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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압파쇄기술은 치밀저류층 생산기법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설계

치와 결과치에 대한 보정이 불명확하고 진행방향 절반크기(fracture half

length)에 대한 예측오차가 크다. 또한 수압파쇄 수행이후 복원이 어려워 수

압파쇄 이전의 면밀한 설계와 체계적 준비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수압파쇄 수행이전에 미소파쇄법(Mini-Frac)을 시행한 후 설계과정의 오차를 

보정하여 마련한 최적설계를 현장 치밀 사암저류층에 적용하여 최적설계안을 

생산증대 효과와 함께 검증하였다.

미소파쇄법 기반의 수압파쇄 최적설계 및 분석을 통해 사전분석 및 자료

수집, 수압파쇄 모델링, 수압파쇄 1차 설계, 미소파쇄법 수행 및 보정, 현장단

위 수압파쇄 시행(Full scale treatment), 수압파쇄 모니터링 및 생산분석 등 

사후평가로 체계화하였다. 제안한 최적설계 체계를 치밀 사암저류층 적용결

과, 설계값과 사후평가과정의 균열방향 절반크기에 상당한 오차를 발견하였

다. 이 오차는 균열생성이론의 가정 사항이 다양한 암상과 유체거동에 대한 

불균질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균열 생성모델의 한계, 균열지지재 주입을 통한 

균열기하(Fracture geometry) 변화, non-Darcy유동, 다상유동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미소파쇄법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단위 수압파쇄를 

실시한 결과, 3개월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2~4배 가량 증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소파쇄법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보강된, 현장 단위 수압파쇄설계 

및 적용을 통해 균열전도도가 크게 향상 되었으며(1,121→3,192 md-m), 균열

설계 프로그램 해석에 의한 진행방향 절반크기는 RTA결과에 근접하게 나타

나 수압파쇄 설계작업(모델링)이 현장상황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수압파쇄법, 미소파쇄, 균열기하, 최적설계, 진행방향 절반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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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유정자극(Well stimulation)은 생산정 인근의 유체유동 장애요인을 제거

하는 기술로써 산처리(Acidizing)와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가 대표적

이다. 산처리는 저류층에 화학자극을 가함으로써 암석을 녹여 유동경로를 확

보하는 방법으로 탄산염암 저류층을 대상으로 주로 적용한다. 수압파쇄는 저

류층에 인위적인 균열을 발생시켜, 발생된 균열을 통해 저류층 유체의 유정 

유입을 용이하게 하여 석유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van Poollen, 1957;

천대성과 이태종, 2013). 현재, 수압파쇄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유·가스 생산정

의 약 60%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셰일가스나 셰일오일과 같은 치

밀저류층에서 대표적인 생산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정승필, 2011).

생산지수(Productivity Index)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압파쇄는 1947년 7월 

미국 캔사스주 Hugoton가스전에서 처음 수행되었다. 당시 시추이수로 오염

된 탄산염암 저류층의 2,300-2,600 ft 구간에 대해 각 단계마다 네이팜과 가솔

린(Napalm-thickened gasoline)을 각각 1,000갤런과 2,000갤런씩 주입, 인공균

열을 발생시켰다(Jones and Britt, 2009). 이후 균열지지재(Proppant) 사용, 응

력해석 기술의 발달, 수평시추기술의 발전 등으로 경제성있는 수압파쇄기술

이 확보됨으로써 셰일가스로 대표되는 치밀저류층 개발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수압파쇄기술을 현장 치밀저류층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예상하지 못한 수압파쇄가 이루어지더라도 균열이 

발생한 저류층을 다시 복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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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예측한 설계오차를 최소화하는 최적 수압파쇄 설계법의 개발이 필수

적이다.

미소파쇄(Mini-Frac)기술은 수압파쇄와 관련된 저류층 정보를 얻기 위해 

보통 균열지지재 없이 미세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본격

적인 수압파쇄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균열의 생성 및 발달양상, 현장 응력,

저류층 물성 등의 설계인자를 예측할 수 있다(Ahmed et al., 1983; Hagel

and Meyer, 1994; Tinker et al., 1997; Barree et al., 2005; Bachman et al.,

2012). Ahmed 등(1983)은 현장 응력과 유체투과도의 예측과정에서 미소파쇄

법의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Hagel과 Meyer(1994)는 수압파쇄 과정의 압

력반응을 히스토리 매칭함으로써 미소파쇄 자료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술

을 도입하였으며, Barree 등(2005)은 실제 현장의 진행방향 절반크기(Fracture

half-length)가 설계치보다 작은 점을 보완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Bachman

등(2012)은 G-function을 이용하여 미소파쇄과정에서 균열닫힘 압력(Fracture

closure pressure)을 예측하였다. 위와 같이, 현장에서 실시하는 수압파쇄 

기술의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수압파쇄 해석 및 설계가 필요

하며, 미소파쇄법을 통해 획득한 저류층 물성의 적절한 보정을 통한 설계안 

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에서는 미소파쇄법으로 파일럿시험을 실시하여 현장 단위 수압파

