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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논문에서는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오일샌드 저류층에서 

회수율이 높으면서도 최적의 에너지효율을 갖는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공법의 운영조건을 제안하였다. 과거에 수행된 오일샌드 저류층의 

SAGD공법 운영조건 최적화 연구들은 고유가 시대에 수행되어 회수율 

최대화만 고려하는 단목적 최적화에 집중하였다. 에너지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누적증기오일비를 최소화하는 연구도 수행되었지만, 회수율 최대화 연구와 

마찬가지로 단목적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 

시나리오만을 산출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회수율 최대화와 누적증기오일비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다목적 최적화를 통하여 다양한 유가 및 

비용조건에서 최적 생산운영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유가변동에 취약한 기존 

단목적 최적화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여 현 유가 55 $ 경우에 최대 23.4%가량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중요 운영인자는 민감도분석을 

통해 증기 생산량과 증기 주입압력으로 검증하였다. 단순히 주입량을 조절하는 

것보다 저류층 내에 높은 온도의 증기가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증기챔버를 

형성하게 하는 운영이 최적임을 수치해석적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유가와 

운영비 변동에 따라 산출되는 다수의 최적해 가운데 현 상황에 가장 적당한 

운영방법을 제시하였다. 한가지 운영 시나리오만을 도출하는 기존 기법과 달리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들을 제공함으로써 유가상황 및 운영비용에 적합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주요어 : 다목적 최적화, 누적증기오일비, SAGD공법, 운영조건 최적화, 회수율 

학  번 : 2014-2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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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전통 석유자원의 고갈로 셰일가스, 

셰일오일, 오일샌드,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의 비전통 석유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비전통 석유자원 중 오일샌드는 매장량이 캐나다에서 발견된 것만 1조 

7,000억 배럴로 이 중 1,730억 배럴이 상업적으로 생산 가능하다. 오일샌드는 

캐나다 Alberta 주 북동부의 Athabasca, Cold Lake, Peace River 지역 14만 km2에 

걸쳐 분포해 있다(Figure1.1). 오일샌드는 점성도가 약 10,000 cp이상, API 

비중이 8~14 ˚로 전통적 석유자원에 비해 높고 2,000개 이상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매장량 중 20%만이 채굴로 생산이 가능하고 80%는 

지하 심부에 위치하여 생산 및 수송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노천채굴법 외의 

생산공법이 필수적이다. 

 

 

Figure 1.1 Oil sands in Canada (http://www.canadianoilstock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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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된 오일샌드 생산공법으로는 CSS(Cyclic Steam Stimulation)공법, 

SAGD(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공법 그리고 용매주입법(solvent flooding) 

등이 있지만 캐나다는 CSS공법과 SAGD공법을 주로 사용한다. 

CSS공법은 하나의 유정이 주입정 및 생산정 역할을 한다. 우선 시추된 

유정으로 고온, 고압의 증기를 주입해 저류층을 일정량 파쇄시킨다. 그 후 

유정을 닫고 주입된 증기가 저류층 일정 범위내의 비튜멘을 용해시킬 수 

있도록 기다린다. 비튜멘이 용해되고 나면 유정은 생산정으로 전환되어 

고온의 증기로 녹인 비튜멘을 회수하게 된다(정순형, 2013). SAGD공법은 두 

개의 수평정을 수직방향으로 5~10 m거리를 유지하도록 한 뒤 상부의 

유정으로 증기를 주입하고 하부의 유정으로 비튜멘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과거 고유가 시대에는 증기 주입압력을 높여 오일을 최대한 많이 

생산하는 회수율 최대화가 주요 목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주입되는 증기의 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 졌다. 이로 인해 회수율을 최대화 하면서도 CSOR(Cumulative 

Steam-Oil Ratio, 누적증기오일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Gates 등(2007)은 상부 가스층이 있는 저류층에서 증기 주입량을 

최소화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성훈 (2009)은 상부 대수층이 있는 

저류층에 대해 인공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사용하여 증기 

주입압력 시나리오 최적화를 통해 CSOR과 유사한 cIOR(cumulative Injected 

fluids Oil Ratio) 최소화 연구를 하였다. 하지만 J방향 격자들을 균질 하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실제 저류층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연구들은 주입된 증기 혹은 용매를 최소화 하였지만 회수율은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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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Al-Gosayir 등(2011)은 증기와 메탄을 동시에 주입하는 오일샌드 

저류층에 대해 유전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단목적 최적화 연구를 하였다. 

