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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셰일가스 저류층은 유체투과율이 10-8 ~ 10-6 darcy 수준으로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개발하기 어렵다. 최근 수평시추과 수압파쇄 기술의 

발달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셰일가스가 상업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셰일가스 저류층에서 대부분의 가스는 인공균열과 자연균열로 형성

된 균열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된다. 따라서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에

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낮은 유체투과율을 극복할 수 있는 수압파

쇄이다.  

본 연구에서는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개발하여 수압파쇄 디자인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개발한 

프록시모델을 이용하여 수압파쇄대의 분포와 속성값을 알아내기 위

해 히스토리매칭을 통하여 저류층 특성화 및 불확실성 평가를 실시

하였다.  

영향인자 중 부분적 제어가능한 인자인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

쇄전도도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

을 개발하였다. 비선형성이 큰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을 위해 예측시

점 별 생산량 예측모델을 만들어 선형모델로도 생산량 예측이 가능

하게 하였다. 프록시모델을 이용하여 수압파쇄 디자인을 한 결과, 

수압파쇄전도도가 30 md·ft 일 때 수압파쇄반길이가 363 ft 인 디자인

이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셰일가스 저류층 개발 이후 정확한 수압파쇄대 분포와 속성값을 

구하기 위해 최소자승역산법을 이용하여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

하였다. 이때 전위모델로 개발한 프록시모델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참조필드의 값을 효과적으로 추정하였으며 불확실성도 크게 감소하

였다. 최종교정 후 예측된 누적생산량의 불확실성 역시 초기모델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제안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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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빠르게 예측하여 수압파쇄대 최적화 및 특성화를 수행할 수 있

어 셰일가스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의사결정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프록시모델, 강건회귀모형, 수압파쇄대 최적화, 셰일가스 저류층, 

최소자승역산법  

학  번: 2012-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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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수십 종의 원유 중 서부텍사스 중질유(West 

Texas Intermediate,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는 국제 원유가격의 

벤치마크 가격이다. 국제유가는 주로 수요공급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정치적 이슈, 투기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010년 배럴당 100불대를 유지하던 유가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현상과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던 

중국의 경기둔화로 인한 수요부진으로 2016년 배럴당 30불대까지 

하락했다. 

비전통자원(unconventional resources)인 셰일가스의 전세계 

매장량은 7,576.6 Tcf (EIA, 2015)로 전통가스의 매장량인 6,831.7 Tcf 

(BP, 2018)보다 많다. 이는 향후 인류가 약 58년간 사용 

가능하다(2017년 천연가스 소비량 129.6 Tcf 기준). 셰일가스는 중동, 

러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전통적인 석유자원과는 다르게 Fig. 

1.1과 같이 상대적으로 전세계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자원의 

편재성이 덜한 셰일가스는 OPEC과 러시아 중심의 석유·가스 

시장에서 미국, OPEC, 러시아의 3강 구도로 만들어 시장의 판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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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hale gas assessed basins in the world (EI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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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는 입자가 매우 작은 점토광물로 구성된 셰일층에 

존재하는 천연가스이다. 셰일지층은 10-8∼10-6 darcy 수준의 매우 

낮은 유체투과율 때문에 지층 내 가스유동이 어렵다. 이로 인해 

셰일지층에서 생성된 가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전통석유자원의 경우 원유 및 가스가 축적되기 위한 

구조트랩 또는 층서트랩이 필요하지만, 셰일가스의 경우 셰일지층 

자체가 근원임인 동시에 저류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셰일가스 저류층은 광범위한 지역에 수평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셰일가스는 1800년대 초부터 알려졌지만 낮은 유체투과율과 

탄화수소가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전통적인 가스전 개발기술로는 

생산이 어려운 비전통자원이었다. 최근 셰일가스전의 개발을 위해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기법을 적용하여 유전의 회수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생산정과 저류층과의 접촉면적을 

수직정과 비교했을 때 수배에서 수백배 이상 높여줄 수 있는 

수평시추기술과 인공균열을 통해 매질 내 유체투과율을 높여주는 

수압파쇄기술을 통해 상업적으로 셰일가스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Fig 1.2는 셰일가스 저류층에서 가스가 생산되는 메커니즘을 

나타냈다. 셰일가스 생산 시 유동은 흡착가스의 탈착 및 확산, 매질 

내에서 자유가스의 확산, 균열 내에서의 유동으로 구분된다. 압력이 

낮아짐에 따라 매질 내에 붙어 있던 흡착가스가 탈착되어 매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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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스와 함께 셰일층의 미세공극을 따라 확산된다. 균열시스템에 

도달한 된 가스는 압력차에 의해 유정으로 이동해 생산된다. 

셰일가스 저류층의 유체투과율은 micro-darcy 수준으로 매질 

내에서의 가스확산속도로는 1년에 1.5~10 ft 정도밖에 이동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셰일가스의 초기생산은 수압파쇄를 통해 

형성된 인공균열과 저류층 내 존재하는 자연균열의 연결로 형성된 

균열네트워크 또는 균열 근처의 매질에 저장되어 있는 가스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러한 생산거동으로 인해 셰일가스는 초기에 높은 

생산량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감하는 현상을 보인다. 

 

 

 

 

Figure 1.2 Schematic diagram of gas production mechanism in shale gas 

reservoirs (박영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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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는 대부분 수압파쇄를 통해 형성된 균열네트워크는 

저류층과의 접촉면적을 늘려 생산량을 증진시키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수압파쇄 디자인에 따라 형성되는 균열네트워크가 

달라지고 이는 생산량에 직결되어, 다양한 수압파쇄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하여 수압파쇄 디자인 최적화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시나리오를 평가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Siripatrachai와 Ertekin, 2012). 

셰일가스의 생산거동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셰일가스 저류층의 

특징인 가스유동, 자연균열, 수압파쇄대 등을 모사 해야한다. 이처럼 

복잡한 셰일가스 저류층에서 효과적으로 생산량을 예측하고, 

셰일가스 저류층을 특성화 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Mayerhofer 등(2006)은 바넷셰일(Barnett Shale) 저류층에서 

미소지진균열자료를 수압파쇄 균열네트워크의 수치모델링에 

적용하였다. Cipolla 등(2009)은 복잡한 균열대와 셰일가스 저류층의 

불균질성을 모사하기 위해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였지만, 셰일가스 

거동을 모사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이 걸렸다. Valko와 Lee (2010), 

Anderson 등(2012), Gong 등(2014)은 감퇴곡선법을 이용하여 매장량을 

추정했다. 이들 모델은 생산이력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생산량을 

예측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감퇴곡선법은 생산데이터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저류층 인자 및 

수압파쇄 인자들을 고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Biswas (2011)는 물질평형방정식과 deliverability equ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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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셰일가스 생산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유체 

포화도, 저류층 압력, 온도 및 생산반경을 사용하여 셰일가스 

생산을 예측한다. 그러나 셰일가스 저류층의 자연균열 및 

불균질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Yu와 Sepehrnoori 

(2013)는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에 대한 반응표면법을 

사용하여 셰일가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의 

수평정 위치를 제안했다. 반응표면법을 이용해 생산량 예측 모델링 

시 38 개의 모델구축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성능을 보장 할 수 

없으므로 부정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Xie 등(2015)은 fast marching method(FMM)를 이용하여 셰일가스 

생산을 빠르게 예측했다. 그러나 단일공극·단일유체투자율모델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델링하여 셰일가스 유체거동을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Kim 등(2015)은 셰일가스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고 이를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에 반영하여 셰일가스 생산예측모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모델의 경우 비선형모델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들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Tang 등(2018)은 셰일가스 저류층에서 다중 유동 메커니즘을 

위한 수치 시뮬레이션을 개발했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저류층 내 

가스 탈착, Klinkenberg 효과 및 가스 확산과 같은 다양한 유동 

메커니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셰일가스의 유체거동을 상세히 

모사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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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셰일가스 개발 시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고, 정확한 수압파쇄대 물성값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 보다 다수의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생산량 예측 및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자원 개발 시 이러한 불확실성 평가는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해 이뤄져 왔다. Kalman(1960)은 관측값과 관측오차를 이용하여 

초기모델을 교정하는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개발하였다. 하나의 

모델에 대하여 교정 및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Evensen(1994)은 다수의 초기모델을 

이용하여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ensemble Kalman filter(EnKF)를 

제안하였다. 이 방법은 등가의 확률을 가지는 다수의 저류층 모델을 

이용하여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하다.  

주성규(2015)는 유동민감도를 이용한 EnKF를 이용하여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였다. 다수의 교정모델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수압파쇄대 특성화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Kim 등(2017)은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화를 위해 프록시모델을 이용한 다목적함수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프록시모델을 이용하여 전위시뮬레이터를 

대체함으로써 시뮬레이션 시간을 크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프록시모델로 FMM을 이용하여 실제 셰일가스의 유체거동을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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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현재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들의 한계를 파악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셰일가스 저류층의 정적자료 결합을 위한 분리균열모델,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모델, 혼성모델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와 

더불어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한 프록시모델 및 저류층 

특성화를 위한 역산기법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프록시모델을 

이용한 수압파쇄 디자인 최적화 방법을 제안한다. 4장에서는 

프록시모델을 기반으로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화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5장은 결론으로 연구내용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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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배경 

 

2.1. 셰일가스 저류층 모델링 

 

셰일가스 개발 시 낮은 유체투과율로 인해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가 

필수적이다. 수압파쇄에 의한 인공균열과 저류층 내 존재하는 

자연균열과의 연결을 통해 균열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가스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셰일가스 

저류층과 생산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균열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분석이 필요하다. 

균열네트워크 형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셰일가스 저류층 내 

존재하는 자연균열 특성파악이 필요하며, 이를 모사할 수 있는 

균열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균열저류층을 모사하기 위한 모델은 

분리균열(discrete fracture network, DFN) 모델, 등가연속체 모델인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dual porosity·dual permeability, DPDK) 모델, 

두 가지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혼성모델이 있다. 

이 장에서는 자연균열 특성을 바탕으로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하여 자연균열대를 모델링하고, 등가연속체 모델에서 모사하는 

유체의 거동을 고려할 수 있는 혼성모델링 과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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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분리균열모델 

분리균열모델은 균열의 분포와 간극의 크기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케일의 균열을 서로 다른 기하학적 분포로 암반에 불연속적으로 

생성하는 모델이다(Dershowitz와 Einstein, 1988; Koudina 등, 1998; 

Huseby 등, 2001; 정승필, 2008).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해 자연균열대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균열의 밀도, 크기, 방향 등 자연균열 물성값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파악하기 위해 시추공 조사, 노두 

조사, 코어분석, 물리검층, 탄성파 탐사 등을 수행한다. 

분리균열모델은 균열모델 생성 시 추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균열의 위치, 방향 길이 등 실제 균열의 특징을 반영한 

자연균열대를 모델링 할 수 있다. 하지만 추계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균열을 확률적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된 균열모델마다 편차가 

커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저류층 내 유동을 모사하는데 

제약이 있고, 격자기반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다양한 

역산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혼성모델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혼성모델로 

전환될 3차원 분리균열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연균열의 주요 

특징인 균열 밀도, 방향, 길이, 간격, 균열 간의 연결성 등이 있다. 

균열밀도는 암반에 존재하는 균열의 양으로 정의되며, 측정하는 

차원에 따라 단위 선, 면, 부피에 존재하는 균열의 양을 측정한다. 

