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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pressibility of fracture in naturally fractured reservoir is larger than the compressibility of matrix in rock,

although the compressibility of a typical rock is very small. The effective compressibility including the fracture

compressibility should be considered to predict oil recovery correctly. It is hard to quantify changes of fracture

aperture and pore volume in reservoir without the effective compressibility. In this study, oil recovery is analyzed

by commercial simulator concerning the fracture compressibility based on fracture properties. We found that the

effective compressibility affects oil recovery with change of polymer flooding factors such as polymer molar

weight, concentration and injection rate. The estimated cumulative oil production is smaller with the effective com-

pressibility than without it. Also, bottomhole pressure decreases rapidly without considering effective fracture com-

pr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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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질한 자연균열 저류층에서 암체의 압축률은 매우 작은 값을 가지는 반면에 균열의 압축률은 상대적으로 큰 값

을 갖는다. 균열의 압축률을 포함한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균열의 간극 변화로 인한 공극 부피의 변

화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오일 회수를 예측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암체의 압축률만

을 고려하여 오일 회수를 분석했던 것과 달리, 암체와 균열의 압축률을 모두 고려한 유효 압축률을 적용해서 오일 회

수량을 분석하였다. 폴리머 공법에서 균열의 압축률이 폴리머의 주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폴리머의 분자

량, 농도, 주입속도에 따른 오일 회수량을 분석하였다. 유효 압축률을 고려할 경우 폴리머 분자량, 농도, 주입속도가

높아질수록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고려한 경우보다 누적 오일 생산량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저 압

력의 경우에도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고려한 경우보다 빠르게 급감하여 오일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어 : 불균질 자연균열 저류층, 불균질성, 유효 압축률, 폴리머 공법, 오일 회수증진 공법

1. 서 론

자연 균열 저류층에서는 균열에 의한 서로 다른 투

과도 분포가 유체의 유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열

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Seo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균열의 주요한 특성을 반영하고,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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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유효 압축률의 개념

을 이용하였다. 유효 압축률이란 저류층에 가해지는 압

력과 공극압 간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가해지는 압력

에 대한 공극체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균열의 압축률

은 10-5 psi-1 ~ 10-4 psi-1 정도에서 최대 10-3 psi-1로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에서는 암체의 압축

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거나, 균열의 압축

률이 제외된 암체의 압축률만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하지만, 균열의 압축률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

에 이를 간과할 수 없다(Aguilera, 1999). 일반 저류층

에서는 유체 생산으로 인해 공극압이 감소되면서 압축

현상이 발생하여 생산성이 증대된다. 하지만 균열 저

류층의 경우에는 압축 현상으로 인해 균열 간극의 축

소가 발생하여 오히려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Aguilera, 2006). 

 자연 균열 저류층에서 균열의 간극 변화는 주입 유

체인 폴리머의 유동과 오일 생산 유동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Muralidharan et al., 2004). 또한, 자연 균

열이 발달한 균열 저류층에 폴리머 공법을 적용했을

때는 암석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폴리머 공법의 효율이

저해되기도 한다(Emami, 2008). 균열 저류층에서의 폴

리머 공법 적용 관련 기존 연구에서는 균열의 간격과

투과도와 같은 균열의 특성에 따른 오일 회수율 분석

이 진행되었으며(Sayedakram and Mamora, 2011),

또한 균열 저류층에서 폴리머와 더불어 계면활성제와

알칼리의 주입을 통한 최적 주입 공법에 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어왔다(Lee, 2008; Obuekwe, 2011; Ahmed

et al., 2012). 최적 주입 공법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연구는 지속되었지만, 균열 저류층에서의 폴리머 공법

적용할 시 균열 특성의 영향을 감안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균열의 압축률

을 도출하기 위해서 균열의 투과도와 균열 간의 간격

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 폴리머의 특성

인 폴리머 분자량, 농도, 주입속도에 의해 오일 생산량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저류층 모델 설정 및 입력 자료

