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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cline in discoveries of new oil fields and increasing demand from developing countries it is believed

that enhanced oil recovery (EOR) technologies will play a key role to meet the energy demand in years to come.

Based on the recently-published data, this paper discusses current status of global EOR market and technical devel-

opment trends. The EOR market includes oil produced through various EOR recovery methods, such as thermal

recovery, gas injection, chemical injection. Also, EOR methods are addressed screening criteria by reservoir and

fluid characteristics including lithology, depth, thickness, and oil properties such as composition and gravity. Finally,

the examples of field applied by various EOR methods are discussed with respect to reservoir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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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유전의 발견 감소와 개발도상국의 수요 증대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오일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증진회수 기술

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믿어진다. 이 연구에서는 전세계에서 최근에 연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석유회수증진

기술 (EOR)에 대한 현재 시장 동향 및 기술 개발 방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EOR 시장은 열공법, 가스 주입법, 화학

공법에 의한 오일 회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저류층의 암상, 위치, 심도, 두께와 오일의 성분 및 비중 등 EOR 기법의

현장적용 기준을 정리하였으며, 각종 EOR 기법의 적용사례를 저류층 특성과 실제 회수의 관점에서 토의하였다.

주요어 : 석유회수증진기술 (EOR), EOR 시장, EOR 적용기준, EOR 적용사례

1. 서 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전 세계 오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

를 보충할 신규 유전의 발견은 점점 어려운 실정이다.

과거에는 신규 대형 유전의 발견이 빈번하여 증진 회

수로 인한 추가 매장량 확보 비용보다 신규 유전의 탐

사 및 발견 비용이 훨씬 저렴했다. 최근에 들어 전 세

계적으로 전통형 유전에 대한 신규 발견의 빈도와 양

이 점차 감소하여 1999년 이후에는 생산량의 45%만을

신규 발견한데 그치고 있다 (Gochioco, 2005). 그러나

오일 수요는 매년 1.5%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100대 유전의 생산량은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

다 (Tabary and Bazin, 2007).

이러한 수급 불균형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최근 석

유회수증진기술 (enhanced oil recovery, EOR)에 대

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증진 회수는 혼합 가스 또

는 용매, 화학물질, 또는 열 에너지 등을 주입하여 저

류층 내 잔존 오일을 회수하는 기법이다. 기존 정들을

이용할 경우 EOR을 위한 자본 투자가 대부분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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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며 기존 판매 시장에 인접해 있어 경제성을 확

보하기가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유전은 일차생산 후에도

저류층 내에는 초기부존량의 70-90%의 오일이 잔존하

므로, 전세계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증진회수법을 적

용하면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약 2,417억

배럴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SBI Energy, 2010).

EOR 기술이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는 오랜 현장 적

용 경험을 바탕으로 오일회수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

한 증진 회수 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이산화탄소

처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산업시설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류층에 직접 주입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26개의 대학연구기관과

10개의 메이저 석유회사는 AEC (Advanced Energy

Consortium)를 조직하여 나노기술을 이용한 석유회수

증진방법을 연구 중이다. 중질유 매장량이 많은 캐나

다에서는 오일샌드의 생산을 위한 저류층에 열을 효율

적으로 공급하여 오일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열공법이나 화학공법을 중심으로 석

유회수증진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있다. 앞으로 석

유회수증진 기술은 세계 석유개발 시장을 고려할 때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이

확보한 유전의 개발단계가 성숙기에 도달할 경우 EOR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이

러한 시기를 대비하여 EO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야 함은 물론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연구된 자료를 기

반으로 하여 석유회수증진에 대한 시장 상황을 검토하

였고 저류층의 암상, 저류층의 위치, 심도 및 두께, 오

일의 성분 및 비중 등 EOR 기술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EOR 기술별로

대표적인 현장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저류층 특성 및

회수 증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 회수증진기술의 분류 

석유회수증진기술은 크게 열공법 (thermal flooding

method), 가스주입법 (gas injection method), 화학공

법 (chemical flooding method)으로 분류한다 (Fig. 1).

이러한 증진기술은 유전의 특성이나 적용환경을 고려

하여 저류층에 잔존하는 오일을 추가로 회수하기 위해

선택된다.