쇄의 설계오차를 보정하는 최적 설계법에 따른 작업과정을 보여주며, 상용 

균열설계 프로그램으로(Mfrac) 치밀 사암저류층을 대상으로 미소파쇄법으로 

보완한 최적 수압파쇄 설계안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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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압파쇄의 이론적 배경

2.1 수압파쇄 이론

수압파쇄는 지상에서 물, 화학물질, 균열지지재의 혼합물을 저류층에 강

한 압력으로 주입함으로써 생산구간 인근 저류암에 인공균열을 발생시키는 

기술이다(Fig. 2.1). 수압파쇄 설계목적은 생성되는 인공균열의 기하학적 형태

를 예측하는 것과 함께, 형성된 균열을 통하여 단시간 내로 최대 생산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인공 균열을 생성시키는 방법은 대상 지층의 내부 마찰각

을 낮게 하거나 대상지층에 작용하는 유효수직응력을 낮추면 된다. 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공극압력을 높여 유효수직응력을 낮추는 방법이 주

로 사용되며, 수압파쇄 과정에서 균열은 일반적으로 최소주응력방향과 수직

하게 발생하게 된다(천대성과 이태종, 2013).

Figure 2.1. Schematic diagram of a typical hydraulic fracturing on

recovering shale gas (Sasarean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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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유지, 성장, 확장되는 3 가지 기본과정은 균열유지 필요 최소응력

인 균열닫힘 압력(Pc, Closure pressure), 균열성장 순압력(Pnet), 그리고 균열 

확장 연속성(Vfrac = 주입량 - 누출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개념

을 수학적 근사식(혹은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균열닫힘 압력(Pc = σclosure )은,

Pc≈

Pob Pres  Pres (2.1)

υ = Poisson's rato

Pob = Overburden Pressure

Pres = Reservoir Pressure

균열성장 순 압력(Pnet)은,

Pnet ≈H
E
Q xf   Ptip (2.2)

E = Young's Modulus of Formation

H = Fracture Height

Q = Injection rate

μ   = Viscosity

xf = Fracture Half Length

Ptip = Pressure at the tip of fracture

균열확장 체적(Vfrac)은 

V frac ≈Vinject Vlost (2.3)

Vinject = 주입 용적

Vlost = 누출(유실) 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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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유체가 유실되는 속도보다 더 많은 유체를 주입하면, 균열은 계속 성

장하게 된다. 다만, 인접지층 간에 현격한 응력차이가(Stress Contrast) 존재하

면 수직방향 균열성장이 멈추는 것이 관찰 되었다.(Warpinski et al, SAND

81-2408). 균열생성 압력은 균열확장 압력보다 보통 크게 나타나며, 정호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Economides and Martin, 2007, p. 124)

수압파쇄를 실시하여 얻어진 인공균열에 의한 유체 유동성은, 생성균열의 

폭, 크기, 높이 변수를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매질유동 대비 균열유동비로 표

시한 무 차원 변수인 균열전도도(: Dimensionless fracture conductivity)로 

표현할 수 있다. 균열 전도도는 균열을 통한 유체유동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이다.

 


(2.4)

식 (2.4)에서 는 저류암의 유체투과도[L2], 는 진행방향 절반크기[L],

는 균열의 유체투과도[L2], 는 균열의 폭[L]이다.   의 경우, 균열

을 통한 매질의 유동이 매우 우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균열성장부 말단부에 균열 지지재로 봉쇄를(Bridging) 실시하여 균열폭

(Width, Aperture)을 증가시켜 원하는 균열기하를 만들어 유체유동도(Flow

Capacity)를 개선시키는 것이 말단 봉쇄효과(TSO, Tip Screen Out)이다. 이를 

통해 진행방향 절반크기 성장을 억제하게 되며, 말단봉쇄 이전에는 균열성장 

순압력(Pnet)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다, 말단 봉쇄가 발생하면 균열성장 순압력

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 기간 동안 균열 표면적은 증가하지 않으며, 균

열폭 증가로 균열전도도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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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기하(Fracture geometry) 예측에 필요한 중요물성은 다음 3가지이다.

① 영률(E, Young’s modulus)

② 포아송비(υ, Poisson’s ratio)

③ 균열닫힘압력(Pc, Fracture closure pressure)

영률은 암석의 단단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통 0.5~9.0 x 107 KPa의 범위

를 가지며 코어분석이나 음파검층에서 계산할 수 있다. 수평방향 균열발달은 

영률의 영향을 받게 되며, 영률이 크면 균열폭은 작아진다(균열높이와 주입

유체의 제한). 포아송비는 물체가 변형될 때,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의 변형률 

비로써 보통 0.15~0.4의 범위를 가진다. 균열닫힘압력은 균열이 닫힐 때 필요

한 압력으로 균열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압력을 의미한다.

