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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atio of fractured reservoir is very high in oil & gas fields around the world. The demand of drilling technol-

ogy for fractured reservoir is expected to increase continuously if oil and gas prices are economical. The purpose of the

review study is to help operator or driller in selecting of proper drilling technology for preventing a lost circulation in

the fractured form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ractured reservoir(formation) they are classified into partial

lost circulation formation and total lost circulation formation. In case of partial lost circulation formation, the drilling

problem can be solved by using LCM(lost circulation material) mud additive and squeezing cement. For shallow

depth, total lost circulation formation can be drilled safely and economically with casing drilling method. Also, for

deeper depth, problems of total lost circulation in formation can be solved by applying mud cap, which is one of the

drilling methods. This was confirmed through field application such as Italy’s Medusa-1 field and Qatar’s North field.

Key words : fractured reservoir, LCM, cement squeezing, casing drilling, mud cap drilling

전 세계적 유·가스전에서 균열저류층의 비율은 매우 높다. 따라서 경제적인 유가가 뒷받침 될 경우 균열저류층에

대한 시추기술 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 해설논문의 목적은 균열저류층에서 이수손실을 방지하는데 적합한

시추기술 선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균열저류층을 이수손실의 규모에 따라 부분

이수손실지층과 전체이수손실지층으로 재분류하였다. 부분이수손실지층의 시추 시에는 이수 첨가물인 이수손실방지제

와 시멘트 스퀴징 방법이 유용하며, 전체이수손실지층에서는 천부의 경우 케이싱시추방법이, 심부의 경우 이수캡시추

기법이 이수손실을 방지하는데 유용한 시추방법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탈리아 Medusa-1과 카타르의

North field 현장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균열저류층, 이수손실방지제, 시멘트 스퀴징, 케이싱시추, 이수캡시추

1. 서 론

효율적인 유·가스 자원 개발을 위해서는 목표 심

도까지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시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균열이 발달한 저류층에서의 시추인 경우, 목

표심도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균열을 만나게 된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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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석유매장량의 60% 이상,

가스매장량의 40% 이상이 탄산염암 자연균열저류층이

다(Lee and Kim 2011). 이는 대다수의 시추 공정이

균열저류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균열은 시추도중 시추이수(drilling fluid or mud)가

지층으로 유실되는 현상인 이수손실(lost circulation)을

야기 시킨다. 일반적인 시추에서는 지층의 유체가 시

추공으로 유입되는 현상인 킥(kick)을 방지하기 위해

지층의 공극압(pore pressure)보다 이수의 정수압

(hydrostatic pressure)을 높게 유지하는 과압시추

(overbalance drilling)를 하게 된다. 이때 지층 내 균

열은 시추이수가 유실될 통로 및 공간으로써의 역활을

하고, 시추이수의 유실이 발생하면 여러 첨가물이 포

함된 이수로 인해 주변지층을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유

실된 이수 자체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2차

적인 문제로 시추파이프가 시추공벽에 달라붙게 되어

파이프가 회전할 수 없는 상태인 파이프고착(stuck

pipe), 손실된 이수에 의해 정수압이 감소하여 지층의

유체가 시추공 내로 유입되는 킥이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시추비용이 증가하거나, 시

추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수손실은 지층 내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으로 발생

한 공간적인 통로를 통해 발생된다. 자연적인 경우 균

열, 단층, 공동(vug), 고투과지층(high-permeability

formation), 미고결지층(unconsolidated formation) 등

이 이에 속하고, 인위적인 것은 과도한 정수압에 의해

지층 내 발생한 인공균열을 말한다. 이와 같은 균열들

은 그 특성에 따라 이수손실을 발생시키는 양상이 다

르기 때문에 이수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선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조치해야 한다. 그렇

지 않고 지나친 공법을 적용할 경우 과도한 시추비용

이 발생하고, 미약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이수손실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수손실에 대한 수치적

인 구분을 통해 이수손실의 경제적 손실 및 규모를 파

악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공법적용이 필요하다. 

지층에 발달된 균열에 대한 연구는 주로 Howard

and Scott (1951)과 Bratton et al. (2006)에 의한 분

류에 관한 것이 있었으며, 균열자체의 유동특성에 대

한 연구는 Lee et al. (2005)에 의해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균열의 분류에 따른 이수손실

의 특성을 규명한 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시도가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 해설논문에서는 지층 내 발달된 균열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수손실의 규모를 파악하여 적

절한 시추기술 및 공법을 제시하고자 기존의 균열분류

법을 재정리하였다. 즉, 균열지층을 이수손실이 소량으

로 발생하는 부분이수손실지층과 대량으로 발생하는 전

체이수손실지층으로 재분류하였다. 전자의 경우 시추이

수의 조절 및 첨가물의 혼합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이수

손실을 제어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시추기술전환

없이는 시추를 진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균열특성에 따

른 이수손실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요약

하여 정리하였다. 끝으로 균열저류층 특성에 따라 시

추 시 발생되는 이수손실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

하고자 이탈리아의 Medusa-1 field와 카타르의 North

field 사례를 소개하였다.