열공법은 저류층 내에 열을 공급하여 오일의 점도와

비중을 감소시켜 오일 회수를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증

기주입법 (steam injection), 현장연소법 (in-situ

combustion, ISC)이 있다. 이 중 증기주입법은 주기적

증기자극법 (cyclic steam stimulation, CSS)과 지속적

증기주입법 (steam flooding)으로 세분할 수 있다. 최

근 캐나다 오일샌드에서 수행되는 SAGD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공법은 지속적 증기주입법의

일종이다. 현장연소법은 오일의 비중에 따라 중질오일

에서 적용되는 고온산화법 (500-600oC)와 경질오일에

적용되는 저온산화법 (150-300oC)으로 나눠지며, 저온산

화법은 고압 공기주입법 (high pressure air injection,

HPAI)법으로도 불린다. 이러한 열공법은 증기 주입 시

주입정으로 열이 누출되지 않고 저류층 내에서 대류,

전도에 의해 열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

요하다.

가스주입법은 저류층에 탄화수소가스, 이산화탄소,

질소 및 배연가스 (flue gas)를 주입시켜 회수를 증진

시키는 방법이다. 주입가스는 압력에 따라 혼합상태 혹

은 비혼합상태로 유동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혼합상

태에서 회수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

공법이나 계면활성제 주입법과 같은 다른 회수방법과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화학공법은 암석의 모세관압과 점착력에 의해 공극

내에 잔류된 오일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되

며 주로 화학물질을 물과 혼합하여 주입한다. 주입되

Fig. 1. Classification of EOR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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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학물질은 계면활성제, 알칼리, 폴리머 등이 있으

며, 알칼리-계면활성제 (alkali-surfactant, AS), 알칼리-

폴리머 (alkali-polymer, AP), 알칼리-계면활성제-폴리머

(alkali-surfactant-polymer flooding, ASP)를 혼합 또

는 순차적으로 주입하기도 한다.

3. EOR 시장분석 및 전망

3.1. EOR 시장분석

미국 에너지정보국 (Energy Information Admini-

stration)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SBI Energy

(2010) 보고서에 의하면 전세계 오일 생산량은 2005년

296억 배럴에서 2009년 315억 배럴로 약 6.2% 상승

했다 (Fig. 2 (a)). 이 기간 동안 EOR 기술에 의한 생

산량은 2005년 8,900만 배럴에서 2009년 14억 배럴로

1,916.1%의 급격히 상승률을 보였으며 (Fig. 2 (b)), 총

오일 생산에서 EOR 기술에 의한 생산비중은 2005년

0.3%에서 2009년에는 4.4%로 증대되었다.

EOR 시장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기술은 가스주입법이며, 2009년 총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주입법을 제외한 화학공법

과 열공법은 각각 27%,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양한 EOR 기술이 10%를 차지한다 (Fig. 3 (a)).

국가별로는 2009년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캐나다 등

3개국이 총 EOR 시장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각 2억 3,700만 배럴 (22.8%), 2억 1,900만 배럴

(21.1%), 1억 4,600만 배럴 (14.1%)을 생산하였다

(Fig. 3 (b)).

EOR 기술적용이 가장 활발한 미국은 80년대 중반

이후 화학공법과 열공법의 사용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

나 가스주입법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ig. 4). 가스주입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 주입법 (CO2-EOR)으로 과거에는 대부분

자연 상태에서 추출하여 사용했다. 최근 온실효과로 인

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이 대두되면서 현재 미국 내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저류층에 직접 주

입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 운송체계를 개선 중에 있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CO2-EOR은 80년대

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주목

할 점은 80년대 중반부터 2002년까지 유가가 20달러

Fig. 2. World wide oil production, 2005-2009 (SBI Energy, 2010).

Fig. 3. Share of EOR output, 2009 (SBI Energ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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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에서도 CO2-EOR이 꾸준히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내 CO2-EOR은 20달러에서도 충분한 경

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적, 경제적 이점

때문에 앞으로도 CO2-EOR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2012년 기간에 미국 내 CO2-EOR 프로젝트는

12개가 추가적으로 계획 중이다.

