보이다. 

개체의 비지배정렬 순위만으로 우월한 해를 결정하게 된다

면 다음 세대의 우월한 해들은 특정 목적함수 공간으로 밀

집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다양한 해의 확보가 어렵다. 이

Fig. 2. Schematic diagram of non-dominated sorting.

Fig. 3. Schematic diagram of crowd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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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밀집도거리 개념이 도입된

다. 밀집도거리는 Fig. 3과 같이 각 해들의 앞, 뒤에 위치한 

해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주변해들 사이의 거리가 짧

은 해를 제거하는 방식이며 식 (2)와 같이 정의된다.

 
  






max




 (2)

이때, 는 해당 개체()의 밀집도거리, 은 목적함수의 

개수, 
max는 번째 목적함수 방향에서 가장 끝단에 위치

한 두 개체 사이의 최대거리, 
 는 번째 목적함수 방향에 

있는 해당 개체() 주변의 두 개체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밀집도거리가 클수록 해당 개체는 해의 다양성

을 확보할 수 있는 개체로 간주되며, 세대가 반복될 때 양 끝

에 위치한 해들이 우선적으로 남게 되고 해가 모여 있는 곳

에서는 대표성을 띄는 해만 남게 된다.

개체군집최적화 알고리듬

SAGD 공법에 대하여 수행할 다목적 최적화 결과를 단

목적 최적화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개체군집 최적화 알고

리듬(Marini and Walczak, 2015)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

였다. 개체군집 최적화 알고리듬은 대표적인 단목적 최적

화 기반 알고리듬으로서 조류나 물고기 무리 내에서의 행

동들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되었다. 각 해를 개체(particle), 

해들이 모인 것을 군집(swarm)으로 설정한다. 초기에 각 

해들을 임의의 위치에 배치하고 목적함수를 만족시키는 위

치를 결정하기 위해 검색공간 내에서 이동하게 된다.

개체의 이동은 다음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

는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속도, 로컬지역에서의 최적위치, 

그리고 군집에 속한 개체들끼리 형성된 공간 내의 최적위

치이다. 각 개체의 속도와 위치는 각각 식 (3)과 (4)와 같이 

업데이트 된다.

   
 



(3)


 

 (4)

이때,  는 개체 의 시간 에서의 속도, 
는 개체 

의 시간 에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  , 는 가중치이며 

 ,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난수이다. 


는 이전에 발

견되었던 개체 의 최적 위치, 는 군집 전체 중의 최적

위치를 나타낸다. 는 속도에 대한 가중치로 보통 1.2 이하

의 값을 갖는다. 너무 작으면 효율성이 감소되는 반면 너무 

크면 목적 해를 지나쳐 버리는 단점이 있다.  , 는 위치에 

대한 가중치로 보통 2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단계마다 각

각  , 와 곱해져 


, 의 위치로 나아가는 정도에 영

향을 준다. 즉, 각 개체가 


와 에 기반하여 좀 더 나

은 해에 가깝도록 자신들의 위치를 변화시키며 최적해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SAGD 공법 운영조건 최적화의 목적함수 설정

이 연구는 정규화된 cSOR 최소화(식 (5)), 정규화된 회수

율 최대화(식 (6)) 두 가지를 개별 목적함수로 설정하였으

며, 선정된 운영조건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값을 기준으

로 최적화를 수행한다. 단목적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수는 

식 (5)와 (6)의 평균으로 설정하였으며, 식 (7)과 같이 표현

된다. 즉, 단목적 최적화는 식 (7)을 최소화하는 광역해의 

탐색을 목표로 한다.

 


max


min


min

 (5)

 


max


min


min

 (6)

 


 
 (7)

NSGA-II는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과 달리 각각의 목적

함수를 독립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두 개별 목적함수 f1, f2

의 최소화를 동시에 수행한다. NSGA-II의 목적함수는 식 

(8)과 같이 정의하였다. 


