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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wo viable measures of mean length and cumulative thickness of sand layers as important spatial

statistics responsible for optimal SAGD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location for oil sand development were

compared. For the comparisons, various deposits composed of sand and clay media were realized using a

geostatistical simulator and the extent of steam chamber is simulated using multiphysics numerical simulator (dual-

phase flow and heat transfer). Based on the spatial statistics of each realization and the corresponding size of

simulated steam chamber, the representativeness of two candidate measures (cumulative thickness and mean length

of permeable media) were compared. The results of the geostatistical and SAGD simulations suggest that the mean

length of permeable media is better correlated to the size of steam chamber than the cumulative thickness. Given

those two-dimensional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cumulative thickness of the permeable media alone may not

be a sufficient criterion for determining an optimal SAGD location and the mean length needs to be

complementarily considered for the sound s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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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스팀주입중력법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SAGD)을 이용한 오일샌드 개발 시 적지 선정

을 위한 대안적 척도가 제시되었다. 기존 SAGD 공법 적용 시 스팀주입효율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비투멘

이 함유될 가능성이 큰 고투수성 퇴적층의 누적 층후가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고투수성 퇴적층의 누적 층후 외에

도 수직 평균거리 또한 스팀주입효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두 가지 척도

(즉, 누적 층후도 및 수직 평균거리)가 SAGD 스팀주입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구성 암상 간 특정 전이확률을 기반으로 발생시킨 누적 층후 및 수직 평균거리가 상이한 다양한 가상의 2차원

저류층에 대해 고온·고압 증기 주입 모사를 실시한 후 생성된 스팀챔버의 크기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2차원 SAGD

모사 결과, 투수성 퇴적층의 수직 평균두께가 두꺼운 지역이 누적 층후가 두꺼운 지역보다 더 넓은 범위의 스팀챔버

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적의 오일샌드 개발 입지 선정 시, 기존에 이용되고 있던 누적 층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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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투수성 퇴적층의 수직 평균거리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더욱 적합한 SAGD공법의 최적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오일샌드, 스팀주입중력법, 누적 층후, 수직 평균거리, 스팀챔버

1. 서 론

신규 유전 개발 빈도의 감소와 전통 석유 자원의 생

산량 감소가 전망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유

공급을 위해 오일샌드, 오일셰일, 셰일가스 등과 같은

비전통 석유 자원 개발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Van der Hoeven, 2012). 비전통 석유 자원 중, 오일

샌드는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국제 유가의 상승과

채굴 기술의 발전으로 경제성이 확보되어 개발이 본격

화되었으며 현재 생산 전망이 비교적 좋은 비전통 자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EIA, 2009).

오일샌드의 개발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하 75 m 심

도를 기준으로 노천채굴과 지하 심층부 개발로 나뉘며,

그 중, 지하 심층부에 존재하는 오일샌드를 개발하기 위

해 스팀주입중력법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이하 SAGD)이 일반적으로 이용 된다 (Acton, 2013).

SAGD 공법은 비투멘이 함유된 저류층 내 고온·고압

의 증기를 주입하여 스팀챔버를 형성시킨 후, 고온의

스팀챔버로 인하여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어 중력 배

수되는 비투멘을 주입정 아래 위치한 생산정으로부터

회수하는 공법이다 (Butler, 1998). 

이와 같은 공법을 이용하여 오일샌드 개발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스팀주입을 통해 형성되는 스팀챔

버의 크기를 최대화시켜 비투멘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Chen, 2009). 스팀전파 효율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질특성으로는 비투멘 함량, 비

투멘 함유 사질 퇴적층의 두께 및 연장성, 비투멘 사

질 퇴적층에 협재하는 저투수층의 두께 및 연장성, 물

포화층의 분포 및 가스 포화층의 분포 등이 있다. 그

중, 비투멘 사질 퇴적층의 두께 및 연장성과 비투멘

함량은 SAGD 공법을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저류층

의 지질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Kwon, 2008).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수직 방향으로 오일샌드 저류

층의 누적 층후 (accumulated thickness)가 두껍게 발

달하는 지역이 SAGD 공법 적용에 유리할 것으로 판

단하고, 대상 지역 중 오일샌드 저류층의 누적 층후가

두껍게 나타나는 지역을 개발의 최적입지로 선정하였

다 (Shin and Polikar, 2005). 그러나 충분한 생산성을

지니지 못한 얇은 저류층이 저투수층과 반복적으로 교

호하는 구조의 경우, 누적 층후는 두껍게 나타날 수

있으나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저투수층이 스팀챔버 형

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유동성을 얻은 비

투멘 거동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일샌드가

부존된 지역의 암상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저

류층의 누적 층후 뿐만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저류층

의 연장성을 나타내는 척도 (즉, 수직 평균거리)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누적 층후에 대한 대안적 척도로서 오일샌드 저류층의

평균적 수직 연장성인 수직 평균두께를 적지선정 지표

로 제안하고자 하며 해당 지표에 대한 타당성을 지구

통계 예측에 근거한 지질모사기법과 다중유체 거동 수

치모사를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척도인 누적 층후와 새로운 척도인 수직 평균거리가