3.2. EOR 시장전망

미국 에너지정보국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0)은 세계 유가를 저유가, 기준 유

가, 고유가 등 세 가지 경우로 예측을 하였으며, 이러

한 유가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SBI Energy는 2015년

까지의 EOR 시장 규모를 예측하였다 (Fig. 6 (a)). 유

가 시나리오별 예측에 따라 전체 오일생산에 대한

EOR 기술을 통한 생산 비중은 저유가의 경우 23%,

기준유가와 고유가는 각각 34%, 51%로 나타났으며,

기준유가 적용 시 2015년의 EOR 기반 오일생산량은

약 111억 배럴로 예측되었다 (Fig. 6 (a), (b)). 이러한

예측결과는 2009년과 비교하여 1,070.1% 성장한 것으

로 많은 국가에서 EOR 프로젝트가 일반화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EOR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을 의미한다.

현재 EOR 생산은 총 EOR 시장의 58%를 차지하

고 있는 미국, 중국, 캐나다 등 3개국에 의하여 주도되

고 있다. 향후 세계 EOR 시장의 변화는 대부분 신규

EOR 생산국으로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Fig. 7).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막대한 오일 생산량과 세계 최

대의 미생산 매장량으로 인하여 EOR 적용에 미온적

이었으나, 최근 세계 최대 유전인 Ghawar 유전에

CO2 주입법 적용을 시작하여 2013년부터는 EOR 프

로젝트가 본격 가동될 것이 예상된다. EOR 시장은 아

직 성장기에 있으며 EOR 진입 국가들이 생산을 증가

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향후 급격한 변화를 나타낼 것

으로 보인다.

미국중앙정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생산 가능

한 오일의 확인 매장량은 1조 3400억 배럴로 추정된

다. 전통 오일 회수법만을 적용하면 확인 매장량 중

Fig. 4. Evolution of EOR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From Oil & Gas Journal EOR Survey 1976-2010; Alvarado

and Manrique, 2010).

Fig. 5. Evolution of CO2 projects and oil prices in the U.S.

(From Oil & Gas Journal EOR Survey 1976-2010; Alvarado

and Manrique, 2010).

Fig. 6. EOR projected market growth, considering oil price 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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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2%가 생산된다고 고려할 때 2,955억 배럴만을

회수할 수 있으나 EOR을 이용하여 평균 18%를 추가

생산할 경우 2,417억 배럴의 오일생산이 가능하므로

총 5,372억 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 (Fig. 8). 유가를

배럴당 60달러로 가정하면 2,417억 배럴은 오일 시장

가치를 1,45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다.

Fig. 9는 주요 산유국별 매장량과 EOR 잠재 생산량

을 나타낸 그림이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매

장량이 2,667억 배럴로 가장 많아서 2위 국가인 캐나

다의 매장량 1,781억 배럴보다 거의 1,000억 배럴 가

량 많다. 상위 7개국의 매장량이 총 오일 매장량의

55%를 차지한다. 이 국가들(상위 7개국)이 모두 EOR

을 사용한다면 오일 생산량을 1,700억 배럴 이상 증가

시킬 수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단독으로도 480억 배

럴 이상 오일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EOR 적용 시 고려요소

EOR 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저류층의 암상, 위치, 심도 및 두께 등의 저류층 조건

과 오일의 성분 및 비중과 같은 유체 특성이 있다

Fig. 7. Projected EOR worldwide market share of production

in barrels, by country, 2015.

Fig. 8. EOR’s potential recovery,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based on 2009 worldwide proven reserves.

Fig. 9. Potential EOR production by country based on

2009 proven oil reserves, 2009.