목적함수를 
CSOR

max(CSOR)
- 회수율 + 1로 설정하고 CSOR을 max(CSOR)로 나누는 

정규화 과정을 거쳐 회수율과 CSOR을 모두 고려하였다. Kam 등(2013)은 ES-

SAGD(Expanding Solvent SAGD)을 수행하는 저류층에서 인공신경망을 

사용하여 증기 주입압력 최적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적함수에 

포함된 인자들은 용매 주입량, 증기 주입량, 비튜멘 생산량이 있으며 이를 

조합하여 경제성이라는 하나의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운영조건 최적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목적함수를 

하나로 설정하는 단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최적해의 다양성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기존 연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SAGD 운영최적화 수행 시 균질 저류층 모델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실제 비균질한 저류층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한 

시뮬레이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2) 기존연구들은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유전알고리즘과 같은 기존방법은 목적함수가 여러 개 일 

때 각 목적함수에 부여된 가중치에 영향을 크게 받아 하나의 해로 편향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광역 최소값(global minimum)이 아닌 지역적 

최소값(local minimum)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3) 저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회수율 최대화와 CSOR 최소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양한 운영조건 탐색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단일 목적함수에 대해 단목적 최적화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해만을 

산출하기 때문에 현 유가상황에 비현실적인 운영조건을 제시하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되었던 운영조건들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회수율과 CSOR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운영조건들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인 NSGA-II를 사용하여 

회수율 최대화와 CSOR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캐나다 Alberta 주 Athabasca 지역에 

위치한 오일샌드 저류층에 적용하여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통해 

기존방법과 비교한 결과, 제안한 방법이 현재 유가수준에 부합하는 최적운영 

시나리오를 산출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유가변동과 

운영비용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영조건을 제시하여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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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오일샌드 생산 공법 개요 

 

오일샌드란 중질이고 점도가 높은 탄화수소유인 비튜멘이 섞여 있는 

다공성 사암을 말하며, 타르샌드(tar sands)나 유사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하면 ‘기름과 섞여 있는 모래’ 인데 정확히는 비튜멘, 모래, 물, 점토의 

혼합물이다. 오일샌드는 모래와 점토가 약 83%, 비튜멘이 14%, 물이 

3%정도의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 비튜멘은 캐나다, 베네수엘라, 러시아, 

나이지리아 등 여러 지역에 부존돼 있으나 통상 캐나다 Alberta 주의 

매장량을 오일샌드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 오일샌드는 유체투과율이 1~8 Darcy수준으로 매우 높지만 높은 

점성도로 인해 회수율이 낮으며 Athabasca 지역의 평균 저류층 온도는 

7~13 ℃로 비튜멘의 점성도는 약 1,000,000 cp 이상의 값을 갖는다(Mehrotra et 

al., 1986). 이러한 비튜멘은 자연 상태에서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열을 

가하거나 희석제와 혼합해 비중과 점성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한다. 

일차적인 개발방법으로는 노천채굴법이 있으나 이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심도는 약 50 m에 불과하다. 전체 오일샌드 매장량 중 80%이상은 지하 

심부에 위치하여 대부분의 경우에서 지하회수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이강용, 

2009).  

현재 연구된 오일샌드의 점성도를 낮추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저류층의 온도를 증가시켜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이고 둘째는 증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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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매를 동시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아직 

연구단계이다. 첫 번째 방법을 사용 하여 저류층 온도를 200 ℃이상으로 

상승시킬 경우 비튜멘의 점성도는 약 6 cp까지 감소하여 생산에 적합한 

유동성을 갖게 된다.  

즉, 오일샌드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비튜멘이 유동성을 갖춰야 하며 

유동성을 갖춘 비튜멘이 생산정까지 운반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열처리 

기법 중 현재까지 상용화된 기법은 CSS공법와 SAGD공법이 있다. 열을 

이용하지 않는 생산방법을 사용했을 때 회수율은 평균적으로 10%이며, 

CSS공법을 이용할 때는 약 25%, SAGD공법을 이용할 때는 40~60%의 

회수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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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AGD (Steam-Assisted Gravity Drainage) 공법 

 

SAGD 공법은 Imperial Oil사에서 근무하던 Butler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1970년대 후반에 개발되었으며 1984년부터 캐나다에서 시행된 

UTF(Underground TEST Facility) 실험을 통해 물리적 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 

받았다.  