2. 지층 내 균열 특성 및 분류
 

균열은 암석의 변형 및 물리적·화학적 속성작용으

로 인해 취약면에 발생한 틈 또는 파쇄부로써 지층 내

에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자연적인 균열과 인공적인

균열로 나눌 수 있다. 자연균열(natural fracture)의 경

우 부식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인장

(tensile) 및 전단(shear)응력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자연균열은 크게 절리(joint)와 단층(fault)으로 구분하

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전단변위의 존재 유무이다(Lee

and Kim, 2011). 자연균열이 저류층 내에 존재할 경

우 Fig. 1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Bratton et al.,

2006). Type 1의 경우 균열로 인한 공극율(porosity)과

투과도(permeability)가 지배적이어서 빠른 생산감소가

특징이고, Type 2는 암체의 낮은 투과도에 의해 초기

생산이 좋지만 균열과 암체 간에 연결 문제에 의해 2

차 생산이 쉽지 않은 경우이고, Type 3은 균열로 인

한 공극율이 낮지만 투과도가 좋은 경우, Type 4는

근원암에 가까운 저류층으로 균열로 인한 투과도가 낮

Fig. 1. Naturally fractured reservoir classification system

(Bratton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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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이 특징이다(Bratton et al., 2006). Type M은

암체의 공극율과 투과도가 높은 저류층이고, Type G

는 CBM(coal bed methane)과 같은 신가스자원을 의

미하여 Type 2에 속한다(Lee and Kim, 2011). 이러

한 자연균열 저류층의 특성은 저류층에서 유정으로의

유동을 의미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유정에서 저류층

으로 이수가 유실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이수가 유실 될 저류층은 균

열에 의한 투과도와 공극율이 높은 Type 1이다. 

인공균열(induced fracture)은 시추이수의 압력이 지

층의 파쇄압력을 넘을 경우 발생하는 균열이다(Howard

and Scott, 1951). 일반적으로 지층의 파쇄압력을 고려

하여 이수 밀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지층에 인공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탐사시추와 같은 경우

지층의 압력에 대한 자료가 불확실하여 지층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공균열의 경우 지층의 압력보다 이수의 밀도

또는 이수 주입압력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발생하고,

이는 지층과 이수 밀도의 압력이 같이 질 때 까지 지속

되기 때문에 심각한 이수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이 해설논문에서는 지층 내 이수손실에 영향을 끼치

는 지층 내 모든 균열형태를 포함하고자 Fig. 2와 같

은 균열형태분류를 기본으로 삼았다. 이 그림에서는 균

열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Howard and Scott,

1951). Fig. 2(a)는 이미 지층 내 자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연균열형태이고, Fig. 2(b)는 지층의 파쇄강도

보다 높은 시추공내압이 유정 주변에 가해지는 경우

발생되는 인공균열 형태이다. Fig. 2(c)는 석회암지층에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동굴(Cavernous)이나 공동(vug)

형태의 균열이고, Fig. 2(d)는 미 고결(unconsolidated)

지층 또는 고 투과성(high-permeable)지층이다. 이러한

각각의 균열형태에 따른 특징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자연균열 (Fig. 2(a))의 경우 어떠한 지층에서도 발생가

능한 대표적인 자연균열로써, 시추도중 발생되는 이수

손실을 지상의 이수저장용량(pit volume)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공균열 (Fig. 2(b))은 판상으로 구성

된 약한 지층에서 발생될 수 있고, 급작스럽게 이수가

유실되어 전체이수손실로까지 발전 가능하다. 동굴형태

균열 (Fig. 2(c))에서는 이수손실이 급작스럽고 대량으

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미 고결 지층 (Fig. 2(d))의 경

우 급작스러운 이수손실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수가 유실

되어 지상의 이수저장 공간의 변화가 점차적으로 나타

나는 경우이다. 이러한 균열특징들은 이수손실 규모 및

손실되는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적인 시추공법적용을 위해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시추엔지니어의 입장에서는 상기와 같은 균

Fig. 2. (a) Natural or intrinsic fractures. (b) Induced or created fractures. (c) Cavernous formations. (d) Unconsolidated or

highly permeable formations (Howard and Scott,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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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류를 시추기술의 전환을 위한 척도측면을 위해 이

수손실에 보다 중점을 두어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Table 2와 같이 균열을 이수손실 양에 따라

