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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2018년 세계 경제가 3.3% 성장함으로 인해 세계 경제 성장

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성장

은 오일 사용량의 증가를 야기하며, 연간 평균 1.4 Mbbl/D

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MF, 2019). 또한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 오일 수요의 50%를 기

여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제상황이 소비자 지향적으

로 변화함에 따라, 오일 수요의 증가율은 2023년까지 지속

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IEA, 2018). 하지만 대형 유전의 

발견빈도는 감소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탐사, 개발 및 생

산이 쉬운 사암 저류층은 생산성 저하로 인해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따라서 개발 기술의 한계와 비용 문제로 관심이 적

었던 탄산염암 저류층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탄

산염암 저류층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저류층 특성화 및 생

산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Lee et al., 2009; Burchette, 

2012, Yoo and Lee, 2018).

탄산염암 저류층은 방해석(calcite), 백운석(dolomite) 등 

탄산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학적 환경과 여러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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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the experimental apparatus, which is able to determine the optimum injection rate for 

matrix acidizing in carbonate reservoir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factors on the optimum injection rate, the 

experiment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HCl and permeability of 4 cases were performed. As the results, the 

optimum injection rate tended to increase with the permeability of rock, but the optimum injection rates according to the 

acid concentration were all the same. Thus it is revealed that the permeability of reservoir has a greater effect on the 

optimum injection rate compared to the concentration of acid. In the pore volume to breakthrough according to the 

optimum injection rate of each case, when the permeability of the rock and concentration of acid increased, the amount 

of acid consumed to generate the wormhole decrease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efficiency of the matrix acidizing 

is sup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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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탄산염암 저류층의 암체 산처리 공법(matrix acidizing)에서 최적 주입률 산출을 위해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장치를 개발하고, 최적 주입률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염산의 농도와 암석의 투과도를 달

리하여 총 4 Case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암석의 투과도가 높을수록 최적 주입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산의 농도에 따른 최적 주입률은 모두 동일한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저류층의 투과도가 산의 농도보다 최적 주

입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Case의 최적 주입률에서 무차원 돌파지수(pore volume to 

breakthrough)를 산출한 결과, 저류층의 투과도와 주입되는 산의 농도가 높을수록 웜홀을 생성하는데 소모되는 산의 

양이 감소하여 암체 산처리 공법의 효율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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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으로 인해 불균질한 공극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저

류층의 1차 회수율을 감소시켜 생산성 증대를 위한 공법이 

필요하다. 탄산염암의 경우 산과의 반응성이 높아, 저류층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공법으로 산을 저류층에 주입하여 생

산성을 높이는 방법인 암체 산처리 공법(matrix acidizing)의 

적용이 용이하다(Taylor et al., 2006, Yoo et al., 2018).

암체 산처리 공법은 유정자극법(well stimulation) 중 하

나로 저류층의 압력보다 낮은 압력으로 산을 주입하여 웜

홀(wormhole)이라 불리는 고투과성 통로를 생성하는 방법

이다. 이때 웜홀의 형태는 저류층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

며 암체 산처리 공법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Hoefner and Fogler, 1989; Daccord et al., 1993; Bazin 

et al., 1996; Fredd and Fogler, 1999). 가장 효율적인 웜홀

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산 주입 조건을 설계해야 하

며, 가장 적은 양의 산을 사용하는 동시에 우수한 웜홀 형태

를 생성하는 최적 주입률 도출이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

지 국내에선 산처리 공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며, 실험을 

통해 최적 주입률을 산출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탄산염암 저류층의 암체 산처리 공법에서 최적 주입

률 산출을 위해 산에 대한 내산성과 여러 차례의 반복되는 

실험에 대한 내구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장치를 개발하고, 최적 주입률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분석

하기 위해 암석의 투과도와 산의 농도를 달리한 실험적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암체 산처리 메커니즘

탄산염암의 주성분은 칼슘 이온(Ca2+)과 마그네슘 이온

(Mg2+)이 결합된 탄산염(CO3

2-)으로 대표적으로는 석회암과 

백운암 등이 있다. 탄산염암은 탄산염 광물이 50% 이상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암체 용해성이 우수하고 산과의 반응

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염산과 탄산염암의 반응식은 식 (1)

과 (2)와 같이 표현된다.



