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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은 셰일 저류층의 가스 생산량 산출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함유층 내의 파쇄범위 연결성을 특성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셰일 

저류층의 가스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는 파쇄범위의 기하학적 구조와 

비균질한 물성의 반영여부에 좌우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격자 크기를 50 

ft로 하여 격자 내 미소지진파 자료의 밀도에 따라 유체투과율을 특성화하여 

파쇄범위의 구조와 물성을 고려하였다. 이는 실제 생산현장에서 수압파쇄 

간격을 50 ft 보다 크게 운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수압파쇄 간격이 15 ft 수준까지 작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방식 

적용 시 한 격자 내에 2~3개 이상의 수압파쇄 구간이 존재하여 미소지진파 

자료가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소지진파 분포 격자 간 

연결성을 고려하여 작은 크기의 격자 환경에서도 파쇄범위의 크기와 

궁극가채량을 산출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파쇄범위 내의 각 격자간 

유체투과도를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한 히스토리 매칭 기법을 통하여 

보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격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파쇄범위의 크기가 감소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였고,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생산량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법으로 격자 크기에 따른 생산량 오차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격자 크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격자 크기 조건에서도 

기존 기법과 달리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예측함으로써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불균질한 특성의 셰일가스 저류층에 대한 궁극생산량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파쇄범위, 미소지진파, 유전 알고리즘, 민감도 분석  

학  번 :  2015–2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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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셰일 저류층은 전통적인 저류층보다 낮은 유체투과도 분포 특성을 가진 

저류층이다. 2000년대 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셰일 저류층 개발이 본격화 

되었으며 2016년 현재 미국 내 천연 가스 생산량의 약 60%를 셰일 

저류층에서 생산하고 있다(EIA, 2016). 낮은 유체투과도를 가진 셰일 저류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평정을 이용한 수압파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압파쇄로 생성된 파쇄대 중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구역을 파쇄범위(SRV, 

stimulated reservoir volume)라 하며 이를 신뢰도 있게 산정하는 것은 셰일 

저류층의 생산량 예측 시 그 정확도에 영향을 미친다. 

파쇄범위의 개념이 정립되기 전, 많은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인 양날개 

균열(bi-wing fracture) 모델을 사용했다(Chu et al, 2012). 양날개 균열 모델은 

수평정을 중심으로 등 간격으로 배치된 단일 평판형의 파쇄범위 모델이며, 

수평정에 평행한 방향의 응력이 수평정에 수직한 방향의 응력에 비해 크게 

강한 경우 생기는 균열을 모사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양날개 균열 모델은 

수평정과 수직한 방향의 균열만 발생하고 균열 주위 유체투과도는 변화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평정 주변에서 방향에 따른 응력 차이가 크지 않은 

일반적인 저류층에선 수압파쇄로 인해 비균질한 균열이 형성되고 주변의 

유체투과도 또한 증진된다. 따라서 실제 저류층에 양날개 균열 모델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Albright와 Pearson (1982)은 파쇄범위 개념을 

도입하였다. 저류층의 암석역학적 특성 및 응력 분포가 상대적으로 균일할 

때는 수압파쇄로 인한 균열이 수평정의 수직 방향 외에도 발생하며, 

수압파쇄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균열을 포함하는 영역 모두를 파쇄범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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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다. 이후 Agarwal 등 (1998)과 Bello 등 (2008)은 수평정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주위에 직육면체 모양으로 파쇄범위를 설정하고 

파쇄범위 내에서는 수평정과의 거리나 수압파쇄 정도에 상관 없이 일정한 

유체투과도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제안한 파쇄범위 모양 및 유체투과도 

분포는 실제 저류층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파쇄범위의 비균질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또한 균열 반길이에 따라 파쇄범위의 크기와 궁극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Xie 등 (2012)은 수평정에서 수직한 방향의 균열을 모사하고 이후 

미소지진파 자료를 통하여 균열 반길이를 보정하고 저류층 내 압력과 생산량 

정보를 바탕으로 타원체(ellipsoid)의 파쇄범위 모델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파쇄범위가 균열 반길이에 따라 크게 달라져 

불확실성이 큰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수평정에서 가장 거리가 먼 미소지진파 

자료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균열 반길이로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적인 파쇄범위를 모사할 수 있다. 하지만 파쇄범위 모델에 하나의 

유체투과도 값을 배정하여 실제 파쇄범위의 파쇄된 정도나 수평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비균질한 유체투과도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량 예측 

신뢰도가 낮은 한계가 있다.  

