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비전통석유자원의 개발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수급

을 위하여 북미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ipolla 

et al., 2010; Kargbo et al., 2010; Zoback and Kohli, 2019). 

최근 셰일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는 셰일가스의 생산은 과거

에 비해 깊은 심도에 시추된 수평정과 수압파쇄의 혁신적 기

술혁신이 뒷받침되었다(King, 2012; Fisher and Warpinski, 

2012). 수압파쇄는 유체 투과도가 극히 낮은 셰일가스 층에 

높은 유체압력을 가하여, 저류층에 인공균열을 연속적으로 

생성시켜 저류층의 유효 유체 투과도와 유효 공극률을 증대

하는 방법이다(Dean and Schmidt, 2008; Fjaer et al., 2008; 

Ji et al., 2009; Kim and Moridis, 2015; Nordren, 1972; 

Perkins and Kern, 1961). 수압파쇄로 인한 저류층 물성 변

화는 석유자원의 생산성을 상업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반면, 

저류암 파괴과정에서 미소 지진파를 야기하거나 예기치 않

은 저류층 가스의 대수층으로의 유입과 같은 환경 문제를 야

기할 수도 있다(Osborn et al., 2011; Page and Miskimins, 

2009; Rutqvist et al., 2013; Zoback et al., 2010; Zoback 

and Kohli, 2019). 비전통석유자원의 수치모델링을 위해서

는 석유공학, 지반공학, 지구물리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

밀한 분석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다상유체 거동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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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한정된 전산모델링으로는 수압파쇄 후 셰일가스의 현

장 생산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셰일가스전 개발 외에도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은 주입성

(injectivity)과 저장성 향상과 더불어 지반 및 저류층 안정

성분석이 필요하다(Rutqvist et al., 2007). 저류층 덮개암

의 파괴 또는 인근 단층의 활성화는 주입된 이산화탄소의 

누출은 물론 환경적인 피해도 막대할 수 있으므로, 유체유

동 및 지반공학의 복합적인 동시해석(integrated and real- 

time analysis)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Lee 

et al., 2017; Rutqvist, 2012; Zoback and Gorelick, 2012).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도 생산정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야 한다. 울릉 분지의 경우, 감압법에 의한 가스 생산으로 

지반이 침하될 수 있다는 전산모델링 결과가 보고된 사례

가 있다(Kim and Lee, 2019; Moridis et al., 2014). 지반침

하는 생산시스템의 상부 구조물과 케이싱의 안정성에 영향

을 끼치기 때문에, 감압에 의한 지반 및 케이싱의 응력상태

와 변위를 정확히 예측하여야 한다(Zoback, 2007).

저류공학에서의 지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수치 전산모사와 함께 기술적〮비용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모니터링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Rutqvist et al., 2010). 

유정에서의 압력 및 생산량〮주입량 측정, 지표면의 변화 및 

미소 진동을 관측하고 전자기 지구물리를 이용한 유체 유

동 모니터링 등 다양한 모니터링법이 존재하며, 측정(관측)

자료는 다양한 시공간 척도와 정확도를 가진다(Borglin et 

al., 2000; Johnson and Shrallow, 2011; Oldenburg et al., 

2000; Um et al., 2013; Um et al., 2019; Vasco et al., 2010; 

Warpinski et al., 2005). 예를 들면, 유정 근처에서 측정된 

압력/생산 자료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국지적으로만 

유의미하며 저류층 전체 상태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반면, 

지표면 변화 관측은 저류층 전 지역을 관측할 수 있지만 자

료의 정확도는 유정 자료에 비하여 낮다. 따라서, 통합 전산 

모델을 통해 관측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저류층 특성화(characterization) 및 미래거동 예측

이 이루어질 수 있다(Kim et al., 2018). 이 연구에서는 유동

(flow), 지반역학(geomechanics), 지구물리학(geophysics) 

특성을 통합하여 전산모델로 구현하는 방법론을 서술하고

자 한다. 특히 지반역학과 유체유동의 복합문제에 관련해 

논의하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문제를 통해 특성화하는 과

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치해석의 수학적 모델링

지반역학과 유체유동의 복합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상 유동-탄성 역학이 연계된 지배 방정식이 필요하다. 질

량보존법칙에 의하여 단상 유동방정식(식 (1))과 역학 평형

법칙(식 (2))은 다음과 같다(Coussy, 2004).