  →      





 (1)





   →        

 

 




 (2)

암체 산처리 공법은 Fig. 1과 같이 저류층의 파쇄 압력

(fracture pressure)보다 낮은 수준의 압력으로 산을 유정에 

주입하여, 탄산염암과의 반응을 통해 고투과성의 웜홀을 

생성하는 공법이다. 이를 통해 저류층 내 유체의 흐름을 억

제하는 퇴적물을 제거하고 저류층의 투과도를 개선하여 유

정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이때, 주입된 산과 저류암의 반

응은 저류층의 온도, 산의 종류, 암석의 특성 등 다양한 조

건들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산의 주입률이 산처리 공법 효

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Qiu et al., 

Fig. 1. Conceptual diagram of matrix acidizing (Dubai Petroleu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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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따라서 효율적인 웜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

은 양의 산을 사용하는 동시에 최적의 웜홀 형태를 생성하

는 최적 주입률 산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웜

홀 최적화를 위한 최적 주입률 산출 방법으로는 탄산염암 

코어에 다양한 주입률로 산을 주입하여 최적의 웜홀을 생

성하는 주입률을 도출하는 산처리 코어유동실험이 수행되

고 있다.

최적 웜홀 선정 이론

산처리 코어유동실험은 효율적인 산의 주입량을 정량화하

고 최적 주입률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Rabie et al., 

2011).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시 시간에 따른 주입부와 배출

부의 압력차를 도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무차원 돌파지

수(Pore Volume to Breakthrough, PVBT)를 도출하게 된

다(Yoo and Lee, 2018). 무차원 돌파지수는 산처리 공법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며, 산의 최적 주입률을 선

정하는데 사용되는 주요 인자이다(Buijse and Glasbergan, 

2005; Al-Harthy et al., 2009; Rabie et al., 2011; Qiu et al., 

2013; Dong et al., 2017; Yoo and Lee, 2018). 동일한 온도 

및 압력조건에서 산의 주입률만을 달리하여 무차원 돌파지

수를 도출하고 가장 낮은 무차원 돌파지수를 기록한 산의 

주입률을 최적 주입률로 선정하게 된다. Fig. 2는 산의 주입

률에 따른 무차원 돌파지수를 도시한 그래프로 웜홀의 패

턴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Al-Harthy et al., 2009). 산의 주

입률이 너무 낮은 경우 산이 주입되는 입구 표면만 반응을 

일으켜 웜홀을 생성하지 못하게 되며(face dissolution), 그

보다 조금 높은 주입률의 경우 역시 주입부에서 대부분의 반

응이 일어나 웜홀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유동 통로의 벽면에 

산이 소모되어 원추형 모양의 웜홀(conical wormhole)이 형

성된다.

또한 산의 주입률이 최적 주입률보다 더 높을 경우 산이 

작은 공극까지 이동하여 웜홀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그 

모양이 나뭇가지처럼 형성된다(ramified wormhole). 이보

다 산의 주입률이 더 높을 경우 코어가 전체적으로 균질하

게 용해되어 모든 암석이 반응하게 되고 암체 산처리의 효

율이 매우 감소하게 되어 웜홀이 형성되지 않는다(uniform 

dissolution). 따라서 무차원 돌파지수가 가장 낮은 주입률에

서 웜홀의 형태가 가장 우수한 우성 웜홀(dominant wormhole)

이 생성되게 된다. 

실험준비 및 절차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장치

본 연구에서는 고온, 고압의 저류층 조건에서 암석 코어 

내로 산을 유동시켜 암체 산처리 공법 모사가 가능한 산처

리 코어유동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Fig. 3은 실험 장치의 

개략적인 모식도이며, 이를 통해 장치의 구성 및 배열을 파

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체투과도 장비와는 

달리 산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 장치 중 산과 

접촉하는 부품의 경우 내산성 합금인 Hastelloy-C로 제작

하였다. 특히 산과 암석간의 반응이 발생하는 코어 플러그

의 경우 내구성을 고려하기 위해 티타늄 합금을 섞어 제작

Fig. 2. Carbonate dissolution pattern in matrix acidizing (Al-Harthy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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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실험 장치의 배출부에 pH 측정기를 장착하여 주

입부와 배출부의 압력차를 통해 웜홀의 생성 시점을 파악

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기존의 산

처리 코어유동실험 장치와의 차별성을 갖고 있다.