Table 1. Summary of screening criteria for EOR methods (Taber et al., 1997)

EOR method gravity, oAPI depth, ft net thickness, ft type of formation

thermal

method

cyclic steam stimulation 8-25 less than 4500 more than 10 ft
sandstone with high 

porosity and permeability

steam flooding 8-25 less than 4500 more than 10 ft
sandstone with high 

porosity and permeability

in-situ combustion 10-40 less than 11500 more than 10 ft sandstone with high porosity

gas

method

hydrocarbon flooding 24-54 more than 4000
thin thickness

unless dipping
sandstone or carbonate

CO2 flooding 27-44 more than 2500
thin thickness

unless dipping
sandstone or carbonate

N2/flue gas injection 38-54 more than 6000
thin thickness

unless dipping
sandstone or carbonate

chemical

method

polymer flooding >15 less than 9000 - sandsone preferred

micellar/alkaline/AS/ASP >20 less than 9000 - sandsone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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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오일은 저류층 공극 내를 유동해야 하기 때문에 저

류층 암상은 EOR 적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전세계 1,507개 EOR

프로젝트를 분석하면 사암에서 78%, 탄산염암에서

18%, 나머지 혼합층에서 4%가 진행되었다 (Fig. 10).

대부분의 EOR 프로젝트가 사암에서 이루어진 이유

는 탄산염암 저류층의 경우 암층 내에 버그 (vug)와

균열이 많아서 높은 불균질성을 나타내며 (Fig. 11),

대부분 친유성 내지는 혼합성을 띄어 EOR 적용 시에

도 회수율이 낮기 때문이다 (Hirasaki and Zhang,

2003). 즉, 균열이 많은 탄산염암에서 주입된 유체는

암석의 균열망을 통해 흐르다가 오일 영역에 대해 우

회 (bypass)현상을 발생시켜 유체의 생산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

EOR 기술 중 사암 저류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열공법이다. 대표적으로 주기적 증기자극법, 지

속적 증기주입법 및 SAGD 공법이 사암층 내 중질 및

초중질 오일을 생산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

러한 열공법은 탄산염암보다 지질학적으로 균질한 특

성을 가진 사암 저류층에서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주

기적 증기자극법은 잔존오일의 30% 정도, 지속적 증

기주입법은 50% 정도를 회수할 수 있었다. 캘리포니

아의 Yorba Linda와 Kern River 유전에서는 40여 년

동안 지속적 증기주입법이 시행되었고 (Hanzlik and

Mims, 2003), 최근 중질오일 회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SAGD는 중국, 미국, 베네수엘라에서는 파일

럿 테스트 규모로, 캐나다 Athabasca 지역에서는 상업

적 규모로 적용되고 있다.

화학공법은 사암 저류층에서 열공법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1980년대에 많이 사용되

었으나 90년대 이후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활발히 시

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화학첨가제의 가격 때문

이며, 최근 기술개발을 통해 첨가제의 가격이 점차 저

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학공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폴리머주입법이며, 다양한 규모의 유

전에서 적용되었으나 잔존오일의 약 10%만을 회수할

수 있었다. 미국 오클라호마의 North Burbank, 오만

의 Marmul 유전, 중국의 Daqing 유전이 폴리머주입

을 한 대표적인 예이며, ASP공법은 현재 인도 Viraj

유전, 중국 Daqing 유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Moffitt and Mitchell, 1983; Koning et al., 1988;

Wang et al., 2009; Pratap and Gauma, 2004; Chang
Fig. 10. EOR methods by lithology (Based on a total of

1,507 projects; Alvarado and Manrique, 2010).

Fig. 11. Lithology characteristics of sandstone and 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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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6).

탄산염암 저류층에서는 가스주입법이 가장 많이 사

용되었다. 질소는 일반적으로 혼합상태로 오일의 회수

를 증진시키고 비혼합상태에서는 가스 드라이브로서 저

류층의 압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질소뿐만

아니라 탄화수소, 이산화탄소가 주입제로서 활용되었다.

탄산염암 저류층에서 화학공법이나 열공법은 거의 사용

되고 있지 않으나, 화학공법 중 계면활성제 주입법은

탄산염암의 습윤성이 친유성에서 친수성으로 변환되어

암체로부터 균열망으로 오일이 배출되는 것을 도와주

기 때문에 최근 탄산염암에서 습윤성 변환에 대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Golabi et al., 2009). 열공법은

HPAI 기술이 2000년 이후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Fig. 12). HPAI는 이미 수공법이 적용된

탄산염암 저류층에서 적용될 때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증명되었으며, 미국 내 탄산염암 저류층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varado and Manrique,

2010).