침윤손실(Seepage loss), 부분손실(Partial loss), 대량

손실(Severe loss), 전체손실(Total loss)로 구분 하였

다(Davidson et al., 2000). 분류된 균열지층을 다시

기계적인 시추기술 전환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Table 3

과 같이 크게 2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지층의 공극압과

이수의 정수압 간에 차이가 같다는 조건하에, 침윤 및

부분이수손실의 경우 손실되는 이수가 상대적으로 적

기 때문에 지층의 균열에 의한 공간이 적음을 의미하

고, 이는 비교적 간단한 공법을 적용하여 극복 가능하

Table 1. Identified features of fractures in naturally fractured reservoirs (Howard and Scott, 1951)

Identifying Features

Natural fracture

1. May occur in

any type rock.

2. Loss is evi-

denced by

gradual lower-

ing of mud in

pits. if drilling

is continued

and more frac-

tures are

exposed, com-

plete loss of

retures may be

experienced.

Induced fractures

1. May occur in any type rick, but

would be expected in ormations

with characteristically weak planes

such as shale.

2. Loss is usually sudden and accom-

panied by completed loss of returns.

conditions are conducive to the

forming of induced fractures when

mud weight exceeds 10.5 lb/gal.

3. Loss may follow any sudden surge

in pressure

4. When loss of circulation occurs and

adjacent wells have not experienced

lost circulation, induced fractures

should be suspected.

Cavernous

1. Normally confined

to limestone

2. Loss of returns may

be sudden and com-

plete.

3. Bit may drop from a

few inchs to several

feet just preceding

loss.

4. Drilling may be

‘‘rough’’ before loss.

Unconsolidated formation

1. Gradual lowering of mud level

in pits.

2. Loss may become compete if

drilling is continued.

3. Since it is known that the rock

permeability must exceed 100

darcys before mud can pene-

trate and that oil or gas sand

permeability seldom exceeds

3.5 darcys, it is improbable

that loose sands are ever the

cause of mud loss to an oil or

gas sand unless the loss.

Table 2. A Classification of Fracture type and formation in accordance with drilling fluid loss capacity (Davidson et al.,

2000)

Fluid loss type
Typical loss rate

Typically related formation
Dynamic loss rate Static loss rate

Seepage < 10% 1~10 bbl/hr - Porous and permeable formations

Partial loss 10~50% 10~50 bbl/hr
- Unconsolidated sands and gravel

- Small natural or induced fractures

Severe loss 50~100% 50~150 bbl/hr
- Long sections of unconsolidated sands and gravel,

- lager natural or induced fractures

Total loss No return >150 bbl/hr
- Cavernous formations,

- large and/or numerous natural or induced fractures

Table 3. Reclassified fracture types in accordance with drilling fluid loss rate

Reclassification 

loss type
Formation Minimize mud loss methods Loss control methods

Non-total lost 

circulation 

- Seepage loss 

formation

- Partial loss 

formation
- Reduce Equivalent mud weigh

- Pretreat with LCM

- Use WSM(wellbore strengthening materials)

- Reduce the surge pressure

- Add the LCM into the mud

- Cement Squeezing

- Reduce mud density

- Lower pumping rate

- Casing setting

Total lost 

circulation

- Severe loss

- Total loss 

formation

- Casing Drilling

- Mud cap drilling

- Polymer sealant

- Use thixotropic m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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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면 대량 및 전체손실의 경우 많은 양의 이수가

유실되는 것을 통해 지층 내 이수가 유실될 공간이 크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침윤손실과 부분손실은 기계적 시추기술전환이

필요 없는 부분이수손실지층(non-total lost circulation

formation)으로 정의하였고, 대량손실과 전체손실은 기

계적 시추기술전환이 필요한 지층으로서 전체이수손실

지층(total lost circulation formation)으로 정의하였다.

3. 부분이수손실지층의 이수손실 해결법

부분이수손실지층은 균열에 의해 발생되는 이수 손

실이 지상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이수주입량에 비해 적

고, 보통 이수손실이 시간당 7,945 l 이하인 경우를 말

한다. 이러한 부분이수손실지층은 시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수손실

에 의한 시추재료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수의 밀도와 이수펌프 주입

량을 줄여 손실되는 이수의 양을 최소화하는 방법, 적

절한 심도에 케이싱 설치, 이수 내 이수손실방지제(lost

circulation material) 첨가, 시멘트 스퀴징(cement

squeezing) 적용 등의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전체이수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고, 전체 이수손

실지층을 시추할 때도 함께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이수손실방지제와 시멘트 스퀴징 기술에 대해

서만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3.1. 이수손실방지제

이수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이수 자체가 균열

의 틈을 폐쇄할 수 있도록 시추이수 내에 이수손실방

지제(LCM, lost circulation material)를 첨가하는 방

식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수손실방지제는 이수

의 첨가물로써 손실되는 이수로부터 분리되어 지층의

공간을 폐쇄한다. 균열 폐쇄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수주입속도, 이수온도, 이수손실방지제의 이수 내 농도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수손실방지제의 종

류와 입자크기분포(PSD, particle size distribution)가

중요하다.