또한 실험 장치의 운영가능 조건은 최대 주입 압력 3,750 

psi, 최대 온도 150°C, 최대 측정 가능 압력차 580 psi, 최대 

주입률 200 ml/min이다. 이러한 장치 구성은 산에 대한 용

해성이 높은 암석 코어에 산을 유동시켜 생성되는 웜홀의 

형태 및 패턴을 분석하기 용이하다. 또한 고온, 고압 조건에

서 암석 코어를 코어홀더에 고정시킨 후 일정한 유량으로 

산을 주입하여 웜홀이 생성되는데 소모되는 산의 양을 도

출함으로써 최적 주입률을 선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실험 장치는 여러 차례의 반복되는 실험에 대한 내구성 및 

내산성을 확보하였으며, 크게 코어 홀더(core holder), 주입

부(inlet part), 봉압부(confining part), 배출부(outlet part), 

통기구(vent), 데이터 취득 기기(data acquisition)로 구성

되어 있다. 장치의 단위요소 장비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 코어 홀더는 원통형 용기, 2개의 코어 플러그, 고무 슬

리브, 봉압 공간, 히팅 자켓, 온도 센서로 구성되며, 반

응 대상이 되는 암석 코어가 고정되어 고온, 고압 조

건에서 산을 유동할 수 있다.

② 주입부는 히팅 테이프, 온도 센서, T자 커넥터로 구성

되어 있으며 고온, 고압의 저류층 조건에서 산 수용액 

및 지층수를 코어 홀더로 주입 가능하다.

③ 봉압부는 유압 잭, 유압 게이지, T자 커넥터로 이루어

져 있으며, 코어 홀더 내에 산이 암석 코어를 일축 방

향으로 투과할 수 있도록 고무 슬리브를 압축하는 기

능이 있다.

④ 배출부는 온도 센서, 마이크로 필터, T자 커넥터, 역

압력 조절기(back pressure regulator), 역압력 게이

지, pH 측정기로 구성되며 암석 코어 내 웜홀이 생성

된 이후의 산이 지나감으로써 배출 압력과 pH 측정이 

가능하며, 웜홀이 생성된 시점을 파악하는 요소 장비

이다.

⑤ 통기구는 밴트 밸브와 중화 탱크로 나뉘며, 암석 코어 

내 웜홀이 생성된 시점을 파악한 이후 장치 내부의 유

체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할로 중화 탱크를 통해 유

해 가스 배출을 방지한다.

⑥ 데이터 취득 기기는 각 장비의 온도 센서들을 통해 코

어 홀더와 주입부의 온도를 조절하며, 주입부와 배출

부의 유체 압력차를 측정하는 차압계를 통해 주입압

과 배출압의 차를 기록하는 장치이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HP/HT matrix acidiz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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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염암 시료 조성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암석 코어는 미국 Kocurek industries

사에서 취득한 Indiana limestone으로 인디애나 주 몬로 카

운티, 로렌스 카운티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며, 암석의 99% 

이상이 방해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우 균질한 것으로 알

려진 대표적인 탄산염암이다. 또한 Indiana limestone 9 -16 

md와 50 md 시료는 각각 동일한 암체에서 취득하여 매우 

유사한 광물학적 조성 및 석유물리학적 물성을 가질 것으

로 판단된다.