 

   (8)

Table 1은 NSGA-II 실행을 위해 설정한 매개변수들을 

나타낸다. 실수 형식으로 해를 구성하였으며, 토너먼트 룰

에 따라 새로운 해를 생성하였다. NSGA-II의 개체 수와 세

Table 1. Summary of NSGA-II parameters

Parameter Value

Population type Real number

Population size 25

Generation size 5

Selection process Tournament

Crossover probability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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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수는 각각 25, 5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NSGA-II의 총 시

뮬레이션 횟수는 125이다. 개체군집최적화 알고리듬은 다

목적 최적화와 동일한 최적화 수행을 위해 개체 수와 총 시

뮬레이션 횟수를 각각 25, 125로 설정하였다.

민감도분석을 통한 운영조건 선정

최적화 수행에 사용할 운영조건 선정을 위해 선행 연구

들에서 고려되었던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여 

회수율과 cSOR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조건들을 선정하였

다. Table 2는 이전 SAGD 공법 운영 최적화 연구에서 고려

되었던 변수를 나타낸 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

에서 최적화를 위한 변수로 사용한 증기 생산량, 증기 주입

압력, 유체 생산량, 증기 주입량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

하였다. 운영조건들의 범위는 Table 3과 같이 캐나다 Joslyn 

오일샌드 프로젝트의 파쇄압력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nergy Resources Conversion Board, 2010).

 ,  ,   목적함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과 는 각각 증기 생산량, 주입정 공저압력이 가장 민감한 

인자로 나타났다. 위 두 목적함수의 평균인   목적함수에 

대해서는 증기 생산량, 주입정 공저압력, 유체 생산량, 증기 

주입량 순으로 민감함을 보였다(Fig. 4). 최종적으로 증기 

주입량, 유체 생산량을 핵심 운영인자로 설정하였으며, 증

기생산량 또한 SAGD 공법의 에너지 효율에 영향을 끼치

는 인자(Yang et al., 2011)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생

산정 운영인자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저류층 모델

Fig. 5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저류층 모델의 유체투과율 

분포를 나타낸다. 일반적인 SAGD 공법과 같이 생산정

(Prod)을 주입정(Inj)의 5 m 하부에 위치하도록 모델링하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SAGD processes adopted in the references

Well type Well constraints References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Gates et al.(2007), Chung(2010),

Yang et al.(2011), Al-Gosayir et al.(2012)

Kam et al.(2013), Min et al.(2017)

Steam injection rate Gates et al.(2007), Yang et al.(2009)

Produ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Al-Gosayir et al.(2012)

Surface liquid rate Yang et al.(2009)

Steam production rate Yang et al.(2011)

Table 3. Operating conditions of SAGD processes adopted in this study

Well type Well constraints Unit Limit Range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kPa Max 2,750-3,700

Steam injection rate m3/day Max 58-101

Production well
Surface liquid rate m3/day Max 80-130

Steam production rate m3/day Max 0.1-10

Fig. 4.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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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뮬레이션 모델 격자의 해상도는 X 방향은 50 m, Y 

방향은 2 m, Z 방향은 2 m 인 14×48×34의 격자 시스템으로 

총 격자수는 22,848개로 구성되어 있다. 저류층 시뮬레이

션에는 CMG 사의 STARSTM을 사용하였다.

Table 4는 저류층의 암석 및 유체 물성을 나타낸다. 캐나

다 Athabasca 지역 B 광구의 현장자료에 기반하여 생성하

였다. 오일샌드의 점성도는 2,860,000 cp (at 10°C), 평균 

수평 유체투과율은 1,251 mD, 수직/수평 유체투과율 비는 

0.5로 모델링하였다.

최종운영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Fig. 6은 각각 단목적 최적화와 다목적 최적화를 수행한 

후 얻어진 해들의 정규화한 cSOR과 회수율 수치를 2차원 

목적함수 공간에 나타내고 있다. 파란색 원으로 표시된 시

나리오 1-8은 다목적 최적화로 구한 최종해이고 빨간색 세

모로 표시된 시나리오 9는 단목적 최적화의 최종해, 즉 광

역해이다. 또한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의 최종세대 해들

을 회색 X 기호로 표현하였다. 단목적 최적화 방법은 목적

함수에 부여된 가중치의 영향으로 일정 목적함수에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다목적 최적화 방법은 해의 다양성

Fig. 5. Distribution of horizontal permeability with SAGD well locations.