일반적으로 균열은 암체보다 공극률이 작으며 투과

도는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저류층의 압력강하나 심

도의 증가로 인해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 균열에서

공극률과 투과도의 변화가 암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Nelson, 2005). 식 (1) (Kim, 2007)은 균열의 압축률

의 정의를 나타낸 식이다. 균열의 압축률은 압력에 따

른 부피의 변화로 정의되며, 이를 간극과 면적의 함수

로 나타내면 간극의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간극을 계

산하기 위해 식 (2) (Jones, 1975)와 시뮬레이터에서

간극을 계산하는 식 (3) (Thomas et al, 1983; STARS

User Manual, 2012)을 이용하여 균열 간극을 계산하

였다. 식 (1)에서의 응력에 따른 변위 항목은 실험 결

과를 사용하였다(Kim, 2007). 계산한 간극을 이용하여

균열 압축률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균열의 압축률은 참

고문헌에서 측정한 균열의 압축률과 비교했을 때 타당

한 값이라고 할 수 있다(Aguilera, 1999). 또한 주입과

생산을 하면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로 인해 유효 압축

률도 변화하므로 압력에 따른 유효 압축률의 변화를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였다. 저류층 압력에 따른 각각의

균열의 압축률을 계산하여 최대, 최소값을 시뮬레이터

에 적용시켜 주입과 생산으로 인해 변하는 저류층 압

력변화에 따라 유효 압축률 변화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1)

(2)

(3)

는 균열의 압축률, 는 균열의 부피, A는 면적,

h는 균열의 간극, P는 압력, σ는 응력, δ는 변위, 는

균열의 공극률, kf는 균열의 투과도, s는 균열의 간격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 공법 적용 시 균열 저류층에

서 유효 압축률이 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기 위하여 2차원 모델을 설정하였다. 또한 불균질

저류층에서 폴리머 공법을 적용했을 경우 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균열이 발달한 저류층을 모

사하는 이원 투과도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CMG 사의

상용시뮬레이터인『STARS』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된 사암 저류층 모델의 입력 자료는 Table 1과

같다(Wang et al., 2007). 기본 저류층 모델에서의 폴

리머 농도는 1,000 ppm으로 설정하였고, 생산정과 주

입정 사이의 거리는 현장에서의 유정 간 거리인 200 m

로 설정하였다. 균열에서 상대 투과도는 포화율이 0부

터 1까지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곡선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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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분석

균열의 압축률의 반영 여부에 따른 오일 회수량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균열의 특성에 따라 오일 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먼저 균열의 특성 중 유체의

유동과 관련이 깊은 균열의 투과도에 따른 오일 회수

율을 분석했다. 균열의 투과도가 500 md인 경우에는

초기에 균열 압축률은 3×10-4 psi-1이며 균열의 투과도

가 2,000 md인 경우에는 2×10-4 psi-1의 균열 압축률

을 가진다. 초기 균열 저류층의 균열 투과도를 이용하

여 균열의 압축률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체의

유동이 유효 압축률에 의해 받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결과 그래프에서 x축의 PVINJ는 주입 공극

체적을 나타낸다(Fig. 1). 분석 결과, 유효 압축률을 고

려했을 경우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누적 오일

생산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균열의 투과

도가 높을수록, 균열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른 생산량

의 차이가 크다. 균열의 투과도가 500 md일 때는 유

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라 누적 오일 생산량이 최대

4% 차이가 보였다면 균열의 투과도가 2000 md일 때

는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라 누적 오일 생산량이

4.5%이상의 차이가 났다(Fig. 1). 이는 균열의 투과도

가 높을수록 간극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균열의 투과도가 높은 경우가 균열을 통한

유체의 유동이 더 많이 발생하므로, 유효 압축률을 고

려함에 따른 간극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 생산량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또 다른 균열 특성인 균열의 간격은 균열과 균열 간