스팀 전파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스팀챔버 크기와 SAGD 공법 적

지 판정에 이용할 수 있는 두 지표 (누적 층후 및 수

직 평균거리) 및 스팀챔버의 정량적 상관성을 검증하

고 최종적으로 SAGD 공법을 이용한 오일샌드 회수

설계 적지 판정의 척도를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수직 및 수평 방향으로의 연장성을 가지는 저

투수층과 오일샌드 저류층으로 구성된 가상의 2차원

불균질 저류층에 대해 고온·고압의 증기주입 모사를

실시한 후, 증기주입 모사를 통해 형성된 스팀챔버의

크기와 오일샌드 저류층의 분포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

였다. 가상의 2차원 불균질 저류층은 구성 암상의 수

직 및 수평 방향으로의 특정 전이확률을 기반으로 하

는 추계론적 지구통계기법을 통해 모사되었으며, 다양

하게 재현한 불균질 저류층 분포도를 다중유체 거동

및 열확산 모델의 입력인자로 설정하고 실제 오일샌드

저류층의 물성에 맞는 수리지질학적 입력인자를 사용

하여 고온·고압의 스팀주입 모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

는 몬테카를로 기법을 실시하였다. 모사된 각 저류층

에 대한 고온·고압의 스팀주입 모사는 다중유체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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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열확산을 모사할 수 있는 유한요소기반의 수치해석

기법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방법

론은 아래와 같다. 

2.1. 지구통계기법을 이용한 불균질 저류층 모사

2차원 불균질 도메인 재현은 Park (2010)에 의해 개

발된 GCMC (generalized coupled Markov chain)모

델을 이용하였다. GCMC 모델은 지시자 기반 추계론

적 예측 모델로 전이확률을 입력인자로 한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를 이용하여 다차원 공간을 예측하

는 기법이다. Fig. 1은 2가지 매질로 구성되어있는 1차

원 지질분포의 양 방향에 대한 전이확률행렬을 보여주

며 이러한 양방향의 전이확률을 GCMC 모델연산에 이

용되므로 지향적 비정규성을 고려한 예측이 가능하다.

n 개의 매질이 분포하는 자료에서의 1차원 전이확률행

렬 (transition probability matrix)은

(1)

과 같이 주어지며 1차원에서 우도함수는 

(2)

와 같이 주어지고, 여기서 는 관측지점의 매질이

일 경우 예측지점의 매질이 가 될 우도를 의미하

며, 과 는  지점으로의 전이확률과 

지점으로의 전이확률을 의미하며 식 (1)의 전이확률행

렬의 (j, i) 및 (i, j) 성분에서 값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및 는 각각  및 의 주변확률(marginal

probability)을 의미하며, 는 관측지점에서 가 발

견되기 이전의 의 주변확률을 의미한다. 

실제 오일샌드는 기저의 물-포화 저류층과 최상부의

기체-포화 저류층이 함께 발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불균질 저류층 모사를 기체-포화 및 물-포

화 저류층으로 2가지 저류층을 대상으로 모사를 실시

하였다. 일반적으로 오일샌드 개발에 이용되는 스팀 주

입공의 경우 1 km 이상의 긴 수평연장을 가지므로 스

팀챔버 단면을 2차원 모사로도 설명 가능한 것으로 가

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200 m, 수직 방

향으로 50 m의 크기의 2차원 도메인의 저류층을 설정

하였다. 모사 도메인은 수평 및 수직 모두 1 m 크기

의 격자로 균등하게 차분하였다. 모사 저류층은 사질

퇴적층과 점토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가정하였

으며, 사질 퇴적층은 비투멘의 주요 저류층 역할을 하

고 점토 퇴적층은 스팀전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함을

가정하였다.

(1) 기체-포화 저류층 불균질 도메인 모사

모사를 위하여 50 m 길이의 2개의 수직 관통 가상

시추공이 모사 도메인 내 수평 좌표 –20 m 및 20 m

에 위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때, 각 시추공은

두 가지 매질에 대한 수직 방향으로의 전이확률

(Table 1)을 이용하여 구성되었다 (Fig. 2(a)). 해당 시

추공을 참조정보로 하여 총 50개의 2차원 불균질 저류

층이 재현되었으며 Fig. 2(b)는 재현된 저류층의 한 예

시를 보여준다.

(2) 물-포화 저류층 불균질 도메인 모사

물-포화 저류층 불균질 도메인은 오일샌드 저류층의

누적 층후 및 수직 평균거리가 스팀챔버 형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비교를 하기 위해, 누적 층후

는 두꺼우나 수직 평균거리는 짧은 경우 (Case 1)와

누적 층후는 얇으나 수직 평균거리는 긴 경우 (Case

2)로 구성하였다. 이때 참조정보인 시추공은 총 5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조건부 지구통계 모사를 실

시하였으며 (Fig. 3), 시추공 생성을 위해 이용된 구성

암상의 전이확률은 Table 1과 같다. Fig. 3(b)는 이를

통해 재현된 각 Case에 대한 2차원 암상 분포도를 보

여준다. 각각의 Case에 대해 총 50개의 저류층 도메인

을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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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고온·고압 증기주입 모사를 위한 다중유체 거

동 및 열확산 수치모사 구성

다공질 매체인 비투멘 저류층에서의 유체 흐름은 다

상류 (multiphase flow) 및 다중성분 (multi-component)

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 물리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유한요소법 기반의 COMSOL Multiphysics®를

Fig. 2. (a) Two borehole data at X=-20 and 20 m, and (b) a synthetic true field with dimension of 200 m × 50 m composed of

two different subsurface media (sand=1 and clay=2).