Table 2.1과 같이 물성의 차원에 따라 균열밀도, 균열강도, 

균열공극률로 정의된다. 이때 균열을 측정하는 차원을 a,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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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체의 차원을 b라고 할 때 Pab로 표기하고 정의한다. 분리균열모델 

사용 시 자연균열대를 모사하기 위해 P10, P21, P32의 균열밀도를 

이용하거나 전체 균열의 수를 설정하여 자연균열 모델링한다.  

균열방향은 저류층의 이방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인자로 

균열면의 주향(strike)과 경사(dip)로 표현된다. 주향은 지층의 

구조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교선의 방향으로 정의되며, 경사는 

지층의 구조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로 정의된다. 균열방향을 

나타내는 다른 방법으로 선주향(trend)과 선경사(plunge)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선주향과 선경사는 균열에 수직하는 pole vector를 

기준으로 측정한다(Fig. 2.1). 선주향은 수평면에 만든 정사영과 북쪽 

방향이 만든 각도이며, 선경사는 수평면과 만드는 각도로 정의된다. 

균열방향을 나타내는 용어는 식 (2.1), 식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셰일가스 생산은 대부분 자연균열과 인공균열을 통해 형성된 

균열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균열네트워크는 수압파쇄 

방향과 자연균열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형성되는 크기가 

달라진다(주성규, 2015). 

 

 

 

 

𝑡𝑟𝑒𝑛𝑑 = 𝑠𝑡𝑟𝑖𝑘𝑒 − 90° = 𝑑𝑖𝑝 𝑎𝑧𝑖𝑚𝑢𝑡ℎ − 180° (2.1) 

𝑝𝑙𝑢𝑛𝑔𝑒 = 90° − 𝑑𝑖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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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ystem for describing fracture density and intensity (Dershowitz 

and Herda, 1992) 

  Dimension of features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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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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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00:  

Number of 

fracture samples 

per point sample 

rock m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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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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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10:  

Number of 

fractures per unit 

length of 

scanline 

or borehole [L-1] 

P11:  

Length of 

intersects 

fractures 

per unit length of 

scan line [-] 

  

Linear intensity Linear porosity 

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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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 

P20:  

Number of 

trace centers per 

unit sampling 

area [L-2] 

P21:  

Length of 

fracture traces 

per 

unit sampling 

area [L-1] 

P22:  

Area of 

fractures per 

unit sampling 

area [-] 

 

Trace density Trace intensity Areal porosity 

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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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30:  

Number of 

fracture centers 

per unit rock 

volume [L-3] 
 

P32:  

Area of 

fractures per 

unit volume of 

rock mass [L-1] 

P33:  

Volume of 

fractures per 

unit volume of 

rock mass [-] 

Volumetric 

density 

Volumetric 

intensity 
Fracture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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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Definition of fracture orientation (Dershowitz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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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균열모델에서 균열방향은 균열분포함수를 통해 생성된다. 

자연균열 생성 시 가장 일반적으로 Fisher 분포를 이용한다. Fisher 

분포는 구형정규분포(spherical normal distribution)라고도 하며, 

균열대가 분포하고 있는 경사각을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분포시키고 주향의 방향을 무작위로 분포시키는 방법으로 식 (2.3)과 

같이 확률밀도함수로 표현된다(Fisher, 1953). 여기서 κ는 균열의 

주방향에 대한 분산지수로 0이면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주 방향으로 분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θ는 각 균열이 평균방향과 이루는 각을 의미한다.  

분리균열모델에서 자연균열을 생성할 때 일반적으로 통계 

모형인 Baecher 모델, Levy Lee 모델 등을 이용한다. Baecher 모델은 

포아송분포에 의해 균열의 중심의 위치가 시스템 내에 위치하게 

되고, 균열의 모양이 원형 또는 타원형의 모습을 가진다. 

Levy Lee 모델은 수학적으로 프랙탈형태를 보이는 Levy flight의 

무작위 거동으로 균열을 생성한다. 균열생성 시 다음 균열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무작위의 방향을 선정하여 균열을 

생성한다. 새롭게 생성되는 균열길이는 지수분포를 따르며 설정한 

균열밀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균열을 생성한다. 

 

 

여기서, 𝜃는 평균경사, 𝜅는 경사방향으로의 분포인자를 의미한다.  

𝑓(𝜃) =
𝜅𝑠𝑖𝑛𝜃𝑒𝜅𝑐𝑜𝑠𝑒𝜃

𝑒𝜅 − 𝑒−𝜅
, 0 < 𝜃 <

𝜋

2
, 0 < 𝜅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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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이중공극 ·이중유체투과율모델 

이중공극모델은 Fig. 2.2와 같이 매질, 균열, 암석 내 공동 등이 

분포하는 암체를 균질한 연속체로 변환한다. 이 모델은 매질과 

균열이 있을 때, 매질은 유체를 저장하고 유체유동은 오직 균열을 

통해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Warren과 Root, 1963; Kazemi 등, 1976). 

연속체로 가정하여 복잡한 균열이 존재하는 암체 내에서의 

유체거동을 계산하는데 용이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체거동은 

균열과 매질에서 일어나므로, 매질간의 연결성을 설명하기 

어렵다(Duguid와 Lee, 1977).  

균열이 있는 암체에서 공극률 및 유체투과율은 Fig. 2.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전체 공극률은은 식 (2.4)와 같이 전체 암석의 

부피에 대한 매질공극의 부피인 일차공극률과 전체 암석의 부피에 

대한 균열공극의 부피인 이차공극률의 합이다. 매질공극률은 전체 

매질에 대한 매질공극률의 부피이며, 균열공극률은 이차공극과 거의 

같다고 가정한다. 각각의 공극률 간의 관계식은 식 (2.4) ~ 식 (2.6)과 

같다.  

  

 

 

 

여기서, 𝜙𝑡 는 전체공극률, 𝜙1 은 일차공극률, 𝜙2 는 2차공극률, 𝜙𝑚 

매질공극률, 𝜙𝑓는 균열공극률을 의미한다. 

𝜙𝑡 = 𝜙1 + 𝜙2 (2.4) 

𝜙𝑡 = (1 − 𝜙2)𝜙𝑚 (2.5) 

𝜙2 ≈ 𝜙𝑓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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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Schematic diagram of dual porosity model (Golf-Racth, 1982). 

 

 

Figure 2.3 Idealization of a fractured system (Warren and Root,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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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있는 암체에서 유체투과율(𝑘𝑚𝑓 )은 매질유체투과율(𝑘𝑚 )과 

암체와 연결된 균열유체투과율(𝑘𝑒𝑓𝑓 )의 합이다. 이때 𝑘𝑒𝑓𝑓는 매질과 

매질 내 존재하는 전체 균열의 연결성에 의한 유체투과율이며, 매질 

내 단일균열의 유체투과율은 단일균열의 두께로부터 식 (2.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𝑘𝑓𝑓는 단일균열의 유체투과율, 𝑤𝑓는 균열 두께를 의미한다. 

이중공극·단일유체투과율,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 모델에서 

유체의 유동은 Fig.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균열저류층의 경우 

대부분의 생산이 균열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공극·단일유체투과율 모델을 통해 모사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이용할 경우 셰일가스 특유의 탈착 및 확산에 의한 셰일가스유동을 

모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모델은 셰일가스 저류에서 발생하는 

매질, 매질과 균열 간, 균열 내의 유체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일반 

격자모델에 매질 내부격자가 부격자(Sub grid)로 나뉘어져 있다고 

가정하여 세분화된 모델을 적용한다(Zhang 등, 2009; Cipolla 등, 2009). 

매질과 균열 간의 유동은 상호간 전도도를 의미하는 매질·균열 

연결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Kazemi 등, 1976). 인자의 값은 식 

(2.8)과 같이 한 격자 내에서 x, y, z 방향의 균열 사이의 간격에 의해 

𝑘𝑓𝑓 =
𝑤𝑓

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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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다(Kazemi 등, 1976). 이 인자값이 클수록 동일매질 내에 많은 

균열이 분포하고 있어 매질 내에서 균열로의 유동이 많아 생산이 

촉진된다. 

  

  

여기서, 𝐼𝑥, 𝐼𝑦, 𝐼𝑧는 x, y, z 방향의 균열 사이의 간격을 의미한다.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모델에서 균열 내 유체의 유동은 

Darcy 방정식을 지배방정식으로하며, 암체 내 유기물질에 대한 

흡착가스는 Langmuir가 제안한 식(2.9)를 따른다. Langmuir 흡착 

모델은 가장 이상적인 흡착모델이다. 여기서 Langmuir 등온선은 

특정 온도에서 가스의 압력 혹은 농도에 따라 매질의 흡착정도를 

등온선으로 나타냈다. 높은 TOC(total organic contents)는 동일한 

압력에서도 많은 가스가 흡착되어, TOC는 저류층의 궁극가채매장량 

평가 시 중요한 요소이다. Fig 2.5와 같이 동일한 압력조건에서 TOC 

함량이 높을수록 더 많은 양의 가스가 흡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𝑘는 흡착 속도상수, 𝑘′는 탈착 속도상수, 𝑝는 가스의 압력 

또는 농도, α 는 흡착평형상수로 k/𝑘′ 로 정의된다. 𝜃 는 피복률로 

흡착평형상수와 𝑝에 의해 결정된다. 

𝜎 = 4 (
1

𝐼𝑥
2 +

1

𝐼𝑦
2 +

1

𝐼𝑧
2

) (2.8) 

𝜃 =
𝑘𝑝

𝑘′ + 𝑘𝑝
=

𝛼𝑝

1 + 𝛼𝑝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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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ual porosity and single permeability 

 

 

 

(b) Dual porosity and dual permeability 

 

Figure 2.4 Idealized models of naturally fractured reser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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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New Albany shale isotherms as a function of TOC (Zuber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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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질 내 존재하는 가스는 매질과 연결된 균열네트워크로 

확산되면서 생산될 수 있으나, 매질의 낮은 유체투과율로 인해 

확산정도가 작다. 확산은 매질 내에서 발생하는 유동으로 단일 

분자의 열운동으로 발생한다. 유체 내 분자가 확산되는 속도는 식 

(2.10)과 같이 Fick’s의 첫 번째 확산법칙에서 화합물의 농도변화도로 

정의된다(Poling, 1987).  

 

 

여기서, 𝐽 는 단위면적당 화합물의 유량(mol/L2T), 𝐷𝑑 는 

확산계수(L2/T), 𝐶 는 화합물의 농도(mol/L3), 
𝜕𝐶

𝜕𝑑
는 농도구배이다. 

유체투과율이 0.1 md, 공극률이 2%인 Devonian 셰일가스 저류층의 

확산계수가 0.093 ft2/day이다(Kucuk와 Bringham, 1979). 

 

  

𝐽 = −𝐷𝑑

𝜕𝐶

𝜕𝑑
 (2.10) 



22 

 

2.1.3. 혼성모델 변환 

저류층 내 자연균열이 존재하고 불균질한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분리균열모델과 등가연속체모델인 이중공극 

·이중유체투과율모델을 함께 사용해야한다(정승필, 2008). 두 모델을 

함께 사용하는 혼성모델은 분리균열모델에서 생성하는 사실적인 

자연균열 속성을 등가연속체모델에서 모사하는 유체의 거동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Fig. 2.6은 분리균열모델에서 생성한 자연균열대를 등가연속체 

모델로 변환하여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사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우선 분리균열모델에서 셰일가스 저류층에 존재하는 자연균열의 

방향, 밀도, 크기, 분포 등을 반영한 균열저류층을 생성한다. 생성된 

균열저류층 모델을 격자시스템에 투영하기 위해 업스케일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 격자는 균열에 대한 속성값과 매질에 대한 

속성값을 갖는다. 