Novlesky 등 (2011)은 실제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직육면체 형태의 파쇄범위 모델의 한계 보완을 위해 미소지진파 자료를 

이용하여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파쇄범위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수압파쇄 시 균열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봉투(Envelope) 모델로 파쇄범위의 기하학적 구조를 반영한 것이며 

기존의 직육면체 모양의 파쇄범위보다 실제 저류층의 파쇄범위의 기하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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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예측 신뢰도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저류층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는 파쇄된 정도와 수평정으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비균질한 값을 가지는 것과 달리 제안한 방법에선 파쇄범위 내의 

유체투과도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비균질한 유체투과도 값을 

가진 일반적인 셰일 저류층의 미래 생산량 예측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Suliman 등 (2013)은 미소지진파 자료를 활용하여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영역을 파쇄범위로 가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제안한 방법들이 

파쇄범위 내의 모든 유체투과도 값을 일정하게 설정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격자 크기가 50ft인 저류층 모델 상에 미소지진파 자료의 밀도에 따라 

파쇄범위를 3가지로 구분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 현장에서 주로 

50ft 보다 큰 수압파쇄 간격을 사용했기 때문에 미소지진파 자료가 중첩되지 

않아 미소지진파 자료의 분포 밀도를 활용한 파쇄범위 모델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으로 multi-stage/multi-cluster 방식이 도입되어 

수압파쇄 간격이 기존보다 좁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압파쇄 간격을 

30ft까지 좁게 운영하고 있다(Lei et al, 2016). 향후 수압파쇄 간격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격자 크기가 작아져도 생산량 예측 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방법이 요구된다. Suliman이 제안한 기존의 방법은 격자 

간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자의 크기가 작아질 경우, 

궁극가채량 예측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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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셰일 저류층의 생산량 예측 시 파쇄범위의 기하학적 구조 및 파쇄범위 

내의 비균질한 유체투과도 분포 특성을 반영하여 저류층 모델을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의 양날개 균열 모델의 경우 실제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비균질한 유체투과도 분포 특성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 

 

2)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파쇄범위를 정의하는 

예측법은 기존의 방법들 보다 파쇄범위의 실제 기하학적 구조를 반영하여 

생산량 예측 시 불확실성을 줄였다고 할 수 있으나 미소지진파 자료를 모두 

포함하는 파쇄범위 정의 특성 상 생산량을 크게 예측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체투과도를 하나의 값으로 설정하여 비균질한 유체투과도 분포를 가진 

일반적인 저류층에 대해 예측 성능이 낮다. 

 

3) 미소지진파 자료의 밀도 분포를 이용하여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 값을 

비균질하게 산정하는 방법은 파쇄범위의 실제 기하학적 구조와 파쇄범위 내 

비균질한 유체투과도 값을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격자 크기를 

50ft로 설정하였으며 격자간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아, 격자 크기에 따라 

예측성능이 저하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과 이와 수평정 사이를 

연결하는 영역을 파쇄범위로 가정하여 실제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모사하고 수평정과의 근접성에 따라 유체투과도 값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파쇄범위의 비균질성을 모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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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투과도 값을 계산할 때 직선 분석법을 사용하여 실험자료가 없어도 

생산량에 기반하여 유체투과도 값을 계산하였다. 이에 더하여 생산 예측 

성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히스토리 매칭을 

수행하여 유체투과도 값을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격자의 크기에 따른 

생산량 예측성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연구 대상 저류층 모델에서 

생산량 예측 성능과 연산 시간 등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 격자 크기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방법인 Suliman 모델과 비교하여 다양한 

격자 크기의 조건에서 제안 기법이 기존 기법에 비해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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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파쇄범위 예측 기법 

 

파쇄범위란 매우 낮은 유체투과도를 가지는 셰일 저류층에서 수압파쇄로 

생성된 대균열망을 말한다. 전통적인 방식에선 단일 평판형의 파쇄범위 

모델의 균열 반길이와 전도도가 유정 자극의 효과를 표현하는 주요 인자였던 

것과 달리 셰일 저류층에서는 수압파쇄로 인해 다층의 복잡한 균열망이 

생성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균열 반길이로는 유정 자극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유정의 생산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Mayerhofer et al., 

2010). 기존에 사용하던 파쇄범위 예측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셰일 가스 

개발 초기에 사용하던 양날개 균열 모델부터 미소지진파 자료를 사용하여 

미소지진파 자료가 분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가정한 모델, 미소지진파 

자료가 분포하는 지역 연결성을 고려하는 모델 등이 있다. 

 

(1) 양날개 균열 모델 

 

기존의 파쇄범위를 산정하는 기법 중 초기의 형태로 수평정과 평행한 

방향의 응력이 다른 응력에 비해 강한 경우를 가정한 모델로 Figure 2.1 (a)와 

같이 수평정을 중심으로 동 간격의 균일한 판형의 파쇄범위를 모사한다.  

수압파쇄 인자인 균열 반길이에 의해 파쇄범위가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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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길이를 적절하게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량 예측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 

미소지진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면, 균열 반길이를 미소지진파 자료가 

위치한 지점까지로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2) 미소지진파 자료가 분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모델 

 

미소지진파 자료가 관측된 위치까지 자극되어 파쇄범위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하는 모델로 Figure 2.1 (b)와 같다 (Suliman et al., 2013).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모사할 수 있다. 다만 미소지진파 자료가 분포한 격자 

사이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상의 격자 크기에 따라 

격자 크기가 크면 격자 내 한지점에 미소지진파 자료가 있어도 전체 격자가 

자극된 것으로 정의하여 파쇄범위가 과대 예측되며, 격자 크기가 작으면 

자극된 격자 사이의 연결성이 고려되지 않아 외부의 자극 격자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생산량을 과소 예측하게 된다.  

