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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hysics serves as a useful tool for seismic reservoir characterization and monitoring by providing quantita-

tive relationships between rock properties and seismic data. Rock physics models can predict effective moduli for

reservoirs with different mineral components and pore fluids from well-log data. The distribution of reservoirs and

fluids for the entire seismic volume can also be estimated from rock physics models. The first part of this report

discusses the Voigt, Reuss, and Hashin-Shtrikman bounds for effective elastic moduli and the Gassmann fluid sub-

stitution. The second part reviews various contact models for moderate- to high-porosity sands. In the third part,

constant-cement model, known to work well for the sand that gradually loses porosity with deteriorating sorting,

was applied to the well-log data from an oil field in the North Sea. Lastly, the rock physics template constructed

from the constant-cement model and the results from the prestack inversion of 2D seismic data were combined to

predict the lithology and fluid types for the sand reservoir of this oil field.

Key words : rock physics modeling, seismic reservoir characterization, prestack inversion

암석 물리(rock physics)는 암석의 물성과 탄성파 자료의 정량적인 연결 고리로서 저류암 특성화와 모니터링 등에

적용되는 중요한 도구이다. 암석 물리를 기반으로 시추공 검층 자료로부터 공극 유체와 구성 성분이 다양한 암석의

성질을 대표하는 유효 탄성 계수(effective elastic constants)를 모델링하여 탄성파 자료에 적용함으로서 탄성파 자료

전체에 대한 저류암 분포와 공극 유체를 유추할 수 있다. 본 보고에서는 먼저 Voigt, Reuss, Hashin-Shtrikman의 유

효 탄성 계수 한계값과 Gassmann 방정식을 이용한 유체 치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공극률이 비교적 높은 저류 사

암에 널리 적용되는 접촉(contact) 암석 물리 모델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접촉 암석 물리 모델 중에서 분포 깊이가 어

느 정도 일정하고 공극률이 비교적 높은 사암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진 일정 교결량(constant-cement) 모델을 북해 유

전의 검층 자료에 적용하여 암석 물리 견본(rock physics template)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이 암석 물리 견본과 현

장 2D 탄성파 자료의 중합전 역산 결과로부터 이 유전의 저류암과 덮개암, 공극 유체 분포를 예측해 보았다. 

주요어 : 암석 물리 모델링, 탄성파 저류암 특성화, 중합전 역산

1. 서 론 

암석 물리(rock physics)는 암석의 탄성파적 성질(예,

P파 속도, S파 속도, 밀도, 탄성 계수)과 암석 물성(예,

공극률, 점토 함량비, 암상, 공극 유체, 유체 포화도)의

연결 고리로서(Dvorkin and Nur, 1996; Mavko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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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9; Moyano et al., 2011) 탄성파 자료의 분석

에 필요한 저류암 물성과 탄성파 자료의 관계를 정량

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Avseth et al., 2005). 따라서

암석 물리 모델은 암석의 물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층

자료 해석에 이용되거나 암상과 공극 유체의 변화에

따른 탄성파적 성질 변화를 예측하는데 이용된다

(Avseth et al., 2009; Avseth, 2010). 그러므로 해상

도가 높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분포하는 시추공 자료와

해상도는 낮지만 해당 지역 전체에 분포하는 탄성파

자료를 통합하고자 하는 저류암 특성화에 암석 물리

모델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암석 물리 모델링으로 지층의 탄성파 성질을

예측하여 탄성파 모델링의 입력 자료 값을 계산할 수

있다(Simm and Bacon, 2014). 석유나 가스의 생산에

따른 저류층의 물성 변화는 유체 포화도 변화, 지력학

적(geo-mechanical) 변화와 온도 변화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저류층의 탄성파 물성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수 증진과 생산 관리를 위한 탄

성파 저류암 모니터링에도 암석 물리 모델링이 활발하

게 이용되고 있다(Misaghi et al., 2014).

이와 같이 암석 물리 모델링이 탐사와 생산 모든 과

정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암석 물리 모

델링을 저류암 특성화나 모니터링에 직접적으로 적용

한 예가 거의 없다. 본 보고의 목적은 그 동안 발표된

모든 암석 물리 모델들을 다루지는 않지만 저류 사암

에 가장 널리 적용이 되고 있는 모델들과 모델링 과정

을 검토함으로써 암석 물리 모델링에 관심이 있는 국

내의 관련 연구자들에게 암석 물리 모델링을 소개하고

자 하는 것이다. 먼저 탄성 계수가 다른 성분들로 구

성되어 있는 암석을 대표할 수 있는 유효 탄성 계수

(effective elastic moduli)를 유추하는 유효 매질 모델

(effective medium model)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공극

률이 비교적 높은 저류 사암에 기본적으로 널리 이용

되는 유효 매질 모델을 확장·조정한 접촉(contact) 암

석 물리 모델들을 소개했다. 그리고 실제 저류 사암과

셰일의 시추공 검층 자료를 암석 물리 모델에 적용하

는 모델링 과정을 살펴보고 이 암석 물리 모델을 기반

으로 구성한 암석 물리 견본(rock physics template)

에 현장 탄성파 자료의 중합전 역산 결과를 적용해 보

았다. 본 보고에서는 공극률이 매우 낮은 치밀한 저류

암이나 균열 저류암에 적용되는 봉입(inclusion) 모델

(O'Connell and Budiansky, 1974; Wu, 1966; Berryman,

1980, 1992, 1995; Clearly et al., 1980; Zimmerman,

1991)은 언급하지 않았다. 

2.유효 매질 모델 (Effective medium 

models)

2.1. 탄성계수 한계값 (Elastic bounds)

하나의 광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암석의 경우

이미 알려진 자료로부터 암석 물리 모델링의 입력 자

료인 탄성 계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저류암은 구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효

매질 모델을 적용하여 암석의 구성 성분을 대표할 수

있는 유효 탄성 계수를 유추해야 한다(Mavko et al.,

2009). 유효 매질이란 구성 성분이 다양하지만 거시적

으로는 균질하고 등방성으로 가정할 수 있어서 각각

하나의 유효 탄성 탄성률과 유효 전단 탄성률만으로

매질 전체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유효 매질

모델들이 있지만 거의 모든 모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1) 각 구성 성분의

체적 비율, (2) 각 구성 성분의 탄성 계수, (3) 각 구

성 성분의 기하학적 배열 특징(Avseth et al., 2005).

이 세 가지 정보 중에서 각 구성 성분의 기하학적 배

열은 직접 측정하거나 유추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하여 탄성 계수의 상한값

과 하한값을 유추한다. 등방성 암석에 대한 가장 대표

적인 탄성계수 한계값 모델은 Voigt-Reuss 한계값과

Hashin-Shtrikman 한계값이다. 이러한 한계값 모델들

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이상화(idealization)하거나 근

사화(approximation)하지 않고 암석을 탄성 합성체로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2.1.1. Voigt-Reuss 한계값

한계값 모델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 Voigt(1910)

와 Reuss(1929)의 한계값이다(Fig. 1). Voigt의 유효

탄성 계수(Mv)는 구성 성분의 종류가 N일 때 아래의

산술 평균식으로 계산된다.