SAGD공법에는 한 쌍의 수평정이 사용되며 각 유정은 서로 수직 

방향으로 5~10 m의 거리를 유지하며 위치한다. 초기 3~6개월간 양 유정에 

고온, 고압의 증기를 주입하여 유정 사이의 저류층을 유동이 용이한 상태로 

만드는 예열기간을 거친다. 예열기간이 끝난 뒤 하부에 위치한 유정에 

주입을 멈추고 생산정으로 전환한다. 상부의 수평정으로 주입된 고온, 고압의 

증기는 유정 주변과 압력이 낮은 상부로 증기챔버(steam chamber)를 

형성한다(Figure 2.1). 점성도가 낮아진 비튜멘은 중력으로 인해 형성된 

증기챔버의 벽면을 타고 하부로 흐르게 되며 증기들과 함께 생산된다. 이로 

인해 생산정 부근에 액체 웅덩이(liquid pool)가 형성된다. 과다생산으로 인해 

액체 웅덩이의 수위가 낮아져 생산정이 액체 웅덩이 외부로 노출되면 일부 

증기들은 주입과 동시에 생산정으로 유실되어 열효율 손실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유실된 기체로 인해 생산정 내 액체의 상대 유체투과율이 크게 

감소하여 액체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정의 운영조건을 제한하는 것을 증기트랩조정(steam trap 

control)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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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Oil-sands development utilizing the SAGD process 

(JAPEX. 2017. http://www.japex.co.jp/english/business/ep_o/oilsands_sag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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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체군집최적화 알고리즘 

 

개체군집최적화 알고리즘(Particle Swarm Optimization Algorithm)은 인구 

기반 확률론적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Kennedy와 Eberhart(1995)에 의해 

소개되었다. 이 알고리즘은 조류 떼나 물고기들의 무리 내에서의 행동들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이 알고리즘에서는 각 해를 개체(particle), 해들이 모인 

것을 군집(swarm)으로 설정한다. 초기에 각 해들을 임의의 위치에 배치하고 

목적함수를 만족시키는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검색공간 내에서 이동하게 

된다. 

개체의 운동은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 

단계에서의 속도, 로컬지역에서의 최적위치 그리고 군집에 속한 개체들끼리 

형성된 공간 내의 최적위치이다. 속도와 위치는 각각 식(2.1)과 식(2.2)와 

같이 업데이트 된다. 

 

𝑣𝑖,𝑗(𝑡 + 1) = 𝑤𝑣𝑖,𝑗(𝑡) + 𝑐1𝑟1 (𝑝𝑏𝑒𝑠𝑡𝑖,𝑗
− 𝑥𝑖,𝑗(𝑡)) + 𝑐2𝑟2 (𝑔𝑏𝑒𝑠𝑡𝑖,𝑗

− 𝑥𝑖,𝑗(𝑡)) (2.1) 

𝑣𝑖,𝑗(𝑡 + 1) = 𝑥𝑖,𝑗(𝑡) + 𝑣𝑖,𝑗(𝑡 + 1) (2.2) 

 

이때 x는 t때의 입자 위치벡터, v는 입자의 속도, 𝑤 , 𝑐1 , 𝑐2 는 가중치 

이며 𝑟1 , 𝑟2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 난수이다. 𝑝𝑏𝑒𝑠𝑡𝑖,𝑗
는 지역적 최적값을 

나타내고 𝑔𝑏𝑒𝑠𝑡𝑖,𝑗
광역 최적값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는 가중치들을 

시뮬레이션 기본 값인 𝑤 = 0.7298, 𝑐1 = 𝑐2 = 1.49618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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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SGA-II (Non-dominated Sorting Genetic Algorithm-II)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인 NSGA-II는 기타 

일반적인 다목적 최적화 기법과 동일하게 유전 알고리즘을 차용한다. 1975년 

Holland에 의해 처음 제안된 유전 알고리즘 기법은 생명체의 기질에 대한 

정보는 염색체에 기록되어 있고,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명체일수록 

생존하고 더 우수한 후손을 번식시킨다는 진화론적 가설에 기반하고 

있다(최종근, 2013). 유전 알고리즘은 재생산(reproduction), 교배(crossover), 

돌연변이(mutation)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 순서는 Figure 2.2와 같다. 