 

(3) 미소지진파 자료가 분포하는 지역들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모델 

 

미소지진파 자료가 분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설정하는 방법과 달리 

Figure 2.1 (c)와 같이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의 균열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며,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도 

수압파쇄의 효과를 가정하여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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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모사할 수 있으며 기존의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설정한 방법은 격자의 

크기, 즉 해상도에 따라 생산량 예측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해상도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파쇄범위 내 일정한 

유체투과도를 가정하여 생산량 예측 시 정확도가 떨어진다.  

 

 

 

 

(a) Bi-w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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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uliman model. 

(c) Envelope model. 

Figure 2.1 Schematic diagrams of the Stimulated Reservoir Volumes (SRV) defined by three 
different models under 50ft grid size condition in CMG sim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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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균질 유체투과도 예측 기법 

 

셰일 저류층의 개발을 위하여 수압파쇄가 선행되어야 하며 저류층에 

다량의 프로판트와 파쇄수를 주입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저류층 내에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자연 균열이 다시 확장하게 되며 자연 균열과 

인공균열이 결합한 균열망이 형성된다. 저류층 내의 암석역학적 물성 차이 

등에 의해서 균열망 내부 역시 비균질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파쇄범위 내 비균질성을 묘사하는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미소지진파 자료 밀도에 따른 유체투과도 예측 기법 

 

Suliman 등 (2013)이 제안한 방법에 따르면 유체투과도 등 파쇄범위 내의 

비균질한 특성은 미소지진파 분포 자료의 밀도를 사용하여 정량화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선 시뮬레이션 시 한 격자 내에 존재하는 미소지진파 

자료 밀도를 기준으로 파쇄범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미소지진파 

자료 밀도에 따라 구분한 3가지 파쇄범위는 각각 직선 분석법(straightline 

analysis)으로 구한 유체투과도 값을 갖는다. 직선 분석법은 일반적으로 셰일 

저류층의 유동 양상 식별과 저류층 내 물성 특성화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생산량으로 정규화한 압력(rate normalized pressure)과 물질평형시간(material 

balance time)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저류층 특성 값을 계산한다(Clarkson, 2013).  

직선 분석법으로 각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 값을 계산하기 위해 

생산량으로 정규화한 압력과 물질평형시간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식 



 

- 11 - 

 

(2.1)부터 식 (2.4)을 통해 각각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Samandarli et al., 2012). 

Figure 2.2와 같이 생산량으로 정규화한 압력과 물질평형시간의 제곱근에 대한 

그래프에서 기울기의 변화를 기준으로 세 구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유정 인근에 위치하여 초기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구간, 중간에 위치하여 

저류층의 궁극 가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구간, 마지막으로 생산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점의 생산을 담당하는 구간을 의미한다. Figure 2.3과 

같이 각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 값은 각 구간에서의 생산량으로 정규화한 

압력과 로그 물질평형시간의 그래프를 그린 후 기울기와 저류층 물성값을 

이용하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 값을 계산할 수 있다.  

 

m 2  (2.1) 

  

RNP
m

 (2.2) 

  

 (2.3) 

  

163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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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의사 압력(pseudo-pressure), /  

  : 초기 압력(initial pressure),   

  : 정저 압력(bottom hole pressure),  

  : 압력(pressure),   

  : 점성도(viscosity),  

   : 가스 압축계수(gas compressibility factor),  

RNP  : 생산량으로 정규화한 압력(rate normalized pressure), ∙ / ∙  

  : 생산량(rate at time t), /day 

 : 누적생산량(cumulative rate at time t), /  

  : 물질평형시간(material balance time),  

   : 파쇄범위 유체투과도(SRV permeability),   

   : 저류층 온도(reservoir temperature), °   

   : 파쇄범위 그래프 기울기(slope of straight line),  

   : 저류층 두께(reservoir net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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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Flow regimes of three different periods. 

(The graph is divided in three different periods as the slope changes.) 

 

 

Figure 2.3 Straight-line analysis for permeability calculation. 
(The permeability of SRV is calculated by the slope of tren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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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정과의 거리 기반 유체투과도 배정 방법 

 

낮은 유체투과도 특성 상 셰일 저류층의 유체는 연결된 균열 사이만 

유동하며 따라서 그 연결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수압파쇄 시 발생하는 

균열의 폭은 Figure 2.4와 같이 수평정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용프로그램 상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격자로 공간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균열의 폭이 줄어드는 현상을 모사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상용프로그램 상에서 나타내기 위해 각 격자의 

유체투과도에 수평정과의 근접성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평정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그 값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균열 폭이 감소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구현할 수 

있다. Figure 2.5는 이를 상용 프로그램 상에 나타낸 파쇄범위 모델로 파쇄범위 

중앙의 수평정과의 거리에 기반하여 유체투과도를 차등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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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Fracture width of ideal case (left), simulation case (center) and proposed case 

(right). (The heterogeneity of permeability in SRV based on the distance from horizontal 

well is considered in proposed model.) 