Fig. 3. (a) Five boreholes data at X=[-100, -50, 0, 50, 100] m, and (b) a synthetic true field with dimension of 200 m × 50 m

composed of two different subsurface media (sand=1 and clay=2).

Table 1. Transition probability of downward and upward direction in well

Saturated zone
Well

location

Downward direction Upward direction

1→1 1→2 2→1 2→2 1→1 1→2 2→1 2→2

Gas
[-20] 0.93 0.07 0.57 0.43 0.93 0.07 0.57 0.43

[20] 0.93 0.07 0.43 0.57 0.93 0.07 0.43 0.57

Water

Case 1

[-100] 0.87 0.13 0.17 0.83 0.83 0.17 0.12 0.88

[-50] 0.83 0.17 0.19 0.81 0.79 0.21 0.16 0.84

[0] 0.79 0.21 0.2 0.8 0.8 0.2 0.2 0.8

[50] 0.86 0.14 0.14 0.86 0.82 0.18 0.11 0.89

[100] 0.9 0.1 0.16 0.84 0.9 0.1 0.16 0.84

Case 2

[-100] 0.97 0.03 0.05 0.95 0.97 0.03 0.05 0.95

[-50] 0.9 0.1 0.16 0.84 0.9 0.1 0.16 0.84

[0] 0.93 0.07 0.06 0.94 0.87 0.13 0.03 0.97

[50] 0.94 0.06 0.06 0.94 0.88 0.11 0.03 0.97

[100] 0.96 0.04 0.04 0.96 0.96 0.04 0.04 0.96

※ 1 : Sand, 2: 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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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수치모사를 실시하였다.

고온·고압 증기주입 모사를 위한 저류층 또한 수평

방향으로 200 m 및 수직 방향으로 50 m의 2차원 도

메인으로 설정하였다. 증기주입을 위한 주입정은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0 m 및 –40 m 지점에 원형의 요

소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온도를 227°C로 설정하여

압력에 의한 기체의 흐름을 따라 열이 전달 되도록 가

정하였다. 전체 도메인을 삼각요소로 차분하였으며, 고

온·고압의 기체가 주입되어 가장 큰 수치 오차가 예상

되는 주입정 주변은 삼각 요소의 크기를 작게 설정하

고 주입정에서 멀어질수록 삼각 요소의 크기가 증가하

도록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체-포화 저류층은 총

2,367개, 물-포화 저류층은 총 7,017개의 삼각요소로

도메인을 차분하였다. 고온·고압 증기주입 모사를 위

해 이용된 지배 방정식, 각 저류층에 대한 경계조건

및 입력 물성값 정보는 아래와 같다. 

(1) 고온·고압 증기주입 모델링 및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증기주입에 따른 스팀챔버의 발달 양

상을 비교 및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비투멘에 대

한 고려는 배제하고 물과 공기 이상류로 모사를 실시

하여 수치모델의 복잡성을 최소화시켰다. 

이중상 흐름을 모사하기 위하여 van Genuchten (1980)

이 제안한 함수 모델을 비선형 연계모델 (constitutive

model)로 사용하였으며 각 유체의 흐름 방정식은 독립

적인 Darcy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도메인 내 온도 변

화의 해석을 위하여 Bear and Bachmat (1990)의 열

전달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1.1) 이중상 (two-phase) 흐름 방정식

다공질 매질 내 물리적 특성이 상이한 두 가지 유체

상이 동시에 유동하는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서 액체는

습윤기 (wetting phase) 그리고 기체는 비습윤기

(non-wetting phase)로 설정하였다. 이중상 흐름 (two-

phase flow)은 아래와 같은 각각의 독립적인 방정식으

로 정의될 수 있으며 식 (3)과 (4)에서 아래 첨자

와 는 각각 습윤기와 비습윤기를 의미한다.

(3)

 (4)

식 (3)과 (4)를 통하여 도메인 요소에서 각 유체 압

력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이중상 흐름을 모사

할 수 있다. 비저유량  [L2T-1] ( , 는

포화 함수비[−], 은 잔류 함수비[−], 는 유효 포

화도 함수[−], [L3M-1T-2]는 유체의 압력)과 유체 포

화도 함수인 상대투수계수  [−]는 유체의 압력에 종

속되는 함수로 모세관압에 따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Mualem 관계식을 기반으로 van Genuchten (1980)이

제안한 다상 흐름에서의 상대 투수계수 변화 모델인

Mualem-van Genuchten 모델 이용하였다. 여기서,

[L2]는 다공질 매질의 고유투수계수, μ [ML-1T-1]는

유체의 동점성계수, ρ [ML-3]는 유체의 밀도,  [LT-2]

는 중력 가속도,  는 시간 그리고  [L]는 수

직 좌표를 의미한다.