탄산염암의 구조지질학적 복잡성과 불균질성을 고려하

여 취득한 Indiana limestone 코어시료를 X선 회절 분석법

(x-ray diffraction, XRD)과 X선 형광분석법(x-ray fluore-

scence, XRF)을 통한 광물학적 조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XRD는 X선을 결정에 부딪히게 하여 회절을 일으킨 후 그 

회절각과 강도를 이용하여 시료 내 구성 광물과 광물 조성

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XRF는 X선 진공

관에서의 1차 X선에 의해 시료가 들떠(excited) 방사되는 2차 

X선을 이용하여 시료의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Figs. 4와 5는 Indiana limestone 9-16 md의 XRD, 

XRF 분석결과이다. 방해석 함량이 98.52%로 소량의 불순

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저히 높은 함량의 방해석으로 구

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코어 시료를 구

매한 Kocurek industries사에서 확인한 광물학적 조성 및 

Indiana limestone 50 md의 광물학적 조성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 Indiana limestone의 대표적인 값으로 제시하

였다.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조건

저류층의 투과도와 염산의 농도가 최적 주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Case 1: Indiana 

limestone 50 md, 15% HCl; Case 2: Indiana limestone 

9-16 md, 15% HCl; Case 3: Indiana limestone 9-16 md, 

10% HCl; Case 4: Indiana limestone 9-16 md, 20% HCl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산은 탄산염암과의 반응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가격

이 저렴하기 때문에 산처리 공법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염산을 이용하여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수행 시 실험의 부

산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낮

은 압력 조건 하에서 산과 암석이 반응하게 되면 부피가 팽창

하여 기체로 생성된다. 그 결과, 암석 입자 표면에 이산화탄

소가 기체 상태로 폭발하듯이 발생되면서 크레이터(crater)가 

생성되고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낮은 

압력으로 인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지 않고 염산 수

용액 내에 용해되어 부존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에 1,000 

psi의 역압력을 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Fredd and Fogler, 

1999).

염산의 농도는 생산 운영비용과 웜홀 생성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산의 농도가 높을 경우 산이 흐르는 관

을 부식시키기 때문에 부식방지제가 대량 첨가되며, 그에 

따라 생산비용도 증가한다. 반대로 산의 농도가 낮은 경우 

산이 저류암과 충분히 반응하지 않아 웜홀이 이상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험에서 사용된 염산의 농도는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농도 범위인 10 ~ 20%를 사용하였

으며, 부식방지제인 0.5% propagyl alcohol을 첨가하였다

(Wang et al., 1993). 앞서 설명한 실험 조건을 정리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Fig. 4. XRD result of Indiana limestone 9-16 md.

Fig. 5. XRF result of Indiana limestone 9-16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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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전처리 과정

산처리 코어유동실험을 수행하기 전, 산의 유동 과정에

서 주입되는 산이 누출되지 않고 코어 내부에서 유동할 수 

있도록 시료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산처리 코어

유동실험에 사용할 직경 3.81 cm, 길이 30.48 cm의 Indiana 

limestone 코어를 건조한다. 건조된 코어의 상·하단부에 코

어 플러그를 고정하고, 열에 의해 정해진 크기로 수축하는 

열수축 테프론 튜브를 충분한 길이로 잘라 플러그가 고정

된 코어에 씌운다. 마지막으로 코어 마운트 키트를 이용하

여 열기를 가해 코어에 열수축 테프론 튜브를 단단하게 밀

착시킨다. Fig. 6은 전처리 과정에 사용되는 코어 마운트 키

트와 코어 플러그, 열수축 테프론 튜브 그리고 전처리 과정

을 통해 결합된 상태를 나타낸 사진이다.

실험 과정

전처리 과정이 끝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산처리 코어

유동실험을 수행하였다.

① 실험을 수행하기에 앞서 각 장치의 단위요소 장비들

의 체결 상태와 시린지 펌프의 유속이 정확한지 확인

한다.

② 전처리 과정이 끝난 코어를 코어 홀더에 장착한다.

③ 코어 홀더 내 암석 시료에 탈이온수(deionized water)를 

주입하고 주입되는 탈이온수의 부피와 배출되는 부

피가 일정할 때 주입된 탈이온수의 총 부피를 통해 공

극 부피를 측정한다.

④ 탈이온수 주입 후 주입부와 배출부의 압력차가 안정

화될 때 암석의 투과도를 측정한다.