 

 

Figure 2.5 Modeling of basic SRV (left) and revised SRV (right) with permeability weighted 

on distance from horizonta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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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소지진파 

 

미소지진파는 수압파쇄로 인한 지하구조의 변형이나 파괴가 발생할 경우, 

동반되는 작은 크기의 지진파로 미소지진파 자료의 관측을 통해 저류층 내의 

대균열망의 분포를 파악하여 파쇄범위의 기하학적 구조 및 저류층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Clarkson, 2011). Figure 2.6은 미소지진파 자료 관측 

모식도이다. 일반적으로 탄성파 탐사가 지상이나 해상의 장비로부터 

송출되는 지진파가 지하 구조의 경계에 부딪혀 돌아오는 반사파를 관찰하여 

지하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과 달리 미소지진파 자료 관측은 대상 수평정 

인근의 관측정에 수진기(Receiver) 등의 장비를 설치하여 관측한다. Figure 

2.7은 CMG에서 제공하는 미소지진파 자료로 총 4단계의 수압파쇄 과정에서 

관측된 2986개의 관측 자료가 기록되어 있다. 관측된 미소지진파 자료를 

3차원 공간에 도시할 경우 시뮬레이션(CMG) 상에서 활용가능하며, 이 때 

추가적으로 지진파 강도, 관측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층의 파쇄범위와 

파쇄와 관련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소지진파 자료를 이용할 경우, 수압파쇄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자료 측정 시 불확실성 역시 가지고 있다. Warpinski (2009)는 

미소지진파 측정 시 P파와 S파의 속도 차이로 인해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미소지진파가 관측정으로부터 먼 곳에서 측정될수록 

불확실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Figure 2.8과 같이 관측정에서 500 ft 떨어진 

미소지진파 자료는 비교적 그 위치를 균일하게 예측하는 반면, 거리가 1,000 

ft보다 멀어지게 될 경우 미소지진파의 위치 예측 성능이 저하되어 

관측정으로부터 거리와 심도가 넓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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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지진파 자료 관측 시, 실제 주시(travel time)와 계산한 주시 사이의 

차이가 약 1,000분의 1초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불확실성 오차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CMG사의 미소지진파 

자료는 관측된 주시와 계산한 주시 간의 차이가 모두 1,000분의 1초 

미만으로 오차 발생 확률이 낮으며 관측정으로부터 모든 관측 지점이 500 ft 

이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소지진파 자료가 모두 수압파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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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chematic diagram of microseismic event distributions. 

(Microseismic signals are captured by receivers in observation well.) 

 

Figure 2.7 Distributions of microseismic event data (CMG data). 

(Microseimic event data provided by CMG consist of 4 stage and 2986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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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Uncertainty of microseismic data regarding distance from observation well. 

(Uncertainty of microseismic data grows with distance from observation well in aspect of 
depth an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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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전 알고리즘 

 

유전 알고리즘 기법은 John Holland (1975)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최적화 기법으로, 돌연변이와 생물학적 진화 원리로부터 고안된 비변화율 

기반의 히스토리 매칭 기법인 진화알고리즘(EA, evolutionary algorithm)의 한 

방법이다. 유전 알고리즘의 원리는 주변 환경에 적응한 우수한 생명체가 

생존하여 자신의 특성을 유전자에 남겨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방식의 

진화론적 가설에 기반한다(최종근, 2013).  

Figure 2.9는 유전 알고리즘의 흐름도를 보여준다. 유전 알고리즘에서 

해집단의 해의 수를 n이라고 하면. 먼저 n개의 해를 임의로 생성하고 

해집단으로부터 k개의 새로운 해를 만들어낸다. 이때 각각의 해는 

선택(selection), 교차(crossover), 변이(mutation)의 단계를 거쳐 재생산된다. 

새롭게 만들어진 k개의 해는 해집단 내의 더 열등한 k개의 해와 대치되며 

이러한 과정을 임의의 정지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수행한 후 해집단에 남은 

해 중 가장 좋은 해를 답으로 삼는다(문병로, 2008). 일반적으로 변이(mutation) 

인자들을 균등 임의 추출(random uniform sampling)하고 변수들을 

재생산한다(Oliver, 2011). 기존의 최적화 알고리즘들과는 다르게 유전 

알고리즘은 목적함수의 미분이나 특별한 수학적 연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점에 의한 탐색 대신 개체의 집합인 개체군에 의한 병렬 탐색을 통해 해를 

찾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저류층 특성화에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Romero 

등(2001)이 10개의 층을 갖는 복잡한 합성 저류층에 유전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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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단층 전달률(fault transmissibilities), 유정 스킨(skin) 등의 저류층 

물성을 최적화한 사례가 있다.  

 

Figure 2.9 Flow chart of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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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쇄범위 특성화를 통한 생산량 예측법 개발 
 

이 연구에서는 미소지진파 자료가 관측되는 지역과 수평정 사이의 지역 

모두를 포함하는 공간을 파쇄범위로 설정하여 저류층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모사하고 이에 더하여 수평정과의 근접성에 따라 가중치를 두어 

파쇄범위 내의 비균질한 유체투과도 분포를 반영하였다. 이후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히스토리 매칭을 통해 이 값을 보정하여 최종적으로 가스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Figure 3.1은 파쇄범위를 산정하고 

생산량을 예측하는 제안 방법의 순서도이다. 미소지진파 자료의 분포를 

이용하여 비균질한 파쇄범위 기하학적 구조를 반영한 모델을 제작하고 이후 

미소지진파 자료의 분포와 수평정으로부터의 거리 기반으로 파쇄범위 내의 

비균질한 유체투과도 분포를 모사한다.  