∂

∂
Div ･

, (1)

Div ･σbg (2)

여기서, 는 유체질량, 는 유체질량유동, Di는 다이버

전스 연산자이다. , , g는 각각 전체 응력 텐서, 체적 밀

도, 중력 벡터를 의미한다. 유체 유동과 역학의 상호 연계는 

식 (3)과 같은 구성 관계식에서 결정된다.

  C
 ε ,


 ε ,








ε , (3)




Φ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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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C , ε, b, p, 1,  ,  , ε , , , ,  , Φ는 

각각 탄성 계수 텐서, 변형률 텐서, Biot 상수, 유체 압력, 단

위 2차 텐서, 전체 평균(체적) 응력, 체적 강성계수, 체적 변

형률, 유체 밀도, Biot 강성계수, 유체 압축계수, 암석입자 

고유 체적 강성계수, 초기 공극률을 의미한다. 는 매질의 

운동변화에 대한 상대적 물리 변화량을 나타낸다. 액상인 

오일과 같이 약 압축성 유체를 가정하고, 달시의 법칙(Darcy’s 

equation)을 적용하면, 식 (1)과 (2)는 다음과 같이 유체 압

력과 변형률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ε
 Div･




Gradg  , (4)

Div･ C ε
 

g  . (5)

여기서, 와 는 초기 유체압력 및 초기응력이며, 초기 변

형률은 0이다. 식 (3)에 있는 응력변화에 대해서 초기 응력

과 현재 응력의 관계를 선형화 하였다(즉, 
C

 ε


 ). 는 유체투과도, 는 유체점성도, Grad는 그

레디언트 연산자이다. 식 (4)와 (5)에서와 같이 유체 유동과 

역학 문제가 유체 압력과 저류층의 변형으로 연계되어 있

으며, 연계성은 식 (6)과 같이 연계강도(coupling strength; 

)를 정의함으로써 정량화 할 수 있다(Kim et al.,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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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즉, 유체가 압축성이 작고, 저류층 강성계수가 낮을 수록 

두 물리 문제의 연계성은 높아 진다.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

서는 완전 음역법(fully implicit method) 또는 순차 음역법

(sequential implicit method)을 사용한다(Kim et al., 2011a). 

완전 음역법은 시간 및 공간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 (식 (4) 

및 식 (5)) 을 뉴턴-랩슨(Newton-Raphson)방식으로 동시

에 이산화(discretization) 한다. 그 결과로 식 (7)과 같은 선

형 행렬식을 얻는다. 

   





 

 















     
















    

   Δt (7)

식 (7)에서, K, L, F, u, p, Q, T, Δt, Rm, Rf을 역학문제에서

의 강성행렬, 연계 행렬, 유동 문제에서의 이산 행렬, 미지

수 변위 벡터, 미지수 유체 압력 벡터, 유체 압축행렬, 유체 

전달율(transmissibility)행렬, 단위 시간량, 역학문제에 대

한 나머지 식, 유체 유동에 대한 나머지식을 의미한다. 윗첨

자 n은 이산화된 시간 단계, k는 반복 수행 단계를 나타내며, 

   이다. n+1은 현재 시간단계, k+1는 현재 반

복수행 단계를 의미하므로 미지수에 해당된다. 식 (7) 에서 

처음 부분 행렬 식은 역학 문제(식 (5) 참조)를 이산화하여 

구한 것이며, 두 번째 부분행렬식을 유동문제인 식 (4)를 이

산화하여 구한다. 여기서, 행렬식  를 풀어야 하지

만 많은 전산량을 요구하고, 연계 강도가 높을수록 행렬 J

는 불량상태(ill-conditioned)가 되어 수학적으로 알맞은 전

처리 방법(preconditioning)을 찾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전

산 코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어가기 때문에 순차 음역법을 대부분의 연구에서 선호한다

(Felippa and Park, 1980). 또한 순차 음역법에서 착안한 완

전 음역법의 적절한 전처리 방법을 제공하기도 한다(White 

et al., 2016).