분리균열모델을 등가연속체모델로 업스케일링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Oda 방법과 Block K 방법이 있다. Oda 방법은 Darcy 

식을 따라 x, y, z 방향으로의 유체투과율 텐서를 가정하고, 격자의 

부피와 균열의 부피비를 이용해 물성값의 스케일을 변화시킨다. 각 

방향의 유체투과율 텐서는 균열의 면적과 균열 간극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유체투과율의 부피가중평균으로부터 도출된다. Block K 

방법은 각 격자에 대하여 정상유동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변환하여 등가의 균열유체투과율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비교적 



23 

 

간단한 방법이지만 계산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균열의 방향에 따른 유체투과율을 모사할 수 있고, 계산효율이 높은 

Oda 방법을 사용하여 업스케일링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때 

수압파쇄대 근처에서의 유동모델링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LGR(local 

grid refinement)를 적용하였다. 

 

 

 

 

Figure 2.6 Workflow for upscaling fracture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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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프록시모델 

 

일반적으로 실제 저류층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해 생산량을 

예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저류층이 복잡하고 원유의 

조성이 다양할 경우 시뮬레이션 속도가 오래 걸린다. 

프록시모델(proxy model)은 일부 변수들을 고려하여 전체 시뮬레이션 

모델을 모사하는 예측 모델이다. 프록시모델은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예측하기 때문에 상용시뮬레이터보다 빠른 큰 장점이 

있다. 따라서 개발계획, 의사결정, 불확실성 평가, 운전조건 최적화 

및 히스토리매칭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록시모델은 회귀모델(regression model), 반응표면 

법(response surface method, RSM), 크리깅(kriging),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및 딥러닝(deep learning)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귀모형 중 하나인 

강건회귀모형(robust regression)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한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회귀분석은 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 또는 2개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의 자료로부터 회귀식을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 

예측,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선별, 시스템 설명, 

모수추정 등에 사용되는 분석기법이다. 일반적인 회귀식은 식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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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은 가장 오래된 통계분석 중 하나로 경제, 사회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선형 모델은 

회귀계수을 통해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때 회귀계수 추정값은 식 (2.12)와 같이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 LS)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𝑦는 종속변수, 𝑋는 독립변수, 𝛽는 회귀계수, 𝑒는 잔차이다. 

 

  

𝑦𝑖 = 𝛼 + 𝛽1𝑥𝑖1 + 𝛽2𝑥𝑖2 + ⋯ + 𝛽𝑘𝑥𝑖𝑘 + 𝑒𝑖 

   = 𝑋𝑖
′𝛽 + 𝑒𝑖,  𝑒 ~ 𝑁(0, 𝜎2) 

(2.11) 

𝛽 = (𝑋𝑇𝑋)−1𝑋𝑇𝑦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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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회귀모델은 형태가 단순한 만큼 아래와 같은 가정들을 

갖고 있다.  

 

-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일정한 정규분포를 갖음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선형관계 

- 오차항은 자기 상관성이 없음 

- 데이터에 아웃라이어가 없음 

- 독립변수와 오차항은 서로 독립 

- 독립변수들간 서로 독립 

 

실제 데이터가 이러한 가정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선형회귀 

모델은 실제 데이터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일반적으로 보완된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선형관계가 아닌 경우: 

 Polynomial regression, Generalized additive model 

- 오차항의 확률분포가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 

 Generalized linear model 

- 오차항에 자기 상관성이 있는 경우: 

 Auto-regression 

- 데이터에 특이값이 있는 경우: 

 Robust regression, Quantile regression 

- 독립변수 간에 상관성이 있는 경우: 

 Ridge regression, Lasso regression, Elastic net regression, 

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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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식을 추정할 경우 

일반적인 LS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차항의 제곱합이 이상치에 의해 상당히 큰 오차를 발생시키게 

되며, 이는 회귀식 전체를 추정하는데 있어 이상치에 의한 전체 

데이터의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강건회귀분석에서는 지나친 오차에는 

가중치 값을 작게, 정상적인 오차에는 가중치 값을 상대적으로 크게 

설정하여 이상치에 영향을 덜 받는 회귀식을 추정한다. 

이러한 강건회귀모델은 다양한 손실함수를 가정하고 최우추정 

형식(Maximum likelihood type)으로 추정하는 M추정법(Huber, 1973)이 

대표적이다. 이후 고붕괴값 추정(high breakdown value)를 이용하여 

추정량의 이상치에 대한 둔감도를 측정하면서 이상치가 큰 값을 

제거하고 새로운 회귀식을 추정하는 최소절단제곱(Least trimmed 

squares, LTS) 추정법, 오차의 합에 의해 추정되는 오차합의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오차의 중간값을 최소로하는 최소중앙제곱(least 

median squares: LMS) 추정법, 척도의 불변성을 확보하고 고붕괴값 

추정과 M추정의 고효율 특성을 결합한 MM추정법 등이 

제안되었다(Rousseeuw, 1984; Rousseeuw와 Yohai, 1984; Yohai, 1987). 

M추정법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강건회귀모델로 식 (2.13)의 

목적함수를 최소화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Andersen, 2007).  

 

min
𝛽

∑ 𝜌(𝑒𝑗)

𝑁

𝑗=1

= min
𝛽

∑ 𝜌(𝑦𝑗 − 𝑥𝑗
′�̂�𝑀)

𝑁

𝑗=1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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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𝜌는 목적함수, e는 오차, y는 종속변수, 𝑥는 독립변수, 𝛽는 

회귀계수이다. 

Fig. 2.7은 LS로 추정한 회귀모형과 강건회귀모형의 목적함수, 

영향도함수, 가중치함수의 비교이다. 회귀계수 추정 시 단순 

회귀모형의 경우 오차에 따른 가중치가 일정한 반면, 

강건회귀모형은 오차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낮게 줘 

회귀계수 추정 시 이상치에 대한 영향도를 적게 만들어 회귀계수를 

추정하게 된다.  

강건회귀모형의 회귀계수 추정 시 단순회귀계수에서 구한 

회귀계수로 오차를 계산한다. 이후 계산한 오차를 가중치함수에 

대입해 가중치를 계산한다. 가중치를 이용하여 수정된 회귀계수를 

추정하고, 회귀계수가 수렴할 때까지 앞선 과정들을 반복하여 

회귀계수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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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Comparison of the three functions for least square and the robus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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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은 이상값이 존재할 때 LS로 추정한 회귀모형과 

강건회귀모형의 결과이다. 이상치가 존재할 때 LS로 회귀식을 

추정할 경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상치 쪽으로 회귀식이 

치우쳐 이상치에 의한 전체 데이터의 설명력이 높은 모형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강건회귀모형의 경우 이상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이터들의 추세를 반영하여 전체 

데이터의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 도출되었다. 

강건회귀모형의 입력인자는 단위 및 범위가 상이하므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해 표준화하였다. 독립변수 X의 선형변환은 각 

요소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식(2.14)와 같이 변환하였다. 

표준화를 통해 강건회귀모형의 계수를 해석할 때 어떤 변수들이 

생산량에 영향이 큰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른 

유동민감도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라 어떤 변수들의 영향이 큰지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𝑥 는 독립변수, 𝑚 는 독립변수의 평균, 𝜎 는 독립변수의 

표준편차이다. 

셰일가스 저류층은 불균질하고 복잡한 균열대를 가지고 있어 

셰일가스 생산량에 특이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𝑥𝑖 =
𝑥𝑖 − 𝑚𝑥𝑖

𝜎𝑥𝑖

, 𝑖 = 1,2, ⋯ , n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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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데이터에 특이값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강건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셰일가스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압파쇄 인자 및 저류층 인자를 이용하고자 한다. 

 

 

 

 

Figure 2.8 Comparison between least square and robust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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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최소자승역산법 

 

전위모델링은 일반적으로 모델변수부터 자료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반면, 역산은 자료로부터 모델변수를 얻어내는 과정이다. 

전위모델링과 역산의 관계는 Fig. 2.9와 같다. 앞서 살펴본 

수압파쇄대, 저류층 물성값 등으로부터 상용시뮬레이터를 통해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하는 것이 전위모델링이다. 반대로 생산량 

자료로부터 모델변수인 수압파쇄대 및 저류층의 물성값을 얻어내는 

과정이 역산이다. 

역산은 주어진 시스템이 비선형성, 역산해의 존재성, 안정성, 

고유성 등의 부정치성(ill-posedness) 문제가 존재할 때 역산결과를 

신뢰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Tikhonov와 Arsenin, 1977). 특히 부적절한 

가정이나 매개변수화로 인해 물리적으로 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의 존재성 문제가 발생한다. 안정성 문제는 입력자료의 

작은 변화가 출력자료의 큰 변화를 유발할 때 발생한다(최종근, 

2013). 고유성 문제는 자료의 수가 모델변수의 수보다 작을 경우 

수많은 해가 존재할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역산에서 오차는 식 

(2.15)와 같이 관측값과 모델 예측값의 차이(e)로 정의된다.  

  

 

여기서, 𝐹 는 모델변수(p)에 대한 모델링 함수, d는 관측값, G는 

모델변수가 관측값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e = 𝑑 − 𝐹(𝑝) = d − Gp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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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Correlation between forward modeling and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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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승법은 오차크기의 합(E)을 최소화하는 모델변수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앞서 회귀모형에서는 회귀계수를 구할 때 

사용되었고, 역산에서는 모델변수를 찾을 때 사용된다. 식 (2.16)과 

같은 선형문제가 있을 때 E를 모델변수(p)에 대하여 편미분하여 0이 

되는 값을 찾는 과정이며 식 (2.17)과 같다. 이 경우 관측자료의 

수가 모델변수보다 작을 경우 수많은 해가 존재할 수 있어 정확한 

해를 구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여기서, E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오차, 𝐹 는 모델변수(p)에 

대한 모델링 함수, d는 관측값, G는 모델변수가 관측값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모델변수(p)는 Gp=d인 선형문제의 

최소자승법의 해에 해당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함수를 이용한 최소자승역산을 

수행한다. 최소자승역산에서 해를 구하기 위해 최소화해야 하는 

함수를 목적함수라고 한다. 목적함수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𝐹(𝑝) = Gp (2.16) 

E = ε𝑇ε = (𝑑 − 𝐺𝑝)𝑇(𝑑 − 𝐺𝑝) 

∂E

∂p
= −2G𝑇(𝑑 − 𝐺𝑝) = 0 

∴  𝐺𝑇𝐺𝑝 = 𝐺𝑇𝑑 

∴  p = (𝐺𝑇𝐺)−1𝐺𝑇𝑑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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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와 모델에 제한을 가해주는 목적함수로 구성되며 식 (2.18)과 

같다.  