이 연구는 미소지진파 자료의 분포와 히스토리 매칭을 이용하여 실제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모사하고 유체투과도 분포를 비균질하게 

산정하여 기존 방법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한다. Figure 3.2는 기존의 방법인 

양날개 균열 모델과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소지진파 자료의 분포만을 

고려하는 모델의 순서도이다. 양날개 균열 모델은 미소지진파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방식으로 양날개 균열의 유체투과도 값을 

수평정으로부터의 거리나 파쇄 정도와 상관없이 같은 값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파쇄범위 모사 성능이 떨어지며 그 결과 가스 생산량 예측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미소지진파를 사용하여 파쇄범위 내에 다양한 

유체투과도 값을 배정하는 기존의 방식은 연결성을 고려하는 대신 저류층 

내의 격자의 한 변을 50ft로 두었으며 이 경우 미소지진파 자료가 격자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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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에만 존재하여도 격자 전체가 자극된 것으로 판단하여 생산량을 과다 

예측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저류층 모델의 해상도를 높여 격자의 크기가 

작아질 경우, 미소지진파 분포 자료 간의 연결성이 고려되지 않아 실제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파쇄범위의 크기를 더 작게 예측하고 그 결과 생산량 

예측 성능 또한 크게 저하된다.  

  이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미소지진파 자료와 수평정 사이의 연결성을 

가정한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파쇄범위의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를 모사하고 

균열 폭이 수압파쇄 지점에서의 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수평정과의 

근접성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사하였다. 우선 미소지진파 자료 분포 

자료를 이용하여 미소지진파가 있는 격자를 파쇄범위로 정의한다. 이후 

수평정의 생산 및 압력 자료를 통해 직선 분석법으로 파쇄범위 내에 

유체투과도 값을 배정한다. 각 파쇄범위의 격자와 수평정 사이에 존재하는 

격자를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파쇄범위로 설정하고 수평정과의 거리에 따라 

유체투과도 값을 차등 부여한다. 이를 통해 최초의 저류층 모델을 구축하고 

저류층 시뮬레이터(CMG)를 통해 가스 생산량을 구한다. 또한 현장의 

코어자료와 동적 연결성 실험자료가 없는 대신 시뮬레이션을 통한 예측 값과 

실제 생산자료 값의 차를 목적함수로 하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해 히스토리 

매칭을 수행하여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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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Flow chart of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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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Flow chart of the conventiona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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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 필드와 대조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생산자료와 미소지진파 자료는 CMG사에서 제공한 

교육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Figure 4.1과 같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5년 동안의 생산자료와 수압파쇄를 통해 관측된 2,986개 미소지진파 자료를 

포함하며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미소지진파 자료 외의 다른 저류층 물성 및 

지질학적 구조에 대한 정보 역시 CMG사의 교육용 자료를 기반으로 

가정하였다 (Table 4.1). 미소지진파 자료의 경우 지진규모(magnitude)와 

모멘트(moment) 등의 미소지진파 자료 물성을 기준으로 이상 값을 

제외하였다. 저류층 크기는 가로 1,250ft, 세로 1,000ft, 두께 450ft로 설정하여 

모든 미소지진파 자료가 포함되게 하였으며, 격자 크기는 50ft, 30ft, 25ft, 20ft, 

15ft, 10ft로 변화를 주어가며 격자 크기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저류층 초기 압력은 1,500psia, 공저압력은 500psia로 설정하였으며 공극률은 

모든 격자에서 동일하게 0.03으로 가정하였다. 기존의 방식인 미소지진파 

자료의 밀도 분포를 이용한 파쇄범위 모델, 양날개 균열 모델과 제안 모델의 

생산량 예측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 때,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 값은 직선 

분석법으로 구한 값으로 가정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에 사용한 인자 및 

설정은 Table 4.2와 같다. MATLAB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이용해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히스토리 매칭을 수행했으며 초기 모집단 수는 30개이고 총 

20세대를 거치면서 최적화하였다. 유전 알고리즘에 사용한 목적함수는 CMG 

GEMS에 의해 계산된 가스 생산량과 실제 생산자료 값을 비교하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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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과 같이 단일 목적함수로 설정하였다. 은 CMG GEMS를 통해 계산된 

가스 생산량, 는 생산자료 기반 가스 생산량, 은 관측점의 수이다. 

f x  (4.1) 

 

  : CMG GEMS를 통해 계산된 가스 생산량 

  : 실제 가스 생산량 

n  : 관측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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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Reservoir and fluid properties of the reference field 

Reservoir and fluid properties Value 

Reservoir size,  1250×1000×450 

Grid size,   10-50  

Reservoir depth,  3,380 

Initial reservoir pressure,  1,500 

Wellbore pressure,  500 

Reservoir temperature,  100 

Matrix porosity,  0.03 

Matrix permeability,  0.0001 

Rock density,	 /  120 

Gas viscosity,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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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Summary of the GA parameters 

GA parameters Value 

Population type Double vector 

Crossover fraction 0.8 

Migration fraction 0.2 

Migration interval 10 

Population size 30 

Generation size 20 

 

 

Figure 4.1 Gas production rate of the referen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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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파쇄범위 특성화  

 

4.2.1 직선 분석법을 통한 유체투과도 예측   

 

수압파쇄로 형성된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 값을 예측하기 위해 저류층의 

생산 및 압력 자료를 이용해 직선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에서는, 

저류층의 생산 자료와 압력자료를 이용하여 생산량으로 정규화한 압력과 

물질평형시간의 제곱근에 대한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 변화를 이용하여 

3가지 파쇄범위의 구간을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격자에 유체투과율 값을 

배정하였다. 또한 단일 유체투과도 값을 배정하는 기법에서는 RTA로 구한 

유체투과도를 사용하였다.  