순차 음역법은 각각의 문제들을 음역적으로 풀이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식 (4)에서 변형률에 관련된 식

은 이전 단계의 값으로 넣고, 현재 압력값만을 미지수로 설

정 한 후 음역법으로 압력값을 구한다. 식 (7)에서 행렬 J 가 

식 (8)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




 

 











  




 

 










   

 (8)

여기서, 마지막 부분은 이전 반복 수행단계에서 구한 값들

로 구성된다. 이 경우 훨씬 작은 크기의 행렬 F 만을 풀이하

면 되기 때문에 많은 전산량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유동 전산 모사 코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한 압력값을 식 (5) (또는 식 (7)의 첫번째 부분행렬) 에 

대입하여 역학문제를 풀때, 현재 변위값을 미지수로 놓고 

음역법으로 변위값과 변형율을 구한다. Fig. 1은 순차적 음

역법을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순차 음역법은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치해

의 수렴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다양한 순차 해석법이 존재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만이 수치 안정성과 정확도를 제공

한다. 앞서 언급한 순차적 방식은 직관적으로 제안할 수 있

는 방법이지만, 연계강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치적 불안정

성을 야기하고, 이 불안정성은 단위 시간을 줄이더라도 해

결하기 어렵다. 최근식 (9)와 같은 고정응력(Fixed-stress)

법이 개발되어 무조건적인 수치안정성과 높은 정확도를 제

공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im et al., 2011b; Mikelic 

and Wheel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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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a sequential approach for integrated simulation of coupled flow, geomechanics, and geophysics. 

MEQ and EM stand for Microearthquake and Electromagnetic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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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실제적으로 역행렬을 구할 필요가 없

으며 국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특히, 수학적 등가적으로 

일반적인 저류층 전산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극률 함수

를 수정함으로써 간단히 복합문제를 풀 수가 있다.

Φ
   Φ

  





     

                           



   ε

   ε
 (10)

Φ는 초기 체적 부피에 대한 현재 공극 부피의 비율로 라그

랑지(Lagrange) 공극률 또는 저류층 공극률으로 정의된다. 

이 공극률은 저류층 전산모사에 쓰이는 공극률과 동일하며 

참 공극률(true porosity)과 대비된다. 참 공극률은 현재 체

적부피에 대한 현재 공극부피로 정의 한다. 식 (10) 우변의 

마지막 2개항은 이전 단계에서 구해진 값이고,    이 

미지값이다. 좀 더 어려운 다상 유동 및 탄소성의 비선형 복

합문제의 경우도 식 (11)과 같이 식 (10)을 확장함으로써 쉽

게 풀수 있다(Kim et al., 2012; Kim et al., 2013).

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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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

.                            (11)

여기서, 는 탄소성 체적계수 이다. 아래 첨자 J는 유체 

상을 의미하고, 

와 


는 각 유체 상의 유체 포화도와 압력

을 의미한다. 잘 설계된 각각의 저류층 전산 모사 코드와 역

학 전산모델이 존재한다면 식 (10)과 식 (11)을 이용하여 전

산 코드를 수정하여 유체 유동 문제를 풀이한다. 그렇게 구

한 유체 유동 압력을 식 (5) 에 대입하여 역학 전산모사를 진

행하면, 유체유동-지반 역학의 복합문제를 풀 수 있다. 