의 거리를 의미하며 이는 균열의 빈도수 즉, 밀도와

관련이 있다. 이원 투과도 저류층 모델에서 균열의 간

격이 10 cm일 때와 100 cm일 때의 결과는 Fig. 2와

같다. 균열의 간격이 100 cm인 경우에는 균열 압축률

이 초기에 1×10-4 psi-1이며 균열의 간격이 10 cm인

경우에는 2.5×10-4 psi-1의 균열 압축률을 가진다. 균열

의 간격이 100 cm일 때와 10 cm일 때 모두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가 고려했을 경우보다

더 많은 누적 오일 생산량이 나타난다(Fig. 2). 균열

간격이 10 cm일 때에는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

라 누적오일 생산량의 차이가 약 4%가 나며, 균열 간

격이 100 cm일 때에는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

라 누적오일 생산량의 차이가 0.1%로 나타났다. 균열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른

누적 오일 생산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이는 균열

간의 간격이 좁을수록 같은 부피 안에 존재하는 균열

의 빈도수가 높고 간극의 변화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

으로 더 많이 받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균열의 특성 이외에 균열의 압축률이 폴

리머의 주입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폴리머

의 분자량, 농도, 주입속도에 따른 오일 회수량을 분석

하였다. 폴리머의 분자량의 단위는 dalton으로 분자량

이 높을수록 고분자를 연결하고 있는 체인이 길다. 체

인의 길이에 따라 유동 양상이 달라지며 주입 목적에

따라 분자량이 결정된다(Gregory, 1984). 폴리머 공법

에서는 5×106에서 3.5×107 dalton 정도의 폴리머를 사

Table 1. Reservoir model parameter

Parameter Values

Number of grid (X×Y×Z) 400 (20×20×1)

Initial pressure (psia) 1,200

Porosity (fraction)
Matrix 0.22

Fracture 5×10-5 ~ 5×10-3

Permeability (md)
Matrix 1 ~ 100

Fracture 500 ~ 2,000

Initial oil saturation (fraction) 0.5

Inter porosity flow factor 6×10-3

Polymer concentration (ppm) 300 ~ 1,000

Injection rate (bbl/day) 100 ~ 500

Injection well pressure (psia) 1,200

Production rate (bbl/day) 200 ~ 600

Production well pressure (psia) 600

Effective compressibility (psi-1) 1×10-4 ~ 3×10-4

Fig. 1. Cumulative oil productions in cases of 500 and 2,000 md

in fracture permeability. NOCOMP; no compressibility,

COMP; effective compre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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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폴리머의 분자량이 클수록 폴리머 수용액의 점

성도는 높으며 염도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가 다르다.

폴리머의 분자량이 1×107 dalton인 경우와 3.5×107

dalton인 경우 모두 균열의 압축률은 2×10-4 psi-1이다.

또한 두 경우 모두 폴리머의 농도는 1,000 ppm, 주입

속도는 200 bbl/day이다. 폴리머의 분자량이 1×107

dalton인 경우에는 유효 압축률의 고려 유무에 따라 누

적오일 생산비가 3% 정도 차이가 있으며, 폴리머의 분

자량이 3.5×107 dalton인 경우에는 유효 압축률의 고

려 유무에 따라 누적 오일 생산량 차이가 약 5% 정

도로 분자량이 1×107 dalton인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

다(Fig. 3). 두 경우 모두 유효 압축률을 고려했을 경

우가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누적 오일 생산량이

더 작다. 이러한 생산성의 결과는 주입유체의 유동 양

상에 따른 결과로써,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

우가 고려한 경우에 비해 빠르게 최대 주입량에 도달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폴리머의 분자

량이 증가할수록 유효 압축률 반영 여부에 따른 누적

생산량의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폴리머의 분

자량이 클수록 균열의 간극 변화에 따라 폴리머 적용

효과가 더 감소되어 생산 유체의 유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유효 압축률을 고려한다는 것은 균열 간극

의 변화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입 유체인 폴리

머가 주입될 때 유효 압축률을 고려했을 경우 유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누적 오일 생산량의 차이

가 발생한다.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라 공저 압

력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

았을 경우에는 암석의 팽창이 반영되지 않아 Fig. 4와

같이 저류층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져 생산 초기 이후

에는 오일의 일일생산량 역시 낮아진다. 생산정 운영

조건은 최소 공저압을 600 psi로 했으며, Fig. 4에서는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라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

는 초기 시간대의 공저압을 나타내었다. Fig. 5는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른 오일 포화율의 차이를 보여

준다. Fig. 5는 생산 시작 후 300일 때의 오일 포화율

을 나타냈으며 유효 압축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주입정에서부터 생산정으로 오일이 먼저 도달하는 양

상을 확인할 수 있다.