직선분석법을 통하여 생산 기간을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미소지진파 

밀도 순으로 생산량으로 정규화한 압력과 로그 물질평형시간 그래프 상에서 

기울기가 8171.8, 75474, 237055로 측정되었다 (Figure 4.2 - 4.6). 이 값을 토대로 

식 (2.4)를 통해 각각의 격자에 0.24896 md, 0.02698 md, 0.00859 md의 

유체투과도 값을 배정하였다. 제안한 방법인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과 수평정을 연결한 지역까지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에서는 이 

직선방정식에서 얻어지는 유체투과율 값을 수평정과의 거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파쇄범위 모델을 제작하였다.  

 



 

- 31 - 

 

 

Figure 4.2 Flow regimes of three different periods. 

 

 

Figure 4.3 Permeability calculation of grids with high microseismic data density with 

Straight-li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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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Permeability calculation of grids with middle microseismic data density with 

Straight-line analysis. 

 

 

Figure 4.5 Permeability calculation of grids with low microseismic data density with 

Straight-lin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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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생산량 예측 성능 평가 

 

파쇄범위를 특성화하는 3가지 방법인 양날개 균열 모델로 파쇄범위를 

가정하는 방법,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과 

수평정을 연결한 지역까지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의 생산량 예측 성능을 

비교해보았다. 각 방법으로 구한 파쇄범위의 크기는 격자크기 50 ft를 

기준으로, 양날개 균열 모델의 경우 27.5 MMscf,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의 경우 62.6 MMscf로 나타났으며,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과 수평정을 연결한 지역까지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의 경우 87.38 MMscf로 각각 상이하게 파쇄범위의 크기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가지 방법으로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는 Figure 

4.6과 같으며 실제 생산량과의 오차 평균은 Table 4.3과 같다. 생산 시작 시점 

이후 24개월 동안 제안한 방법이 36.49%의 오차를 보였으며,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소지진파 자료의 밀도에 따라 유체투과도 값을 배정한 

방법의 경우, 생산량을 32.88% 과대 예측하였다. 두 방법 모두 미소지진파 

자료가 포함되는 격자를 파쇄범위로 정의하는 특성상, 격자의 크기를 50 ft로 

설정할 경우, 격자 내의 한 모서리에 미소지진파 자료가 있어도, 그 격자 

전체가 자극되었다고 판단하여 미래 생산량 예측 시 불확실성이 크다. 

전통적인 방식인 양날개 균열 모델의 경우, 파쇄범위의 크기가 두 방식에 

비해 작기 때문에, 생산량 예측 시 생산량을 과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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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Comparison of the production rates for the true data and three different SRV 

estimation methods. 

 

 

Table 4.3 Average errors of three different SRV estimation methods   

SRV estimation methods 
Average error with 

true data 

Bi-wing model 39.62% 

Suliman model  32.88% 

Proposed model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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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격자 크기에 따른 생산량 예측 성능 평가 

 

다양한 크기의 격자 범위에서 안정적인 생산량 예측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과 연결성을 고려한 제안 방법에 대하여 각각 30 ft, 25 ft, 20 ft, 

15 ft, 10 ft의 5개의 격자 크기에 대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기존 방법의 경우, 미소지진파가 분포하는 격자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격자 크기에 따라 생산량 예측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 격자 

크기가 작게 설정될 경우, 미소지진파 자료가 분포하는 격자 사이 공간은 

자극되지 않은 것으로 설정되어 유체의 흐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상에서 낮은 생산량을 보이게 된다. Figure 4.7과 Table 4.4를 보면, 

기존의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만을 파쇄범위로 가정하는 방법의 

경우 30 ft 격자를 이용하면 평균 오차가 23.46%로 생산량을 과소 예측하나 

25 ft와 그보다 작은 격자 크기를 가지는 모델들에선 그 과소 예측 폭이 

커지며 격자 크기를 10 ft로 설정한 모델의 경우 실제 생산 곡선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방법이 격자 사이의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파쇄범위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안 방법에 대해서도 격자 크기에 따라 생산량 예측 성능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제안 방법의 경우, 수평정과 미소지진파 자료가 있는 격자 

사이의 연결성을 가정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격자 크기가 감소하여도, 고립된 

자극 격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미소지진파가 존재하는 격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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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생산에 영향을 준다. Figure 4.8과 Table 4.5에서 볼 수 있듯이, 격자 크기 

15 ft 까지 실제 생산량과의 오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격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파쇄범위 외부의 과대 예측되는 부피에 대한 오차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방법에 비해 제안 방법은 안정적으로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9와 Figure 4.10은 5년의 생산 기간 동안 Suliman 모델과 제안 