지구 물리 모니터링 기술의 통합

지반역학의 수치해는 지표면을 포함한 지질층의 변형상

태를 알려준다. 지표면의 변위 변화는 인공위성 실측자료

와 비교 할 수 있고, 지질층의 파괴는 단층 활성화 및 미소 

지진 자료와 비교 된다. 예를 들면, 수치해석에서 구한 단층

의 파괴 상태 및 면적과 변위값을 이용하면, 탄성파 모멘트

(seismic moment; ) 및 모멘트 규모(moment magnitude; 

 )을 식 (1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실측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저류층 특성화 및 미래의 단층 활성화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다(Aki and Richards, 2002). 


, 




log
 


. (12)

여기서, 는 전단강성계수, A는 단층 파열면적, d는 단층 

이동변위이다. 

이와 더불어, 다상유동 수치해석에서 구한 유체 포화도

는 저류층 전기 전도도( )의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다. 식 (13)과 같이 아치법칙(Archie’s law)을 이용하면, 수

치해를 통해 시간에 따른 전기 전도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수치적 자료는 전자기 탐사를 통한 실측 자료

와의 비료를 통해 저류층 특성화에 활용될 수 있다. 






Φ




  (13)

식 (13)에서 Sw는 수포화도, Cw는 공극수의 전기 전도도, 

는 비틀림 인자(tortuosity factor)이다. 지수인 m과 n은 매

질과 관련된 특성인자이며 시료을 이용한 실험 또는 경험

적으로 결정된다. 주목할 점은 식 (12) 는 탄성파 지구물리

와 결합될 수 있는 반면, 식 (13)은 전자기 지구물리와 결합

된다는 사실이다. 이산화탄소 저류층에 대한 지구물리 전

산 모사를 위하여3차원 병렬계산 유한차분(Commer and 

Newman, 2008) 과 유한 요소법(Um et al., 2013)이 개발되

었다. 두 개의 지구 물리 관측 방법은 서로 독립적이며, 다

른 시공간 스케일을 가진 자료로써 고유한 저류층 특성화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를 

정량적으로 통합하여 ‘어떻게 적절하고 정확하게 저류층 

특성화 및 거동 예측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 문제를 

낳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복합역산(joint inversion) 및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 기술이 최근 활발히 연구 되고 있

다(Colombo et al., 2020; Oh et al., 2018; Oh et al., 2019).

전산모사 결과 및 토의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은 지하유체 유동 및 지반공학 복합

문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지

층특성과 유사한합성 지층 모델을 도입하여 지하유체-지

반역학 복합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구한 수치해를 전자기

물리 탐사 전산 모사에 적용하였다. 다상 유체 유동은 자체 

개발한 전산 모델을 이용하였고, 지반 역학은 상용 소프트

웨어인 FLAC3D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반역학 모델 영

역은 저류층을 포함하여 지표까지 확장하였고, 저류층은 

약 1 km심도의 지하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자세한 모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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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Table 1과 Fig. 2에 정리하였다. Table 2는 저류층 암

석 및 유체 특성자료는 요약하였고(Lee et al., 2020), Table 3

은 저류층 응력분포 및 역학적 특성자료를 정리하였다. 수

직정을 가정하였고, 이산화탄소 주입량은 300 ton/day이

다. 초기 저류층 중심부 압력은 약 11.26 MPa 이며, 초기 함

수율(물 포화도)는 100%이다.

Fig. 3은 이산화탄소의 주입 5년후의 저류층의 압력 분포

와 지표면 변화를 보여준다. 이산화탄소의 주입은 공극 압

력을 증가 시키고, 지층 변형을 야기한다. 지표면의 상승은 

추후에 실측된 자료가 존재할 경우, 저류층 특성화에 사용

가능하다. Fig. 4는 이산화탄소의 주입 5년후와 15년후의 

저류층 내 이산화탄소 포화도 분포를 보여준다. 주입이 진

행됨에 따라, 주입정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진다. 주입된 전기비저항이 높은 이산화탄소

가 저류암 내 낮은 전기비저항을 가지는 공극수를 대체하

게됨에 따라, 저류층에서의 전기 전도도 분포에 점진적인 

변화가 관찰된다(Fig. 5). 따라서 다양한 전자기지구물리

기법이 비저항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데 이용될수 있다.