  

Figure 2.2 Flow chart of genetic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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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세대의 개체들이 생산되고 설정한 목적함수에 대해 

평가(evaluation)한다. 1세대의 개체 중 우월한 개체들은 선택되고 열등한 

개체들은 제거되게 된다. 각 개체의 유전자 배열을 임의적으로 혹은 

사용자의 설정 값대로 교환함으로써 재생산을 하게 되다. 그 후, 설정한 

확률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확률상 선택된 개체의 유전자 배열을 무작위로 

바꾼다. 이러한 과정을 설정한 목적 혹은 설정한 세대까지 완료하면 

알고리즘은 멈추게 된다. 

기존의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은 여러 개의 목적함수가 있을 경우 각 

목적함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하나의 큰 목적함수로 치환해 최적해를 

산출해내는 선형가중합법(linear weighted sum)을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선형가중합법은 부여되는 가중치에 따라 최종결과가 매우 상이할 수 있고 

적절한 가중치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충분한 연구와 지식을 요하게 된다. 

또한, 최종해를 하나의 해로 산출하기 때문에 광역 최소값이 아닌 지역적 

최소값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연구에서 사용된 NSGA-II는 

기존의 유전알고리즘에 비지배정렬(non-dominated sorting)과 

밀집도거리(crowding distance) 개념을 추가하여 다양한 해가 산출되도록 

유지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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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onceptual diagram of non-dominated sorting and pareto front. 

 

비지배정렬은 Figure 2.3와 같이 해들을 목적함수 공간에 분포시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같은 색깔의 해들은 서로 우월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해들로 서로 비지배(non-dominated)관계에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해 A는 해 

B에 대해 𝑓1에 대해서는 우월하지만 𝑓2에 대해서는 열등하여 서로 우월함을 

가릴 수 없다. 이러한 비지배관계에 있는 해들을 파레토 최적해(pareto optimal 

solution)라 하며, 이 해들은 검정색 마름모 부근의 적색 선과 같이 하나의 

경계인 파레토 면(pareto front)를 형성한다. 가장 원점 부근에 형성되는 파레토 

면은 가장 우월한 해들의 구성이며 해당 해들을 모두 ‘rank1’으로 정의된다. 

그 외 형성된 파레토 면들은 원점과의 거리에 따라 ‘rank2’, ‘rank3’와 같이 

하위 순위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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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Conceptual diagram of crowding distance. 

 

NSGA-II의 또 다른 주요 목표는 해의 다양성 확보이다. 개체의 

순위만으로 우월한 해를 결정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의 우월한 해들은 특정 

목적함수 공간으로 밀집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 다양한 해의 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밀집도거리 개념이 도입된다. 밀집도거리는 

Figure 2.4와 같이 각 해들의 앞, 뒤에 위치한 해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여 

주변해들 사이의 거리가 짧은 해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거리가 

멀수록 해당 개체는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체로 간주되어 세대가 반복 

될 때 양 끝에 위치한 해들이 우선적으로 남게 되고 해가 모여있는 곳에서는 

대표성을 띄는 해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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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감도 분석을 통해 선택된 주요 운영조건을 고려

한 다목적 최적화 기법 
 

3.1. 개체군집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단목적 최적화 

  

회수율 최대화, CSOR 최소화 두 가지 목적함수를 정규화하여 최소화 

문제로 변환하였으며 두 목적함수의 평균을 최종 목적함수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한다. 정규화된 회수율 최대화, 정규화된 CSOR 최소화 그리고 

두 목적함수의 평균은 각각 식(3.1)의 𝑓1 ,  𝑓2 ,  𝑓3 와 같으며 최종적으로 설정된 

목적함수는  𝑓3 과 같다. 개체군집최적화 알고리즘에 설정된 인자들은 

Table3.1과 같다. 이때, 다목적 최적화에서 설정된 총 인구 수 및 세대 수와 

동일한 최적화 수행을 위해 시뮬레이션 횟수를 125, 인구수는 25로 설정하여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가중치들은 기본값인 w = 0.7298, 𝑐1  = 𝑐2  = 1.49618로 

설정하였다. 