수압파쇄시 균열기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 저류암과 저류층내 유

체의 인위적인 물성변화는 불가능하여, 조정(Control) 가능한 것은 압력 뿐으

로, 이는 주입유체 유동성(Fluid Rheology) 조절로써 가능하다. 균열기하를 

효과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확보하여야 할 저류층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저류층 압력(Reservoir pressure)

- 유체 압축률(Fluid compressibility)

- 공극률(Porosity)

- 유체투과도(Permeability)

- 순층후(Net pay)

- 수포화도(Water saturation)

- 유체점성도(Fluid viscosity)

- 배유면적(Draina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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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압파쇄 모델

1990년대 초반까지 수압파쇄 모델은 균열크기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2 차

원 모델을 사용하였다. 구형(Radial)모델, KDG (Kritianovitch and Zheltov,

Geertsma and DeKlerk, further refined by Daneshy)모델, PKN(Perkins and

Kern, Nordgren)모델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Fig. 2.2)

(1) 구형 모델 : 균열 높이(hf)가 진행방향 절반 크기(xf, length)에 비례한

다고 가정하였으며, h f xf r f 관계를 가진다.(rf는 균열반경)

(2) KGD 모델 : 높이는 고정되어 있으나 폭(width)이 균열크기에 비례

(3) PKN 모델 : 높이는 상수로 가정하고 있으나 매질 경계에서 비구륜

(no slippage)을 가정하고 균열폭은 균열 높이에 비례한다.

위와 같은 2 차원 모델에서 최근 유사 3-D(Pseudo 3-D model), 3차원 모

델(Full 3-D model)로 발전하였다. 수압파쇄 3-D 모델의 기본 요건은, 첫째 

수압파쇄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시작되었을 때의 균열발달을 포함시켜야 

하고 둘째로 물성이 다른 주변지층에 균열이 전파되는 과정을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에 부합되기 위해서

는 유체유동과 조합된 3-D 모델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수 많은 반복계산을 

필요로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사 3-D 모

델이 제안되었다.(Simonson et al., 1978; Settari and Cleary, 1986; Warpinski

and Smith, 1989). 이 유사 3-D 모델은 다층 저류암에 대해 정호주변과 균

열진행 방향으로의 균열높이 변화를 단순화 시키는 장점이 있어 수압파쇄 모

델에 자주 활용되고 있다. 균열발달을 3 차원적이 아닌 2-D(PKN) 모델에 

균열 높이 변화를 균열진행 방향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유사 3-D 모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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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유사 3차원모델은 균열의 성장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층구조를 가

정한 것으로 균열 폭, 높이, 크기에 대한 다양한 관계식을 결합함으로써 현장 

활용도가 높다(Rahman and Rahman, 2010). 유사 3-D 모델의 특징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Barree, 2014).

- 균열길이의 진행방향으로 압력손실을 계산한다.

- 균열길이 진행방향으로 요소별로 균열폭과 균열높이를 계산한다.

- 균열형상에 따라 균열지지재의 전달체계를 모델링한다.

3-D 모델은 3 차원 공간에서의 균열 성장을 모사하기 위해 2 차원 유체

유동을 결합한 것으로, 기술의 발달로 최근 3-D 모델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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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2. 2-D fracture geometry: (a) radial, (b) KGD, and (c) PKN

geometry (Economides and Mart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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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소파쇄법

미소파쇄법은 현장단위 수압파쇄(Full scale treatment) 이전에, 수압파쇄 

관련정보를 얻기 위해 균열지지재 없이 저류층에 작은 균열을 발생시키는 것

으로, 균열지지재 없이 유체만으로 하는 경우를 특별히 Fracture calibration

test라 부르기도 한다. 준비된 인원과 장비를 이용하여 미소파쇄 다음에 현

장단위 수압파쇄가 바로 진행되는 관계로, 균열 설계에 필수적인 저류층 압

력이나 투수도 추정을 위한 균열닫힘후 분석(ACA, After Closure Analysis)

을 위한 충분한 압력강하시험(Fall off test)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유체주입

을 멈춘 뒤에는 인위적환류(Flow back)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마소파쇄 기간

중 유량과 압력변화를 모니터링하며(Fig. 2.3) 실제 수압파쇄에 필요한 아래의 

인자를 추정한다.

- 균열발생 압력(Fracture pressure)

- 주입유체 효율성(Fluid efficiency)

- 천공부 압력손실과 비틀림성(Tortuosity and Pressure loss in the

perforations)

- 균열닫힘 압력과 시간(Closure time and pressure)

- 균열높이(Fracture height with temperature log)

- 초기 균열설계 최적화(Adjust fracture design)

미소파쇄법 분석기법은 Step rate test, Flow back Test, Nolte-G

Analysis, Shut-in decline Analysis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균열확장 압력

을 알기 위해 계단식 주입시험(Step rate test), 균열닫힘 압력을 위해 정호폐

쇄후 압력강하시험(Shut-in decline test)를 그리고 투수도가 극히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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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인위적 환류(Flow Back)를 통해 균열닫힘 시간을 구한다. Step rate

test는, 균열 발생이후 평형압력 도달시까지 유량을 계단식으로 증가시키며 

평형압력을 주입량과 함수관계로 보고 그래프를 그려 균열닫힘압력 최대값에

서 균열확장압력을 얻는 것이다. Step rate test를 통해 자연균열 존재여부를 

인지할 수 있고(Hoyok C.Tan et al., 1990), Step rate test후에, 주입을 멈춘 

후, 압력강하를 시간에 따라 측정하여 급격한 기울기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

의 균열닫힘압력을 알아내는 것이 정호폐쇄후 압력 강하시험이다. 다만, 유체

투과도가 낮아 측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울 때는 펌프를 이용하여 균

열축소를 촉진하는 환류시험(Flow back test)을 실시하여, 압력과 제곱근 시

간함수를 상관관계로 하여 균열닫힘시간을 구한다.