(1)

이 식에서 와 는 각각 번째 구성 성분의 체

적 비율과 탄성 계수이다. 구성 성분들의 어떠한 조합

도 산술평균보다 더 큰 유효 탄성 계수를 가질 수 없

으므로 Voigt의 유효 탄성 계수는 유효 탄성 계수의

상한값이 된다.

Reuss의 유효 탄성 계수( )는 구성 성분의 종류가

N일 때 아래의 기하평균식으로 계산된다.

Mv fi Mi

i=1

N

∑=

fi Mi i

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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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성분들의 어떠한 조합도 기하평균보다 작은 값

을 가질 수 없으므로 Reuss의 한계값은 유효 탄성 계

수의 하한값이 된다. 특히, 어떤 매질에 대해서 가능한

최소가 되는 Reuss의 한계값은 입자들이 유체에 부유

되어 있는 현탁액(suspension)의 유효 탄성 계수에 해

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광물 입자들이 유체에 완전

히 둘러싸여 있는 상태인 매질의 유효 탄성 계수를 나

타낼 수 있다. 

Voigt-Reuss-Hill 평균값(Fig. 1)은 Voigt의 상한값과

Reuss의 하한값의 평균으로서 상한값이나 하한값이 아

닌 실제로 유효 탄성계수가 필요할 때 유용하다

(Avseth et al., 2005).

2.1.2. Hashin-Shtrikman 한계값

Hashin-Shtrikman의 한계값(Hashin and Shtrikman,

1963)은 구성 성분의 기하학적 배열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유효 상한값과 유효 하한값의 간격 범위

가 가장 좁은 경우이다(Fig. 1). 구성 성분이 두 종류일

때 체적 탄성률( )과 전단 탄성률( )의 Hashin-

Shtrikman의 한계값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3)

위의 식에서 과 는 각 구성 성분의 체적 탄

성률, 과 는 전단 탄성률, 과 는 체적 구

성 비율이다. Hashin-Shtrikman의 한계값을 계산하는

구성 성분 배열은 Figure 2와 같이 성분1이 성분2인

구체를 피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때 피복체와 구체의

체적 구성 비율이 각각 과 이다. 강성도

(stiffness)가 큰 성분이 피복체를 구성하면 상한값을 갖

고 내부의 구체를 구성하면 하한값을 갖는다. 즉, 식

1

MR

-------
fi

Mi

-----

i=1

N

∑=

K
HS 

µ
HS 

K
HS  ±

K1

f2

K2 K1–( ) 1–

f1 K1 4µ1+ 3⁄( ) 1–

+

------------------------------------------------------------+=

µ
HS  ±

µ1

f2

µ2 µ1–( ) 1–

2f1 K1 2µ1+( ) 5µ1 K1 4µ1+ 3⁄( )[ ]⁄+

----------------------------------------------------------------------------------------------+=

K1 K2

µ1 µ2 f1 f2

f1 f2

Fig. 1. Voigt upper and Reuss lower bounds, Voigt-Reuss-

Hill average, and Hashin-Shtrikman upper and lower

bounds of: (a) effective bulk modulus and (b) effective

shear modulus for quartz and brine mixture. Bulk modulus

of quartz and brine are 36.6 GPa and 2.8 GPa, respectively.

Shear modulus of quartz is 44 GPa.

Fig. 2. Physical description of Hashin-Shtrikman bounds

for two-phase material. Upper bound is realized when

stiffer material forms shell. Lower bound is realized when

stiffer material forms 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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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서 체적 탄성 계수의 상한값( , )은 구성

성분 중에서 강성도가 큰 성분의 아래첨자가 1인 경우

이고 하한값( , )은 강성도가 작은 성분의 아래

첨자가 1인 경우이다. Hashin-Shtrikman의 한계값은

체적 탄성률이 더 큰 구성 성분은 전단 탄성률도 더

크고 체적 탄성률이 더 작은 구성 성분은 전단 탄성률

도 더 작다고 가정한다(Mavko et al., 2009).

구성 성분이 세 종류 이상인 보다 일반적인 경우

Hashin-Shtrikman의 한계값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Berryman, 1995).

KHS+ = Λ(µmax)

KHS− = Λ(µmin)

µHS+ = Γ(ζ(Kmax, µmax))

µHS− = Γ(ζ(Kmin, µmin)) (4)

우항의 식들은 다음과 같다. 

식(4)로부터 µmin이 0인 경우는 Hashin-Shtrikman의

하한값이 Reuss의 하한값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2. 유체 치환

시추공에서 염수인 지층수로 포화되어 있는 저류암

만 확인되었거나 또는 이수 여과액(mud filtrate)이 탄

화수소로 포화되어 있는 저류암 공극의 탄화수소를 밀

어내어 음향과 밀도 검층 자료가 원래의 유체가 아닌

이수 여과액으로 포화된 침투대를 반영한다면 검층 자

료만으로 탄화수소로 포화되어 있는 저류암을 모델링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건조 암석(dry rock) 개념

을 도입하여 공극내 유체 변화에 따라서 암석의 탄성

계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하는 Gassmann 방정식

(Gassmann, 1951)을 이용한 유체 치환(fluid substitution)

으로 유효 탄성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건조 암석이

란 구속 응력(confining pressure)이 증가하여도 공극

압이 일정한 암석이다(Mavko and Mukerji, 1995). 따

라서 건조 암석의 압축률(체적 탄성률의 역수)은 아래

와 같이 구성 광물의 압축률과 공극 압축률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 

(5)

위의 식에서 φ는 공극률, 는 완전히 건조된 암

석의 체적 탄성률, 은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

물의 체적 탄성률이며, 는 공극의 체적 탄성률, 즉,

공극의 강성도(stiffness)로서 아래의 식으로 정의된다

(Mavko et al., 2009).

(6)

이 식에서 는 공극의 부피, σ는 암석을 통과

하는 탄성파로부터 발생한 정수압적 (hydrostatic) 구속

응력이다.

식(5)을 유체로 포화되어 있는 암석에 대해서 확장

하면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7)

식(5)과 식(7)에서 가 가장 유추하기 어려운 변

수이므로 두 식을 에 대해서 전개하여 등식을 적용

하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Gassmann 방정식을 도출

할 수 있다.

(8)

위의 식을 다시 에 대하여 전개하면 아래와 같다.

(9)

그리고 전단 탄성률은 유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다.

(10)

암석의 유효 밀도 는 단일 유체인 경우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11)

와 는 각각 광물과 유체의 밀도이다.

Gassmann 방정식은 유체 치환뿐 아니라 Kmineral, φ

그리고 세 개의 체적 탄성률 중에서 두 개를 알면 나

머지 체적 탄성률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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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다. Gassmann 방정식의 유도 과정은 Berryman

(1999)과 Park and Nam(2014)을 참고하기 바란다.

Gassmann 방정식은 원래 하나의 유체로 포화되어

있는 암석에서 이 유체 전체를 또 다른 하나의 유체로

치환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다. 두 종류 이상의 유

체, 예를 들면 가스-석유-지층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에는 혼합된 유체를 대체하는 단일의 유효 유체에 대

한 유효 체적 탄성률과 유효 밀도를 Gassmann의 관

계식에 적용할 수 있다. 세 가지의 유체가 포함된 경

우 유효 체적 탄성률과 유효 밀도는 아래의 식

(Domenico, 1976)으로 표현된다.