이수손실방지제에는 크게 과립형(Granular), 섬유질

형(Fibrous), 비늘형(Lamellar) 등이 있고, 각각의 종류

에 따른 이수손실방지제의 특성은 Table 4에 정리하였

다. 과립형은 단단한 물질로써 지층 내로 깊이 침투하

여 균열을 폐쇄할 수 있는 첨가물이다. 시추 시 과립

형 이수손실방지제를 첨가한 이수의 경우 처음엔 큰

입자의 알맹이가 균열을 막고 나중에는 더 작은 입자

의 알맹이가 남아있는 작은 공간을 마저 폐쇄 하는데,

Table 4. Summary of material evaluation tests of LCM (Howard and Scott, 1951)

MATERIAL TYPE DESCRIPTION
CONCENTRATION

LBS/BBL

LARGEST FRACTURE SEALED 

INCHES

NUT SHELL GRANULAR
50%-3/16+10MESH

50%-10+100MESH
20

PLASTIC " " 20

LIMESTONE " " 40

SULPHUR " " 120

NUT SHELL "
50%-10+16 MESH

50%-30+100 MESH
20

EXPANDED 

PERLITE
"

50%-3/16+10 MESH

50%-10+100 MESH
60

CELLOPHANE LAMELLATED 3/4 inch FLAKES 8

SAWDUST FIBROUS 1/4 inch PARTICLES 10

PRAIRIE HAY " 1/2 inch FIBERS 10

BARK " 3/8 inch FIBERS 10

COTTON

SEED HULLS
GRANULAR FINE 10

PRAIRIE HAY FIBROUS 3/8 inch PARTICLES 12

CELLOPHANE LAMELLATED 1/3 inch FLAKES 8

SHREDDED

WOOD
FIBROUS 1/4 inch FIBERS 8

SAWDUST " 1/16 inch PARTICL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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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은 균열공간이 이수의 첨가물보다 작아질

때까지 지속된다. 균열 폐쇄에 가장 적합한 과립형 입

자분포는 250-600 µm 정도이다(Scott et al., 2012).

섬유질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성이 약하지만 입자들

끼리 서로 하나로 얽힐 수 있어 고 투과지층이나 공극

율이 큰 지층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수손실방지제

다. 비늘형태의 이수손실방지제는 얇은 비늘, 조각, 판

형태로 어떠한 강성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수손실을

유발하는 지층 표면을 판의 형태로 막아 균열을 폐쇄

한다. 그러나 비늘방식은 지상이나 지하의 시멘팅 장

비까지 막는 경향이 있고 시멘트의 굳는 시간을 지연

시키는 경향이 있어 시멘트 작업도중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수손실방지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입자크기의

설계는 우선적으로 이수손실이 발생한 균열간격 및 공

극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Savari et al., 2015). 균열

간격은 Whitfill et al. (2008)과 Alberty and McLean

(2004) 및 Savari et al. (2015)에 의해 제시되었던 공

식을 통해 유정의 반지름, 지층의 영률, 포아송비, 유

정압력, 수평응력, 균열의 길이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시간대비 이수의 유실량을 통해 균열의 간

격을 파악할 수 있고(Huang et al., 2011), 실시간 검

층(LWD, logging while drilling)(Rider and Kennedy,

2011)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파

악한 균열 간격을 참고하여 적어도 폐쇄할 균열의 1/3

크기 이상의 입자크기를 가진 이수손실방지제를 첨가

해야 한다(Abrams, 1977).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폐

쇄할 균열 크기와 동일한 입자크기의 이수손실방지제

를 첨가해야 한다고 하며, 단일 입자크기가 아닌 다양한

입자크기 분포를 강조하고 있다(Savari et al., 2015).

3.2. 시멘트 스퀴징

균열저류층 시추 시 이수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

인 방식이 케이싱 설치작업이다. 케이싱 설치 시 케이

싱을 목표심도로 이동시킨 후 지층과 케이싱간의 공간

을 시멘트로 채워주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지층 내 존

재하는 균열 및 공동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시멘트가 유

실되어 케이싱과 지층간의 공간을 제대로 메꿔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차적인

시멘트 주입방법에는 시멘트 스퀴징(cement squeezing)

또는 부분 시멘팅(spotting cementing), 보충 시멘팅

(remedial cementing), 이중 주입방법(Dual injection

system) 등이 있다.