모델의 파쇄범위 압력 감소를 보여준다. 제안 모델은 파쇄범위 전체에서 

압력 감소를 관찰할 수 있지만, Suliman 모델은 유정자극 범위 내의 격자 

중에도 실제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압력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격자가 

수평정과 먼 파쇄범위 외곽 지역에서 관찰된다. 그 결과 실제 기존 방법으로 

정의한 파쇄범위보다 실제 생산에 영향을 주는 파쇄범위의 크기는 더 작으며, 

생산량 예측 오차가 커지게 된다. 이에 반해 Figure 4.11과 4.12은 격자 크기가 

50ft인 파쇄범위 모델에서 시간에 따른 파쇄범위 내의 압력 강하를 

나타내는데 15ft 격자를 사용할 때와는 달리 두 방법 모두 파쇄범위로 

정의한 영역에서 전반적인 압력 강하가 나타난다. 그러나 Suliman 

모델에서는 파쇄범위 외곽의 고림된 격자에서 압력강하가 보이지 않으며, 

이는 미소지진파 자료가 있는 격자임에도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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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Comparison of the production rates for the true data and the Suliman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Table 4.4 Average errors of the Suliman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SRV estimation methods 
Average error with 

the true data 

Suliman model with 30 ft grid size 23.46 % 

Suliman model with 25 ft grid size 40.89 % 

Suliman model with 20 ft grid size 47.45 % 

Suliman model with 15 ft grid size 69.09% 

Suliman model with 10 ft grid size 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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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Comparison of the production rates for the true data and the proposed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Table 4.5 Average errors of the proposed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SRV estimation methods 
Average error with 

the true data 

Proposed model with 30 ft grid size 17.96 % 

Proposed model with 25 ft grid size 12.34 % 

Proposed model with 20 ft grid size  8.69 % 

Proposed model with 15 ft grid size  7.67 % 

Proposed model with 10 ft grid size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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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Pressure (psi) distributions in SRV of the Suliman model with 15 ft grid.  

 

 

 

Figure 4.10 Pressure (psi) distributions in SRV of the proposed model with 15 f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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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Pressure (psi) distributions in SRV of the Suliman model with 50 ft grid.  

 

Figure 4.12 Pressure (psi) distributions in SRV of the proposed model with 50 ft g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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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유체투과도 보정 평가 

 

이 절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히스토리 매칭으로 파쇄범위 내 

유체투과도 보정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미소지진파 자료가 있는 지역과 

수평정 사이를 모두 포함하고 수평정과의 근접성에 따라 유체투과도 값을 

보정하는 제안 방법과 격자간 연결성을 고려하지 않는 Suliman 모델을 서로 

비교하여 가스 생산량 예측 성능을 격자 크기를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인구수 30, 세대수 20의 유전 알고리즘을 통한 히스토리 매칭으로 24 개월 

간의 생산이력을 사용하여 총 60 개월 간의 생산량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방법과 제안 방법의 유체투과도 값을 보정하였다.  

Figure 4.13은 유전알고리즘을 통해 생성된 기존 Suliman 모델의 마지막 

세대의 가스 생산량 예측 성능을 나타낸다. Table 4.6은 히스토리 매칭 기간과 

생산량 예측 기간을 나누어서 현장 데이터와의 평균 오차를 보여준다. 

Suliman 모델의 경우, 격자의 크기가 15 ft보다 작아지면 가스 생산량 

예측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파쇄범위로 정의한 격자와 

수평정 사이의 연결성이 고려되지 않아 격자크기가 작아질 경우, 파쇄범위로 

정의하는 구역보다 실제로 생산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 파쇄범위의 크기가 더 

작게 형성되고 그 부피 감소 폭이 격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더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은 격자 크기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 예측 

성능이 불안정하다.  

Figure 4.14와 같이 제안한 방법의 경우, 격자와 수평정 사이의 연결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격자 크기가 달라져도 히스토리 매칭을 통해 안정적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7의 예측 오차를 통해 제안한 방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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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격자크기를 확인해보면, 격자 크기가 15 ft일 때 히스토리매칭 기간의 

평균 오차도 1.69% 로 제일 작았으며 다양한 격자 크기의 모델 중 유일하게 

히스토리매칭 이후 생산량 예측 기간의 오차가 히스토리매칭 기간의 

오차보다 작은 것을 확인하였다.  

실제 자료의 5년간의 누적생산량 값은 432.55 MMscf이며 기존의 방법과 

제안 방법을 이용하여 5년간의 궁극가채량을 예측한 결과, 제안방법은 모든 

격자에서 안정적인 궁극가채량 예측 성능을 보인 반면, 기존 방법은 격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생산량 예측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8). 제안한 방법은 격자의 크기가 15 ft까지 감소할수록 파쇄범위의 

경계부분의 과대 예측되던 부피가 감소하게 되어 생산량 예측 오차가 

감소하였으나, 격자의 크기가 10 ft가 될 경우, 미소지진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열이 발생하여 생산량 예측 오차가 증가하며, 히스토리 매칭 시간 역시 

15 ft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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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Comparison of the production rates for the true data and the Suliman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after history matching.  