 

 

여기서, 𝑆는 목적함수, E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오차, 𝜙𝑚 는 

모델에 제한을 가해주는 모델목적함수이다. 𝑊𝑑 는 관측자료 

가중행렬로 자료의 신뢰도 및 중요성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단위행렬로 간주해 계산한다. 𝑊𝑚은 

모델변수 가정행렬이다. 대개 𝑊𝑚 는 대각행렬 또는 좁은 띠폭을 

갖는 띠행렬이며, 모델변수에 제한를 가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함수 S를 Δ𝑝 에 대해 미분하여 0이 될 경우 목적함수를 

최소로 하여 구하고자 하는 모델변수 교정값을 구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19)와 같다. 본 연구에서 최소자승역산 

기법을 이용한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윗첨자 a와 p는 교정후(assimilated)와 교정전(proiri)를 

의미한다.   

𝑆 = 𝐸 + 𝜙𝑚 = ‖𝑊𝑑(𝑒 − 𝐺𝛥𝑝)‖2 + ‖𝑊𝑚𝛥𝑝‖2 (2.18) 

𝜕𝑆

𝜕Δ𝑝
= −2(𝑊𝑑𝐺)𝑇(𝑒 − 𝐺𝛥𝑝) + 2𝑊𝑚

𝑇(𝑊𝑚Δ𝑝) = 0 

∴  [𝐺𝑇𝑊𝑑
𝑇𝑊𝑑𝐺 + 𝑊𝑚

𝑇 𝑊𝑚]Δp = 𝐺𝑇𝑊𝑑
𝑇𝑊𝑑𝑒 

∴  Δp = [𝐺𝑇𝑊𝑑
𝑇𝑊𝑑𝐺 + 𝑊𝑚

𝑇 𝑊𝑚]−1𝐺𝑇𝑊𝑑
𝑇𝑊𝑑𝑒 

∴  p𝑎 = p𝑝 + Δp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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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록시모델을 이용한 수압파쇄대 최적화 

 

셰일가스 저류층 개발 시 저류층의 낮은 유체투과율로 인해 다단계 

수압파쇄 기술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때 만들어진 인공균열과 

저류층간의 형성된 균열네트워크를 늘려 생산량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적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떻게 수압파쇄를 내느냐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져 다양한 최적화 시나리오에 대한 생산성을 

평가하여 수압파쇄 디자인을 최적화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시나리오를 평가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Siripatrachai와 

Ertekin, 2012). 

3장에서는 경제성분석을 통해 수압파쇄 디자인을 최적화하고자 

한다. 이때 다수의 수압파쇄 디자인을 평가하기 위해선 시나리오 별 

생산량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프록시모델을 구축해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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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프록시모델 개발과정 

 

Fig. 3.1은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프록시모델을 

개발하여 최적수압파쇄 디자인을 제안하는 방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우선 셰일가스 저류층물성 및 수압파쇄 자료를 

확보하고,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한 자연균열대를 업스케일링하여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 모델에 적용하여 기본 저류층을 

생성하였다.  

이후 기본 저류층 모델을 바탕으로 주어진 물성값 범위내에서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때 

프록시모델로는 강건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빠른 생산량 예측치를 

바탕으로 수압파쇄 디자인 별 경제성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수압파쇄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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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Flow diagram to develop a proxy model and optimize hydraulic 

fracturing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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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셰일가스 저류층 모델링 

 

자연균열의 방향, 밀도 등의 특징을 고려하고 셰일가스 저류층의 

유체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혼성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자연균열대를 모사하였다. 이후 셰일가스 

저류층의 매질속성 모델과 결합하여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델링하였다. 

 

3.2.1. 자연균열 모델링 

정적자료 통합을 위해 분리균열모델을 기반으로 자연균열대를 

생성하였다. 이후 업스케일링을 통해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 

모델로 변환하였다. 자연균열의 정보는 캐나다 키위가나 광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연균열 물성값은 Table 3.1과 같다. 개선된 

Beacher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균열의 방향은 Fisher 분포 모델을 

이용하였다. 저류층의 크기는 2,950 ft × 1,350 ft × 260 ft 인 49 × 27 × 

13의 격자시스템이다.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해 생성한 자연균열은 Fig. 3.2a와 같다. 

이를 Oda 방법을 통해 업스케일링한 결과 x, y, z 방향의 유체투과율, 

균열공극률, 매질 균열 연결인자는 Fig. 3.2b ~ f와 같이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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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ral fracture model 

 

(b) Sigma factor 

 

(c) Fracture porosity 
 

(d) Fracture permeability, x 

 

(e) Fracture permeability, y 

 

(f) Fracture permeability, z 

Figure 3.2 Natural fracture generation and upsc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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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Natural fracture properties of the synthetic reservoir 

Input Parameters (unit) Value 

Trend (degree) 80 

Plunge (degree) 20 

Fisher constant 25 

Fracture length (ft) Lognormal (180,30) 

Fracture intensity (ft2/ft3) 0.17 

Model Enhanced Baecher 

 

 

 

3.2.2. 매질속성 모델링 

매질의 유체투과율과 공극률은 지구통계기법인 순차가우스 

시뮬레이션(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 SGS)으로 생성하였다. SGS는 

조건부 시뮬레이션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n개의 자료가 있을 때 

공분산함수를 만족하면서 N개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생성해 내는 

기법이다(최종근, 2013).  

본 연구에서는 불균질한 유체투과율과 공극률을 갖는 셰일가스 

저류층을 생성하기 위해 평균 유체투과율을 10.98 × 10-4 md 로 

가정하였다. 유체투과율과 공극률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된 공극률을 기반으로 cokriging기법을 이용해 각 격자의 

유체투과율을 생성하였다. Fig. 3.3은 SGS로 생성한 유체투과율과 

공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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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trix permeability 

 

(b) Matrix porosity 

Figure 3.3 Matrix properties generation using 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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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수압파쇄 모델링 

대상저류층에 4개의 수압파쇄대가 있다고 가정하고 bi-wing 형태로 

Fig. 3.4와 같이 모사하였다. 이때 각 수압파쇄대는 자연균열과의 

연결성과는 별개로 목표 수압파쇄반길이까지 수압파쇄대가 

형성되었다고 가정하였다. 수압파쇄대에서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수압파쇄대 지역을 LGR를 통해 x, y방향으로 각각 7개의 격자로 

세분화하였다. 각각의 수압파쇄대에서 50~550 ft까지 파쇄반길이, 

10~50 md·ft를 가지고 있을 때 디자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 밖에 

셰일가스 저류층의 모델링을 위한 입력자료는 Table 3.2에 

정리하였다. 

 

 

 

 

Figure 3.4 Schematic diagram of a hydraulic fractu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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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Input Properties of the synthetic shale gas reservoir model 

Input Parameters (unit) Fixed Value 
Uncertain 

value 

Depth (ft) 8500 - 

Reservoir size (x, y, z) (ft) (2450, 1350, 260) - 

Grid size (∆x, ∆y, ∆z) (ft) (50, 50 20) - 

Reservoir pressure (psi) 4000 - 

Bottomhole pressure (psi) 500 - 

Diffusion coefficient (ft2/day) 0. 00055 - 

Langmuir adsorption constant (1/psi) 0.0505 - 

Gas composition CH4 (%) 100 - 

Rock density (lb/ft3) 120 - 

Rock compressibility (1/psi) 1.00E-06 - 

Reservoir temperature (°F) 77 - 

Number of hydraulic fracture stages  4 - 

Average of matrix permeability (md) 10.98E-04 - 

Median of matrix permeability (md) 7.46E-04  

Average of matrix porosity (fraction) 0.0426 - 

Average of matrix porosity (fraction) 0.0420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ft) - (50-550)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md·ft)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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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경제성을 고려한 수압파쇄대 최적화 

 

경제성을 고려한 수압파쇄대 최적화를 위해 시나리오별 셰일가스 

생산량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강건회귀모형 프록시모델을 개발하였다. 강건회귀모형의 

예측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비선형모델인 인공신경망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후 수압파쇄 디자인별 개발비용 및 

가스생산량으로부터 순현재가치를 계산하여 최적 수압파쇄 

디자인을 구하고자 한다.  

 

3.3.1. 강건회귀모형을 이용한 프록시모델 구축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로는 수압파쇄반길이와 

수압파쇄전도도를 이용하였다. 셰일가스 저류층은 micro-darcy 

수준의 유체투과율을 가지고 있어 수압파쇄로 생긴 균열대를 통해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변수는 셰일가스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Kim 등, 2015).  

강건회귀모형으로 프록시모델을 구축할 때 주어진 데이터에 

따라 예측성능이 달라진다. 데이터의 분포가 고르지 않을 경우 

프록시모델의 예측성능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영역 내에서 

모든 구간에서 균일하게 샘플링 할 수 있는 라틴하이퍼큐브 

샘플링(Latin hypercube sampling, LHS)을 이용하였다. 그에 앞서 단순 

회귀모형과 강건회귀모형의 예측성능을 비교해 이상값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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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강건회귀모형으로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Table 3.2의 속성을 기반으로 

100개의 모델구축데이터를 랜덤샘플링 방법으로 샘플링 하였다. 

프록시모델 예측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데이터를 100개 

추가로 샘플링 하였다. 강건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수압파쇄 별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도이며, 종속변수는 t시점의 셰일가스 

누적생산량으로 시점 별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때 예측 시점은 30일 간격으로 5년 

동안의 생산량이다. 단순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강건회귀모형의 

비교군으로서 동일한 방법으로 프록시모델을 구성하였다.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평균절대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와 R2 계산하였다(Table 3.3). MAPE 계산방법은 식 (3.1)와 

같다. 

 

 

여기서, n은 생산량 예측시점 개수, 𝐴𝑡 는 t시점에서의 실제 생산량, 

𝐹𝑡는 t시점에서의 생산량 예측치이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의 MAPE는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에서 5.06%, 6.01%의 오차율을 보였다. 반면, 단순 

𝑀𝐴𝑃𝐸 =
1

𝑛
∑ |

𝐴𝑡 − 𝐹𝑡

𝐴𝑡
| × 100%

𝑛

𝑡=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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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모형을 이용하였을 때 6.68%, 7.64%의 오차율을 보여 이상치에 

대한 영향 때문에 단순회귀모형의 예측오차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R2는 두 모델에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Fig. 3.5는 각 모델별로 시간에 따라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의 평균예측오차율이다. 오차의 상위, 하위 5%에 

해당하는 값들을 범위로 표시하여 불확실성을 함께 도시하였다.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에서 모두 제안한 프록시모델이 

평균적으로 단순회귀모형의 예측오차보다 낮게 나타났다. 

불확실성의 경우에도 제안한 모델이 단순회귀모형에 비해 낮은 

불확실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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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st square method 

 

(b) Proposed method 

Figure 3.5 Prediction accuracy of least square model and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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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accuracy between least square model 

and the proposed method 

Type MAPE (%) R2 

Least Square (train data) 6.68 0.9907 

Least Square (test data) 7.64 0.9912 

Proposed Model (train data) 5.06 0.9886 

Proposed Model (test data) 6.01 0.9887 

 

 

 

LHS은 표본공간 전체에서 표본이 추출되도록 변수의 범위를 

n개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서 중복되지 않게 n개를 뽑는 

방법이다(Mckay 등, 1979). 이를 통해 모든 실험영역 내에서 반복 

없이 샘플링 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실험을 비교적 

적은 수의 샘플링 개수로 수행할 수 있다. Fig. 3.6은 0~1범위 내에서 

x, y, z축 방향으로 100개의 샘플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랜덤샘플링과 

LHS 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LHS이 

모든 구간에서 균일하게 샘플데이터가 뽑힌 것을 알 수 있다.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Table 3.2의 속성을 기반으로 

LHS을 이용해 100개의 모델구축데이터를 샘플링 하였다. 