시멘트 스퀴징 작업은 먼저 이수손실 발생심도를 파

악하고, 해당심도의 케이싱 내부 상하 부분을 패커

(packer)로 고립시킨다. 고립된 케이싱 부분에 천공을

통하여 지층과 유정간의 연결 통로를 만든 후, 그 부

분으로 시멘트를 재 주입한다. 이때 슬러리(slurry) 밀

도와 주입압력, 시멘트가 굳기까지의 유정 내 안정성,

첨가물과의 효과 등을 고려해야한다(Rike and Rike,

1982). 한편, 이중주입 방법은 시멘트 슬러리를 환체

(annulus)와 시추파이프(drill pipe)에서 동시에 주입하

여 유정하부주변을 채워줌으로써 지층 내 균열을 폐쇄

하는데 이용하는 방법이다(Fig. 3). 현재 이러한 스퀴징

기술이 시추도중 이수손실을 야기하는 균열의 폐쇄에

도 적용되어 이수손실을 막는데 이용되고 있다. 

Fig. 3. Dual injection slurry (Sweatma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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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이수손실지층의 이수손실 해결법

전체이수손실을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균열저류층

은 대규모의 균열이 발달되거나 연장성이 좋은 고투과

성 미고결지층, 지층 내 동굴형태의 공동이 나타나는

탄산염암저류층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층들이 천부에

존재하고 연장성이 적은 경우에는 정수압조절 및 이수

손실방지제로 이수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빠르게 시추

작업을 수행한 후 케이싱을 설치하여 그 균열대를 지

나치면 된다. 하지만 균열의 연장성이 좋거나 깊은 심

도의 고온 저류층에서는 지층의 공극압이 상대적으로

높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유정 내 압력조절이 힘들고,

이수가 대량으로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유정의 안정

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기계적인 시추기술의 전환이 필

요하다. 기계적 시추기술전환을 위해서는 전체이수손실

시점을 알아야 한다. 전체이수손실 시점은 시추도중 발

생하는 이수손실로 인해 유정내부를 이수로 가득 채울

수 없는 상황(Nelson, 1990), 환체를 통해 이수가 회

수되지 못하는 경우(Abbas et al., 2003-2004), 이수손

실에 의해 유정 내 빈공간의 높이가 60.96 m를 넘는

경우(Mitchell and Misca, 2011) 등이 있다. 이 해설

에서는 수치적인 기준을 위해 Table 2를 참고하였으나

해결법을 선정할 때는 Table 3과 같은 재분류법을 기

본으로 하였다. 즉, 전체이수손실지층의 이수손실 방지

법은 케이싱시추(casing drilling)와 이수캡시추(mud

cap drilling, MCD)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해

설논문에서는 2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였다. 이 외

의 방식은 시추공 내에서 이수의 정수압을 지층의 공

극압 보다 낮게 유지하는 공내감압 시추(underbalanced

drilling) 기술이 있고, 이는 Luo et al. (2000)에 의한

현장사례와 Qutob (2004)에 의한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다.

4.1. 케이싱시추

케이싱시추(casing drilling)기술은 비교적 천부의 연

약지층개발을 위해 2000년대 초반에 제안된 방법으로

써, 시추파이프 대신 케이싱을 이용하여 시추하는 것

이 특징이다. 이러한 케이싱시추는 지상의 자동화된 연

결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층과의 직접적인 접촉시간

(contact time)을 줄여 손실되는 이수의 양을 줄이고,

총 시추 시간 또한 단축시킬 수 있다 (Fig. 4). 지상의

케이싱 스피어(spear)를 통해 시간 단축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케이싱의 연결 작업이 수월해져 일반적인 시

추기술과 비교하여 대략 300% 정도의 시추효율이 나

타나게 된다(Gallardo et al., 2010). 지상 장비에서 제

공되는 회전력 및 하중압은 케이싱을 통해 비트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기존방식에서 발생하는 시추파이프의

진동이 감소하여 파이프의 피로파괴(fatigue failure),

비트의 손상, 굴진률(ROP, rate of penetration) 감소 등

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 된다(Esmaeili et al., 2013).

더욱이 굴진 가능한 PDC(polycrystalline diamond

compact) 비트의 사용으로 인해 마모된 비트의 교체작

업이 필요 없으므로 시추 시간은 더욱 단축된다. Fig. 5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추에 사용된 PDC 비

트는 지상으로 회수하여 교체하지 않고 마모된 비트내

부에 볼(ball)을 떨어뜨려 비트의 노즐을 막은 이후 압

력을 가하면 비트내부의 몸통에서 마모된 커터(cutter)

가 유정 바깥쪽 지층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러면 새로

운 비트가 기존 비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굴진을 진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새로운 비트가 마모된 비트 내

부를 꿇고 지나가기 위해 비트의 내부몸통은 보통 굴진

가능한 구리합금 등으로 제작한다(Bruton et al., 2014).