저류층의 위치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EOR 기술 또

한 달라질 수 있다. 육상유전의 경우 비교적 설비설치

나 운송이 자유로우나 해상유전의 경우는 제반설비 및

해양오염에 대한 환경규제 등의 제한요소 때문에 다양

한 EOR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저류층이 해

상에 위치한 경우 대부분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스나 물을 주입한다.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 북해

유전이나 말레이시아 해상유전의 경우 EOR 기술 중

가스나 물주입법을 대부분 사용하였다.

저류층의 심도나 두께도 고려되어야 한다. 증기주입

법의 경우 4,500 ft 이하의 낮은 심도와 10 ft 이상의

두께와 200 md 이상의 높은 투과도를 가지는 저류층

에서 수행되며, 현장연소법은 심도 11,500 ft 이내, 두

께 10 ft 이상에서 적합한 방법이다. 화학주입법의 경

우는 심도 9,000 ft 이내의 심도를 가지는 10 ft 이상

의 저류층에 적합하다. 또한 가스주입법에서 CO2주입

은 심도 2,500 ft 이상의 얇은 저류층에서, 탄화수소

주입이나 질소 및 배연가스 주입은 6,000 ft 이상의

깊은 심도를 가지는 얇은 저류층에서 적합하다.

오일의 성분 및 비중 역시 EOR 적용에 있어 고려

해야 할 요소이다. 30°API 미만의 중질오일에서 적합

한 기술은 HPAI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열주입법이 적

당하며, 특히 현장연소법은 아스팔트 성분을 함유한 오

일에 적합하다. 20-50oAPI 범위의 오일에서는 화학주

입법, 열주입법 중 HAPI법, 비혼합 가스주입법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알칼리 주입법은 유기산을 함유했을 경

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30-60oAPI의 초경질오일 혹은

콘덴세이트에서는 질소 및 배연가스, 탄화수소 혼합가

스, 이산화탄소 혼합가스 등이 적합하다. 이러한 가스

주입법은 탄소성분 C1-C7이 다량 함유되었을 때 적합

한 방법이다.

5. EOR 적용사례

5.1. 열공법

캐나다 Athabasca 지역은 알버타주에 위치하며

McMurray층을 기준으로 9천억 배럴의 오일샌드가 부

존되어 있다 (Fig. 13). 이러한 부존량 중 20%만 회

수해도 전세계 인구가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오일샌드를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열공법

Fig. 12. Trends in ISC and HAPI (Alvarado and Manrique,

2010).

Fig. 13. Oilsand reservoir of Athabasca region, Alberta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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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SAGD공

법이 적용되고 있다. SAGD공법은 1997년 파일럿 테

스트를 시작으로, 2001년부터는 상업적 규모의 생산이

시도되었고, Cenovus Energy를 비롯하여 8개 오일회

사에서 18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Government

of Alberta, 2009). 이 지역의 저류층은 30-35%의 공

극률과 500-5,000 md의 양호한 투과도를 나타낸다

(Table 2).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평시추공을 통해 증

기주입 시에도 주변으로 열확산이 잘 이루어져 SAGD

공법에 적합하며, 원시부존량의 50% 이상을 회수되는

실적을 보여왔다.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Athabasca

지역에서는 앞으로도 80개의 추가적인 SAGD 프로젝

트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석유공사

도 블랙골드광구에서 SAGD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5.2. 가스주입법

Permian 분지는 미국 서부텍사스와 뉴멕시코주에 위

치하며, 207개 유전에서 연간 3억 배럴의 오일을 생산

하고 있다 (Fig. 14). 이 지역은 1970년대 중반을 정

점으로 생산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70년대 초

반부터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한 회수증진법이 시행되

었다. 80년대에는 Permian 분지 인근에 위치한 Bravo

dome, McElmo dome 및 Sheep mountain에서 자연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이산화탄소

를 2,500 km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Permian 분지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는 Permian 분지에서 생산되는