 

𝑓1 =
𝐶𝑆𝑂𝑅 − 𝐶𝑆𝑂𝑅𝑚𝑖𝑛

𝐶𝑆𝑂𝑅𝑚𝑎𝑥 − 𝐶𝑆𝑂𝑅𝑚𝑖𝑛
 

𝑓2 =
|1 − 𝑅𝐹| − |1 − 𝑅𝐹|𝑚𝑖𝑛

|1 − 𝑅𝐹|𝑚𝑎𝑥 − |1 − 𝑅𝐹|𝑚𝑖𝑛
 

𝑓3 =
𝑓1 + 𝑓2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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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Summary of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arameters 

Parameters Value 

Total number of experiments 125 

Inertia weight (w) 0.7298 

Cognition component (𝑐1) 1.49618 

Social component (𝑐2) 1.49618 

Population siz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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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SGA-II 를 이용한 다목적 최적화 

 

개체군집최적화는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정규화된 회수율 

최대화와 정규화된 CSOR 최소화를 하나의 목적함수로 치환해야 하지만 

NSGA-II는 기존의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과 달리 각각의 목적함수를 독립된 

값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목적함수를 식(3.2)와 같이 설정하여 동시최적화를 

수행하였다. NSGA-II에 사용된 옵션과 인자들은 Table 3.2와 같이 총 인구수 

25, 세대수 5로 설정하였으며 기타 변수들은 기본값을 사용하였다. 

 

f𝑁𝑆𝐺𝐴−𝐼𝐼 = (
𝑓1

𝑓2
) (3.2) 

 

Table 3.2 Summary of NSGA-II parameters 

Parameters Value 

Population type Double vector 

Population size 25 

Selection function Tournament 

Tournament size 2 

Crossover ratio 1 

Generation siz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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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저류층 모델 

 

현장 저류층 모델로는 캐나다 Athabasca 지역 B 광구의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CMG 사의 STARSTM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ure 4.1~4.2는 대상 저류층을 나타내며 일반적인 SAGD공법과 같이 생산정 

Prod 유정은 주입정 Inj 유정의 5 m하부에 위치해 있다.  

Table 4.1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대표적인 저류층 및 유체 물성을 

나타내며 비튜멘의 점성도는 상온에서 약 500,000 cp의 값을 갖는다. 

시뮬레이션 모델 격자의 해상도는 I 방향은 50 m, J 방향은 2 m, K 방향은 2 m 

인 14 x 48 x 34의 격자 시스템으로 총 격자 수는 22,848개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 수평 유체투과율은 약 1,250 mD이고 수직/수평 유체투과율 비는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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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3D heterogeneous model. 

 

 

Figure 4.2 Cross section of 3D heterogeneou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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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Reservoir properties of 3D heterogeneous model 

Reservoir properties Unit Value 

Initial reservoir temperature ℃ 11 

Steam temperature ℃ 250 

Initial reservoir pressure at 200m depth kPa 2,700 

Average horizontal permeability mD 1,251 

Average vertical permeability mD 625 

Average porosity - 0.3 

Bitumen viscosity at 10℃ cp 2,864,376 

Methane gas mole fraction - 0.12 

Effective formation compressibility 1/kPa 14E-6 

Rock heat capacity J/m3℃ 2.60E+6 

Water thermal conductivity J/mᆞday℃ 5.35E+4 

Gas thermal conductivity J/mᆞday℃ 1.15E+4 

Rock thermal conductivity J/mᆞday℃ 6.60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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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운영조건의 민감도 분석 

 

다목적 최적화 수행에 고려할 운영조건 설정을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되었던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회수율과 CSOR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조건들을 선정하였다. Table 4.2는 이전 SAGD공법 

운영최적화 연구에서 고려되었던 변수를 나타낸 표이다. 주입정의 

운영조건만 고려한 연구와 생산정의 운영조건만 고려한 연구가 있었으며 그 

중 압력만 고려한 연구와 압력과 유량을 모두 고려한 연구도 수행됐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최적화를 위한 변수로 사용한 증기 생산량, 

증기 주입압력, 유체 생산량, 증기 주입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Table 4.2 Effective parameter on recovery factor and CSOR 

Well type Well constraints Previous studies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Gates et al.(2006), 

정성훈(2009), 

Kam(2013) 

Steam injection 

rate 

Gates et al.(2007), 

Al-Gosayir(2011) 

Produ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Yang et al.(2009), 

Al-Gosayir(2012) 

Surface liquid rate Yang et al.(2009) 

Steam production 

rate 
Yang et al.(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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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은 전체 시뮬레이션 기간을 나타내며 그 중, 전반 3개월 

(2012.1.1~2012.4.1)는 생산 전 예열기간이다. 2012년 4월 1일부터 SAGD 

공법이 시행되고 총 7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운영조건들의 민감도 

분석 수행에 필요한 범위설정은 모암온전성(caprock integrity)을 기준으로 

하였다. 증기 주입압력을 과다하게 높여 파쇄압력 이상으로 상승 할 경우 

저류층 상부에 위치한 모암이 파쇄되며 낮은 압력과 높은 유체투과율 등으로 

인해 주입된 증기의 손실을 야기함으로써 생산성을 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암온전성은 고려변수 범위설정에 필수적인 고려대상이다. 