프록시모델 예측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데이터를 100개 

추가로 샘플링 하였다. 강건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수압파쇄 별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도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t시점의 셰일가스 누적생산량으로 구성하여 시점 별 셰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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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때 예측 

시점은 30일 간격으로 5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 

프록시모델을 구성하였다. 

이후 선형모델인 강건회귀모형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비선형모델인 인공신경망 모델과 비교하였다. 이때 인공신경망은 

feed forward backpropaga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입력층은 수압파쇄대 

별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도로 구성하였다. 은닉층은 2개의 

층으로 신경망을 구성하였으며, 첫번째 은닉층은 15개의 뉴런으로 

두번째 은닉층은 10개의 뉴런으로 구성하였으며 출력층은 t시점의 

셰일가스 누적생산량으로 구성했다. 이후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 

70%는 훈련데이터를 15%는 테스트 데이터를, 15%는 검증데이터로 

나눠 신경망을 구축하였다. 인공신경망도 제안한 프록시모델과 

마찬가지로 예측시점은 30일 간격으로 5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 인공신경망을 구성하였다. 추가적으로 인공신경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과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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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andom sampling 

 

(b) Latin hypercube sampling 

Figure 3.6 Comparison of the two sampl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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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모형별 생산량 예측치와 상용시뮬레이터(CMG reservoir 

simulator)에서 구한 생산량의 오차를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R2를 

계산하여 각 모델의 예측치와 실제값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Fig. 

3.7은 상용시뮬레이션과 프록시모델을 통해 예측한 셰일가스 생산량 

간의 평균값으로 cross plot이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을 이용해 

셰일가스를 예측한 결과 모델구축데이터, 테스트데이터를 

이용하였을 때 모두 상용시뮬레이터와 유사하게 생산량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MAPE와 R2 계산하였다. 그 결과 Table 3.4과 같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의 MAPE는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에서 

2.99%, 3.02%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비선형 모델인 

ANN모델은 4.54%, 5.98%의 오차율을 보였다.  R2 역시 제안한 

프록시모델이 ANN모델보다 더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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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in data set 

 

(b) Test data set 

Figure 3.7 Cross plot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by the two prox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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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accuracy between the proposed model 

and ANN 

Type MAPE (%) R2 

ANN (train data) 4.54 0.9888 

ANN (test data) 5.98 0.9808 

Proposed Model (train data) 2.99 0.9958 

Proposed Model (test data) 3.02 0.9961 

 

 

 

Fig. 3.8은 모델별로 시간에 따른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의 평균예측오차율이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에서는 

생산초기에 오차율이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이는 

셰일가스 생산 시 초기생산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ANN모델은 시간에 따른 오차의 변화가 랜덤워크(random walk)로 

움직이는데, 이는 ANN모델 구축 시 각 예측 시점에서의 예측모델 

성능이 다르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제안한 프록시모델과 

상용시뮬레이터(CMG)의 연산속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시 사용한 

컴퓨터 사양은 Intel Core 2 Duo CPU 3.30GHz로 동일한 환경에서 비교 

하였다. 하나의 수압파쇄 디자인에서 셰일가스 생산량을 구하기까지 

걸린 속도는 상용시뮬레이터는 475초가 걸렸으며, 제안한 

프록시모델은 0.000341초가 걸려 약 140만배나 빠르다. 이는 구축한 

프록시모델은 선형모델이고, 적은 수의 변수만을 이용해 셰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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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 연산속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높은 예측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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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Prediction accuracy of ANN model and the proxy model. 

 

  

0%

2%

4%

6%

8%

10%

0 180 360 540 720 900 1080 1260 1440 1620 1800

E
rr

o
r,

 %

Time, Days

ANN(train data) ANN(test data)

Proposed Proxy Model(train data) Proposed Proxy Model(test data)



57 

 

3.3.2. 프록시모델을 이용한 유동민감도 분석 

ANN모델과 같이 비선형 모델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 반면, 

선형모델의 경우 모델의 계수로부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구축한 프록시모델의 계수를 이용하여 

생산시기에 따라 어떤 변수들이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동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Fig. 3.9은 시간에 따라 변수들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도이다. 

중요도는 제안된 프록시모델의 계수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압파쇄반길이가 수압파쇄전도도보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초기에 수압파쇄전도도의 영향은 크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압파쇄반길이의 영향이 커졌다. 이는 생산초기 

수압파쇄 균열대 주위에서 주로 생산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압파쇄반길이에 따른 생산자극범위에서 셰일가스가 생산되기 

때문이다.  

Fig. 3.9의 결과를 보면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도의 

영향도가 수압파쇄대 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셰일가스 

저류층 모델링 시 매질의 물성값이 불균질하며, 자연균열대가 

존재하는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델링했기 때문에 수압파쇄 위치에 

따라 각 변수들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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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변수 중 수압파쇄반길이가 셰일가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압파쇄반길이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한 수압파쇄 최적 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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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Influence change of each parameter over time (HF: Hydraulic 

fracture length, HF_Cond: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1~4: Location of 

hydraulic fractur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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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수압파쇄 디자인 최적화 

불균질한 셰일가스 저류층에서는 수압파쇄반길이가 같더라도 

셰일가스 생산량이 달라진다. 셰일가스 생산량은 수압파쇄 디자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을 고려해 최적의 수압파쇄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 3.10과 같이 4개의 수압파쇄대에서 수압파쇄전도도는 30 

md·ft이고, 수압파쇄반길이를 50~550 ft 범위 내에서 50 ft 간격으로 

수압파쇄 디자인을 고려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4,641개 (11 × 11 ×

11 × 11의 수압파쇄 디자인을 검토해야 한다. 만개가 넘는 디자인을 

상용시뮬레이션으로 돌려 검토하기엔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인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다수의 수압파쇄 디자인을 검토하기 위해 제안한 프록시모델을 

이용하여 수압파쇄 디자인 별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Table 

3.5의 수압파쇄대 경제성 자료와 셰일가스 생산량을 바탕으로 

NPV를 계산하여 최적 수압파쇄 디자인을 구하였다. 이때 NPV의 

계산 방법은 식(3. 2)와 같다. 

 

 

여기서 n은 전체 사업기간, r은 할인율, C𝑡 는 시간 t에서의 

순현금흐름, C0는 초기 투자액을 의미한다. 

 

𝑁𝑃𝑉 = ∑
𝐶𝑡

(1 + 𝑟)𝑡

𝑛

𝑡=1

− 𝐶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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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Schematic diagram of the hydraulic fracture design. 

 

Table 3.5 Economic data for NPV calculation (Schweitzer and Bilgesu, 2009) 

Economic 

parameters 
Value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per 

stage (ft) 

Cost ($) 

Operating cost 30 $/day 100 34,100 

Gas price1 4.20 $/Mscf 200 69,900 

Royalty 12.50% 300 143,100 

Interest rate 10% 400 293,100 

Horizontal Well Drilling $2,100,000 500 600,300 

1 2018 Industrial price of natural gas (EI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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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V는 경제성평가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로서, 

미래의 현금가치를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의 현금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순현재가치는 모든 기간의 현금흐름을 고려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기투자 관점에서 어떤 

투자가 더 좋은지 NPV로 알 수 있어 의사결정도구로 사용된다.  

 Fig. 3.11은 경제성평가를 바탕으로 수압파쇄 디자인 별 NPV를 

계산하여 4개의 수압파쇄반길이를 평균 낸 값에 따른 NPV를 

boxplot으로 도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셰일가스 개발 시 평균 

수압파쇄반길이를 363 ft 내는 것이 가장 수익이 좋은 NPV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수압파쇄 비용이 제한된다면, 다른 

조건의 최적 디자인 설계가 뽑히게 될 것이다.  

14,641개의 디자인 중 가장 경제성이 높은 디자인과 낮은 

디자인의 NPV는 1.4, -1.3 백만달러로 경제성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류층을 개발하는 것이 손해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4개의 

수압파쇄반길이를 평균 낸 길이가 동일하더라도 NPV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불균질한 셰일가스 저류층의 영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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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Net present value of each hydraulic frac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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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화 

 

3장에서는 셰일가스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변수로부터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였다. 

4장에서는 측정자료로부터 모델변수를 추정하는 역산을 수행하고자 

한다. 측정자료인 셰일가스 생산량 데이터를 이용하여 

히스토리매칭을 통해 수압파쇄대를 특성화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셰일가스 저류층에 생성된 수압파쇄대의 속성을 

특성화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다수의 균열속성을 특성화하기 위해 

최소자승역산법을 이용하였다. 역산모델링에 필요한 전위모델로는 

앞서 제안한 프록시모델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 역산을 

수행하기 위해 프록시모델은 각 수압파쇄대 별로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 변형하였다. 프록시모델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최소자승역산법으로 역산모델링을 수행한다. 

4장의 1절에서는 각 수압파쇄대에서의 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수정된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불균질한 

셰일가스 저류층에서의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3절에서는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3절에서 구축한 

프록시모델을 바탕으로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여 

북미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성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65 

 

4.1. 수압파쇄대 별 프록시모델 개발 

 

3장에서는 셰일가스 저류층에서 생성되는 전체 생산량을 예측하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였다. 4.2절에서 수행할 히스토리 매칭 및 

특성화에 앞서, 전위시뮬레이터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때 3장에서 제안한 프록시모델과는 달리 각 

수압파쇄대에서 생산량예측이 가능한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셰일가스 저류층은 3장에서 모델링한 저류층을 사용하였으며, 

프록시모델을 구축할 때 사용했던 모델구축데이터 100개를 

이용하였다. 이때 생산량은 저류층 전체의 생산량이 아니라 각 

수압파쇄대의 생산량을 이용해 수압파쇄대별 생산량 및 누적생산량 

예측이 가능한 프록시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때 각 수압파쇄대별 

생산자료는 일반적으로 production logging tool을 이용해 측정한다.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강건회귀모형을 이용하였다. 

강건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는 수압파쇄 별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도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t시점의 셰일가스 

누적생산량, 수압파쇄대 별 누적생산량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점 

별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때 예측 시점은 30일 간격으로 5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 프록시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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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은 상용시뮬레이션과 프록시모델을 통해 예측한 

셰일가스 생산량 간의 평균값으로 cross plot이다. 이때 각각의 

수압파쇄대에서의 생산량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을 이용해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모델구축데이터, 테스트데이터 모두 상용시뮬레이터와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MAPE와 R2 계산해 Table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의 MAPE는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에서 

누적생산량을 예측했을 때의 결과를 계산하였다. 프록시모델의 전체 

오차율은 모델구축데이터에서 2.99%, 테스트 데이터에서 3.02%의 

오차율을 보였다.  

Fig. 4.3은 시간에 따른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의 

셰일가스 누적생산량 평균예측오차율이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에서는 

생산초기에 오차율이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는 

셰일가스 생산 시 초기생산량의 변화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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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e 1 
 

(b) Stage 2 

 
(c) Stage 3 

 
(d) Stage 4 

 
(e) Total 

Figure 4.1 Cross plot of gas productions using train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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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e 1 

 
(b) Stage 2 

 
(c) Stage 3 

 
(d) Stage 4 

 
(e) Total 

Figure 4.2 Cross plot of gas productions using test data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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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xy model 

Type MAPE (%) R2 

Train data 6.71 0.9963 

Test data 7.16 0.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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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in data set 

 

(b) Test data set 

Figure 4.3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xy model. 