(1.2) 공극 내 열전달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스팀챔버 형성

에 개입될 가능성이 작아 복사에 의한 열전달 효과는

배제하였고 이중상 흐름에 따른 열전도와 열대류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스팀주입에 의한 열전달에서 대류에

의한 열전달은 주로 기체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가정하

였다. 그리고 저류층 내의 기체, 액체, 매질의 포화도

에 따른 열전도도를 구한 후, 열전달 방정식에 대입하

여 열전도에 따른 영향을 해석하였다. 다공질 매질에

서 열전달은 아래의 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열전도

도와 열용량은 기체, 액체, 매질에 영향을 받으므로 암

반과 유체의 부피에 따라 선형적으로 열용량과 열전도

도가 결정된다고 가정하였다.

 (5)

 [JK-1L-3]는 일정한 압력에서의 용적 열용량,

[JM-1K-1]는 유체의 열용량, [K]는 절대온도,

[T]는 시간, [LT-1]는 유체의 속도, 는 열전도

도이며 는 발열 또는 흡열원이다. 

(2) 기체-포화 저류층 경계조건

수치모델 최하부의 경계를 지하수면으로 설정하였고

수치모사 대상 저류층이 공기로 포화되어있다고 가정

하였다. 지하수면은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므로 대기압

(101,325 Pa)과 동일한 조건이 최하부 경계에 모사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속되도록 설정하였으며, 고도가 높아

질수록 도메인 내부의 물의 초기 압력 값이 감소하도

록 설정하였다. 기체에 대한 경계조건으로 좌·우측면

w 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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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고도가 낮아질수록 도메인 내부의 기체의 초기

압력 값이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 기체의 경계조건에

서 주입정은 100시간 동안 일정한 압력이 지속되도록

설정하였다. 열에 대한 경계조건은 최상부를 외부온도

와 동일한 20°C로 설정하여 일정한 온도가 지속되도록

가정하였고 도메인 내부는 지온구배를 0.03°C/m라고

가정하여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증가한다고 설

정하였다. 최하부 경계는 지하수면으로 열이 전달되는

유체가 공기에서 물로 전환되는 경계로 대류 열전달계

수가 변하는 것을 고려하여 대류 열 유동 경계

(convective heat flux)로 설정하였다. 좌·우측면부의

경계조건은 유출 경계 (out-flow)로 설정하여 내부에서

발생한 열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정하였으며,

Fig. 4(a)는 기체-포화 저류층의 물, 기체, 및 열에 대해

Fig. 4. Boundary conditions of fluid(water & air) flow and heat transfer simulation for (a) gas saturated reservoir and (b)

water saturated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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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3) 물-포화 저류층 경계조건

저류층의 최하부는 지하 200 m 심도에 위치하고 저

류층이 물로 포화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물에 대한

최상부 및 최하부 경계조건은 모사기간 동안 일정하게

지속되도록 고정 압력 경계로 설정하였으며, 저류층 내

물의 초기 압력과 좌·우측면부 경계는 심도가 깊어질

수록 압력이 증가하도록 설정하였다. 주입정은 기체 경

계조건으로 100일 동안 일정한 압력이 지속되도록 설

정하였다. 열전달 경계조건은 좌·우측면부의 경계를 유

출 경계로 설정하여 내부에서 발생된 열이 외부로 전

달될 수 있도록 가정하였다. 최상부 및 최하부의 경계

조건은 단열 경계 (thermal insulation)로 설정하였다.

Fig. 4(b)는 물, 기체, 및 열에 대한 각각의 경계조건을

보여준다. 

(4) 입력 물성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 저류층 및 점토 퇴적층의

투수율뿐만 아니라 열전도도 및 열용량에 대해서도 불

균질성을 부여하였으며, 기체와 액체의 경쟁적 포화도

에 따른 열전도도와 열용량의 변화와 퇴적층을 이루는

매질의 불균질성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고려하여 모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열전도도 및 열용량 불균질성은 열

전달 효율을 교란하여 스팀챔버 면적에 추가적인 영향

을 미친다. 저투수층인 점토 퇴적층이 위치하는 곳에

서 유체의 흐름이 제한되도록 하였으며 매질별 열전달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사질 퇴적층과 점

토 퇴적층의 열전도도는 포화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

르므로 각 저류층에 다른 값을 적용하였으며 또한 물-

포화 저류층은 지하 150 m에서의 상황을 가정하였으

므로 심도에 해당하는 압력을 고려하여 공기의 밀도를

19 kg/m3로 설정하였다. 기체- 및 물-포화 저류층 모사

에서 사용된 유체와 저류층의 물성값은 Table 2 및 3

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비투멘의 온도가 196oC 이상이 되면 점성도가 10

cP보다 작아져 이동이 가능해지므로 생산정으로부터

Table 2. Physical properties employed for simulations

Property
Reservoir type

Gas Water

density of water (kg/m3) 1,000 1,000

density of air (kg/m3) 1.225 19

dynamic viscosity of water (Pa·s) 1.00×10-3 1.00×10-3

dynamic viscosity of air (Pa·s) 1.81×10-5 1.81×10-5

heat capacity of water (J/(kg·K)) 4.185 4.185

heat capacity of air (J/(kg·K)) 1.010 1.005

thermal conductivity, water (W/(m·K)) 0.56 0.60

thermal conductivity, air (W/(m·K)) 0.025 0.0257

Table 3. Reservoir properties employed for simulations (Carsel and Parrish, 1988)