모암온전성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증기 주입압력을 최대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때 저류층 압력인 2,700kPa보다 1,000kPa 높은 

값을 최대 증기 주입압력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Figure 4.3은 SAGD공법 개시 후 1년 후를 시작으로 각각 2013년 1월 1일, 

2016년 1월 1일, 2019년 1월 1일의 저류층 압력분포를 나타낸다. 각 시기에 

해당하는 그림에 따르면 저류층을 개발 함에 따라 저류층 격자들의 압력이 

상승하여 시뮬레이션 종료 시점에는 증기 주입압력인 3,700 kPa까지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부에 위치한 모암은 설정한 초기 저류층압력인 

2,700 kPa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따라서 설정한 최대 증기 주입압력 3,700 

kPa로 주입하여도 파쇄가 일어나지 않아 모암온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증기 주입압력의 최대값은 3,700 kPa로 설정하였고 

최소값은 저류층 압력보다 50 kPa 높은 2,750 kPa로 설정하였다. 주요 

운영조건으로 선정된 변수들은 Table 4.4와 같으며 생산압력의 경우 증기 

주입압력보다 약 20~30 kPa 낮은 수준을 유지하며 증기 주입압력과 동일한 

양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민감도 분석에는 제외하였다. 민감도 분석에 사용할 

증기 주입량, 유체 생산량, 증기 생산량의 범위는 각각 증기 주입압력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질 때의 수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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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SAGD method operation time period 

Well type Well constraints Time Date 

Both well Preheating 3 months 2012. 1. 1~2012. 4. 1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Inj. well BHP) 

7 years 2012. 4. 1~2019. 1. 1 

Steam injection 

rate 
7 years 2012. 4. 1~2019. 1. 1 

Production 

well 

Surface liquid rate 7 years 2012. 4. 1~2019. 1. 1 

Steam production 

rate 
7 years 2012. 4. 1~2019. 1. 1 

 

Table 4.4 Well constraints for operating SAGD process 

Well type Well constraints Unit Limit Data range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Inj. well BHP) 

kPa Max 2,750~3,700 

Steam injection 

rate 
m3/day Max 58-101 

Production 

well 

Surface liquid 

rate 
m3/day Max 80-130 

Steam production 

rate 
m3/day Max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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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Grid pressure distribution with time (The pressure of grid increases 

with time maintaining the caprock integ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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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에서 정의한 𝑓1 (정규화된 CSOR 최소화), 𝑓2 (정규화된 회수율 

최대화), 𝑓3 ( 𝑓1 과 𝑓2 의 평균) 목적함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정규화된 𝑓1에 대해서는 증기 생산량이 가장 민감한 인자로 나타났으며 𝑓2에 

대해서는 증기 주입압력이 가장 민감한 인자로 나타났다(Figure 4.4). 기존의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은 𝑓1 과 𝑓2 의 평균으로 설정한 𝑓3 을 목적함수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장 민감한 인자는 

증기 생산량, 증기 주입압력, 유체 생산량, 증기 주입량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증기 생산량은 기존 연구에서 주요 고려인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운영조건이다. 

증기 생산량의 변화가 시뮬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증기 

생산량을 각각 0.1 m3/day, 10 m3/day로 설정하여 시간에 따른 저류층 온도 

변화를 비교하였다(Figure 4.5). 그 결과, 증기 생산량을 10 m3/day로 설정한 

케이스는 형성된 증기챔버 중 고온인 부분의 면적이 넓지만 최고온도는 

비교적 낮으며 2016년부터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증기 생산량을 

0.1 m3/day로 설정한 케이스의 경우 생산량이 비교적 적지만 2016년 까지 

저류층 온도를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며 2017년과 2018년 이후에도 최고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도가 높다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증기 주입량은 주요 운영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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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𝒇𝟏: normalized CSOR minimization, 

𝒇𝟐: normalized recovery factor maximization, 𝒇𝟑: average of 𝒇𝟏 and 𝒇𝟐 ). 