이 연구의 전자기 지구물리 전산모사는 지표-시추공

(surface-to-borehole, STB) 지구물리탐사를 고려한다(Um 

et al., 2020). Fig. 5(a)에서 보여지듯이, 지표 쌍극자 송신

기는 금속 케이싱에 근접함으로써 많은 양의 전자기 에너

지를 지하심부까지 전달할수 있도록 설치되며, 수신기는 

관측정에 설치된다. 저류암주변의 관측정은 천공을 가지

고 있다고 가정함으로서, 자기장뿐 아니라 전기장의 반응

도 고려한다. 교차 시추공 전자기(crosswell electromagnetic) 

모니터링과 달리, 지표-시추공 전자기모니터링은 단일 유

정만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물리탐

사의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소형 시추

공 송신기와 달리, 큰 출력의 지표 송신기를 사용함으로써 

신호대비잡음을 크게 향상시킬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a)          (b)

Fig. 2. The (a) domain (Unit: m) and (b) geological layers for simulation of geological CO2 storage. The size of gridblocks is 

uniformly 32 m×32 m×30 m in the x, y, z directions, respecitvely, as shown in the red gridblock.

Table 1. Summary of the numerical model

Variable Unit Geological model Reservoir model

Dimension m 3200 × 1920 × 1260 3200 × 1920 × 90

Gird size m 32 × 32 × 30 32 × 32 × 30

NX 100 100

NY 60 60

NZ 42 3

Total 252,000 18,000

Table 2. Summary of petrophysical properties assumed in this 

study

Variable Units Value

Matrix porosity fraction 0.126

Permeability mD 16.9

Depth m 1030

Reservoir temperature °C 45

Relative permeability Corey’s equation (2-phase)

Capillary pressure Van Genuchten’s equation

Table 3. Summary of geomechanical properties

Variable Units Value

In-situ stress (X-direction) Pa/m 27,214

In-situ stress (Y-direction) Pa/m 19,792

In-situ stress (Z-direction) Pa/m 24,740

Young’s modulus GPa 2.89

Poison’s ratio fraction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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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지표-시추공 전자기모니터링은 현재 해외의 다양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실증 실험장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Um et al., 2020). 전산모사의 결과 Fig. 6에서 알 수 있

듯이, 초기 이산화탄소 포화도가 0%인 것을 감안할 때, 이

산화탄소 주입 전과 후의 확연한 차이가 관측된다. 시추공

내에서 전기장의 측정은 저류암이 존재하는 깊이에서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는 반면, 자기장 측정치는 이산화탄소 저

류층 이전 혹은 이후 깊이에서도 민감도를 보여주지만 민

감도는 완만하다. 이러한 민감도는 역산을 통한 이산화탄

소 거동의 영상화 및 관측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a) (b)

Fig. 3. Distributions of (a) reservoir pressure and (b) surface deformation after 5 years. Unit: Pa, m.

(a) (b)

Fig. 4. Distributions of gas saturation after (a) 5 years and (b) 15 years, respectively.

(a) (b)

Fig. 5. (a) A schematic diagram of surface-to-borehole EM Monitoring and (b) the converted electrical conductivity field after 15 

years. Unit: O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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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지금까지 석유공학에서는 다상 유체 유동과 저류층 특성

화를, 암석 역학 및 지반 공학에서는 지반역학 해석을, 지구 

물리학에서는 탐사 물리 전산 모사를 각각 중점적으로 연

구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비전통석유자원의 개발 등을 위해서 

각 연구분야의 기술들이 효과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통합

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체 유동-지반역학 복합 전산모

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순차 음역법에 근거한 해법을 

설명하였다. 복합 전산 모사와 탄성파/전자기/InSAR(Inter-

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지구 물리 탐사 기법

의 결합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전산 모사의 예로 현장 지층

특성을 반영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의 수치모델링을 수행

하고 저류층 특성화 및 역산에 대한 용이하면서도 신뢰도 

높은 전방향 전산 모델의 개발가능성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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