Nolte-G 분석으로 폐쇄즉시 압력(ISIP, Instantaneous Shut-In Pressure),

균열닫힘압력(Pc, closure pressure), 순 균열압력(Pnet), 유체 효율(Fracture

fluid efficiency)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더불어, 균열닫힘후 분석(ACA, After

Closure Analysis)를 통해 Flow capacity와 유체투과도, 저류층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Fig. 2.4는 Nolte-G 그래프 분석을 통한 미소파쇄결과 분석으로, 수행과정에

서 발생하는 압력강하와 시간을 도시하고 균열닫힘압력 지점까지의 감퇴속도를 

해당 압력()으로 정의하며, Semi-log 미분치(G·dP/dG)는 이상적인 경우 직선

으로 나타난다. 유정시험에서의 wellbore storage 또는 유체 마찰력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계측치가 높게 나타난다. 폐쇄압력이 발생하는 시점

은 압력감쇄속도가 변화하는 지점이고, Nolte-G에서는 ∆ 로 정의하

며 폐쇄시간과 펌프시간이 일치하면 G c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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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xample Mini-Frac job plot and the significant parameters

derived from its analysis (Economides and Martin, 2007).

Figure 2.4 Simple Nolte-G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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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압파쇄 설계 및 생산성

수압파쇄 설계는 균열모사 방식과(Fracture Simulator) 최적 수압파쇄 역

산 방식으로 구분된다. 균열모사 방식은 유체 및 균열지지재 주입 스케쥴과 

저류층 정보를 바탕으로, 균열기하 양상 및 균열 지지재 분포, 압력반응을 묘

사하는 방식이다. 수압파쇄 역산 방식은, 석유공학 관점에서 주어진 여건에

서 생산을 극대화 시키는 균열 지지재 주입형태를 결정하고 이에 맞는 작업 

스케쥴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Economides and Martin, 2007)

범용균열설계(UFD, Unified Fracture Design)등, 최적균열기하 규명을 위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Economides et al., 2002) McGuire and Sikora

Curve(1960)는, 균열 생성비율을(Ix, Fracture Penetration Ratio) 매개변수로 

한 생산지수와(JD), 균열전도도간() 관계를 통해 균열 발생에 따른 생산증

진 효과를 설명하였으며, 낮은 균열생성비율을 가지면 균열전도도가 커져도 

생산지수(생산성)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높은 균열생성비율은 균열전도도가 

커지면 생산성도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균열생성지수 대신 균열지지재 정수(Nprop, Proppant Number,

균열지지재와 저류층 부피간의 비)를 매개변수로 한, 생산지수와(JD) 균열전도

도간() 그래프가, 널리 쓰이며 이 그래프를 통해 최적 균열 전도도를 구한

다. 여기에서  Nprop=Ix
2· Cfd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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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소파쇄법 기반의 수압파쇄 최적설계

3.1 사전 분석 및 자료수집

사전분석 단계에서는 주변 유·가스전, 기존 유정(Offset well), 인근 수압

파쇄 사례 조사를 통해서 현장에 가장 적합한 설계안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

집을 수행한다. 외딴 지역 등 주변에 생산 유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압파쇄 가능 정호의 수, 예측되는 생산 증가량, 로지스틱스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Table 3.1은 사전분석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구분한 것이다. 수집되는 자료는 암석의 물성, 유정시험 자료, 미소

파쇄 자료, 수압파쇄 설계 자료, 수압파쇄 현장 보고서, 수압파쇄 이후의 생

산 자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Data type List of Requirements

Basic input Rock properties (Log, Core), Fluid properties (PVT)

Well test DST(Drill Stem Test), RTA(Rate Transient Analysis)

Field Data Graph (Picture) format (Mini-, Main Frac Period)

Design Step
Mini-Frac design report (Summary)

Work plan design report by S/W (Mini, Main Fracturing)

Field Reports Main Frac test (Results)

Production Production data

Table 3.1 List of required data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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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압파쇄 모델링

2차원 모델(구심, KGD, PKN모델), 유사 3차원모델, 3차원 모델 등을 이

용하여 균열의 성장, 폭, 크기 등을 전산모사한다. 여기에서는 유사 3 차원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Mfrac) 이용하였다.

3.3 수압파쇄 1차 설계

미소파쇄법 수행 전에 균열모델을 설계하고, 수압파쇄 기간 중의 압력변

화(Fig. 4.3), 수압파쇄 이후의 균열기하(Fig 4.4) 등을 예상한다.