 

 

 



 

26 

 

 

(a) 2013.1.1 

 

(b) 2014.1.1 

      

(c)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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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016.1.1 

      

(e) 2017.1.1 

      

(f) 2018.1.1 

Figure 4.5 The comparison between two steam production rates (left: 0.1 m3/day, 

right: 10 m3/day) for reservoir temperature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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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종 운영 시나리오 분석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과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결과를 목적함수 

공간에 나타낸 그래프는 Figure 4.6와 같다. 청색 원으로 표시된 시나리오 

1~8은 제안한 다목적 최적화의 최종해이고 적색 세모로 표시된 시나리오 9는 

기존의 단목적 최적화의 최종해이다.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마지막 

세대의 해들을 회색 엑스 기호로 표현하였다. 그래프에 따르면 제안한 

기법이 해의 다양성을 유지하여 기존방법이 하나의 목적함수에 편향되는 

한계를 개선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6 Optimization results of multi-objective and single-objective with final 

generation solutions of single-objectiv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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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는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과 제안한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의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 최종해의 운영조건과 목적함수 값을 실제 값으로 

정리하여 CSOR이 낮은 순으로 정리한 표이다. 제안한 다목적 최적화 결과는 

회수율이 13.7~45.7%, CSOR이 0.673~3.248의 범위내의 값을 갖는 다양한 

최종해를 도출한다. 하지만 기존 단목적 최적화는 회수율이 51.7%, CSOR이 

2.354인 단일 최종해를 도출하게 된다. 이 경우 단목적 최적화 방법은 

목적함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부여된 가중치의 영향을 받아 회수율 최대화 

목적함수에 편향된 결과를 도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안한 다목적 최적화 

결과 중 CSOR이 가장 낮게 도출된 시나리오 1과 기존 단목적 최적화 

결과인 시나리오 9의 회수율을 비교하면 시나리오 1은 누적 오일생산량이 75% 

낮지만 CSOR의 경우 80% 낮은 수준으로 증기 주입량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과거 고유가 시대에는 항상 누적 오일생산량이 클수록 좋았지만 현 

저유가 시대에는 CSOR을 낮게 유지해 증기 주입량을 줄이는 운영방법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 각 CSOR별로 다양한 운영조건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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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Optimum well constraints 

Well type Constraints Unit 
Optimum scenarios 

1 2 3 4 5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kPa 2763 2895 2809 2819 2830 

Surface water 

rate 
𝑚3/𝑑𝑎𝑦 59 81 78 74 76 

Production 

well 

Surface liquid 

rate 
𝑚3/𝑑𝑎𝑦 80 92 111 114 82 

Steam rate 𝑚3/𝑑𝑎𝑦 4.68 3.75 6.65 7.56 8.19 

Objective 

value 

CSOR - 0.673 1.676 1.932 2.167 2.445 

Recovery 

Factor 
% 13.7 17.7 21.6 25.0 29.7 

Well type Constraints Unit 
Optimum scenarios 

6 7 8 9 

Injection 

well 

Bottom hole 

pressure 
kPa 2957 2941 3302 3299 

Surface water 

rate 
𝑚3/𝑑𝑎𝑦 79 77 79 84 

Production 

well 

Surface liquid 

rate 
𝑚3/𝑑𝑎𝑦 93 116 126 130 

Steam rate 𝑚3/𝑑𝑎𝑦 3.76 6.89 7.76 10 

Objective 

value 

CSOR - 2.764 2.854 3.248 3.254 

Recovery 

Factor 
% 32.3 40.0 45.7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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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가 및 비용 변동을 고려한 최적운영 시나리오 

 

탐색된 최종해들의 최적 여부 판단을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순현재가치를 계산하여 가장 높은 값을 갖는 해를 최적해로 선택하였다. 

순현재가치 도출에는 오일가격과 운영비용만 고려하였으며 할인율은 10%로 

설정하였다. 40 $/bbl, 50 $/bbl, 55 $/bbl, 60 $/bbl, 70 $/bbl의 유가상황과 10 $/bbl, 11 

$/bbl, 12 $/bbl, 13 $/bbl, 14 $/bbl의 운영비용(Board, N. E., 2006)에 해당하는 

최종해들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최적해를 산출하였다(Table 4.6). 그 결과, 

유가가 40~50 $/bbl인 경우에는 모든 운영비용 조건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산출된 운영조건들이 최적 시나리오로 선정된 반면 기존방법을 통해 산출된 