Table 4. Summary of reservoir properties

Reservoir property Unit Value

Initial reservoir temperature °C 11

Steam temperature °C 250

Initial reservoir pressure (at depth = 200 m) kPa 2,700

Average horizontal permeability mD 1,251

Average vertical permeability mD 625

Average porosity - 0.3

Bitumen viscosity (at 10°C) cp 2.86E+6

Methane gas mole fraction - 0.12

Effective formation compressibility 1/kPa 14.00E-6

Rock heat capacity J/m3°C 2.60E+6

Water thermal conductivity J/m · day°C 5.35E+4

Gas thermal conductivity J/m · day°C 1.15E+4

Rock thermal conductivity J/m · day°C 6.6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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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는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의 최적화 결과와 다

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의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 최종

해의 운영조건과 목적함수 값을 실제 값으로 재변환하여 

cSOR 기준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표이다. 제안한 다목적 최

적화 결과는 회수율이 13.7-45.7%, cSOR이 0.673-3.248

의 범위내의 값을 갖는 다양한 비지배 관계의 해를 도출한

다. 하지만 기존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을 사용할 경우 회

수율이 51.7%, cSOR이 3.254인 단일 최종해를 도출하였

다. 향후 NSGA-II의 모집단 수 또는 세대 수를 증가시켜 다

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였을 경우, 단목적 최적화의 최종해

를 포함하는 비지배 관계 해 집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단

목적 최적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식 (5)를 희생(증가)시킴

으로써 식 (6)을 개선(감소)시키는 것이 식 (7)의 수치 개선

(감소)에 기여했음을 나타낸다. 즉, 상충되는 개별 목적함

수로 광역 목적함수를 설계한다면 정규화, 가중치 설정 등 

여러 보완책을 사용하더라도 해의 다양성 보전에 한계를 

가짐을 의미한다.

시나리오 1은 제안한 다목적 최적화의 최종해 중 cSOR

이 가장 낮게 도출된 시나리오이다. 단목적 최적화의 최종

해인 시나리오 9와 비교하였을 때  회수율은 25% 수준이지

만 cSOR도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가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시나리오 1과 같이 cSOR을 낮게 유지해 

증기 주입량을 줄이는 저압 SAGD 운영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유가상황 및 운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최적해를 산출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유가 및 비용 변동을 고려한 최적운영 시나리오의 선정

탐색된 최종해들의 최적 여부 판단을 위해 광구 운영과

정에서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식 (9)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가장 높은 값을 갖는 해를 최적해로 선

Fig. 6. Optimization results.

Table 5. Optimum scenarios obtained using NSGA-II

Well type
Operating

condition
Unit

Optimum scenarios

1 2 3 4 5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kPa 2763 2895 2809 2819 2830

Steam injection rate m3/day 59 81 78 74 76

Production well
Surface liquid rate m3/day 80 92 111 114 82

Steam rate m3/day 4.68 3.75 6.65 7.56 8.19

Objective value
cSOR - 0.673 1.676 1.932 2.167 2.445

Recovery Factor % 13.7 17.7 21.6 25.0 29.7

Well type Constraints Unit
Optimum scenarios

6 7 8 9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kPa 2957 2941 3302 3299

Steam injection rate m3/day 79 77 79 84

Production well
Surface liquid rate m3/day 93 116 126 130

Steam rate m3/day 3.76 6.89 7.76 10

Objective value
cSOR - 2.764 2.854 3.248 3.254

Recovery Factor % 32.3 40.0 45.7 51.7



이재윤 · 민배현 · 조수렴 · 김재준

한국자원공학회지

428

택하였다. 시나리오들의 회수율 및 cSOR 변화에 따른 가치비

교의 유관인자로 유가, 증기주입가격을 고려하였다. 모든 시

나리오가 동일수치를 갖는 CAPEX는 식 (9)에서 제외하였다.