0%

2%

4%

6%

8%

10%

0 180 360 540 720 900 1080 1260 1440 1620 1800

E
rr

o
r,

 %

Time, Days

0%

2%

4%

6%

8%

10%

0 180 360 540 720 900 1080 1260 1440 1620 1800

E
rr

o
r,

 %

Time, Days



71 

 

4.2. 수압파쇄대 특성화 

 

누적생산량을 이용해 히스토리매칭을 수행할 경우, 두개 이상의 

속성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를 위해 가스 

생산량과 각 수압파쇄대의 환류자료를 사용하면 신뢰성 있는 

히스토리매칭과 특성화 결과를 얻을 수 있다(주성규, 2015). 본 

절에서는 환류자료 대신 각 수압파쇄대의 생산자료를 이용해 

신뢰성 있는 히스토리매칭과 특성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전위모델로 상용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다수의 초기모델을 

바탕으로 히스토리매칭과 특성화를 수행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구축한 프록시모델을 

전위모델로 사용하고 최소자승역산법을 이용하여 히스토리매칭과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였다. 

수압파쇄대별 생산량 데이터를 이용하기에 앞서 전체 

누적생산량만을 이용했을 때 수압파쇄대 특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00개의 초기모델로부터 히스토리매칭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셰일가스 생산 후 2년 동안 

30일 간격으로 누적생산량을 프록시모델로 산출하였다. 각각의 

초기모델은 4개의 서로 다른 수압파쇄반길이와 수압파쇄전도도를 

갖는다. 프록시모델을 통해 구한 생산량자료는 역산 시 관측자료로 

사용하였다. 역산은 목적함수기반 최소자승역산법으로 식 (2.19)을 

이용하였다. 이때 식 (2.19)의 연산을 한번만 수행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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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모델을 계산할 수 있다. 역산된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3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100개의 초기모델과 교정모델들이 가지는 평균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의 분포는 Fig. 4.4와 같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구한 교정모델의 평균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가 참조필드의 

속성값 평균을 잘 모사하고 있다. 하지만 Fig. 4.5에서와 같이 개별 

수압파쇄대에서의 역산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수압파쇄대에서의 

역산결과가 참조필드의 속성값과 상이하였다. 이는 역산 시 

사용하는 관측자료가 누적생산량만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역산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Fig. 4.6는 교정모델들을 이용하여 교정 후 3년 동안 생산했을 

때 누적생산량 예측결과이다. 붉은색 선이 참조필드의 실제값이며, 

회색선들은 각 모델들에 의해 예측된 누적생산량이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교정모델을 통해 누적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초기모델들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을 크게 줄었다. 또한 참조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교정모델의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셰일가스 누적생산량을 마지막으로 예측하는 시점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을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으로 나눠 Fig. 

4.7과 같이 도시하였다. 나눈 값이 1일 경우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안한 방법의 경우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이 1 부근에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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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4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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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5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Each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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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ensemble 

 

 

 (b) Proposed method 

Figure 4.6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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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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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역산결과는 

향상된다. 관측자료로 누적생산량과 함께 각 수압파쇄대 별 

생산량을 이용하여 관측자료의 기간에 따른 수압파쇄대 특성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이때 관측자료가 6, 12, 18, 24개월까지 

존재한다고 할 때 각 시기별 누적생산량 및 각 수압파쇄대 별 

생산량 자료를 이용해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였다.  

100개의 초기모델로부터 히스토리매칭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셰일가스 생산 후 이용 가능한 관측자료의 기간마다 

30일 간격으로 누적생산량과 각 수압파쇄대 별 생산량을 

프록시모델로 산출하였다. 프록시모델을 통해 구한 생산량자료는 

역산 시 관측자료로 사용하였다. 역산은 목적함수기반 

최소자승역산법으로 수행하였다. 역산된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5년까지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역산 시 이용하는 관측자료 기간에 따른 100개의 초기모델과 

교정모델들의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의 분포는 Fig. 4.8, Fig. 4.9와 

같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구한 교정모델의 평균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가 참조필드의 속성값 평균을 잘 모사하고 있다. 

또한 이용하는 관측자료 기간이 길수록 불확실성이 감소하였다. 

Fig. 4.10과 Fig. 4.11은 초기모델과 교정모델들을 이용하여 교정 

후 5년까지 생산했을 때 누적생산량을 예측한 결과이다. 붉은색 

선이 참조필드의 실제값이며, 회색 선들은 각 모델들에 의해 예측된 

누적생산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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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방법을 이용할 경우 역산에 관측자료가 증가할 경우 

수압파쇄대 속성값들의 불확실성이 감소하였다. 추가로 교정모델의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셰일가스 

누적생산량을 마지막으로 예측하는 시점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을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으로 나눠 Fig. 4.12와 같이 

도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 이용한 관측자료에 상관없이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이 1 부근에 분포하였다. 또한 역산 시 이용 

가능한 관측자료의 수가 증가할수록 불확실성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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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months 

 
(b) 12 months 

 
(c) 18 months 

 
(d) 24 months 

Figure 4.8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in each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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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months 

 
(b) 12 months 

 
(c) 18 months 

 
(d) 24 months 

Figure 4.9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in each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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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months 

 

(b) 12 months 

 

(c) 18 months 

 

(d) 24 months 

Figure 4.10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initial ensemble models in 

each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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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months 

 

(b) 12 months 

 

(c) 18 months 

 

(d) 24 months 

Figure 4.11 Predic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in each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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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 months 

 

(b) 12 months 

 

(c) 18 months 

 

(d) 24 months 

Figure 4.12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in each data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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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파쇄 시 저류층의 암석역학적 특징 및 파쇄수주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쇄수 손실로 인해 목표했던 수압파쇄대 

반길이와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목표로 했던 

수압파쇄대 속성값이 설정한 최대, 최소값에 존재할 때 제안한 

방법을 통해 수압파쇄대 특성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개의 참조모델의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는 Table 4.2와 

같다. 100개의 초기모델로부터 히스토리매칭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셰일가스 생산 후 2년 동안 30일 간격으로 

누적생산량과 각 수압파쇄대 별 생산량을 프록시모델로 산출하였다. 

이들 생산량자료는 역산 시 관측자료로 사용하였다. 역산은 

목적함수기반 최소자승역산법으로 수행하였다. 역산 후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5년까지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두개의 case에 대하여 100개의 초기모델과 교정모델들의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의 분포는 Fig. 4.13, Fig. 4.16과 같다. 

제안한 방법으로 구한 교정모델의 평균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가 참조필드의 속성값 평균을 잘 모사하였다. 제안한 방법은 

수압파쇄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잘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압파쇄대 특성화가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4.14과 Fig. 4.17은 초기모델과 교정모델들을 이용하여 교정 

후 5년까지 생산했을 때 누적생산량 예측결과이다. 붉은색 선이 

참조필드의 실제값이며, 회색 선들은 각 모델들에 의해 예측된 

누적생산량이다.  



85 

 

추가로 교정모델의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누적생산량을 마지막으로 예측하는 시점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을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으로 나눠 Fig. 4.15, 

Fig. 4.18과 같이 도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 이용한 관측자료에 

상관없이 누적생산량이 1 부근에서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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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roperties of additional cases using the proposed method 

Type Stage No Case1 Case2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ft 

1 300 500 

2 50 200 

3 200 50 

4 250 250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md·ft 

1 48 50 

2 12 33 

3 41 10 

4 4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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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13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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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Ensemble 

 

(b) Proposed Method 

Figure 4.14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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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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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16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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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Ensemble 

 

(b) Proposed Method 

Figure 4.17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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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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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의 초기모델로부터 히스토리매칭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셰일가스 생산 후 2년 동안 30일 간격으로 

누적생산량과 수압파쇄대 별 생산량을 프록시모델로 산출하고 

관측자료로 사용하였다. 역산은 최소자승역산법을 이용하여 한번의 

연산과정을 통해 교정모델을 계산하였다. 역산 후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3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역산 기법과 제안한 역산 

기법을 비교하기 위해 앙상블칼만필터(Ensemble Kalman filter, EnKF)의 

역산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EnKF는 앙상블기반 역산기법으로, 

불확실성을 가진 다수의 모델을 생성하고 예측값과 관측값 사이의 

추정오차공분산(estimated error covariance)을 최소화하는 동적자료 

통합기법이다(Evensen, 1994). 여기서 다수의 초기모델을 

앙상블이라고 한다. EnKF는 예측과 교정 두단계로 나눠 역산이 

이루어진다. 예측단계에서는 전위시뮬레이터를 통해 예측하며, 

예측된 값과 관측값을 비교해 모델을 교정한다. 예측과 교정을 

반복하면서 앙상블들을 교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 후 150일 

간격으로 총 5회 교정을 실시하였으며, 교정 후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3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100개의 초기모델과 교정모델들이 가지는 수압파쇄반길이와 

수압파쇄전도도의 분포는 Fig. 4.19와 같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두 

가지 속성 모두 참조필드의 속성값을 잘 모사하고 있다. 반면, 

EnKF의 결과는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의 역산결과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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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참값으로부터 벗어나 발산하는 필터발산 문제가 발생하였다. 

Fig. 4.20는 교정모델들을 이용하여 교정 후 3년 동안 생산 했을 

때 누적생산량 예측결과이다. 붉은색 선이 참조필드의 실제값이며, 

회색 선들은 각 모델들에 의해 예측된 값이다. 두 방법론 모두 

교정모델을 통해 누적생산량 예측결과 초기모델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참조모델과 거의 동일하게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교정모델의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생산량 예측시점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을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으로 나눠 Fig. 4.21과 같이 

도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 0.9987 ~ 1.0210 범위에서 

누적생산량이 분포하였다. 반면, EnKF의 경우 1.0038~1.0047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들이 분포하였다.  

제안한 기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2개의 참조모델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두개의 참조모델도 위에서 진행했던 방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두 모델의 수압파쇄 반길이와 

전도도는 Table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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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19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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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itial Ensemble 

 

(b) EnKF 

 

(c) Proposed Method 

Figure 4.20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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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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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Properties of additional cases compared of the proposed method 

with EnKF 

Type Stage No Case1 Case2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ft 

1 200 250 

2 450 300 

3 200 300 

4 200 550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md·ft 

1 45 47 

2 36 40 

3 45 30 

4 34 40 

 

 

  



99 

 

추가로 수행한 Case 1, Case 2의 결과는 Fig. 4.22~4.27과 같다. 

물성값의 분포가 다른 참조모델을 사용했을 때 제안한 방법으로 

역산을 수행하였을 때 수압파쇄반길이와 수압파쇄전도도의 

분포범위는 초기모델의 분포값보다 감소하였다. 비교 역산모델로 

사용했던 EnKF의 경우 두 케이스 모두에서 필터발산 문제가 

발생하였다.  