⑤ 염산에 탈이온수와 0.5% propagyl alcohol을 첨가하

여 각각의 Case에 맞는 농도의 염산 수용액을 제조한다.

⑥ 일정한 주입률로 염산 수용액을 주입하여 산처리 코

어유동실험을 수행한다.

⑦ 산의 주입률을 달리하며 여러 차례의 실험을 수행하

고 각 주입률에서의 무차원 돌파지수를 산출한다.

⑧ 무차원 돌파지수와 주입률 그래프를 도시 후 최적 주

입률을 선정한다.

실험 결과 및 분석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결과

Figs. 7 ~ 10은 Case 1 ~ 4의 산의 주입률에 따른 코어의 

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cases

Case Rock type Porosity Acid concentration

1 Indiana limestone 50 md 16.6% 15%

2 Indiana limestone 9-16 md 16.6% 15%

3 Indiana limestone 9-16 md 16.1% 10%

4 Indiana limestone 9-16 md 15.7% 20%

Table 2. Experimental conditions

Parameter Value

Rock type Indiana limestone

Acid HCl

Additive 0.5% propagyl alcohol

Pressure 1,000 psi

Temperature 20°C

Acid concentration 10%, 15%, 20%

Fig. 6. Combined core plugs and core with shrinkage Teflon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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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inlet and outlet after experiment in Case 1.

Fig. 8. Comparison inlet and outlet after experiment in Case 2.

Fig. 9. Comparison inlet and outlet after experiment in Case 3.

Fig. 10. Comparison inlet and outlet after experiment in Cas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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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부와 배출부를 비교한 사진이다. Figs. 7과 8에서 산을 

1 ml/min로 주입하였을 때, 산의 주입률이 너무 낮아 산이 

주입되는 표면에서만 반응이 주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Case 1의 경우 주입률이 5 ml/min보다 높을 때 배출부

의 웜홀 개수가 많아졌으며, Case 2의 경우 3 ml/min을 기

점으로 주입률이 낮거나 높을 때 모두 배출부의 웜홀 가지

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s. 9와 10의 경우 Case 1과 

2와는 다르게 산을 1 ml/min로 주입하였을 때 주입부의 대

부분이 용해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3 ml/min을 

기점으로 주입률이 증가 시 주입부와 배출부의 웜홀 개수

가 많아짐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Case 3의 경우 산의 농도

가 낮아 산과 암석간의 반응성이 감소하여 웜홀의 직경이 

다른 Case들에 비해 작았으며, Case 4의 경우 산의 농도가 

높아 모든 주입률에서 웜홀의 직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Case 4의 주입부와 배출부에서는 다른 Case들에 비해 

웜홀의 개수가 더 많은 것을 보아 웜홀이 여러 갈래로 퍼지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시간에 따른 압력차 그래프

암체 산처리 공법의 효율을 나타내는 무차원 돌파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각 Case에서 시간에 따른 주입부와 배출부

의 압력차 그래프를 Figs. 11 ~ 14와 같이 도시하였으며, 이

를 통해 각 주입률에서의 웜홀을 생성하는데 소요되는 시

간을 구하여 무차원 돌파지수를 산출하였다. 모든 Case에

서 산을 1 ml/min으로 주입하였을 때 압력차가 불균질하게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돌파까지 약 120분, 80분, 60

분, 35분이 소요되어 상대적으로 반응이 오랫동안 일어남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의 주입률이 낮을시 암석

과의 접촉 및 반응시간이 길어져 산이 유동하는 동안 암석

과의 반응이 다른 주입률에 비해 많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

된다. 그 이외의 경우, 웜홀이 생성됨에 따라 압력차가 비교

적 일정하게 감소하며, 돌파가 일어나는 시점에 압력차가 0에 

가까운 값을 기록하였다.

무차원 돌파지수 및 최적 주입률 도출

암체 산처리 공법 설계 시 저류층 내 산의 유동 분석을 수

행하기 위해 산의 주입률과 공극의 특성을 이용한 공극 유

속(interstitial velocity, 

)을 산출한다. 공극 유속은 공극 

내 산의 속도의 평균값으로 식 (3)과 같이 산의 주입률(Q)

과 코어의 지름(d), 공극률()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공극 유속은 산의 주입률을 대신하여 코어의 직경, 공

극률이 다른 산처리 코어유동실험의 결과를 비교 시 용이

한 장점이 있다.