(12)

(13)

위의 식에서 은 각 유체(가스, 석유, 지층수)의

포화도, 은 각 유체의 체적 탄성률, 은

각 유체의 밀도 이다. 위의 유효 체적 탄성률과 유효

밀도는 모든 유체들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다고 가정

한다.

Gassmann 방정식은 등방성이며 광물 구성이 균질한

암석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 광물이 혼합된 경우

는 평균 광물, 즉, 유효 광물의 탄성 계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혼합된 광물의 Hashin-Shtrikman의 상한값

과 하한값의 체적 탄성률 평균을 평균 광물의 체적 탄

성률로 할 수 있다. 또한 Gassmann 방정식은 탄성파

가 발생시킨 공극압이 탄성파 주기 동안에 모든 공극

과 공극 사이에서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기가 긴 저주파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주파수 영역

이 10-100 Hz인 일반적인 탄성파 탐사의 경우 저주파

를 가정한 Gassmann 방정식의 오류는 무시할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vseth et al., 2005). 

3.사암의 암석 물리 모델: 접촉 모델 

(Contact models)

접촉 모델은 일차적으로 암석이 별개의 입자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이 입자들의 물성은 다른 입자들과의

접촉면에서의 변형과 강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

정한다(Avseth al., 2005). 따라서 접촉 모델은 공극률

이 비교적 높은 양질의 저류 사암에 적합하다. 본 보

고에서는 접촉 모델 중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는 전통

적인 모델들을 소개한다. 

3.1. 미고화 (unconsolidated) 사암 모델

Dvorkin and Nur(1996)가 제안한 미고화 또는 미

고결(unconsolidated) 사암의 암석 물리 모델은 교결작

용(cementation)이 진행되지 않아서 사암의 공극에 다

른 입자들이 단순히 포함되어 분급도가 낮아지면서 탄

성 계수가 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Fig. 3). 일반적으로

분급도가 높은 사질 퇴적물의 경우 임계 공극률(φc,

critical porosity), 즉, 퇴적 직후의 공극률이 약 40%

인데 만약 공극에 다른 입자들이 함께 퇴적되면 분급

도가 떨어지면서 공극률이 낮아진다. 그러나 고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암석의 강성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Avseth et al., 2005). 셰일도 보통 교결의 영향을 받

지 않고 주로 기계적 압밀 작용으로 고화되기 때문에

미고화 사암 모델로 모델링할 수 있다(Avseth et al.,

2005).

1

Kfluid

----------
Sgas

Kgas

--------
Soil

Koil

-------
Sbr

Kbr

-------+ +=

ρfluid Sgasρgas Soilρoil Sbrρbr+ +=

Sgas, oil, br

Kgas, oil, br ρgas, oil, br

Fig. 3. Porosity-effective Vp computed from unconsolidated-

sand, contact-cement, and constant-cement models for

quartz and brine mixture. In unconsolidated-sand model,

sorting deteriorates as smaller grains are deposited in pore

space, decreasing porosity. Smaller grains deposited in

pore space are assumed to be quartz. In contact-cement

model, porosity decreases as cementation increases,

increasing velocity. Cementation material is assumed to be

quartz. Coating is chosen for cementation scheme (Fig. 4).

Constant-cement model is combination of contact-cement

model and unconsolidated-sand model. φb: porosity of

cemented rock. Elastic moduli for quartz and brine are

same as those for Figure 1. Densities of quartz and brine

are assumed to be 2.65 g/cm3 and 1.09 g/cm3, respectively.

Critical porosity and effective pressure are assumed to be

38% and 10 MPa, respectively. Coordination number is

assumed to be 6. Bulk and shear moduli of clay are

assumed to be 15 GPa and 5 GPa, respectively. Density of

clay is assumed to be 2.58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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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분급도가 높고 미고화인 건조 사암의 임계 공

극률에서의 탄성 계수가 구속 압력을 받고 있는 구형

의 탄성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아래의

Hertz-Mindlin 이론(Mindlin, 1949)으로 건조 사암의

탄성 계수(KHM, µHM)를 계산할 수 있다. 

(14)

(15)

위의 식에서 P는 유효 압력(구속 압력과 공극압의

차이), µ와 v는 구성 입자의 전단 탄성률과 포아송비

(Poisson’s ratio), n은 입자당 평균 접촉점의 개수로서

조화수(coordination number)라고 한다. 포아송비는 아

래와 같이 체적 탄성률과 전단 탄성률 또는 P파 속도

(Vp)와 S파 속도(Vs)의 비로 표현된다.

(16)

(17)

깊이에 따른 유효 압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18)

위의 식에서 g는 중력 가속도, 와 는 각각

깊이 z에서 암석과 유체의 밀도이다. 조화수는 아래와

같이 공극률의 경험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Murphy,

1982).

(19)

최근에는 수치 모델링으로 조화수와 공극률의 관계

를 유추하려는 노력이 있는데(예, Maske et al., 2004;

Garcia and Medina, 2006), 수치 모델링으로 예측한

조화수는 경험적으로 유추한 조화수보다 작은 경향이

있다(Mavko et al., 2009).

Hertz-Mindlin이론으로 계산된 임계 공극률에서의 미

고화 건조 사암의 탄성 계수는 사암의 골격을 구성하

고 있는 구형 입자들의 접촉점에서 떨어져서 퇴적된

다른 고체 입자들이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암이 가질

수 있는 최소 탄성 계수 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극률이 0이면 암석이 고체로만 구성되어 있

는 경우로서 탄성 계수가 최대 이며 동시에

구형 입자의 탄성계수이다. 그런데 두 종류의 다른 입

자들로 암석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느 한 종류의 입자

를 다른 종류의 입자 사이의 공극에 단순하게 추가하

면 이 때 이 암석의 유효 탄성 계수는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교결 작용을 동반하여) 두 종류의 입자를

섞어서 구성한 암석보다 항상 작다(Avseth et al.,

2005). 따라서 탄성계수-공극률 교차도시에서 최소 탄

성 계수 와 최대 탄성 계수 를

Hashin-Shtrikman의 하한값(Dvorkin and Nur, 2000)

으로 연결할 수 있다. 

공극률이 φ일 때 구형 입자들의 접촉점에서 떨어져

서 공극에 퇴적된 입자의 체적 구성비는 이고

구형 입자의 체적 구성비는 이므로 미고화인 건

조 사암의 공극률에 따른 유효 탄성 계수를 아래와 같

이 변형된 Hashin-Shtrikman의 하한값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20)

(21)

이 때,

(22)

위의 식에서 K는 구형 입자들의 접촉점에서 떨어져

서 퇴적된 입자의 체적 탄성률로서 편의상 골격을 구

성하는 구형 입자의 체적 탄성률과 거의 같다고 가정

할 수 있다. 과 은 앞에서 계산한 임계 공극

률에서의 건조한 미고화 사암의 탄성 계수로서

Hashin-Shtrikman의 식(4)의 과 에 해당한

다. 그러나 Hertz-Mindlin 이론이 실험실에서 구성한

미고결 사암이나 실제로 알려진 미고결 사암의 압력에

따른 물성 변화 양상과 잘 일치하지 않는다(Mavko et

al., 2009). 이 것은 실제 사암의 경우 입자들이 완벽한

구형도 아니며 접촉점의 모양도 입자들이 완벽한 구형

일 때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공극률이 높은 미

고결 사암의 경우 Hertz-Mindlin 이론이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과 대신에 해당되는 저류

암에 대해서 알려진 값이나 직접 측정한 값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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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보다 낫다(Mavko et al., 2009). 위의 계산은

건조 암석에 대한 것이므로 유체로 포화된 미고화 사

암의 경우는 Gassmann 방정식과 유효 밀도식을 이용

하여 유효 탄성 계수를 계산해야 한다. 