오일의 약 20%를 CO2-EOR을 통해 생산하고 있으며,

35개 유전에서 4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의

저류층은 대부분 심도 3,000 ft 이상이며, 30oAPI 이

상의 오일을 함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ast Vaccum

프로젝트는 원시부존량의 14% (37 MMB) 회수를 목

표로 CO2-EOR을 시행하고 있다. East Vaccum 유전

의 심도는 4,200 ft이며, 공극률, 투과도는 각각

11.7%, 11 md이고, 점도는 38oAPI로 알려져 있다. 현

재 이 유전에서는 원시부존량 2.6억 배럴에서 40%인

Table 2. Reservoir properties of Athabasca oil sand, Alberta

in Canada.

property value

API gravity 8-12

porosity (%) 30-35

permeability (md) 500-5,000

pay thickness (ft) 100-115

reservoir depth (ft) 0-1,300

type of reservoir formation Sandstone, Shale

recovery factor (%) 40-60

Fig. 14. Permian basin reservoir i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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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럴을 1, 2차 생산방법을 통해 회수하였고, CO2-

EOR를 사용하여 약 8%에 해당하는 2천만 배럴의 오

일을 생산하였다 (Table 3). 고심도 경질오일 저류층이

고갈될 때 주변에 이산화탄소의 지속적 공급원이 존재

하면 CO2-EOR은 추가적인 오일생산을 위한 가장 이

상적인 방안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5.3. 화학공법 

Daqing 유전은 중국 흑룡강성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시부존량이 435억 배럴에 이르는 중국 내 최대 유전

이다 (Fig. 15). 1959년에 발견 후 1960년대에 개발을

시작하여 79년 이후 연간 3.5억 배럴 (일산 1,000천

배럴) 이상을 27년간 생산하였으나 최근 들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원활한 생산을 위해 1960년대 중

반부터 물을 주입하였으나 물생산비가 90%로 매우 높기

때문에 저류층 내 물의 유속을 조절하기 위해 1987년

처음으로 폴리머주입법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 물생산

의 16%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었고, 이후 폴리머주입

법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1994년에는 Daqing 유전 중서부에 위치한 Saertu

II1-3 사암층에서 ASP 공법이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

저류층의 평균 심도는 2,670 ft이며, 공극률 및 투과도

는 각각 26%, 1,400 md이고, 오일의 비중은 35oAPI

이다. 이 ASP 프로젝트는 생산정 9개, 주입정 4개, 관

측정 2개로 구성되었으며, 생산량이 일산 231배럴에서

576배럴로 증가하였고, 물생산비는 82.7%에서 59.7%

로 감소하였다. ASP공법은 Saertu II1-3 층뿐만 아니라

여러 저류층에서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Daqing 유전

은 앞으로 폴리머공법과 ASP공법을 사용하여 추가적

인 오일생산을 할 계획이다. Table 4는 일반적인

Daqing 유전의 저류층 특성값을 보여주고 있다.

6.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EOR 시장 및 개발 동향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지금까지 EOR 시장은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몇

개 국가에 의해 대부분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EOR 생산국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2. 현재 EOR기술은 가스주입법과 열주입법 위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EOR은

이산화탄소 주입법으로 미래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

될 것이다. 

3. EOR 수행 시 저류층의 심도, 암상, 위치, 오일의

성분은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합리적인 전략이 필요

하다.

Table 3. East Vaccum field unit reservoir properties (Advanced Resources International, 2006)

property value

Oil gravity (oAPI) 38

Porosity (%) 11.7

Permeability (md) 500-5,000

Pay thickness (ft) 71

Reservoir depth (ft) 4,400

Type of reservoir formation Carbonate 

Recovery factor (%) 48 (Primary/Secondary : 40%, CO2-EOR : 8%)

Fig. 15. Map of Daqing field in China.

Table 4. Reservoir properties of Daqing field (Lee et al.,

2007)

property value

oil gravity (oAPI) 30-35

porosity (%) 15-25

permeability (md) 100-600

reservoir depth (ft) 4,000-4,500

type of reservoir formation sandstone

water cut (%) 90-96

recovery factor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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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가스주입법이나 물주입법을 화학공법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에는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저류층

에서 유체의 유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

으며, 나노스케일의 폴리머를 개발 중에 있다. 이러한

기술은 생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한다면 오일회수증진을 위해 효과

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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