케이싱 시추기술 적용 시 유정 내 케이싱이 회전하

면서 시추공벽과의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해 발생되는

미장 효과(plastering effect)는 유정 벽면에 이수막

(mud cake)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어 연약 지층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수손실이나 시추공벽 붕괴현상을 감

Fig. 4. CDS(Casing drilling system) mounted to top drive

(Warren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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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키고, 주변 연약지층의 파쇄압을 높여주게 된다

(Karimi et al., 2011). 반면, 강도가 높은 지층을 시추

할 경우 굴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PDC 비트에서 커

터를 제외한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4.2. 이수캡시추

이수캡시추(MCD, mud cap drilling)는 20세기 초반

전체이수손실지층을 시추하기 위해 사용된 압력제어 시

추기술 중 하나로써, 유정 내에 특성 및 기능이 다른

두 개의 이수기둥(column)을 형성하는 시추기술이다

(Fig. 6). 유정하부에는 드릴파이프를 통해 주입되는 희

생이수(sacrificial fluid)가 시추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쇄

암편(cuttings)과 같이 균열을 채우면서 시추가 진행된

다. 이때 사용되는 값싼 희생이수는 파쇄암편과 함께

균열의 공동으로 유실되기 때문에 이수 및 파쇄암편은

지상으로 회수되지 않아 지층의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유정 상부에는 밀도와 점성(viscosity)이

높은 이수기둥을 형성하여 밀도가 낮은 희생이수의 부

족한 정수압을 보충한다. 이러한 MCD기술은 이수손

실을 제어하기 힘든 경우 또는 이수손실 해결을 위한

조치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경우 사용가능한 방법

이다. 또한 지층 내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 성분 및 가

스가 존재할 경우와 과거에 이미 석유 및 가스의 생산

으로 인해 지층 내 압력이 감소한 지역(depleted

formation)에 효과적이다.

이수캡시추기술은 시추파이프 내부에는 밀도가 낮은

희생이수가 주입되고 환체 상부에는 고밀도의 이수기

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쪽의 정수압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정수압이 낮은 시추파이프

내부로 시추이수가 역류(reflux)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에 역류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파이프내

부차단장치(inside pipe shut-off tools)를 사용하여 시

추도중 시추 파이프를 통해 고압으로 주입되는 정수압

을 견디고, 파이프 내부에 덮개형식의 플래퍼(Flapper)

또는 스프링을 이용한 플런저(plunger)를 이용하여 이

수가 시추 파이프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 시킨다(Rehm

et al., 2008). 또한 지층유체가 지상으로 분출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유정폭발방지장비(BOP, Blow out

preventer)를 설치하고 이 장치 위에 설치된 RCD

(rotating control device)를 이용하여 시추 파이프가

회전하는 동안 환체가 폐쇄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Fig. 5. PDC(polycrystalline diamond compact) bit, drillable bit (Chung et al., 2011).

Fig. 6. Mud cap drilling method (Al-Awadh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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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러한 RCD는 오로지 폐쇄된 이수의 순환을 위

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지상압력이 상승할 경우 즉시

BOP를 이용해야 한다(Colbert and Medley, 2002).

시추 도중 이수가 유실되는 경우 이수순환속도 및

이수밀도를 낮추고 이수손실방지제의 첨가를 고려한다.

이로 인해 이수 손실이 완화 될 경우 다시 시추를 진

행한다. 그러나 균열저류층의 경우 다수의 균열층이 존

재한다. 때문에 이수손실을 야기하던 지층을 지났다 하

더라도 케이싱 설치 전 하부에 다른 균열층을 만나게

된 경우 이수 손실은 다시 발생하게 된다. 이수손실은

유정 내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지층의 유체가 유정으

로 들어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서는 고

밀도 이수(kill mud)를 주입 하지만, 초기에 지났던 균

열지층으로부터 다시 이수가 손실되는 문제들이 반복

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시추기술에

서 이수캡시추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고,

이수캡시추기술로의 전환 척도가 필요하다. 보통 탐사

자료와 인접공의 자료의 분석을 통해 전환척도를 예상

한다. Fig.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지역은

이수 손실이 이수 제조량보다 많은 경우, 이수손실에

의해 작업자의 안전이 위험해지는 경우, 이수손실량이

시간당 6,991.6 l/h 이상인 경우, 또는 이수손실을 대

처하기 위해 소비되는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일

경우 등으로 이수캡시추로의 전환척도를 제시하였다

(Medley and Stone, 2004). 그러나 지층의 특성마다

이 전환척도는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 시에는

각각의 지역마다 지층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기술의 장점은 일반적인 과압(overbalance)시추와

비교하여 낮은 정수압이 유지되기 때문에 굴진률이 높

고, 희생이수가 유실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이수

손실을 방지하는 추가적인 작업 및 이수첨가물이 필요

Fig. 7. Example of decision flow chart for MCD (Medley and Ston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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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경제적이다. 그리고 RCD(rotating control device)

와 초크압력이 허용범위를 초과할 시, 고밀도 이수를

쉽게 환체로 주입할 수 있어 정수압 조절이 수월하다.