Dvorkin and Nur(1996)는 미고화 사암 모델을 북

해의 Troll 유전의 미고화 저류암에 적용하여 미고화

저류암의 와 포아송비를 성공적으로 예측했다. 또

한 Dvorkin et al.(2002)은 미국 걸프만의 미고화 사

암의 실제로 계산한 탄성 계수와 미고화 사암 모델로

예측한 탄성 계수가 잘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3.2. 접촉 교결 (contact-cement) 모델

Dvorkin et al.(1991, 1994)의 교결 이론으로 구형

인 두 입자의 접촉점에 탄성체인 교결층이 형성되었을

때 수직 강성도와 전단 강성도를 계산할 수 있다. 접

촉 교결 모델(Dvorkin et al., 1994)(Fig. 3)은 이 교

결 이론을 동일한 구형의 입자로 구성된 사암에 적용

한 것이다. 사암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표면에 교결

층이 형성되면서 공극률이 초기 공극률(즉, 임계 공극

률)로부터 서서히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교결층의 증가

와 탄성 계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접촉

교결 모델은 교결 속성 작용의 트렌드를 나타내는 모

델이라고 할 수 있다(Avseth, 2010). 입자 표면에 교

결층이 형성되는 초기에 공극률의 작은 감소에도 암석

의 강성이 크게 증가하여 탄성 계수도 크게 증가한다.

탄성 계수의 증가 속도가 큰 것은 교결층이 입자와 입

자를 결합시킴으로써 미고화 사암 모델의 경우처럼 단

순히 분급이 감소하면서 공극률이 감소할 때 보다 강

성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Figure 4와

같이 교결층이 형성되는 양상을 두 경우로 가정하여

각각 접촉 교결의 양을 다르게 계산한다. Figure 3의

접촉교결 모델은 교결층이 입자를 피복하는 경우로 가

정한 것이다. 접촉 교결 모델의 건조 유효 체적 탄성

률과 전단 탄성률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다.

(23)

(24)

위의 식에서 와 는 교결층의 체적 탄성률과

전단 탄성률이며 이고 n은 Hertz-

Mindlin 이론에 적용되는 조화수이다. 과 는 각

각 수직 강성도와 전단 강성도에 비례하는 변수로서

교결 정도와 교결층과 암석 구성 입자의 성질에 비례

하는데 (Dvorkin and Nur, 1996) 아래의 식들로 표

현된다.

위의 식에서 와 는 구체 입자의 체적 탄성률

과 전단 탄성률이다. 위의 계산은 건조 암석에 대한

것이므로 유체로 포화된 사암의 경우는 Gassmann 방

정식과 유효 밀도식을 이용하여 유효 탄성 계수를 계

산해야 한다. 접촉 교결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구형

의 입자와 교결층의 성분이 같다고 가정한다.

접촉 교결 모델은 퇴적 후에 속성이 진행되는 사암

에서 속성 초기 단계에 잘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Avseth et al., 2005). Dvorkin and Nur(1996)는

북해의 Oseberg 유전의 교결 정도가 낮은 석영 사암

에 접촉 교결 모델을 적용하여 미고화 사암의 를

성공적으로 예측하였을 뿐 아니라 실험실에서 제작한

교결된 구형 입자 모델(Yin, 1992; Jacoby et al.,

1995; Berge et al., 1993)의 와 비교하여 접촉

Vp

Kdry n 1 φc–( )McSn 6⁄=

µdry 3Kdry 5 3n 1 φc–( )µcSτ+ 20⁄⁄=

Kc µc

Mc Kc 4µc+ 3⁄=

Sn Sτ

Ks µs

Vp

Vp

Fig. 4. Cemented grains. (a) Scheme 1 of cemented deposition.

(b) Scheme 2 of cementation deposition. Adapted from

Dvorkin and Nu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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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결 모델로 계산된 가 잘 일치함을 증명했다. 또

한 Dvorkin et al.(2002)은 미국 걸프만의 교결 사암

에서 실제로 계산한 탄성 계수와 접촉 교결 모델로 예

측한 탄성 계수가 잘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3.3. 일정 교결량(constant-cement) 모델

일정 교결량 모델(Avseth et al., 2000)은 어느 정

도 교결이 진행된 암석에 대해서 미고화 사암 모델에

서와 같이 공극에 퇴적된 다른 입자들이 추가적인 교

결작용은 일으키지 않지만 (즉, 교결량은 변하지 않고)

분급도를 떨어트려서 공극률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한다

(Fig. 3). 따라서 교결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한 일정 교

결량 모델은 접촉 교결 모델과 미고화 사암 모델을 통

합한 것으로서 초기 공극률에서 접촉 교결 작용으로

공극률이 어느 정도 감소한 후에 더 이상 교결 작용이

진행되지 않고 분급도가 떨어지면서 공극률이 감소하

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일정 교결량 모델은 분급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퇴적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Avseth,

2010). 암석의 교결 정도는 일반적으로 깊이에 따라 다

르지만 분급도는 퇴적 당시의 수평적 유체 에너지 변

화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한 깊이에

분포하여 공극률이 비교적 높은 저류 사암의 탄성 계

수 예측에 일정 교결량 모델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Avseth et al., 2005; Avseth et al., 2009).

Figure 3에서와 같이 어느 정도 교결이 진행된 분급

도가 높은 사암의 공극률 을 알아야 일정 교결량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공극률은 코어 자료와 같

이 실제 암석 자료가 없을 때는 해당 저류 사암층의

검층 자료에서 가장 분급도가 높은, 즉, 감마선 검층값

이 가장 낮은 부분의 공극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일단 가 결정되면 이 공극률에 대한

건조 암석의 체적 탄성률과 전단 탄성률을 각각 접촉

교결 모델에 적용되는 식(23)과 (24)로 계산한다. 그리

고 공극에 다른 작은 입자들이 퇴적되어 분급도가 떨

어지면서 공극률이 에서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것에

따른 유효 탄성 계수는 아래와 같이 식(20), (21),

(22)와 비슷한 Hashin-Shtrikman의 하한값으로 모델링

한다.

(25)

(26)

(27)

위의 계산은 건조 암석에 대한 것이므로 유체로 포

화된 사암의 경우는 Gassmann 방정식과 유효 밀도식

을 이용하여 유효 탄성 계수를 계산해야 한다. 접촉

교결 모델과 마찬가지로 일정 교결량 모델에서도 실제

암석 자료에서 특별히 다른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암

석의 골격을 구성하는 입자와 교결층, 공극에 퇴적된

입자의 구성 성분이 같다고 가정한다.