운영조건은 유가가 높고, 운영비용이 낮은 몇 가지 경우에만 최적 

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 

유정재보수기간(workover)까지 모두 고려하여 운영비용을 산정할 경우 

최대 14 $/bbl까지 상승하게 된다. 운영비용이 가장 높을 때 기존방법은 

유가수준이 70 $/bbl 이하에서는 올바른 해를 탐색하지 못하는 점과 최근 

유가가 50~55 $/bbl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이 저유가 시대에 현실적인 운영조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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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NPV comparison between single-objective and multi-objective 

optimization solutions 

Highest NPV 

Oil price($/bbl) 

40 50 55 60 70 

Operating 

cost($/bbl) 

10 M.O. 7 M.O. 7 S.O. S.O. S.O.  

11 M.O. 1 M.O. 7 M.O. 7 S.O. S.O.  

12 M.O. 1 M.O. 7 M.O. 7 M.O. 7 S.O.  

13 M.O. 1 M.O. 5 M.O. 7 M.O. 7 S.O.  

14 M.O. 1 M.O. 1 M.O. 7 M.O. 7 M.O. 7 

*M.O.: Multi-Objective, S.O.: Single-Obj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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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오일샌드 저류층에서 회수율 최대화와 CSOR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최적의 SAGD공법 운영조건을 제안하였다. 캐나다 

Athabasca 지역 저류층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하나의 운영 

시나리오만을 제안하는 기존방법과 비교하여 제안한 방법의 다목적 최적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고려되었던 운영조건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회수율과 CSOR에 영향을 미치는 운영조건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존 연구들에서 최적화를 위한 변수로 사용한 운영조건인 증기 

생산량, 증기 주입압력, 유체 생산량, 증기 주입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회수율과 CSOR에 민감한 주요 

인자는 증기생산량, 주입압력, 유체 생산량, 증기 주입량 순으로 

선정되었다. 

2)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하여 8개의 최적 운영 시나리오를 

산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단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최종해는 하나의 목적함수에 편향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산출한 최종해들은 해의 다양성을 

유지하며 분포하였다.  

3) 다양한 유가상황과 운영비용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최적의 

운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계산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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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를 선정한 결과, 유가가 40~50 $/bbl인 경우에는 모든 운영비용 

조건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산출한 운영조건들이 최적 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 반면에, 기존의 방법을 통해 산출한 운영조건은 유가가 

높고, 운영비용이 낮은 몇 가지 경우에만 최적 시나리오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다목적 최적화 알고리즘에 기반한 SAGD공법 

최적화 방법은 유가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운영 시나리오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하나의 운영 

시나리오만을 도출하여 유가변동에 취약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은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들을 제공함으로써 유가상황 및 

운영조건에 적합한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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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ation of Well Constrains in the SAGD Process  

based on Multi-Objective Optimization Algorithm 

 

Jaeyoon Lee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resents multi-objective optimization of the SAGD (Steam Assisted 

Gravity Drainage) operation to satisfy both of energy efficiency and maximum recovery 

at a heterogeneous oil-sands deposit. The previous optimization studies for SAGD process 

in oil-sands reservoirs conducted during the high oil price period have been focused on 

single-objective optimization for the maximization of recovery factor. There were some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to minimize cumulative steam-oil ratio for evaluating the 

energy efficiency, however, only one operating scenario was presented because the single-

objective optimization technique was used like the previous recovery factor maximization 

studies. In this study, optimal operation scenarios were selected at various oil price and 

operating expenditure conditions by using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ces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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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ly maximizes recovery factor and minimizes cumulative steam-oil ratio.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method improves the net present value by 23.4%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 based on single-objective optimization algorithm which is 

vulnerable to fluctuations in oil prices because only one final solution is derived. The 

sensitivity analysis confirms that steam production rate and steam injection pressure are 

important factors that commonly affect both of objective functions. This result 

numerically demonstrates the operation conditions that allow to maintain the formed 

steam chamber as long as possible are more effective than controlling only injection well 

constraints. In addition, the proposed multi-objective optimization process presents the 

best operating condition about well constraints among the multiple optimal solutions 

according to the fluctuation of oil price and operation expenditure. Unlike the 

conventional method that only gives limited operating scenario, the proposed method can 

be a useful tool for decision making of the SAGD process optimization by providing 

various operating scenarios appropriate to oil price situation and operating expenditure. 

Keywords: multi-objective optimization, cumulative steam-oil ratio, SAGD 

process, well constraints optimization, recovery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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