또한 해수와 같이 상대적으로 값싼 희생이수의 사용은

시추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화합물이 첨가되지 않

아 지층수의 오염을 막을 수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파쇄암편 및 이수가 지상으로 회수

되지 않기 때문에 유정 안에 파쇄암편이 쌓이게 될 염

려가 있고, 지나친 희생이수 주입은 균열의 틈(pit)을

따라 균열을 확장시킬 염려가 있다. 또한 이수펌프가

시추공정 중 멈추었을 때 유실된 이수가 유정내로 다

시 유입되어 유정 내 이수부피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

는 자칫 지층유체가 유입한 것으로 혼동될 수 있다.

그밖에 케이싱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싱 슈(casing

shoe) 하부에는 균열저류층 특성상 여러 균열들이 불

규칙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균열들은 희생이수

가 차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서로 연결된다. 상대적으

로 높은 하부균열지층의 지층압이 상부의 균열층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이런 경우 희박하지만 하부에서 발생

한 지층의 유체가 상부 균열로 유입되어 굴진중인 유

정이 아닌 균열을 따라 다른 곳에서 유정폭발이 발생

되는 지하폭발 (underground blowout)이 일어날 가능

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5. 현장사례

일반적으로 균열저류층에서 이수손실은 부분적이거

나 전체적이거나 딱 떨어지게 나타나지 않고 복합적으

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해설논문

에서는 부분이수손실지층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전

체이수손실지층에서 효율적으로 시추가 가능한 기술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각각의 특성을 보이는 2

가지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다. 즉, 이탈리아의

Medusa-1 field는 탄산염암 저류층으로 지층 내 자연

균열이 존재하여 잦은 이수손실이 발생하는 지층이고,

카타르 North field는 전체이수손실지층 시추 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수캡시추기술을 적용한 현장이다. 

5.1. 이탈리아의 Medusa-1 field

이탈리아의 남쪽에 Adriatic에 위치하고 있는

Medusa-1 수직정은 해상에 존재하는 탄산염암 석유

저류층이다(Davidson et al., 2000). 이 지역은 마지막

으로 케이싱이 설치된 심도 899 m 까지 아무런 시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다. 그러나 심도 965 m

지점에서부터 최소 부분이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

에도 잦은 이수손실이 발생하였다.

심도 1,048 m~1,064 m를 시추하면서 10,487.4 l/h

의 이수가 손실되었다. 이에 따라 약 1.401 kg/l의

MMS(mixed metal silicate)/Caco3 이수손실방지제를

주입하였고, 손실되는 이수의 양을 줄이는데 성공하였

지만 27,330.8 l/h로 이수 펌프주입량을 증가시켜 시추

를 계속 진행하던 도중 다시 이수손실이 발생되었다.

다시 이수손실방지제를 주입하였고 3시간의 안정화 시

간을 갖은 이후 18,114.6 l/h의 이수 펌프주입량에서도

이수손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펌프주입량

을 늘려 27,330.8 l/h로 시추를 진행하던 도중 또다시

이수손실이 발생하여 이수펌프를 정지시켰다. 이를 극

복하고자 6,356 l의 cross-linked LCM을 이수 내에

주입하였고, 4시간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뒤에는

127,278.9 l/h의 이수펌프주입량에도 이수손실은 발생하

지 않았다. 1,064 m ~ 1,066 m에서는 90,890.8 l/h의

펌프주입량에서도 이수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쇄

암편의 회수정도를 높이기 위해 127,278.9 l/h까지 올리

는 도중 부분이수손실이 발생되었다. 그러나 1시간 30

분 뒤 기존의 이수손실방지제의 효과로 이수손실은

9,534 l/h에서 2,860.2 l/h까지 줄어들었다.

균열지층을 안정적으로 굴진하기 위해 1,071 m에서

검층(logging)을 실시한 결과 지층압이 10,955.7 kPa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수밀도인 1.09 kg/l는

심도 1,071 m에서 11,458 kPa값의 정수압을 가해주

고 있으므로 1.07 kg/l로 이수밀도를 감소시켜 이수손

실 가능성을 낮춰 시추를 진행하였다. 이후 1,118 m까

지 이수손실 없이 시추가 진행되었고, 검층 결과를 근

거로 해당 심도에서 라이너(liner)를 설치하고 시멘팅

과 함께 이수손실지층을 폐쇄하였다.