Fig. 11. Pressure drop over time during experiment i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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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Pressure drop over time during experiment in Case 2.

Fig. 13. Pressure drop over time during experiment in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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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essure drop over time during experiment in Case 4.

Fig. 15. Comparison of PVBT with interstitial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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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s. 11 ~ 14를 통해 산출한 각 Case의 주입률 별 무차원 

돌파지수 및 공극 유속을 Fig. 15와 같이 도시한 후 wormholing 

efficiency curve fitting(Buijse and Glasbergen, 2005)을 

이용하여 최적 주입률을 산출하였다. Wormholing efficiency 

curve fitting은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결과를 이용한 웜홀 

전파 모델링을 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적합 곡선법

이다(Glasbergen et al., 2009; Furui et al., 2012; Etten et 

al., 2015; Dong et al., 2017).

Table 3은 각 Case에서 가장 낮은 무차원 돌파지수를 나

타낸 최적 주입률과 공극 유속을 나타낸 결과이다. Case 1

의 최적 주입률은 4.90 ml/min, Case 2 ~ 4의 최적 주입률은 

2.94 ml/min으로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투과도가 높을수

록 최적 주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Case 

2 ~ 4의 최적 주입률이 동일한 것을 보아 저류층의 투과도

가 산의 농도보다 최적 주입률 산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ase 1과 2의 최적 주입률에서 무차

원 돌파지수는 각각 0.43, 0.50를 나타내어, 투과도가 높을

수록 무차원 돌파지수가 낮아 웜홀을 생성하는데 소모되는 

산의 양이 더 적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Case 2와 3의 경우 

무차원 돌파지수가 0.50, 0.52로 차이가 미미하였지만 

Case 4의 경우 0.36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산을 이용하

여 웜홀을 생성하였다. 이를 통해 저류층의 투과도가 높을

수록, 산의 농도가 클수록 최적 주입률에서의 무차원 돌파

지수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산염암 저류층의 암체 산처리 공법에서 

최적 주입률 산출을 위한 산처리 코어유동실험 장치를 개

발하고, 최적 주입률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분석하기 위해 

암석의 투과도와 산의 농도를 달리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탄산염암 코어에 산을 주입하여 웜홀을 생성할 수 있

는 실험 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장치는 최적 주

입률 산출 이론을 적용하여 최적 웜홀을 생성하는 최

적 주입률을 산출하는 데 용이함을 확인하였다.

(2) 실험 후 산의 주입부와 배출부를 비교한 결과, Case 1과 

2의 경우 주입률이 1 ml/min일 때 산의 주입률이 너

무 낮아 산이 주입되는 표면에서만 반응이 주로 일어

났으며, 최적 주입률보다 더 높은 주입률의 경우 웜

홀이 여러 갈래로 펼쳐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산

의 농도가 높을 경우 모든 주입률에서 웜홀이 뚜렷하

게 나타났으며, 주입부와 배출부에서의 웜홀의 개수

가 다른 Case에 비해 더 많이 생성되었다.

(3) 실험 결과, Case 1의 최적 주입률은 4.9 ml/min, Case 

2 ~ 4는 2.94 ml/min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저류층의 투과도가 높을수록 최적 주입률이 증가하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의 농도에 따른 최적 

주입률은 동일한 값을 보여 저류층의 투과도가 산의 

농도보다 최적 주입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4)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Case 1 ~ 4의 최저 무차원 돌파

지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43, 0.50, 0.52, 0.36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저류층의 투과도가 높을수록 

웜홀을 생성하는데 소모되는 산의 양이 더 적은 경향

을 확인하였다. 산의 농도의 경우 HCl 10%와 15%의 

무차원 돌파지수는 0.02 차이로 미미하였지만, HCl 

20%의 경우 약 1.5배 낮아 암체 산처리 공법의 효율

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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