3.4. 셰일성 사암의 일정 점토량(constant-clay) 모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셰일은 보통 기계적 압밀에

따른 고화가 교결 작용에 따른 고화보다 훨씬 우세하

다. 따라서 점토 광물이 사암의 골격을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공극에 퇴적되어 사암 입자의 교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미고화 사암 모델을 적용하여 탄성 계수를 계

산할 수 있다(Avseth et al., 2005). 즉, 셰일이 포함된

미교결 사암의 경우 교결 작용이 아닌 단순한 압밀 작용

(compaction)으로 공극률이 감소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임계 공극률 에서 건조한 암석의 탄성 계

수는 식(14)과 (15)의 Hertz-Mindlin 이론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가능하면 저류암에 대해서 알려진 값이나

직접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이 때 셰일성 사암의 임

계 공극률은 분급도가 높은 양질의 미교결 사암 보다

낮아야 하므로 점토량이 증가할수록 셰일성 사암의 임

계 공극률도 낮아야 한다. 그러나 점토 자체의 공극률

(intrinsic porosity) 때문에 셰일성 사암의 임계 공극률

은 0이 될 수 없다. 압밀 작용에 따른 공극률의 감소

를 반영하는 탄성 계수는 식(20), (21), (22)의

Hashin-Shtrikman의 하한값으로 모델링한다. 그리고

계산된 탄성 계수들이 건조한 암석에 대한 것이므로

유체로 포화된 암석에 대해서는 Gassmann 방정식을

이용하여 탄성 계수를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골격을

구성하는 입자는 주로 석영이고 공극에 퇴적된 입자는

주로 점토이므로 앞의 사암 모델들과 같이 구성 성분

을 동일한 한가지로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구성 성분을 대표하는 유효 탄성 계수를 Gassmann

방정식에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효 탄성 계수

는 주성분인 골격을 구성하는 입자가 석영이고 점토가

이차적인 성분이므로 아래와 같이 Voigt의 상한값으로

계산한다(Avseth et al., 2005).

(28)

Vp

φb( )

φb

φb

Kdry

φ φb⁄
Kb 4µb 3⁄+
----------------------

1 φ φb⁄–

K 4µb 3⁄+
--------------------+

1–
4

3
---µb–=

µdry

φ φb⁄
µb z+
-----------

1 φ φb⁄–

µ z+
----------------+

1–

z–=

z
µb

6
-----

9Kb 8µb+

Kb 2µb+
---------------------⎝ ⎠
⎛ ⎞=

φc( )

Kmixed 1 C–( )Kquartz CK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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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의 식에서 C는 점토의 전체 건조 암석에 대한 부

피 비율, 즉, 점토 함량비이다. 광물의 유효 밀도는 아

래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30)

Figure 5a는 점토 함량비가 40%, 30%, 20%인 미

교결 셰일성 사암에 대해서 일정 점토량 모델로 계산

된 Vp로서 사암의 임계 공극률을 각각 5%, 10%,

15%로 가정했다. 압밀이 진행되면서 공극률이 감소하

여 Vp가 증가한다.

3.5. 셰일성 사암의 Yin-Marion 모델

Marion et al.(1992)은 앞의 일정 점토량 모델을 대

신하여 점토의 양이 증가할 때 셰일성 사암의 탄성 계

수가 변하는 양상을 예측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

델은 Yin-Marion의 셰일성 사암 모델이라고 하는데 실

험실 자료(Yin, 1992)와 잘 일치한다. 셰일성 사암에서

점토 입자들이 사암 입자 사이의 공극에만 분포한다고

µmixed 1 C–( )µquartz Cµclay+=

ρmixed 1 C–( )ρquartz Cρclay+=

Fig. 5. (a) Porosity-effective Vp computed from constant-

clay model for quartz, brine and clay mixture. Elastic

moduli and values of other parameters for quartz and brine

are same as those for Figure 3. (b) Porosity-effective Vp

computed from Dvorkin-Gutierrez shaly sand model for

quartz, brine, and clay mixture. Initial porosity of clean

sand and porosity of pure shale are assumed to be 40% and

60%, respectively. Bulk and shear moduli of shale are

assumed to be 9.2 GPa and 1.8 GPa, respectively. In

constant-clay model, porosity decreases with compaction,

increasing velocity. In Dvorkin-Gutierrez shaly sand

model, porosity decreases as clay content increases,

increasing velocity. Porosity reaches minimum and

velocity reaches maximum at critical clay content. 

Fig. 6. Porosity-effective Vp computed from Yin-Marion

shaly sand model (adapted from Marion, 1990). As clay

content increases, porosity decreases and velocity increases

until critical clay content which represents transition from

grain-supported shaly sands to clay-supported sandy or

silty shales. Ottawa sand and kaolinite mixture was used in

modeling. 



234 이 광 훈

가정하면 총공극률은 점토 함량이 증가하면서 선형으

로 감소할 것이다. 실험실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점토 함량이 증가하면서 점토 함량이 어느 정도에 이

를 때까지 공극률이 선형으로 감소하며 음파 속도는

선형으로 증가한다(Fig. 6). Marion et al.(1992)은 공

극률이 최소로 되고 속도는 최대로 되는 점토 함량을

임계 점토 함량(critical clay content)으로 정의했다.

일반적으로 사질 퇴적물의 임계 점토 함량은 약 40%

정도이다(Marion et al., 1992). 점토 함량이 증가하면

점토가 공극을 채우므로 공극률이 감소하지만 점토 자

체의 공극률 때문에 공극률 감소가 일부 상쇄된다. 점

토가 전혀 없는 사암의 공극률보다 점토 함량비가 작

은 경우에는, 즉, 사암의 공극이 아직 점토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경우의 총공극률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

할 수 있다.

 for (31)

위의 식에서 는 점토를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사암의 공극률이며 는 순수한 셰일의 공극률이고

C는 점토 함량비이다. 점토 함량이 증가하여 C가

가 되는 순간에는, 총공극률이 아래와 같이 와

의 곱이 된다.

 for (32)

점토 함량이 계속 증가하면 점토가 사암의 입자들을

밀쳐내어서 사암의 입자들이 더 이상 접촉하지 않고

마치 점토 사이에 떠있는 양상이 된다. 즉, 사암의 입

자 사이에 존재하던 공극은 사라지고 점토가 암석의

골격을 형성하게 되면서 점토 자체의 공극률이 총공극

률이다. 이 때 총공극률은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for (33)

이 경우에는 점토 자체의 공극 때문에 총공극률이

증가하고 음파 속도는 감소한다(Fig. 6). 

셰일성 사암의 경우는 사암의 입자가 골격을 형성하

고 있으므로(식(31) 참고) 점토 입자들이 사암 입자 사

이의 공극에만 분포한다. 그러므로 점토가 공극내의 구

성 물질의 강성도는 높이지만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사

암 입자의 성질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Marion-Yin 모델에서는 이와 같이 셰일성 사암의 경우

점토를 공극 유체로 취급하여 아래의 Gassmann 방정

식을 적용해서 점토로 포화된 셰일성 사암의 탄성 계

수를 계산한다. 

(34)

(35)

위의 식에서 는 공극내 구성 물질(즉, 점토와 지

층수)의 유효 공극률로서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36)

는 공극내 구성 물질의 유효 체적 탄성률로서

Marion et al.(1992)이 실험실 자료로부터 아래와 같은

경험식을 유도했다.