Property
Reservoir type

Gas Water

Porosity of sand [-] 0.3 0.3

density of sand [kg/m3] 1,500 1,610

heat capacity of sand [J/(kg·K)] 800 835

heat capacity of clay [J/(kg·K)) 4,000 4,000

thermal conductivity of sand [W/(m·K)] 0.563 3

thermal conductivity of clay [W/(m·K)] 0.15 0.15

permeability of sand [mD] 1,500 1,500

permeability of clay [mD] 100 100

Injection temperature [°C] 227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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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투멘을 회수할 수 있다 (Gates and Chakrabarty,

2010). 따라서 고온·고압 증기 주입 모사 결과에서

196oC 이상의 온도를 보이는 면적을 스팀챔버 면적으

로 설정하였다. 모든 도메인이 사질 퇴적층으로 구성

된 균질한 저류층 조건 (Fig. 5(a))에서 증기 주입 모

사를 통해 스팀챔버의 목표 온도에 도달한 저류층의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형성된 스팀챔버 형

성범위 내 불균질 저류층에서의 사질 퇴적층의 누적층

후와 수직 평균거리를 산정하였다. 

사질 퇴적층의 누적 층후는 수직 방향의 두께를 누

적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직적 연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 상관거리( )를 산정하고 이를 수직 평

균거리로 판단하였다. 수직 평균거리의 산정을 위해서

는 수직 전이율 (vertical transition rate, )의 산정

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

였다 (Carle and Fogg, 1996).

(6)

여기서 는 수직적 전이확률행렬을 의미하며

는 수직 방향으로의 래그를 의미한다. 

균질 기체- 및 물-포화 저류층에 대한 고온·고압 증

기주입 모사 결과는 Fig. 5(b) 및 (c)와 같다. 기체-포

화 저류층의 스팀챔버는 주입공으로부터 약 40 m의 반

경을 가지며 형성되었으며 면적은 1,730 m2이고, 물-포

화 저류층의 스팀챔버는 2,521 m2의 크기로 형성되었

으며 주입공으로부터 약 50 m의 반경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 저류층 조건에 따라 상이한 스팀챔버 면적을

가지는 양상은 기체와 물의 열전도 및 열대류의 차이

에 의해 기인하는 것으로, 기체의 대류열 전달량이 물

의 전달량보다 더 원활하여 스팀챔버 발달에 더 유리

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1. 기체-포화 불균질 저류층 모사 결과

50개의 모사결과, 불균질 저류층의 스팀챔버 면적은

균질 저류층의 스팀챔버 면적보다 모두 작은 값을 보

여준다 (Table 4). 균질한 경우에는 스팀 주입 시 방

해가 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균질한 경

우보다 같은 시간 내에 스팀 주입이 더 잘 이루어져

더 넓은 면적의 스팀챔버를 형성할 수 있다. 오일샌드

개발 적지 선정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지표

에 대한 개별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스팀챔버 면

적과 누적층후와의 상관 계수는 0.3873, 스팀챔버 면

적과 수직 평균거리 간의 상관계수는 0.4498로 산정되

었다 (Fig. 6).

수직 평균거리와의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스팀챔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수직 평균거리가

누적 층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재현 17의 경우, 이의 누적 층후가

41.77 m 로 평균 누적 층후 값인 42.07 m 보다 낮음

에도 불구하고 스팀챔버 면적은 평균보다 271 m2 더

넓게 발달하였다. 반면, 해당 재현의 수직 평균거리는

9.35 m로 수직 평균거리들의 평균값인 8.34 m보다 더

길게 나타나 넓은 스팀챔버 형성에 더욱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1번째 재현의 경우, 수직

평균거리가 7.78 m로 평균값보다 낮고 누적 층후는

43.94 m로 평균값보다 높았으나 해당 재현의 스팀챔버

면적은 평균 스팀챔버 면적보다 55 m2 낮게 발달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오일샌드 개발 적지 선정을 위

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표인 누적 층후보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수직 평균거리가 스팀챔버 면적과

더 큰 상관관계를 보임을 통해 오일샌드 개발 적지 선

정을 위하여 누적 층후만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λ

Rφ

T hφΔ( ) Rφ hφΔ( )exp=

Rφ

T hφΔ( )[ ]ln

hφΔ
-------------------------=

λ
1

Rφ

-----–=

Tφ

hφΔ

Fig. 5. Distribution of (a) homogeneous reservoir and

Steam chamber of (b) Gas saturated reservoir and (c) water

saturated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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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큰 불확실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물-포화 불균질 저류층 모사 결과