3.4 미소파쇄법 수행 및 보정

미소파쇄법을 수행한 후, 「2.3. 미소파쇄법」에서 언급된 대로 그 결과에 

따라(균열닫힘 압력과 시간,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양상) 입력변수로 사용된 

저류층 물성, 유체 특성 등에 대해 예측 및 보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새로운 수압파쇄 설계모델을 수정, 보완(Mfrac and Fig.

4.7)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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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압파쇄 수행 및 안전

미소파쇄법을 통해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수압파쇄를 실시하고 균열기하

를 분석한다. 수압파쇄 작업 중 최대 위험요소는 고압(압력)이다. 보통 3“ 튜

빙에 게이트밸브(Gate valve)를 이용하게 되면 정두압력은 15,000 psi rating

을 사용하게 된다. 작업 시에는 정두장치보다 밸브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낮은 경우가 많아 밸브의 최대압력을 기준으로 설계하게 된다.

작업안전을 위한 고려요인은 다음과 같다.

- 개인보호장구(PPE, Personnel Protect Equiptment)가 준비되었는지 확

인하도록 하고 작업장소, 장비의 상태 및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한다.

-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FRAC Unit과의 합동 안전 모임을 가진다.

작업개요, 순서, 압력, 소요예상시간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 마스터 밸브(master valve)의 허용최고압력까지 전체 라인에 대한 압력

시험을 실시한다.

- 이상 압력 감지시, 펌프 자동정지 시스템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 수압파쇄 작업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시트를 작성한다.

-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기록한다.

Fig. 3.1은 해상에서 실시하는 수압파쇄선(Frac vessel)의 측면도 및 평면

도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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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Front and side view of offshore frac vesse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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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압파쇄 모니터링 및 사후 분석

수압파쇄로 인한 변화는 크게 생산량 혹은 매장량 증가와 같은 직접확인

요소와 저류층의 기하학적 구조변화로 나뉜다. 생산량 증가는 지상에서 장

기간에 걸쳐 관측이 가능하며 저류층의 기하학적 구조 변화는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생산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진행방향 절

반크기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고, 보통은 생산량 천이분석(RTA, Rate

Transient Analysis)로 추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균열닫힘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균열닫힘 압력과 주입유체 물성을 결

정하게 되고, 균열닫힘 이후의 자료를 가지고 저류층 압력과 투수도 등을 추

정하게 된다(Mohamed, I.M. etc, SPE 140136, 2011)

Table 3.2는 저류층 거동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나타

낸 것이다. 수압파쇄 진행중에 가능한 것과 이후에 실시되는 것으로 구분하

였으며 측정인자 및 각각의 방법에 대한 상대적인 정확도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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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ime Monitoring Post Fracture Monitoring

Seismic Tiltmeter Temp Video PLT Tracer Well test

Length TA TA EA

Height TA TA EA TA EA EA

Asymmetry TA TA

Width TNA TA ENA EA

Azimuth TA TA TA TA

Dip TA TA

Volume TA

Conductivity ENA EA ENA EA

Remark

TA(Total Accurate),

TNA(Total not accurate, estimated),

EA(Effective accurate),

ENA(Effective not accurate, estimated)

Table 3.2 Parameters for fractures and estimation accuracies

(Segatto Michele, Hydraulic Fracture Monitoring in Low Permeability

Reservoir: Techniques, Suitable Applications and Optimization,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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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적 설계안의 현장 적용성 평가

4.1 수압파쇄 대상 유정

수압파쇄 대상 유정이 위치한 광구는 2005 년 4월에 탐사가 시작되었으

며 수압파쇄 균열작업이 이루어진 생산정 ‘A’는 2009년 8월에 시추가 이루어

졌다. 해당 유정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는 저류층은 중생대에 퇴적된 치밀 

사암층으로, 수압파쇄 전에는 유체투과도가 낮아 생산량이 미미하였으나 수

압파쇄 실시 후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Fig. 4.1은 해

당 유정의 유정완결 모식도와 기본적인 유정 및 유체 물성을 나타낸 것이다.

저류층의 순층후가 12.5m이며 공극률은 13%, 저류층 압력은 4,220 psi로 나

타났다. Fig. 4.2는 해당 유정에서 실시된 물리검층 자료이다.

Figure 4.1 Well structure and reservoir properties of we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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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Well logging data of well ‘A’.

4.2 현장적용성 평가 

수압파쇄 대상 유정'A'는 유사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Mfrac) 이용, 수

압파쇄 1 차 설계를 실시하였다. Fig. 4.4는 수압파쇄 기간 중 유체 주입속도 

및 공저와 정두에서의 압력변화를 도시하였고, Fig. 4.5는 수압파쇄 이후에 

예상되는 균열의 폭, 진행방향 절반크기 등, 균열 형상이다.

육상 작업관련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이해를 돕기 위해 해상에서 실시한 

수압파쇄 작업을 기준으로, 작업순서와 소요시간을 도시하였다(Table 4.1). 해

상 수압파쇄 1 Stage 작업은 이동시간 제외시 15 시간 정도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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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Hrs.