  





 ×  × 
 (9)

이때,  ,는 해당년도의 오일생산량, 증기주입량을 

나타내며, 는 전체 시뮬레이션 기간으로 7년으로 설정하

였으며, 은 할인율로 10%로 설정하였다. 40 $/bbl, 50 

$/bbl, 55 $/bbl, 60 $/bbl, 70 $/bbl의 유가상황과 10 $/bbl, 

11 $/bbl, 12 $/bbl, 13 $/bbl, 14 $/bbl의 OPEX(National 

Energy Board, 2006)에 해당하는 최종해들의 순현재가치

를 계산하여 최적해를 산출하였다(Table 6).

로열티, 세금 등을 제외한 OPEX의 총합은 13.8 $/bbl(Oil 

Sands Magazine, 2018)임을 고려하여 OPEX가 가장 높을 

때, 단목적 최적화 방법으로는 유가수준이 70 $/bbl 이하인 

경우 올바른 해를 탐색하지 못하였다. 이는 탐색한 최적 운

영조건은 회수율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었기 때문

에 고유가 및 낮은 OPEX를 갖는 조건에서는 가장 높은 순

현재가치를 보이지만, 유가하락 등 경제성인자가 변함에 

따라 제안한 방법이 탐색한 운영조건과 같이 증기주입량 

조절을 통해 cSOR을 감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운영조건

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만약 제안한 방법으로 탐색한 최종해가 단목적 최적화 

방법으로 탐색한 최종해를 포함한다면 모든 경제성 조건에

서 제안한 방법이 탐색한 시나리오가 최적 운영조건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추후 개선사항으로는 

제안한 방법의 모집단 수 증가, 보조 운영인자 수정 및 제거 

등 파라미터 피팅(fitting) 수행, 경제성분석 시 현금유출 추

가 고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은 유가나 비용 등의 경

제성인자가 일정할 경우 이를 종합하여 순현재가치를 최대

화하는 최적운영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

나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유가 및 사업의 불확

실성으로 인해 경제성인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최소 허용 회수율 및 최대 허용 cSOR을 설정한 후 제안한 

방법을 통해 해당 범위 내의 비지배관계에 있는 운영 시나

리오를 찾아낸다면 추가적인 최적화 작업 없이 주어진 조

건에서의 유연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오일샌드 저류층에서 회수율 최대화와 cSOR 

최소화 관점에서 비지배관계에 놓이는 운영 시나리오를 탐

색한 후, 최적의 SAGD 공법 운영조건을 제안하였다. 캐나

다 Athabasca 지역 오일샌드 저류층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하나의 운영시나리오만을 제안하는 기존방법과 비교

하여 제안한 다목적 최적화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

한,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되었던 운영조건들에 대한 민감

도분석을 수행하여 회수율과 cSOR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

조건들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존 연구들에서 최적화를 위한 변수로 사용된 운영조건

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 결과, 생산정의 증기 생산량을 보

조 운영변수로 추가 선정하였다.

2.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듬을 통하여 8개의 최적 운영 시나리

오를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단목적 최적화 알

고리듬으로 산출한 최종해는 하나의 목적함수에 편향되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반면, 제안한 방법을 통해 산출한 최

종해들은 해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3. 다양한 유가상황과 OPEX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

여 최적운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계산된 순현재가치

를 기준으로 최적운영 시나리오를 선정한 결과, 유가가 

50-60 $/bbl인 경우, 제안한 방법이 제시한 시나리오가 80% 

이상 선정되었다. 반면, 기존의 방법은 유가가 높고, OPEX

가 낮은 몇 가지 경우에만 최적 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

Table 6. NPV comparison between single-objective and multi-objective optimization solutions

Highest NPV
Oil price ($/bbl)

40 50 55 60 70

OPEX

($/bbl)

10 M.O. 7 M.O. 7 S.O. S.O. S.O. 

11 M.O. 1 M.O. 7 M.O. 7 S.O. S.O. 

12 M.O. 1 M.O. 7 M.O. 7 M.O. 7 S.O. 

13 M.O. 1 M.O. 5 M.O. 7 M.O. 7 S.O. 

14 M.O. 1 M.O. 1 M.O. 7 M.O. 7 M.O. 7

*M.O. (Multi-Objective), S.O. (Single-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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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은 사전에 탐색한 비지

배관계의 우수한 시나리오들에 기반하여 경제성인자 변화

에 부합하는 유연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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