(1) Case 1에 대한 모사결과

Table 5는 50개의 누적 층후, 수직 평균거리 및 스

팀챔버 면적을 의미한다. Case 1은 누적 층후는 크고

수직 평균거리는 작은 값의 시추공 자료에 근거해서

만든 불균질 저류층으로 전체 도메인의 누적 층후는

두꺼우나 수직 평균거리가 짧게 나타난다. 해당 Case 1

중, 재현 3과 재현 14는 누적 층후의 크기가 각각

24.12 m 및 24.02 m이고 수직 평균거리는 6.70 m 및

7.25 m로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주입정 상부에 얇은

점토 퇴적층이 수평으로 사질 퇴적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서 수직 방향으로의 스팀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

고 수평 방향으로의 스팀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60

Table 4. Cumulative length, vertical mean length and area

of steam chamber for gas-saturated zone

Realization
Cumulative 

Length(m)

Vertical 

Mean 

Length(m)

Area of steam 

Chamber(m2)

1 44.37 9.45 1,390

2 44.12 7.96 1,415

3 42.60 7.04 1,330

4 40.89 8.79 1,216

5 42.49 8.64 1,440

6 39.19 5.39 1,163

7 41.59 8.25 1,303

8 41.22 8.53 1,417

9 41.69 8.21 1,139

10 41.57 7.36 1,362

11 43.73 9.58 1,324

12 43.30 10.77 1,357

13 39.81 5.55 605

14 42.94 9.45 1,328

15 41.89 9.26 1,316

16 43.65 8.68 1,215

17 41.77 9.35 1,414

18 40.86 7.04 503

19 42.95 8.13 1,210

20 42.21 9.85 1,056

21 43.94 7.78 1,126

22 40.12 7.27 504

23 43.70 10.99 1,159

24 43.52 9.75 1,187

25 43.88 7.79 1,233

26 42.70 11.19 1.395

27 41.83 6.63 1.189

28 42.38 9.66 1.438

29 40.86 6.16 519

30 40.95 8.52 1,318

31 43.91 8.11 1,290

32 40.53 8.57 1,073

33 42.40 8.04 1,292

34 40.47 6.02 1,130

35 38.73 5.39 880

36 41.40 9.02 1,269

37 41.02 7.12 1,370

38 41.58 8.59 1,263

39 41.23 8.67 1,192

40 41.38 7.77 1,178

41 43.30 8.65 520

42 42.47 8.94 1,146

43 43.00 8.46 1,211

44 42.84 9.34 1,244

45 41.95 8.40 1,184

46 44.86 11.16 1,358

47 42.00 7.80 246

48 41.47 8.08 902

49 43.37 8.50 1,424

50 38.90 7.29 1,064

Average 42.07 8.34 1156

Fig. 6. (a) Scattergram based on size of steam chamber

versus mean length, (b) scattergram based on size of steam

chamber versus cumulative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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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지난 후에 목표 온도에 도달한 스팀챔버의 면적

은 재현 3 및 14의 경우 각각 1,193 m2 및 1,218 m2

로 균질한 경우의 스팀챔버 면적과 비교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작은 크기의 스팀챔버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 이를 통해 누적 층후의 두께는

두껍지만 수직 평균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으

로의 열전달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작은 면적의

스팀챔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2) Case 2에 대한 모사 결과

Fig. 8은 전체 도메인의 누적 층후는 작으나 긴 수

직 평균거리 값을 보이는 Case 2에 대한 결과 예시를

보여준다. Case 2의 경우, 누적 층후는 작고 수직 평

균거리는 큰 값의 시추공 자료에 근거해서 만든 불균

질 저류층으로 전체 도메인의 누적 층후는 작으나 수

직 평균거리가 크게 나타난다. 재현 25 및 49는 누적

층후 크기가 각각 19.52 m 및 18.65 m이고 수직 평

균거리는 13.56 m 및 10.09 m에 해당한다 (Table 6).

두 경우의 저류층은 오일샌드 저류층이 두껍게 존재하

고 있어서 수직 방향으로의 스팀전달이 활발히 이루어

졌고 또한 수평방향으로 오일샌드 저류층의 연결성도

양호하여 수평 방향으로도 스팀전달 또한 활발히 이루

어졌다. 60일이 지난 후, 목표 온도에 도달한 스팀챔버

의 면적은 재현 25 및 49의 경우 각각 2,371 m2 및

2,454 m2로 균질한 저류층에서의 스팀챔버 면적의 크

기와 비슷한 스팀챔버가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누적

층후는 얇으나 수직 평균거리가 큰 경우에 수직 방향

으로 열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져 목표온도에 도달하는

스팀챔버의 면적이 넓게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Case 1,2의 전체적인 분석 결과

총 100개의 물-포화 불균질 저류층의 스팀챔버 면적

은 균질 저류층의 스팀챔버 면적 (2,521 m2)보다 모두

작은 값을 보여준다 (Table 7). 이는 물성의 공간적 분

포가 불균질한 경우에는 스팀 주입 시 방해가 되는 요

소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ase 1의 경우, 총 50개의 누적 층후 평균이 총