(37)

위의 식에서 의 단위는 MPa이다.

속도를 계산하기 위한 유효 밀도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38)

3.6. 셰일성 사암의 Dvorkin-Gutierrez 모델

Dvorkin and Gutierrez(2001, 2002)는 셰일성 사암

의 경우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사암 입자들 사이의 공

극에 작은 입자(즉, 점토)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큰 입

자들의 탄성 계수가 작은 입자들의 탄성 계수보다 크

다고 가정했다. 즉, 강성도가 작은 입자들이 강성도가

큰 입자들을 피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Hashin-Shtrikman의 하한값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미고화(unconsolidated) 사암 모델과 마찬가지로 탄성계

수-공극률 교차 도시에서 최소 탄성 계수 와

최대 탄성 계수 를 Hashin-Shtrikman의 하

한값으로 연결하여 점토의 양이 증가하는데 따른 공극

률과 탄성계수의 관계를 모델링한다.

점토의 함량이 증가하여 양질의 사암이 셰일성 사암

이 되어 점토 함량이 임계 점토 함량에 이르면 공극률

이 최소이고 음파 속도가 최대가 된다. 임계 점토 함

량에서의 탄성 계수가 최대 탄성 계수 이며

점토 함량이 0일 때(고화 및 교결 작용과는 무관함),

즉, 순수한 사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임계 공극률의

사암일 때 최소 탄성 계수 를 갖는다. 먼저

최대 탄성 계수에 해당하는 임계 점토 함량에서의 탄

φ φs C 1 φsh–( )–= C φs<

φs

φsh

φs φs

φsh

φ φsφsh= C φs=

φ Cφsh= C φs>

Ksat

Kmineral Ksat–
--------------------------

Kdry

Kmineral Kdry–
--------------------------

Kpf

φ Kmineral Kpf–( )
--------------------------------+=

µsat µdry=

φ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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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s C 1 φsh–( )–

φs

-----------------------------=

Kpf

1

K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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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φpf–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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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

K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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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큰 입자들이 점토에 부유

되어 있는 경우를 고려한다. 즉, 점토가 암석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사질 또는 실트질 셰일의 경우를 가정

한 것이다. 이 때는 큰 입자들이 점토에 부유되어 있

어서 공극을 형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점토의 공극률

이 암석의 공극률이며 점토는 이미 물로 포화되어 있

으므로 임계 점토 함량에서의 탄성 계수를 아래와 같

은 Hashin-Shtrikman의 하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39)

(40)

(41)

위의 식에서 Cc는 임계 점토 함량비이며 Kmineral 큰

입자의 체적 탄성률이고 Ksh와 µsh는 물로 포화된 순수

셰일의 체적 탄성률과 전단 탄성률로서 일반적으로 검

층 자료의 Vp, Vs, 밀도에서 유추한다. 

그리고 최소 탄성 계수 는 순수한 사암에

해당되므로 앞에서 언급한 미고화 사암, 접촉 교결, 일

정 교결량 모델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탄성 계수와 최저 탄성 계수가 계산되었으므로 아래의

Hashin-Shtrikman식으로 셰일성 사암의 탄성 계수를

모델링할 수 있다.

(42)

(43)

(44)

위의 식에서 는 순수 사암이 공극률, 즉, 임계

공극률이며, 와 는 유체로 포화된 순수 사암의

체적 탄성률과 전단 탄성률로서 각각 와 이

고, 와 는 Kmax와 µmax이다.

유효 밀도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45)

Figure 5b는 셰일성 미고화 사암에 대해서 Dvorkin-

Gutierrez 모델로 계산된 Vp로서 순수 사암의 공극률

이 40%라고 가정했으며, 셰일의 체적 탄성 계수와 전

단 탄성 계수는 북해 유전 지역에서 알려진 9.2 GPa

와 1.8 GPa로 각각 가정했다. 순수 셰일의 공극률은

60%로 가정했다. 이 사암의 공극이 점토로 채워지면서

공극률은 감소하고 속도는 증가한다. 공극이 모두 점

토로 채워지면 사암 입자 사이의 공극은 사라지고 공

극을 채우고 있는 점토, 즉, 셰일의 공극률이 이 사암

의 공극률이 된다. 따라서 최대 점토 함량비가 40%이

고 셰일의 공극률이 60%이므로 이 사암의 공극률은

24%이며 속도가 최대가 된다. 그러므로 이 순수 사암

의 경우 임계 점토 함량비가 공극률을 결정한다.

Avseth et al.(2005)은 노르웨이 인근 북해 유전의 저

류암에 Dvorkin-Gutierrez 모델을 적용하여 실제 검층

자료와 잘 일치함을 확인했다.

4. 현장 자료 적용 사례

4.1. 자료

본 보고의 사례 연구에서 암석 물리 모델을 적용한

저류 사암과 셰일은 북해의 노르웨이 대륙붕 지역에서

잘 알려진 팔레오세의 지층이다. 이 사암은 교결 작용

이 다소 진행되었지만 공극률이 높고 셰일은 사암 분

포 지역의 덮개암을 형성하고 있다. 이 사암과 셰일을

각각 P사암과 P셰일로 부르기로 한다. P사암과 P셰일

의 P파 음향 검층, S파 음향 검층, 밀도, 공극률 검층

자료는 각각 Figures 7a와 7b에 도시하였다. P사암의

경우 원래 석유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수 여과액이 석

유를 밀어내어 검층 자료가 이수 여과액으로 포화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탄화수소로 포화되어 있

는 경우를 모델링하려면 Gassmann 방정식을 이용해야

한다. 음향 검층 자료는 각각 Vp와 Vs로 변환했다. 탄

성파 자료는 석유가 확인된 시추공(P1)(Fig. 7c)을 가

로 지르는 2D 측선의 2D 중합전 자료로서 중합수가

30, 오프셋 각 최대 44도이다. Figure 8은 중합후 단

면이다. 시추공 P1의 밀도 검층, P파 음향 검층, S파

음향 검층 자료는 중합전 역산을 위한 탄성파-시추공

대비와 중합전 역산의 초기 모델 구성에 이용되었다.

이 2D 탄성파 측선에서 세 개의 층서면(B, H, C)이 해

석되었는데 H는 P사암을 포함하는 주요 지층의 상부면

이며 중앙의 박스는 중합전 탄성파 역산이 수행된 부분

으로서 시간 범위는 B부터 H 이하 100 ms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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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P사암 모델링: 일정 교결량 모델

P사암과 P셰일의 공극률-Vp 교차도시(Fig. 9)에서 두

암상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그러나 P사암은 P셰일에

비하여 매우 산재하여 분포하여 분급도의 변화가 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P사암은 깊이 범위가 제한적

이고 교결 작용이 다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정 교결

량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일정 교결량 모델의 입력

자료인 P사암의 구성 성분과 물성, 지층수와 지층수를

대체할 석유의 저류암 조건에서의 물성 등은 Avseth

et al.(2005)을 인용한 것으로 Table 1에 요약되어 있

다. 교결 성분은 사암의 입자 성분과 같은 석영으로

가정하였으며 임계 공극률은 P사암이 분포하는 지역에

서 알려진 38%(Dvorkin et al., 2002)로 가정했다. 