이 지역은 잦은 이수 손실에 의해 부분이수손실 뿐

만 아니라 대량의 이수가 손실되는 지역으로, 이수 펌

프의 주입량의 변화에 따라 이수손실량의 차이를 보였

고, 이에 따른 적절한 이수손실방지제의 첨가로 인해

이수손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

5.2. 카타르의 North field

카타르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아라비아 만(페르시아

만) 해역 100 km에 있는 North field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수반가스(non-associated gas)가 없는 저류층

이다(Fig. 8). North field는 평균적으로 68.58 m의

수심으로써 모든 시추작업이 독립적으로 상하운동 할

수 있는 다리(leg)와 시추탑으로 이어진 잭업(jac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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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되었고, 층서학적 특징과 일반적인 유정의 형

태는 Fig. 9와 같다. 이러한 North field는 균열, 다공

성공극, 석회암지형(karst)등의 이유로 인해 전체이수손

실이 간간히 일어나는 지역으로써, 심도 1,924.8 m

MD(measured depth) 부근을 굴진하면서 9,534 l/h 정

도의 이수가 손실되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2,142 m

MD 지점 도달과정에서 전체이수손실이 발생되었다. 이

지층은 이수손실방지제와 시멘트 스퀴징만으로는 이수

의 손실을 막을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의 불

헤드(bullhead) 스퀴징을 통해 시멘트를 약 79,450 l

주입함으로써 이수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러한 시멘트 스퀴징은 비용이 비싸고 2~4주의 비생산

시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North field

지층의 전체이수손실을 막지 못했다. 때문에 일반적인

시추기술로 본 저류층을 개발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무한으로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해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PMCD(pressurized mud cap drilling)기술을

적용하였다.

바닷물(희생이수)을 적용함에 따라 Arab 지역의 공

극압(16.5 kPa/m)과 비교하여 RH(rotating head)에서

689.47~1,034.2 kPa의 정압을 얻게 된다. 그러나 바닷

물은 일반적인 이수와 비교하여 파쇄압편의 이동능력

이 낮다. 때문에 63o 경사 유정에서는 파쇄암편의 충

분한 이동을 위해 227,124 l/h 이수 펌프량이 필요했

다. 토크의 경우 마찰감소 비드(beads)를 첨가하여 낮

춰주었고, 직경 31.11 cm 부분에서 탑 드라이브의 토

크를 5,391 m-kg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액체로 된 윤

활제와 마찰을 감소시키는 폴리머 첨가물을 시추지역

내 항상 유지시켜주었다. Arab zone의 공극압이 바닷

Fig. 8. North field production and jack-up drilling operations are located 62miles offshore in the Arabian Gulf (Niznik et al.,

2009).

Fig. 9. Stratigraphy and typical wellbore configuration

(Niznik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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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압력이 높은 관계로 시추파이프로 유체가 들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 개의 플로트(float) 밸브가

BHA(bottom hole assembly)에 위치하고, 유사시

1.198 kg/l의 이수를 시추파이프에 주입하여 유체상승을

방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수손실이 심각하여 시추가 불가능하다

고 판단된 지층에서 이수캡 시추기술을 이용하여 목표

심도까지 성공적으로 시추가 이루어졌고, 이수캡 시추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30 일의 시추기간이 감소하였고,

이는 약 31.1 cm 직경의 유정크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 

6. 결 론

이 논문은 이수손실 규모에 따라 균열저류층을 2가

지로 재분류하였고, 재분류된 균열 특성에 따라 발생

되는 이수손실 대처방안과 현장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균열저류층은 이수손실 규모측면에서 부분이

수손실지층과 전체이수손실지층으로 분류가 가능하였다.

둘째, 부분이수손실지층의 시추문제해결 방안에는 이

수손실방지제첨가 및 시멘트 스퀴징기술 등이 효과적

인 방법이며, 전체이수손실지층의 경우 천부에서의 이

수손실은 케이싱시추법을 적용하는 게 효과적이며, 심

부에서의 이수손실은 이수캡시추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장사례를 살펴본 결과 이탈리아 Medusa-1

저류층에서 발생한 이수손실은 이수펌프주입량의 조절

과 이수손실방지제의 첨가를 통해 부분이수손실 뿐만

아니라 전체 이수손실지층까지도 폐쇄가 가능하였다.

카타르의 North field의 경우 이수캡시추기술을 적용하

여 시추불가능 지층을 성공적으로 시추할 수 있었고,

30일의 시추기간 단축효과와 더불어 31.1 cm의 유정

직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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