100개의 모든 저류층의 누적 층후 평균값인 21.56 m

보다 1.35 m 크게 나타났지만 스팀챔버의 크기는 평

균값인 1,814.53 m2 보다 547.89 m2 작게 형성되었

다. 반면, Case 2의 누적 층후 평균은 20.21 m로 평

균값보다 작게 나타났지만 스팀챔버 면적의 크기는

2,362.42 m2로 평균값보다 큰 면적의 스팀챔버를 형성

하였다. 수직 평균거리를 비교하였을 때, Case 1의 수

Table 5. Cumulative length, vertical mean length and size

of steam chamber for water-saturated zone (Case 1)

Realization
Cumulative 

Length(m)

Vertical 

Mean 

Length(m)

Area of steam

Chamber(m2)

1 23.31 7.70 1276 

2 22.32 7.17 1341 

3 24.13 6.76 1193 

4 23.98 7.20 1226 

5 22.70 7.18 1281 

6 22.56 7.17 1302 

7 23.24 6.61 1193 

8 22.70 7.34 1261 

9 21.44 7.14 1314 

10 23.91 6.51 1171 

11 22.48 6.72 1211 

12 22.85 7.56 1326 

13 22.77 7.48 1212 

14 24.03 7.25 1218 

15 21.90 7.19 1355 

16 22.93 7.16 1266 

17 23.24 7.08 1265 

18 22.64 6.65 1270 

19 21.80 7.15 1310 

20 23.07 7.80 1244 

21 22.76 6.68 1208 

22 23.19 7.47 1264 

23 23.15 6.77 1187 

24 22.41 6.54 1346 

25 22.31 7.20 1294 

26 22.26 6.91 1302 

27 23.13 6.68 1301 

28 23.95 6.68 1218 

29 23.43 7.21 1291 

30 23.79 6.60 1203 

31 23.42 7.38 1268 

32 22.03 6.92 1272 

33 23.76 8.16 1212 

34 23.45 7.26 1199 

35 22.19 6.71 1354 

36 22.55 7.71 1305 

37 23.96 6.74 1148 

38 21.79 6.21 1405 

39 22.21 6.82 1372 

40 23.17 6.88 1331 

41 22.77 7.29 1303 

42 22.60 6.96 1265 

43 22.51 7.15 1308 

44 23.45 6.48 1273 

45 21.91 7.30 1305 

46 22.56 7.31 1303 

47 23.11 6.78 1268 

48 23.86 7.34 1214 

49 23.44 7.05 1218 

50 22.58 7.42 1160 

Average 22.91 7.07 12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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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평균거리 평균값은 7.06 m로 100개 저류층의 수직

평균거리 평균인 9.43 m보다 작으며, 이 때의 스팀챔

버 면적 또한 평균값보다 작게 형성되었다. Case 2의

경우, 수직 평균거리의 평균이 11.80 m로 100개 저류

층의 수직 평균거리 평균값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이때

의 스팀챔버의 면적 또한 평균값보다 크게 나타났다. 

스팀챔버 면적과 누적 층후와의 상관 계수는 –0.9338

로 나타났으며, 스팀챔버 면적과 수직 평균거리간의 상

관계수는 0.9512로 산정되었다 (Fig. 9). 수직 평균거

리와 스팀챔버 면적과의 상관계수가 더 큰 값을 보이

며, 이는 스팀챔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수직 평균거

리가 누적 층후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을 의

미한다. 이에 대한 보다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 100개

의 재현 중 누적 층후는 비슷한 범위에 속하지만 수직

평균거리가 다른 경우인 Case 1에서 재현9 및 15와

Case 2의 재현 11 및 재현 38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

다. 선택된 네 가지의 누적 층후는 21.44 m, 21.90 m,

21.46 m, 및 21.01 m로 평균 약 21 m로 나타났으며

수직 평균거리는 7.14 m, 7.19 m, 10.85 m, 및 12.28 m

로 나타났다 (Table 8). 

Case 2의 재현 38의 경우, 누적 층후는 평균값인

21.56 m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팀챔버 면적의 평균

값보다 543 m2 더 넓게 발달하였으며 이때, 해당 재

현의 수직 평균거리는 평균값인 9.43 m 보다 2.85 m

Fig. 7. (a) Distribution of conducting and capping media and (b) steam cahmber of 60 days after for realization 3 and 14

(Case 1).

Fig. 8. (a) Distribution of conducting and capping media and (b) steam chamber of 60 days after for realization 25 and 49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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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길게 나타났다. 또한 Case 1의 19번째 재현은 수

직 평균거리가 7.19 m로 평균값보다 낮고, 누적 층후

는 21.90 m로 평균값보다 높은 값을 가졌으나, 해당

재현의 스팀챔버 면적은 평균값보다 459 m2 작게 발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스팀챔버의 면적은 누

적 층후보다 수직 평균거리에 더 민감하게 규제되며,

수직 평균거리가 길어질수록 스팀챔버의 면적이 증가

하며 같은 두께의 누적층후를 보여도 스팀챔버의 면적

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Fig. 10).