일정 교결량 모델은 접촉 교결 모델과 미고화 사암

모델을 통합한 것이므로 먼저 사암의 공극률-Vp 교차

도시에 접촉 교결 모델을 적용한 후에 1%부터 6%까

지 1% 간격으로 일정 고결량 모델을 적용했다(Fig. 9).

교결도는 약 1%이상에서 약 6% 정도이며 자료가 가

Fig. 7. (a) Typical well log-data for P sand. (b) Typical well log-data for P shale. (c) Well-log data for P1 well tied to 2D

seismic line shown in Figure 8.

Fig. 8. 2D seismic line. B, H, and C horizons were interpreted for prestack inversion. White box represents portion of section

(Fig. 12) where prestack inversion was performed.

Table 1. 19 Elastic moduli and various other parameters

used in P sand modeling (Avseth et al., 2005)

φc 38%

Coordinate number 8.6

Kmineral 36.6 Gpa

µmineral 45 Gpa

Kbrine 2.8 Gpa

νmineral 0.064

VPmineral
6.038 km/s

VSmineral
4.121 km/s

Kcement 36.6 GPa

µcement 45 GPa

Cement scheme Schem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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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밀집하여 분포하는 부분으로 판단하면 교결량이 약

4%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4.3. P셰일 모델링: Dvorkin-Gutierrez 모델

먼저 최대 탄성 계수에 해당하는 임계 점토 함량에

서의 탄성 계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큰 입자들이 점토

에 부유되어 있는 상황, 즉, 점토가 암석의 골격을 형

성하고 있는 사질 또는 실트질 셰일의 경우를 가정했

다. 따라서 Dvorkin-Gutierrez의 식 (39), (40), (41)

에 약 40%인 임계 점토 함량비보다 높은 즉, 셰일성

사암이 아닌 사질 또는 실트질 셰일에 해당하는 점토

함량비를 적용할 수 있다. 셰일을 구성하고 있는 점토

광물의 밀도는 보통 사암의 주요 구성 성분인 석영과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점토 광물의 체적

탄성 계수와 전단 탄성 계수는 변화 범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점토 광물 구성 성분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셰일을 암

석 물리 모델링할 때는 시행착오법을 시도한다.

Table 2(Avseth et al., 2005)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

표적인 점토 광물들의 탄성 계수이다. 편의상 셰일이

단일 성분의 점토 광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했으며 점

토 광물의 밀도는 보통 대표값으로 알려진 2.58 g/cm3로

가정했다. Table 2에서 보는 것처럼 illite와 chlorite의

탄성 계수는 매우 커서 P사암보다 훨씬 낮은 Vp를 보

이는 P셰일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먼저

smectite와 kaolinite를 적용해 보았다. 그러나 smectite

의 경우 속도가 가장 낮은 100% 점토 함량비를 가정

했을 때 셰일의 속도가 5 km/s 정도로 매우 높은 값

을 보였기 때문에 P셰일의 주요 점토 광물을 kaolinite

로 가정하고 최종적인 모델링을 수행했다. Dvorkin-

Gutierrez 식의 입력 자료는 Table 3에 정리되어 있다.

Figure 9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P셰일은

kaolinite가 약 58% 정도인 실트질 셰일 또는 사질 셰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단일 점토

광물을 가정했을 때이므로 실제로는 kaolinite의 구성

비가 더 높고 탄성 계수가 큰 다른 점토 광물들이 일

부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점토 함량비가 더 높은

셰일일 수도 있다.

4.4. 암석 물리 견본(rock physics template, RPT)

암석 물리 견본(rock physics template, RPT)

(Ødegaard and Avseth, 2003)은 검층 자료와 탄성파

역산 자료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종의 분석 도

구로서 각기 다른 암상과 공극 유체, 깊이(압력)에 따

른 암석 물리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 탄성파 자료를

분석하는 전문가는 암석 물리 전문가가 계산해 놓은

암석 물리 견본 목록에서 해당하는 지층에 적합한 암

석 물리 견본을 선택하여 암석 물리에 대한 깊은 지식

Fig. 9. Porosity-Vp crossplot for P sand and P shale,

contact-cement model, constant-cement model for various

cementation, assuming cement material is quartz, and shale

model, based on Dvorkin-Gutierrez model, assuming

kaolinite is main clay component for P shale. Well log

recorded brine-saturated interval of P sand. Cementation

for P sand is estimated to be about 4%. Clay content for P

shale is estimated to be about 58%. Elastic moduli and

other values are listed in Table 1. Input values for Dvorkin-

Gutierrez model are listed in Table 3.

Table 3. Input parameters for Dvorkin-Gutierrez equation

for modeling P shale

Kclay 1.5 GPa

µclay 1.4 GPa

Kmineral 36.6 GPa

µmineral 45 GPa

ρclay 2.58 g/cm3

ρmineral 2.65 g/cm3

ρbrine 1.09 g/cm3

Table 2. Elastic moduli of different clay minerals (Avseth

et al., 2005)

 K (GPa) µ (GPa)

Smectite 17.5 7.5

Illite 39.4 11.7

Kaolinite 1.5 1.4

Chlorite 95.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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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어도 탄성파 역산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Avseth

et al., 2005). 먼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개의

암석 물리 견본을 선택한 후에 실제 검층 자료를 적용

하여 가장 타당성이 높은 암석 물리 견본을 결정한다.

다음, 결정된 암석 물리 견본에 해당되는 지층의 탄성

파 역산 결과를 도시하여 이 지층의 암상과 공극 유체

를 해석한다. 이론적으로는 암석 물리 견본에 검층 자

료와 탄성파 역산 자료에서 계산되는 거의 모든 물리

량을 포함하는 암석 물리 모델을 구성할 수 있으나 일

반적으로 음향 임피던스-Vp/Vs의 교차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Avseth et al.,

2005; Russell, 2013).

먼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P사암의 검층 자료가 지

층수로 포화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석유로 포

화되어 있는 경우를 검토하기 위해서 Gassmann 방정

식을 이용하여 지층수를 석유로 치환했다(Fig. 10).

Gassmann 방정식의 입력 자료인 저류암 조건에서의

석유와 지층수의 체적 탄성 계수와 밀도는 Table 4의 자

료를 근거로 Batzle and Wang(1992)의 경험식으로부터

계산했다. Table 4의 자료들은 Avseth et al.(2005)를

참고했다. 

Figure 11은 P사암과 P셰일에 적용한 음향 임피던

스-Vp/Vs 암석 물리 견본으로서 사암의 경우 P사암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석영 사암의 일정 교결량 모델을

적용했다. 셰일은 점토 광물의 성분이 kaolinite로 가정

한 교결이 없는 미고화 사암 모델을 적용한 암석 물리

견본이다. 사암의 임계 공극률은 38%, 교결은 4%로

가정했다. 공극률-Vp 교차도시(Fig. 10)에서 지층수로

포화된 P사암과 석유로 포화된 P사암의 분포가 중첩

된다. 그러나 음향 임피던스-Vp/Vs 암석 물리 견본

(Fig. 11)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첩 범위가 크지 않다. 즉

P사암의 경우 공극 유체를 구분하는데 있어서 음향 임

피던스나 Vp/Vs와 같은 중합전 속성이 훨씬 효과적임

을 알 수 있다. P사암의 음향 임피던스가 P셰일보다

커서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 것은 이 저류층의 깊

이에서 덮개암의 역할을 하는 P셰일의 고화가 P사암

Fig. 10. Porosity-Vp crossplot for P sand and P shale. Vp of

oil-saturated P sand is computed from Gassmann equation

using in-situ K and density from Batzle and Wang(1992)’s

empirical equations. Input values for Batzle and Wang(1992)’s

equations are listed in Table 4.