폴리머의 경우 일반적으로 250에서 2,000 ppm정도

의 농도로 주입을 한다(Wang, 2007). 

Fig. 2. Cumulative oil productions in cases of 100 and

10 cm in fracture spacing. 

Fig. 3. Cumulative oil productions in cases of 10 and 35 M

dalton in polymer molecular weight.

Fig. 4. Bottomhole pressure and oil production rate with

35 M dalton of polymer molecular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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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의 농도가 높으면 점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류층의 조건에 따라 농도를 설정해야 한다. 폴리머

의 농도별로 유효 압축률을 고려했을 때와 고려하지

않았을 때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유효 압축률이 생

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경우 모두 균열의

압축률은 2×10-4 psi-1이며 폴리머 분자량은 2.5×107

dalton, 주입속도는 200 bbl/day이다. 일반적으로 폴리

머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누적 오일 생산량은 증가한다.

유효 압축률을 반영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

일의 생산량이 더 감소된 결과를 보였다. 폴리머 수용

액의 농도가 300 ppm인 경우에는 유효 압축률 반영

여부에 따라 누적오일 생산량의 비율이 2% 차이가 있

으며, 농도가 1,000 ppm인 경우에는 4.5%의 누적오일

생산량 차이가 존재했다(Fig. 6). 폴리머 수용액의 농도

가 높을수록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른 누적 오일

생산량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이는 주입유체의 거동이

유효 압축률을 고려한 경우에 최대 주입량에 느리게

도달하여 생산량의 차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균열

저류층에서는 대부분의 유체 유동이 암체보다는 균열

을 통해 일어난다. 균열의 압축률을 포함한 유효 압축

률을 고려하였을 때 균열의 간극 수축 현상으로 주입

과 생산 유체의 유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 폴리머의

농도가 높을수록 균열 간극 수축의 영향으로 폴리머의

효과가 감소되므로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라 생

산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는 것이다. 공저 압력 또한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급격하게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Fig. 7), 오일 일일생산량의

차이도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라 확연하게 다르

                                 (a) With compressibility                                     (b) Without compressibility

Fig. 5. Comparing oil saturations when polymer molecular weight is 35 M dalton.

Fig. 6. Cumulative oil productions in cases of 300 and

1,000 ppm in polymer concentration.

Fig. 7. Bottomhole pressure and oil production rate with

1,000 ppm of polymer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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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 오일 포화율을 나타낸 Fig. 8과 같이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오일이 주입정에서 생산

정으로 더 빠르게 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폴리머의 주입속도는 주입정에서 폴리머의 주입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폴리머의 주입속도가 100

bbl/day와 500 bbl/day인 경우에는 유효 압축률의 고려

유무에 따라 각각 2%, 4%로 생산량의 차이가 나타났

다(Fig. 9). 두 경우 모두 균열의 압축률은 2×10-4 psi-1

이며, 폴리머 분자량은 2.5×107 dalton, 폴리머 농도는

1,000 ppm이다. 유효 압축률을 반영했을 때 누적 오일

생산량이 더 적게 나타났다. 폴리머의 주입속도가 증

가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하게 보인다. 이는 주

입속도가 커지면 저류층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유효 압축률 고려유무에 따른 누적 오일 생산량의 차

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Fig. 10은 주입속도가

500 bbl/day일 때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른 공저

압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유효 압축률을 반영

하지 않았을 때 공저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아

암석의 팽창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류층의 압력을 유지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류층의 압력이 초기에 급

격히 감소하면서 오일 일일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한다.