Table 6. Cumulative length, vertical mean length and size

of steam chamber for water saturated zone (Case 2)

Realization
Cumulative 

Length(m)

Vertical 

Mean 

Length(m)

Area of steam 

Chamber(m2)

1 20.34 11.96 2195 

2 19.66 11.05 2419 

3 20.55 11.50 2344 

4 19.56 11.84 2285 

5 20.02 11.03 2409 

6 20.65 10.55 2279 

7 19.87 10.87 2411 

8 20.63 11.17 2339 

9 19.78 11.04 2382 

10 20.70 11.67 2335 

11 21.46 10.85 2177 

12 19.50 11.10 2383 

13 19.91 11.19 2457 

14 20.63 11.96 2419 

15 20.25 11.56 2366 

16 21.11 11.60 2214 

17 20.13 10.95 2411 

18 19.65 11.04 2461 

19 20.77 11.56 2338 

20 19.43 13.86 2466 

21 20.08 11.70 2405 

22 20.43 11.51 2389 

23 20.50 11.24 2378 

24 19.70 13.93 2376 

25 19.52 13.57 2371 

26 20.24 10.94 2333 

27 20.91 11.41 2399 

28 20.38 11.80 2348 

29 19.71 11.97 2415 

30 19.50 13.54 2381 

31 20.20 13.98 2407 

32 21.24 10.60 2198 

33 19.83 12.05 2452 

34 20.35 11.78 2380 

35 21.06 10.44 2194 

36 20.54 13.04 2331 

37 20.46 11.44 2372 

38 21.01 12.28 2358 

39 20.16 12.26 2433 

40 20.78 12.49 2373 

41 19.80 13.58 2430 

42 20.41 11.73 2380 

43 20.92 12.72 2294 

44 19.96 13.56 2401 

45 19.52 10.39 2310 

46 19.85 11.77 2328 

47 21.10 10.73 2234 

48 19.63 11.26 2480 

49 18.65 10.09 2454 

50 19.48 13.67 2427 

Average 20.21 11.8 2362.42

Table 7. Average of cumulative length, vertical mean

length and size of steam chamber for water saturated zone

(two cases and total)

Average Case 1 Case 2 Total

Cumulative 

length [m]
22.91 20.21 21.56

Vertical Mean 

length [m]
7.06 11.8 9.43

Area of steam 

chamber [m2]
1,266.64 2,362.42 1,814.53

Fig. 9. Three dimensional scattergram from mean length,

cumulative length and steam chamber size.

Table 8. Average of cumulative length, vertical mean

length and size of steam chamber for four realizations of

water saturated zone

Realization 9 15 11 38

Cumulative 

length [m]
21.44 21.90 21.46 21.01

Vertical Mean 

length [m]
7.14 7.19 10.85 12.28

Area of steam 

chamber [m2]
1,314 1,355 2,17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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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일샌드에서 비투멘 회수를 위한

SAGD 공법의 개발 최적지를 선정하고자 새로운 척도

인 수직 평균거리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

시하였다. 

SAGD 공법을 이용하여 오일샌드 개발 시, 스팀을

주입하면 스팀챔버가 형성되고 이로 인하여 유동성이

확보된 비투멘을 회수하므로 스팀챔버가 최대인 지역

을 적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오일샌드 저류층 내의 저

투수층은 스팀챔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

투멘 생산을 저해한다. 오일샌드 저류층과 저투수층의

분포양상, 비투멘 샌드층과 저투수층의 연장성 등 다

양한 지질특성이 스팀챔버 형성에 미친다. 따라서 오

일샌드 저류층 내 비투멘 샌드층의 수직 방향으로 얼

마나 연속적으로 존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오일샌

드 개발 적지 선정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다. 

비정규적 오일샌드 저류층 및 저투수층 분포양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계론적 지구통계기법인 GCMC 모

델을 적용하여 2차원의 다양한 불균질 저류층을 기체

및 물-포화 저류층 조건에서 구성한 후, 고온·고압의

증기 주입 모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척도인

누적층후 및 수직 평균거리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스

팀챔버 발달 양상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수직

평균거리를 오일샌드 개발을 위한 최적지 선정 척도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체-포화 저류층 및 물-포화 저류층 조건

모두의 경우에서 누적 층후보다 수직 평균거리와 스팀

챔버 면적 간의 상관계수가 더 큰 값을 보임을 확인하

였다. 또한, 같은 두께의 누적 층후를 가짐에도 오일샌

드 저류층의 수직 평균거리에 따라 다양한 면적의 스

팀챔버를 형성하였다. 이는 저류층이 저투수층과 반복

적으로 교호하는 구조의 경우, 누적층후는 이러한 분

포 특성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스팀챔버를 형성

하는데 있어서 수직 평균거리가 누적 층후보다 상대적

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욱 신뢰성 있는 오일샌드 개발 적지 선정

Fig. 10. (a) Distribution of media and (b) steam chamber of 60 days after for Case 1 (realization 9, 15) and Case 2

(realization 1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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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누적 층후를 이용한 기존의 방법론뿐만 아니

라 수직 평균거리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하 매질 분포 양상이 보다

단순화된 2가지 매질과 한정된 상황만을 고려하였으므

로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추

가적인 매질 및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가상 도메인 및

실제 현장 자료를 활용한 상호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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