Table 4. Input parameters for Batzle and Wang(1992)’s

empirical equation to compute in-situ bulk moduli and

densities of brine and oil

Temperature 77.2°C

Pore pressure 20 MPa

Salinity 800000 ppm

ρbrine 1.09 g/cm3

Kbrine 2.8 GPa

Oil gravity 32 API

Gas specific gravity 0.6

Gas oil ratio 64

Oil saturation 0.6

Gas saturation 0

Fig. 11. Acoustic impedance-Vp/Vs rock physics template

for P sand and P shale. Sand line is computed from constant-

cement model assuming 4% cementation and 38% critical

porosity and shale line is computed from unconsolidated

sand model assuming that kaolinite is main clay

component. Many data points for oil-saturated P sand occur

below sand line where oil saturation is greater than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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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상대적으로 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Vp/Vs

는 P셰일이 더 큰 값을 갖는데 이 것은 셰일의 경우

점토 입자들의 편평한 모양 때문에 사암에 비해서 전

단 강도가 낮아서 분모인 Vs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

이다. 일부 P사암 자료의 경우 Vp/Vs가 커서 P셰일과

중복되는데 이러한 P사암은 점토 성분이 비교적 많아

서 공극률이 낮고 따라서 Vp가 큰 경우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향 임피던스-Vp/Vs 교차 도시로부터 P셰

일이 덮개암이고 P사암이 저류암인 경우는 경계면의

탄성파 극성이 양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ure 11에서 셰일 곡선의 공극률이 증가하는 방향

은 점토 광물의 함량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서 점토

광물 고유의 공극 때문에 점토 광물의 함량비가 증가

하면 공극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토 광물의 함

량비가 증가와 함께 공극률이 증가하면 음향 임피던스

는 감소하지만 Vs가 크게 감소하여 Vp/Vs는 증가한다.

교결이 4%인 사암 곡선의 경우 공극률이 감소하는 방

향은 일정 교결량 모델이므로 분급도가 떨어지는 방향

이다. 지층수 포화도(Sw)가 1에서 0으로 감소하는 방향

은 석유의 포화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지층수로 포

화된 P사암은 일정 교결량 모델 곡선의 위에 위치하여

석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셰일

모델 곡선 근처까지 분포하는 것은 점토 광물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층수를 석유로 치환한 P사암

자료의 일부가 일정 교결량 모델 곡선에 걸쳐 있거나

곡선의 위에 분포하는 것은 역시 P사암의 석영뿐 아니

라 점토 광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P셰일이 셰일 모델 곡선과 일치하지 않고 아래쪽에

떨어져서 분포하는 것은 P셰일이 점토 광물 이외의 다

른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2. (a) Acoustic impedance and (b) Vp/Vs from prestack inversion of portion of 2D seismic section shown in Figure 8.

(c) Rock physics template-classified lithofacies back-projected from rock physics template shown in Figure 13. Oil-saturated

sand occurs immediately below H and brine-saturated sand occurs mostly below oil-saturated sand. Shale forms interval

between B and H, forming seal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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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셰일이 다른 성분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분포 범

위가 매우 제한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공극률이 균일함

을 의미한다. 

4.5.중합전 탄성파 역산 결과의 암석 물리 견본

적용

모델 기반 동시 역산(model-based simultaneous

inversion) 기법을 적용하여 2D 자료의 중합전 역산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물은 P 임피던스 (즉, 음향 임피던

스), S 임피던스, 밀도, Vp/Vs로서 암석 물리 견본에

적용하기 위하여 음향 임피던스와 Vp/Vs를 이용했다

(Figs. 12a, b). 중합전 역산 과정은 본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주제로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모델 기반

동시 중합전 역산의 자세한 과정은 Hampson et

al.(2005)을 참고하기 바란다. 역산으로 계산된 음향 임

피던스와 Vp/Vs를 Figure 11의 암석 물리 견본에 도시

하였더니 P사암과 P셰일의 분포와 잘 일치한다

(Fig. 13). 특히 석유를 포함하는 사암의 분포도 확인할

수 있다. 암석 물리 견본에서 셰일(회색), 지층수 사암

(파란색), 석유 사암(녹색)의 분포를 결정하여 역산으로

계산된 음향 임피던스와 Vp/Vs에 적용한 결과(Fig. 12c)

시추에서 확인한 것처럼 셰일이 우세한 덮개암이 H위

에 분포하며 H-C층의 상부는 석유를 함유하고 있는

사암과 지층수를 함유하고 있는 사암으로 구분이 된다.

또한 H-C층의 상부 일부 구간에서 셰일층이 확인된다.

석유-지층수 경계면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석유와 지층수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의 좋은 결과이다.

본 사례와 같이 암석 물리 모델에 탄성파 역산 결과를

적용하면 시추공 이외의 지역에 대한 저류암의 분포

및 공극수 유체를 성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등방성 암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탄성계수 한계

값 모델은 Voigt-Reuss 한계값과 Hashin-Shtrikman

한계값이다.

● Voigt 한계값과 Reuss의 한계값은 각각 산술 평균

과 기하 평균으로서 각각 유효 탄성 계수의 상한값과

하한값이며 Hashin-Shtrikman의 한계값은 구성 성분

이 두 개인 경우 한 성분이 다른 성분을 피복하는 형

태로서 상한값과 하한값의 간격이 가장 좁다.

●지층수가 아닌 석유와 가스로 포화 되어 있는 저류

암의 유효 탄성 계수는 일반적으로 Gassmann 방정식

으로 계산한다.

●비교적 양질의 사암에 흔히 적용되는 접촉 모델은

암석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물성은 다른 입자들과의 접

촉면에서의 변형과 강성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

한다.

●대표적인 접촉 모델에는 미고화 사암, 접촉 교결,

일정 교결량, 일정 점토량, Yin-Marion, Dvorkin-

Fig. 13. Inversion results plotted in acoustic impedance-Vp/Vs rock physics template for P sand and P shale. Brine-saturated

sand, oil-saturated sand, and shale are outlined by color-coded polygons based on populations defined by P sand and P shale.

Back projection of color-coded polygons is shown in Figure 1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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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ierrez 모델이 있다.

●북해 유전의 사암(P사암)과 셰일(P셰일)의 검층 자

료를 각각 일정 교결량 모델과 Dvorkin-Gutierrez 모

델에 적용하여 각각의 교결량과 점토 함량 및 성분을

유추했다.

●유추한 교결량과 점토 성분을 이용하여 P사암에 적

합한 음향 임피던스-Vp/Vs의 암석 물리 견본에 적용하

였으며 Gassmann 방정식으로 P사암의 공극 유체를

석유로 치환했다.

● P사암의 암석 물리 견본에 현장 2D 탄성파 자료의

중합전 역산 결과를 적용하여 저류암과 덮개암, 공극

유체의 분포를 성공적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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