처음 수행했던 참조모델과 추가로 수행했던 참조모델에서 

수압파쇄반길이의 불확실성이 수압파쇄전도도보다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역산 시 관측값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일수록 역산이 잘되기 때문이다. 앞서 유동민감도 

분석결과에서도 수압파쇄반길이의 영향도가 수압파쇄전도도보다 

영향도가 컸던 것을 바탕으로 역산의 결과도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불확실성감소 정도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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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22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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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Ensemble 

 

(b) EnKF 

 

(c) Proposed Method 

Figure 4.23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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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4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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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25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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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Ensemble 

 

(b) EnKF 

 

(c) Proposed Method 

Figure 4.26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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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7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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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북미지역 셰일가스 저류층 사례 

 

앞절에서는 셰일가스 저류층의 물성값에 대한 정보가 많아 보다 

사실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을 때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히스토리매칭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셰일가스 개발 이후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델링하기까지는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다. 

이번 절에서는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저류층 물성값을 바탕으로 

북미지역의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히스토리매칭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때 제안한 프록시모델의 범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프록시모델은 균질한 물성값을 갖는 셰일가스 저류층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비균질한 물성값을 

갖는 셰일가스 저류층에서 히스토리매칭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 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4.3.1. 북미지역 셰일가스 저류층 모델링 

북미지역의 주요 셰일가스 저류층 물성값을 바탕으로 이들 

저류층에서 가스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프록시모델을 이용할 경우 북미지역에서의 셰일가스 

생산량을 빠르게 예측하여 셰일가스 개발 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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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Table 4.4는 북미 주요지역의 셰일가스 저류층 물성값을 정리한 

것이다. 셰일층이 존재하는 심도, TOC, 공극률, 매질유체투과율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물성값을 갖는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저류층 모델링을 수행하고자 한다. 

Table 4.5는 북미 주요지역의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주요지역의 물성값을 바탕으로 생산모델링을 위한 물성값 범위를 

설정하였다. 주요지역마다 물성값이 달라 매질유체투과율, 

매질공극률, 자연균열유체투과율, 자연규열공극률 등 저류층 관련 

물성값들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해당 지역들에서 매질, 자연균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류층 전체 물성값은 균질하다고 가정하였다. 

앞서 수행한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이중공극· 이중유체투과율 

모델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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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Properties of major shale gas plays in North America (Roth, 2010) 

Shale Basin Barnett Haynesville Marcellus 
Horn 

River 

Eagle 

Ford 

Total gas, Tcf 327 717 1,500 370 N/A 

Producable gas, Tcf 50 251 356 47 N/A 

Gas-In-Place, Bcf/sq.mi. 150 175 200 250 200 

Depth, ft 7,500 12,000 7,000 8,800 11,500 

Thickness, ft 300 225 350 450 250 

Horizontal well cost, $M 2.8 7.0 3.5 7.0 4.8 

Reservoir temperature, ℉ 200 340 N/A 160 N/A 

Total organic carbon, % 4.5 3 3.3 3 4.5 

Porosity, % 6 10 8 3 11 

Matrix permeability, nD 250 658 1,000 230 1,100 

Pressure gradient, psi/ft 0.53“ 0.95 0.4 0.6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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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Input Properties of the synthetic shale gas reservoir model for 

developing the proxy model in North America 

Input Parameters (unit) Fixed Value 
Uncertain 

value 

Depth (ft) 8500 - 

Reservoir size (x, y, z) (ft) (2450, 1350, 260) - 

Grid size (∆x, ∆y, ∆z) (ft) (50, 50 20) - 

Reservoir pressure (psi) 4000 - 

Bottomhole pressure (psi) 500 - 

Diffusion coefficient (ft2/day) 0.00055 - 

Gas composition CH4 (%) 100 - 

Rock density (lb/ft3) 120 - 

Rock compressibility (1/psi) 1.00E-06 - 

Reservoir temperature (°F) 77 - 

Number of Hydraulic fracture stages  4 - 

Matrix permeability - (1.0E-5-1.0E-3) 

Matrix porosity - (0.03-0.11)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ft) - (50-550) 

Matrix fracture coupling coefficient (ft-2) - (0.0048-0.12) 

Langmuir Adsorption Constant (1/psi) - (0.001-0.1) 

Natural fracture porosity - (5.0E-5-5.0E-4) 

Natural fracture permeability (md) - (1.0E-5-1.0E-4)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md·ft)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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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 프록시모델 

북미지역의 주요 셰일가스 저류층 물성값을 바탕으로 저류층을 

모델링하였다. 앞서 수행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강건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프록시모델 구축에 앞서 Table 4.5의 매질유체투과율, 매질공극률, 

자연균열유체투과율, 자연규열공극률 등 저류층 관련 물성값과 

수압파쇄인자의 물성값을 이용하여 모델구축데이터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LHS을 이용하여 모델구축데이터 100개, 예측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테스트데이터 100개를 추가로 샘플링 하였다. 

강건회귀모형의 독립변수로는 Table 4.5에 나오는 불확실성 

변수들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t시점의 셰일가스 누적생산량, 

수압파쇄대 별 누적생산량으로 구성하였다. 30일 간격으로 5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게 프록시모델을 구성하여 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압파쇄디자인 최적화도 수행할 수 있다. 

구축한 프록시모델의 생산량 예측치와 상용시뮬레이터에서 

구한 생산량의 오차를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R2를 계산하여 

프록시모델의 예측치와 실제값의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Fig. 4.28과 

Fig. 4.29는 상용시뮬레이션과 프록시모델을 통해 예측한 셰일가스 

생산량 간의 평균값으로 cross plot이다.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이용해 생산량예측결과 상용시뮬레이터와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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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계산하기 위해 MAPE와 R2 계산하였다. 그 결과 Table 4.6과 같다. 

제안한 프록시모을 이용해 셰일가스 저류층 누적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MAPE는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에서 각각 6.58%, 

6.44%의 오차율을 보였다. 모델 구축 시 불확실성을 갖는 다수의 

독립변수를 이용해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하고 있어 오차가 

증가하였다. 

Fig. 4.30은 시간에 따른 모델구축데이터와 테스트데이터의 

셰일가스 누적생산량 평균예측오차율이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에서는 

생산초기에 오차율이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Table 4.6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xy model in North America 

Type MAPE (%) R2 

Train data 6.58 0.9999 

Test data 6.44 0.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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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e 1 

 
(b) Stage 2 

 
(c) Stage 3 

 
(d) Stage 4 

 
(e) Total 

Figure 4.28 Cross plot of gas productions using train data set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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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ge 1 

 
(b) Stage 2 

 
(c) Stage 3 

 
(d) Stage 4 

 
(e) Total 

Figure 4.29 Cross plot of gas productions using test data set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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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in data set 

 

(b) Test data set 

Figure 4.30 Prediction accuracy of the proxy model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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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수압파쇄대 특성화 참조모델 

수압파쇄대 특성화 시 참조모델을 만들기 위해 북미지역의 주요 

셰일가스 저류층 물성값을 갖는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델링하였다. 

자연균열의 방향, 밀도 등의 특징을 고려하고 셰일가스 저류층의 

유체거동을 모사하기 위해 혼성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하여 셰일가스 자연균열대를 모사하였다. 이후 셰일가스 

저류층의 매질속성 모델과 결합하여 셰일가스 저류층을 

모델링하였다. 

정적자료 통합을 위해 분리균열모델을 기반으로 자연균열대를 

생성하였다. 자연균열의 정보는 캐나다 키위가나 광구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자연균열 물성값은 Table 4.7과 같다. 개선된 Beacher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균열의 방향은 Fisher 분포 모델을 이용하였다. 

저류층의 크기는 2,950 ft × 1,350 ft × 260 ft 인 49 × 27 × 13의 

격자시스템이다. 분리균열모델을 이용해 생성한 자연균열은 Fig. 

4.31a와 같다. 이를 Oda 방법을 통해 업스케일링한 결과 x, y, z 

방향의 유체투과율, 균열공극률, 매질 균열 연결인자는 Fig. 4.31b ~ 

f와 같이 도시하였다. 업스케일링을 통해 이중공극·이중유체투과율 

모델로 변환하였다. 

매질의 유체투과율과 공극률은 SGS로 생성하였다. 

유체투과율과 공극률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성된 

공극률을 기반으로 cokriging기법을 이용해 각 격자의 유체투과율을 

생성하였다. Fig. 4.32는 SGS로 생성한 유체투과율과 공극률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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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셰일가스 저류층의 모델링을 위한 입력자료는 Table 4.8에 

정리하였다. 

대상저류층에 4개의 수압파쇄대가 있다고 가정하였다. 

수압파쇄대에서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수압파쇄대 지역을 LGR를 

통해 x, y 방향으로 각각 7개의 격자로 세분화하였다. 참조모델의 

수압파쇄대 물성값은 Table 4.9와 같다.  

 

 

 

Table 4.7 Natural fracture properties of the synthetic reservoir in North America 

Input Parameters (unit) Value 

Trend (degree) 85 

Plunge (degree) 15 

Fisher constant 25 

Fracture length (ft) Lognormal (170,30) 

Fracture intensity (ft2/ft3) 0.15 

Model Enhanced Bae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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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atural fracture model 

 

(b) Sigma factor 

 

(c) Fracture porosity 
 

(d) Fracture permeability, x 

 

(e) Fracture permeability, y 

 

(f) Fracture permeability, z 

Figure 4.31 Natural fracture generation and upscaling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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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trix permeability 

 

(b) Matrix porosity 

Figure 4.32 Matrix properties generation using SGS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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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Input Properties of the synthetic shale gas reservoir model in North 

America 

Input Parameters (unit) Fixed Value 

Depth(ft) 8500 

Reservoir size(x, y, z) (ft) (2450, 1350, 260) 

Grid size(∆x, ∆y, ∆z) (ft) (50, 50 20) 

Reservoir pressure (psi) 4000 

Bottomhole pressure (psi) 500 

Diffusion coefficient (ft2/day) 0. 00055 

Langmuir adsorption constant (1/psi) 0.0505 

Gas composition CH4 (%) 100 

Rock density (lb/ft3) 120 

Rock compressibility (1/psi ) 1.00E-06 

Reservoir temperature (°F) 77 

Number of Hydraulic fracture stages  4 

Average of matrix permeability (md) 5.82E-04 

Median of matrix permeability (md) 3.76E-04 

Average of matrix porosity (fraction) 0.0372 

Average of matrix porosity (fraction) 0.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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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Properties of the reference model in North America 

Type Stage No Reference Model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ft 

1 100 

2 350 

3 250 

4 250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md·ft 

1 37 

2 45 

3 19 

4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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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 프록시모델을 이용한 

수압파쇄대 특성화 

북미지역의 주요 셰일가스 저류층 물성값을 바탕으로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구축하였다. 

전위모델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이용하여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고자 한다. 앞서 수행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최소자승역산법을 이용하여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였다. 

비교모델로 EnKF를 이용하였고, 참조모델은 앞서 모델링한 

저류층이다. 

불확실성을 평가하기 위해 Table 4.5의 불확실성을 갖는 저류층 

및 수압파쇄 변수들을 이용해 주어진 불확실성 범위 내에서 

100개의 초기모델을 생성하였다. 100개의 초기모델로부터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기 위해 셰일가스 생산 후 2년 동안 30일 간격으로 

누적생산량과 수압파쇄대 별 생산량을 프록시모델로 산출하였다. 