1 Port → Offshore P/F 2.0 Move.

2 Connect hose(Vessel ↔ Off. P/F) 6.0

3 Blending Fracturing Material 3.0

4 Safety Meeting(P/F & Vessel Crew) 1.0 Meeting

5 Pressure Test(Pup, Hose, W.H) 1.0

6 Mini-Frac 1.0

7 Analysis Mini-Frac. result 1.0

8 Full Scale Treatment(Proppant) 1.0

9 Disconnet hose(Vessel ↔ Off. P/F)) 1.0

10 Offshore P/F → Port 2.0 Move.

No. Standby assumed 19

Table 4.1 Work flow for offshore frac vessel job

 

1 차 설계안으로 미소파쇄를 수행한 후, Nolte-G 곡선을 기반으로 미소

파쇄 분석결과 공저 군열폐쇄 압력은 419 atm, 순 균열압력은(Net pressure)

38 atm 으로 나타났고(Fig. 4.6) 이를 이용하여, 1 차 설계안을 보완하였다.

미소파쇄를 거쳐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수압파쇄를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

는 진행방향 절반크기는 108.2 m, 균열전도도는 1,790 md-m, 평균균열 투과

도는 360 md로 나타났다(Fig.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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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압파쇄 설계 및 분석

파쇄를 통해 제대로 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Frac Barrier까지 도달하는 

균열 높이를 갖도록 설계 되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경험칙상 충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진행방향 길이가 균열높이 최소 세 배가 되도록 설계 한다.

Well 'A'에서는 균열높이보다(26.7 m) 진행방향 길이가 조건에 맞게(164.8 m,

균열높이의 6 배) 설계가 되었다. (Mini-Frac analysis and design, Tarek

Tarkan on Oct 19, 2010)

균열설계 분석 및 시행은 크게 균열 성장(Fracture Propagation)과 균열 

지지재(Proppant)로 나뉠 수 있으며, Well 'A‘는 천공이 저류사암층 일부 하

부에서만 이루어져 균열생성 및 확대가 천공구간 상부에서 잘 발달된 비대칭 

균열기하 형상을 보여 주었고, 균열 말단부 봉쇄 효과(TSO)효과로 진행방향 

절반 길이 성장이 억제되고  균열폭 확대가 이루어 진 특징을 보여준다.

Table 4.2 Fractured Interval vs Perforated interval

Fractured

Interval(m)

Perforated

Interval(m)

Frac Height(m)

Upper Lower

Mini-frac 2,980.6~3,019.0 2,998~3,010.5 26.3 12.2

Full scale Treatment 2,987.6~3,014.3 2,998~3,010.5 19.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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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Pressure schedule for fracturing job(before Mini-Frac).

Figure 4.4 Predicted fracture geometry using pseudo 3-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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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F. Effic'y ISIP(B.H) Pc(Closure, B.H) P(Net P.)

10.2 min 43 % 457 atm 419 atm 38 atm

Remarks

Figure 4.5 Mini-Frac results for we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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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al(m)
Young's Modulus, KPa

GR, API
Mini-Frac Full Scale Treatment

2,988.0~2,992.5 1.90E+07 2.28E+07 125(Siltstone)

2,997.8~3,010.5 1.72E+07 2.06E+07 55(Sandstone)

3,015.0~3,016.0 1.90E+07 2.06E+07 100(Siltstone)

3,019.5~3,020.0 1.90E+07 2.06E+07 100(Siltstone)

먼저 균열기하 부문은  Table 4.2와 같이  균열발달이 천공구간보다 상부

에서 활발하였고, Shale층의 상, 하부 장벽역할(Barrier)로 수직방향 균열성장

이 억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미소파쇄 결과에 따라, 각 지층에 영률 등 지층

에 대한 암석물성계수를 조정 하였다. 지층의 응력(Stress)은 거의 조정이 없

었으며(1 % 내외), 균열닫힘 시간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 영률을 평균적으

로 16 %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4.3에서와 같이, 미소파쇄 

분석에 따라(상부지층에 비대칭적으로 균열발달) 지층별 영률을 20% 높였으

며, 천공구간 하부의 Siltstone층에 대해서는 20 %가 아닌, 8.5 %를 적용하

였는 바, 이는 Table 4.3에서 보여지듯 GR 검충결과치가 다른 Siltstone층보

다 낮게 나타나 영률을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Table 4.3 Young's Modulus Implementation before and after Mini-Frac

수압파쇄의 전 과정에 걸쳐, 균열인성도(Fracture Toughness)는 일정하게

(1,098.8 KPa·m1/2) 유지시켰다. 균열인성도란(Fracture Toughness) 물질에 작

은 쪼개짐이 있을 때 균열발생 저지정도를 척도로 균열을 발생시키는 데 필

요한 에너지크기를 나타내며, 사암은 4400~1,040 KPa·m1/2, Siltstone 1,040

~1,810 KPa·m1/2, Shale은 330~1,320 KPa·m1/2 범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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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l 'A'는 유체주입에 따라 압력이 일정하게 상승한 후 균열이 발생하