 

Table 4.6 Average errors of the Suliman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after history 

matching 

SRV estimation methods 
Average error in 

matching period 

Average error in 

prediction period 

Suliman model with 30 ft grid size 13.30% 18.33% 

Suliman model with 25 ft grid size 20.97% 31.54% 

Suliman model with 20 ft grid size 27.56% 35.27% 

Suliman model with 15 ft grid size 48.45% 64.88% 

Suliman model with 10 ft grid size 86.47% 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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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Comparison of the production rates for the true data and the proposed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after history matching.   

 

Table 4.7 Average errors of the proposed model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after history 

matching 

SRV estimation methods 
Average error in 

matching period 

Average error in 

prediction period 

Proposed model with 30 ft grid size 7.75% 12.10% 

Proposed model with 25 ft grid size 5.51% 9.04% 

Proposed model with 20 ft grid size 2.02% 4.52% 

Proposed model with 15 ft grid size 1.69% 1.23% 

Proposed model with 10 ft grid size 5.83%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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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60 month EUR and average error after history matching 

 

 

Table 4.9 Computation times with five different grid sizes 

Grid size 

Suliman model Proposed model 

EUR, MMscf Average error EUR, MMscf Average error 

30 ft 369.84 14.50% 471.54 9.02% 

25 ft 330.63 23.56% 461.31 6.65% 

20 ft 304.88 29.51% 443.71 2.58% 

15 ft 195.23 54.86% 426.84 1.32% 

10 ft 66.62 84.60% 406.32 6.06% 

Grid size Suliman model, seconds Proposed model, seconds 

30 ft    7189.34 7127.34 

25 ft   14972.91 15021.24 

20 ft   25122.28 24978.57 

15 ft   51784.55 51816.19 

10 ft  172812.25 1794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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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연구는 셰일 저류층에서 미소지진파 자료의 분포를 이용하여 

파쇄범위를 정하고, 파쇄범위 내의 연결성은 기하학적 격자 구조를 활용하여 

묘사하였다. 또한 파쇄범위의 유체투과도는 수평정과의 거리에 따라 

특성화하여 생산량을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미소지진파 

자료의 밀도에 따라 유체투과도를 배정하는 Suliman 방법과 비교하여 제안한 

모델의 특성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다양한 격자 크기에서 신뢰성 있는 

생산량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격자 크기에 따른 생산량 오차 분석을 

통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격자 크기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제안한 방법은 격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파쇄범위의 크기가 감소하는 기존의 Suliman 방법과 달리, 다양한 

격자 크기에서 신뢰성 있는 가스 생산량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존의 방법에서는 격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다른 

파쇄범위 격자들로부터 고립되는 격자가 생기는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파쇄범위 내부의 연결성을 고려하므로 고립되는 격자가 없기 

때문이다.   

2) 유전알고리즘을 통한 유체투과도 보정으로 히스토리 매칭을 수행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방법에 비해 생산량 예측 정확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방법은 유체투과도를 3개로 구분하는 

반면에 제안한 방법은 6개로 구분하기 때문에, 유전알고리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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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는 변수가 많아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  

3) 제안한 방법으로 격자 크기에 따른 생산량 오차 분석을 수행하여 

최적의 격자 크기를 제시하였다. 격자 크기가 15 ft보다 큰 경우에는 

파쇄범위를 과대하게 산정하는 경향을 보여 실제 생산량보다 크게 

예측하였고, 격자 크기가 15 ft보다 작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과소 

예측하였다. 반면에, 격자 크기가 15 ft인 경우에는 실제 생산량과의 

오차가 약 1.5%로 정확한 생산량 예측 성능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미소지진파 자료 분포를 이용한 파쇄범위 특성화와 

수평정과의 거리에 따른 가중치로 유체투과도를 보정하는 방법은 기존 

방법과 달리 격자 크기와 무관하게 생산량 예측을 안정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기술 발전으로 인해 수압파쇄 간격이 좁아져 모델링 시 

작은 격자를 사용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존 Suliman 방식의 격자 크기 

변화에 따른 정확한 생산량 예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기하학적 구조와 불균질한 특성의 셰일가스 저류층에 대한 궁극생산량 

산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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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modeling of SRV (stimulated reservoir volume) in the 

reservoi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prediction of gas production rate in the shale gas 

reservoir.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geometrical structure of SRV and the heterogeneous 

properties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rediction of gas production in the shale 

reservoir.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permeability was characterized by the density of 

microseismic data in the grid to characterize SRV, and the grid size was set at 50 ft. This 

is because the stage of hydraulic fracturing is operated with more than 50 ft distance at 

field. However,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stage interval is operated 

as small as 30 ft or less, which causes the problem of superposition of microseismic data.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technique to estimate the size of the SRV and EUR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grid considering the connectivity of the grids with microseismic data. 

Then, the permeability of each grid was corrected through the history matching method 

using the genetic algorithm. As the size of the grid decreases, the SRV is underestimated, 

the limit of the existing research, which underestimate EUR, is improved. As a result of 

the sensitivity analysis of various grid sizes to verify this model, the proposed model with 

a grid size of 15 ft showed a prediction error of 7% and the predicted production value 

through the history matching is close to the actual production rate and error average within 

about 1.5%.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economical evaluation 

of shale reservoir by predicting the production rate with stability unlike the conventional 

method even under various grid size conditions. 

Keywords: stimulated reservoir volume, microseismic data, genetic algorithm,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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