프록시모델을 통해 구한 생산량자료는 역산 시 관측자료로 

사용하였다. 역산 후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3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비교 역산모델로 EnKF를 이용하였다. EnKF를 

이용한 역산 시 생산 후 150일 간격으로 총 5회 교정을 

실시하였으며, 교정 후 교정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3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100개의 초기모델과 교정모델들이 가지는 수압파쇄반길이와 

수압파쇄전도도의 분포는 Fig. 4.33과 같다. 제안한 방법에서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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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속성 모두 참조필드의 속성값을 잘 모사하고 있다. 반면, 

EnKF의 결과는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도 역산결과가 교정 

후 참값으로부터 벗어나 발산하는 필터발산 문제가 발생하였다. 

Fig. 4.34는 교정모델들을 이용하여 교정 후 3년 동안 생산했을 

때 누적생산량 예측결과이다. 붉은색 선이 참조필드의 실제값이며, 

회색 선들은 각 모델들에 의해 예측된 누적생산량으로 두 방법론 

모두 초기모델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  

교정모델의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위해 누적생산량을 마지막으로 예측하는 시점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을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으로 나눠 Fig. 4.35와 같이 

도시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경우 0.8794 ~ 1.2089 범위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이 분포하였다. 반면, EnKF의 경우 

0.9337~0.9357에서 교정모델의 누적생산량들이 분포하여 참조모델의 

누적생산량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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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b)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Figure 4.33 Box-plots of assimilation result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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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Ensemble 

 

(b) EnKF 

 

(c) Proposed Method 

Figure 4.34 Prediction of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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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5 Uncertainty qualification of cumulative gas productions using 

EnKF and the proposed method in Nor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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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셰일가스 개발에서 생산량 예측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한 번 수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다수의 수압파쇄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한 

생산 최적화 및 저류층 특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셰일가스 수압파쇄 디자인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또한 

셰일가스 저류층에서 히스토리매칭 시 프록시모델를 이용하여 

수압파쇄대 특성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셰일가스 저류층에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수압파쇄반길이, 매질유체투과율, 매질공극률, 수압파쇄전도도 

순으로 셰일가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안한 프록시모델은 영향인자 중 부분적으로 제어가능한 

수압파쇄반길이, 수압파쇄전도도를 이용하여 생산량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을 개발하였다.  

 

2. 제안한 프록시모델은 선형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예측시점별 

생산량 예측모델을 만들어 비선형성이 큰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이 가능하게 하였다. 

3. 개발된 프록시모델은 빠르지만, 대상 셰일가스 저류층이 바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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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프록시모델을 재구축한 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모델 

구축 시 이용하는 변수가 많아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예측정확도가 감소한다. 

 

4. 수압파쇄대 특성화 시 제안한 프록시모델의 회귀계수를 

이용하여 한 번의 연산과정을 통해 참조모델과 유사한 

최적해를 산출하였다. 

 

5.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압파쇄대가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일부 수압파쇄대에서 파쇄가 잘 안된 

경우, 파쇄가 잘 된 경우 등 다양한 수압파쇄 디자인을 갖는 

모델에 특성화 및 생산량 예측을 실시하였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수압파쇄대의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6. 개발한 프록시모델을 불균질한 셰일가스 저류층을 대상으로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였다. 앞서 수행했던 특성화보다 

불확실성이 증가하였지만, 초기모델과 비교했을 때 

불확실성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7. 본 연구에서 제안한 프록시모델을 이용해 빠르게 

수압파쇄디자인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어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셰일가스 저류층이 개발된 이후에도 제안한 프록시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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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경우 신뢰성 있는 저류층 특성화 및 미래생산거동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로부터 발전할 연구는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할 수 있는 

프록시모델 개발이다. 비선형모델보다 선형모델은 고려할 수 있는 

독립변수의 수가 제한적이다. 

두 번째 연구는 특성화연구이다. 신뢰할 수 있는 역산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도가 커야한다. 

셰일가스 생산량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수압파쇄대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수압파쇄대를 제외한 다른 

영향인자에 대한 특성화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셰일가스 특성화연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실제필드 적용연구이다. 본 연구는 가상 

셰일가스 저류층에 대하여 제안한 기법을 적용해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현장필드에 적용할 경우 미소지진자료, leakoff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해야 한다. 특히, 미소지진자료를 이용한다면 

수압파쇄로 형성되는 균열네트워크의 영역을 계산할 수 있어 보다 

신뢰성 있는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화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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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에서는 CMG시뮬레이터를 이용해 모델구축데이터 및 

테스트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록시모델 및 

수압파쇄대 특성화를 수행하였다.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을 위한 

프록시모델 및 최소자승역산법을 이용한 수압파쇄 특성화는 

Matlab기반으로 수행하였다.  

 

 로버스트 회귀모형을 이용한 생산량 예측 

 

%%%%%%%%%%%%%%%%%%%%%%%%%%%%%%%%%%%%%%%%%%%%%%%%%%%%%%%%% 
%%                 Input & Output Setting                    %% 
%%%%%%%%%%%%%%%%%%%%%%%%%%%%%%%%%%%%%%%%%%%%%%%%%%%%%%%%% 

  
load input_data.txt % input variables 
load input_data2.txt % input variables 
load FP_cumulative.txt % cumulative productions 
load FP_cumulative2.txt % cumulative productions 

  

  
Total_Ref_case=100; 
t_Pro=62; % Number of observation data 

  
ct_gas=(reshape(FP_cumulative,t_Pro,Total_Ref_case)); 
ct_gas2=(reshape(FP_cumulative2,t_Pro,Total_Ref_case)); 
nVar=8;             % Number of Variables 
nPop=100;            % Population Size 

  
input_X=input_data; 
input_X2=input_data2; 
output_Y=ct_gas; 
output_Y2=ct_gas2; 

  
[Y_a,Y_b]=size(output_Y2); 
mean_X = mean(input_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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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_X = sqrt(var((input_X))); 
mean_Y = mean(output_Y'); 
sd_Y  = sqrt(var(output_Y')); 
% Normalization  
for i=1:nVar 
    hete_norm_X(:,i)=(input_X(:,i)-mean_X(i))/sd_X(i); 
    hete_norm_X2(:,i)=(input_X2(:,i)-mean_X(i))/sd_X(i); 
end 

  
for i=1:Y_a 
    hete_norm_Y(i,:)=(output_Y(i,:)-mean_Y(i))/sd_Y(i); 
    hete_norm_Y2(i,:)=(output_Y2(i,:)-mean_Y(i))/sd_Y(i); 
end 

  
%%%%%%%%%%%%%%%%%%%%%%%%%%%%%%%%%%%%%%%%%%%%%%%%%%%%%%%%% 
%%             Compute the robust regression                %% 
%%%%%%%%%%%%%%%%%%%%%%%%%%%%%%%%%%%%%%%%%%%%%%%%%%%%%%%%% 
for i=1:Y_a 
    rb(:,i) = 

robustfit(hete_norm_X,hete_norm_Y(i,:)','hubor'); 
end 

  
%%%%%%%%%%%%%%%%%%%%%%%%%%%%%%%%%%%%%%%%%%%%%%%%%%%%%%%%% 
%%              Calculate cumulative productions           %% 
%%%%%%%%%%%%%%%%%%%%%%%%%%%%%%%%%%%%%%%%%%%%%%%%%%%%%%%%% 
% Compute cumulative productions using the robust 

regression 
for i=1:Y_a 
    G_Fore_Y(i,:)=[ones(100,1) 

hete_norm_X]*rb(:,i)*sd_Y(i)+mean_Y(i); 
    G_Fore_Y2(i,:)=[ones(100,1) 

hete_norm_X2]*rb(:,i)*sd_Y(i)+mean_Y(i);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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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자승역산법을 이용한 수압파쇄대 특성화 

 

load proxymodel_result.mat  

% load robust regression results 
n_Pro=25; % number of observation data 
ex_P=[1:n_Pro]; 
n_ensemble=100; 

  
%%%%%%%%%%%%%%%%%%%%%%%%%%%%%%%%%%%%%%%%%%%%%%%%%%%%%%%%% 
%%                        Initial ensemble                     %% 
%%%%%%%%%%%%%%%%%%%%%%%%%%%%%%%%%%%%%%%%%%%%%%%%%%%%%%%%% 

  
s = RandStream('mt19937ar','Seed',1); 
for i = 1:n_ensemble 
    initial_model(i,1:4) = randsample(s,[1:11],1)*50; 
    initial_model(i,5:8) = randsample(s,[2:10],1)*5; 
end 

  
G=rb(:,ex_P); 
ensemble=[ones(100,1) initial_model]; 
ensemble_robust=[ones(100,1) hete_norm_X]; 

  
%%%%%%%%%%%%%%%%%%%%%%%%%%%%%%%%%%%%%%%%%%%%%%%%%%%%%%%%% 
%% Compute cumulative productions of initial ensemble   %% 

%%%%%%%%%%%%%%%%%%%%%%%%%%%%%%%%%%%%%%%%%%%%%%%%%%%%%%%%% 

  
for m = 1:n_ensemble 
    Proxy_P(:,m)=(ensemble(m,:)*rb); 
end 

  
%%%%%%%%%%%%%%%%%%%%%%%%%%%%%%%%%%%%%%%%%%%%%%%%%%%%%%%%% 
%%                      Solve inverse problems               %% 
%%%%%%%%%%%%%%%%%%%%%%%%%%%%%%%%%%%%%%%%%%%%%%%%%%%%%%%%% 

  
Cm=diag((var(ensemble(:,:)))); 
Cd=diag(sqrt(var((G_Fore_Y(ex_P,:)-

hete_norm_Y(ex_P,:))'))); 
TT=(Cm*G)*inv(((G'*Cm*G))+Cd); 
for m = 1:n_ensemble 
    Inv_ensemble(m,:)=ensemble(m,:)'+TT*(refOBS-

(ensemble(m,:)*G)');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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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the low permeability of a shale gas reservoir in the range from 10-8 to 

10-6 darcy, it is difficult to develop with conventional methods. Recently, as 

commercial productions of shale gas reservoirs in North America have become 

actively by applying horizontal drilling and hydraulic fracturing. Most of the 

gas productions in shale gas reservoirs is through fracture networks formed by 

hydraulic fractures and natural fractures.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ts development is hydraulic fracturing to form and maintain fracture 

networks that can overcome low permeability.  

In this study, a proxy model is developed to predict shale gas productions 

and an optimization method is proposed for hydraulic fracture designs. In 

addition, the proposed proxy model is used to identify the distribution and 

properties of hydraulic fracture parameters through history matching and to 

evaluate a reservoir characterization and uncertainty. 

The proxy model was constructed by extracting uniform model 

construction data using Latin hypercube sampling. The prediction error of the 

proxy model is estimated to be 5% or less. The optimal design using the proxy 

model was the hydraulic fracture half-length of 363 ft, when the hydraulic 

fracture conductivity was 30 md∙ft. 

The characterization of hydraulic fracture parameters was carried out 

using the least squares inversion method in order to obtain their properties after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reservoirs. The proxy model is used a forward 

simulator. As a result, the values of the reference field are effectively estimated, 

and the uncertainty is greatly reduced. The uncertainty of the predicted 

cumulative productions after the final assimilated was also signific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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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compared to the initial models. The uncertainty of the cumulative 

productions after the characterization also grea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initial models. By using the proposed methodology,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shale gas productions rapidly and to optimize and characterize hydraulic 

fracture zone, and it can be used as a decision-making tool in shale gas 

development and production stage. 

 

Keywords: proxy model, robust regression, optimization of hydraulic fracture, 

shale gas reservoir, least square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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