였다. 유체주입이 진행됨에 따라 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투수도가 높

거나 자연균열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며, 주입량 대비 압력곡선에 변곡점이 

수 차례 발생하면 이는 높은 누출계수와 함께, 자연균열이 확장됨을 보여주

는 것이다. 금 번 Well 'A'의 미소파쇄 분석결과, 유체 누출은 G-function의 

편미분(G·dP/dG)곡선이 원점(G-time=0.0)에서 시작하고 기울기가 일정한 것

으로 보아 정상누출(Normal Leakoff)로 사료된다. Normal Leakoff는 주입을 

멈춘 정호폐쇄기간중 이상반응이(자연균열 감지 등) 나타나지 않는 균질저류

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같은 생산 필드의 다른 공 시추에서 이미지 로

깅결과(FMI) 자연균열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Fig 4.3은 전형적인 정

상누출(Normal leakoff)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4.6 Normal Leakoff of G-func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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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효율(F.E, Fracture Fluid Efficiency)은 미소파쇄 단계에서 43 % 로 

현장단위 수압파쇄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인 23 %로 떨어진다. 이는 초기단

계에서는 투수도가 낮은 특성으로 인해 유체효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미소파

쇄로 균열생성 후에는 균열투수도가 높게 생성된 데서(408 mD) 기인한 것으

로 사료된다. 유체효율은(Frac Fluid Efficiency) 총 주입유체량에 대한 균열

내 저장 유체량의 비로써,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유체효율이 높다는 것은 유

체누출이(Leak off) 적고 유체주입 에너지가 균열발생 및 성장에 효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유체효율이 높다는 것은 낮은 투수도를 가

졌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특히 균열닫힘 해석시 유체효율이 높은 경우 균열

닫힘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유체흐름식별에도(Flow Regime determination)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유체효율FE 총주입유체체적
균열내저장된유체체적

Gc
Gc

Gc 는 균열닫힘시 G-function time 이다.

미소파쇄 단계에서 균열닫힘 시간보다(10.2 min) 정호단위 수압파쇄에서 

균열닫힘 시간이 현격히 줄어든 것은(4.1 min) 미소파쇄 단게에서 생성된 균

열에 의한 투수도 증가와 균열말단부 봉쇄효과로 균열크기가 확대된 때문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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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수압파쇄 사후분석(PCA, Post Closure Analysis)

균열효과는 균열기하 생성 및 생산량 증가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먼저  

생산량 분석을 실시 하였다. 유정 ‘A’의 경우 Fig 4.8과 같이 생산량이 증가

하였으며, 효과적인 비교를 위해 수압파쇄 이전 3개월간 평균 생산량과 수압

파쇄 이후 1개월과 3개월 동안의 생산량 평균을 비교하였다(Table 4.5). 수압

파쇄 직후 1개월 동안은 생산량이 거의 4배로, 이후 3개월 동안은 2배로 생

산량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매장량은 Filed전체의 체적 매장량으로

(Volumetric Reserve), 수압파쇄 후 늘어난 양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였

으며, 수압파쇄 이후, 2012년 9월에 ESP를 설치한 것도 수압파쇄에 의한 매

장량 증가효과 확인을 어렵게 하였다.

균열기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정시험(생산량 천이분석 ; RTA, Rate

Transient Analysis)의 표준곡선법과 유동물질 평형법(FMB, Flowing Material

Balance)의 외삽법을 이용하여 균열기하와 매장량 등을 확인하였다. 유정시

험을 통하여 저류층 인자(유체투과도 등)와 진행방향 절반크기를 추정하고 

이를 정호단위 수압파쇄후 소프트웨어(Mfrac) 분석치와 비교하였다.

유동물질 평형법에 의한, 원시부존량(OIIP, Oil Initially In Place)은 309.4

Mbbl이고(Fig. 4.9) 가채매장량은 61.9 Mbbl이다. Agarwal-Gardner 표준곡선 

법 분석결과 가채 매장량은 65.9 Mbbl, 유체투과도는 0.16 mD, 진행방향 절

반크기는 82.6 m로 나타났다(Fig. 4.10). Blasingame 표준곡선법 분석결과 가

채 마장량은 54.2 Mbbl, 유체투과도는 0.18 mD, 진행방향 절반크기는 79.2

m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Fig. 4.11). 초기 설계단계, 미소파쇄단계, 주 수압

파쇄 기간 중에 각각 예측된 작업결과와 비교 결과, 균열폭은 증가하고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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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재 사용량은 변화가 없고, 생산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진행방향 절반

크기는 줄어들었다.(Table 4.4). 이런 현상은 미소파쇄가 주입유체 통로(Pilot,

선도)역할을 하게 되어, 주입양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균열폭이 증가한 것이

고, 진행방향 균열크기가 예측보다 작은 것은 non-Darcy효과, 저류층 불균질

성, 주입유체나 균열지지재 효과를 충분히 반영못한 모델의 한계이며, 균열말

단부 봉쇄효과로(TSO, Fig. 4.12) 균열 폭은 커지고 진행방향 균열성장에 지

장을 받은 것이라고 사료된다.