유효 압축률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 시작 직

후 공저압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오일 일일생산량이 빠

르게 증가되고 이는 주입속도가 최대 운영 주입속도까

지 빠르게 도달하게 한다. 하지만 유효 압축률을 반영

한 경우에는 그와 달리 공저압이 상대적으로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주입속도가 운영 조건까지 느리게 도

달한다. 다른 폴리머 특성 인자의 경우에도 250일 이

후 오일 일일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되

지만 Fig. 10에서는 폴리머 주입속도가 다른 경우보다

크기 때문에 오일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전체

주입 및 생산 기간을 두고 보면 주입 후 오일 일일생

산량이 500일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유효 압축률

반영 여부에 따른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구간이 초기

생산 구간이므로 Fig. 10에서 그 구간만을 확대하여

나타냈다. Fig. 10에서 나타낸 250일전까지는 두 경우

의 오일 일일생산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후부

터는 두 경우의 오일 일일생산량의 차이가 확연히 줄

어든다. 다른 폴리머 특성 인자보다 폴리머 주입속도

가 큰 경우가 상대적으로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

은 경우가 오일이 더 빠르게 주입정에서 생산정까지

                                 (a) With compressibility                                     (b) Without compressibility

Fig. 8. Comparing oil saturations when polymer concentration is 1,000 ppm.

Fig. 9. Cumulative oil productions in cases of 100 and 500

BPD in polymer inj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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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였다(Figs. 5, 8 and 1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균열의 압축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균

열의 특성인 균열의 투과도, 간격, 공극률을 이용하였

으며 도출한 균열의 압축률을 포함한 암석의 유효 압

축률을 시뮬레이터에 적용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균열

저류층에서 폴리머 공법을 적용할 시 유효 압축률의

영향을 받은 주입 유체의 거동이 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1. 균열 압축률의 고려유무에 따른 오일 회수량을 분

석하는데 있어서 균열의 특성 따라 오 일 회수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다. 균열의 특성 중 균열 투과도가 높

을수록 유효 압축률의 유무에 따른 누적 오일 생산량

의 차이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균열의 투과도가 높은

경우 유체의 유동이 균열을 통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균열의 특성 중 균열 간격의 경우 균열의 압축률

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고려한 경우보다 누적 오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균열의 간격이 좁

을수록 유효 압축률의 고려 유무에 따라 누적 오일 생

산량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3. 폴리머 특성에 따른 균열 압축률의 고려유무가 오

일 회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폴리머

의 특성은 폴리머의 분자량, 농도, 주입속도이며 이 특

성들이 높을수록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따른 생산

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유효 압축률을 고려

할 경우 폴리머 분자량, 농도의 경우에는 균열 간극의

수축으로 인한 폴리머 주입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

게 감소하기 때문에 오일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입속도의 경우에는 주입속도가 클수

록 저류층에 가해지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주입속도가

클수록 유효 압축률의 고려유무에 따라 누적오일 생산

량의 차이가 크게 난다.

4. 폴리머 공법의 주요 인자인 폴리머 분자량, 농도,

주입속도가 높아질수록 공저 압력의 경우에도 유효 압

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고려한 경우보다 빠르게

급감하였으며 이는 오일 생산량에도 영향을 주었다. 하

지만 어느 정도 공저 압력이 감소한 이후에는 유효 압

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저류층의 압력이 더 이

상 유지가 되지 않으므로 오일 생산량이 초기에 비해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주입정의 유동 양상도 유효 압축률의 고려유무에

Fig. 10. Bottomhole pressure and oil production rate with

500 BPD of polymer injection rate.

                                   (a) With compressibility                                   (b) Without compressibility

Fig. 11. Comparing oil saturations when polymer injection rate is 500 B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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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를 보인다. 유효 압축률 고려 유무에 관계없

이 주입량은 운영 조건에서 설정한 최대 주입량까지

도달하지만, 유효 압축률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고려

한 경우에 비해 더 빠르게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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