균열높이와 진행방향 절반크기는 직접측정이 아닌 관계로 모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RTA에 의한 균열기하는 해석시 가정사항(Assumption)과 균

열발생 이전의 정호시험 결과 유무에 따라,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료수집부터, 수압파쇄 후 분석까지의 전 과정을 Fig. 4.13에 도시하였다.

Table 4.4 Fracture parameters for each development stage

Stage
F.H.L. Fluid

Eff’y

F.Width P.H. F.H.
Fracture

Conductivity

(m) (mm) (m) (m) (md-m)

Initial 136.9 0.36 6.8 12.5 38.4 1,120.7

Mini-Frac 108.2 0.41 9.9 12.5 33.8 1,790.0

Main Frac. 82.0 0.23 11.8 12.5 26.8 3,191.8

RTA 80.8

F=Fracture, F.H.L= Fracture Half Length, P.=Proppant, H=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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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Rate(bopd)

Mini-Frac Dec. 2011

Production Before H.F(90 days) 72.2 (a)

After H.F(30 days) 280.7 (b) 3.9(=b/a)

After H.F(90 days) 189.2 (c) 2.6(=c/a)

Table 4.5. Optimum Design effects for hydraulic fracturing of well 'A'

Figure 4.7 Fracture profile for wel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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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Prod. Improvement due to hydraulic fracturing of well ‘A’.

Figure 4.9 FMB(Flowing material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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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RTA analysis results (Agarwal-Gardner Type Curve Analysis).

Figure 4.11 RTA analysis results (Blasingame Type Cur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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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2 TSO(Tip Screen Out), before Mini-Frac(a), after Mini-Frac

(b) and after Full scale treatme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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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3 Flow chart, from Well Selection to Post Frac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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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현장 유체투과도가 낮은 치밀사암 석유저류층 생산정의(Well 'A') 유동

성 개선을 위해 미소파쇄법 보정을 통해, 현장 단위 최적 설계법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적용한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미소파쇄를 통해 마련된 최적 수압파쇄 모델 적용결과, 해석된 진행방

향 절반크기(82.0 m)는 RTA 분석결과(80.8 m)와의 오차가 1.5%로 나타나 수

압파쇄 모델이 적정했음을 보여준다.

2. 수압파쇄 전보다 생산량 증가(72.2 vs. 189.02~280.69 bopd)가 확인되

었으며, 이는 균열전도도 개선(1,120→3,191.9 md-m)으로 인한 것으로, 균열

부 말단봉쇄(TSO)로 진행방향 균열크기 성장이 억제되고 균열 폭이 커져 균

열 전도도가 좋아진 것으로 사료되고, 매장량은 용적법에 의한 것으로, ESP

설치로 수압파쇄분 매장량 별도계산이 어려웠으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설계값와 수압파쇄 결과가 상이한 것은, 불균질성을 반영한 모델구축

의 어려움, non-Darcy Flow, 주입유체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4. G-function 분석결과 편미분곡선(G·dG/dP)이 단조증가하고, 원점에

서 시작, 자연균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세일가스를 포함, 새로운 유가스전개발시 초기단계에서 수압파쇄 최적

화와 성공률 제고를 위해 미소파쇄 실시 등을 통한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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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i-Frac Method and Analysis for the Optimum 

Hydraulic Fracturing at a Tight Sandstone Reservoir

Ryu, Kiho 
Department of  Petroleum Engineering and Mineral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fracturing is increasing with the increase of shale gas 

development which can be developed only through horizontal multi stage 

fracturing method. Hydraulic fracturing is implemented not because to increase 

the field life but because to accelerate production at the earlier production stage. 

This study demonstrates the general procedure of fracturing from gathering the 

data as parameters, to the post-frac analysis for the well with tight sand 

reservoir.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result of Mini-Frac to the Full scale 

treatment in hydraulic fracturing job, it was possible to show that there exists 

small difference for the fracture half length between the number interpreted by 

model and the result of RTA analysis. 

  At the design stage, the main purpose is to predict fracture geometry 

which has close relationship with production improvement. Mini-Frac stage is 

pilot fracturing, the result of which shall contribute and optimize main fracturing 

job.  The fracturing cannot be reproduced, so the analysis and design prior to 

Full scale treatment is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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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iciency of fracturing can be monitored in two ways of fracture 

geometry and production improvement by post-frac analysis. The implementation 

of hydraulic fracturing to Well 'A' of tight sand reservoir showed 2~4 times 

bigger production than before. The production increase is mainly due to the big 

increase of fracture conductivity(1,120→3,191.9 md-m), and it is supposed that 

the TSO(Tip Screen Out) contributed a lot to this conductivity increase.

 Current numerical model has limitation in interpretation, because the visual 

data of created fracture network is not included in design improvement (high 

cost).  So, it would make big advance if we can find the low cost method of 

recognizing the subsurface visual fracture geometry(similiar to micro seismic).

Keywords: Hydraulic Fracturing, Mini-Frac., Fracture Geometry, Post-frac analysis, 

Fracture Design, Fracture Half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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