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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캐나다 분지 내 주요 셰일가스 플레이 평가기법 개발”(개발기간：

2017. 7. 1. ~ 2020. 6. 30.)과제의 최종보고서 10부를 제출합니다.

2020. 8. 11.

주관기관명 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표자) 김복철 (직인생략)
참여기관명 ː 충북대학교 (대표자) 최상훈 (직인생략)
참여기관명 ː 인하대학교 (대표자) 서태범 (직인생략)
참여기관명 ː 에너지홀딩스그룹   (대표자) 박희원 (직인생략)

총괄책임자 : 이현석
참여기관책임자 : 이철우
참여기관책임자 : 신현돈
참여기관책임자 : 김종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에 따라 보고서 열람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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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최종보고서 초록
1. 일반 현황

사업명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기술분류
과제명 서캐나다 분지 내 주요 셰일가스 플레이 평가기법 개발

과제번호 20178510030880 과제유형
원천기술형

(O)
혁신제품형(   )

실증형(   )
안전관리형(   )

주관기관

기관
(기업)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설립일 1991. 11. 07

주소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대표자

(기관장) 김복철 연락처 042-868-3114

홈페이지 www.kigam.re.kr Fax 042-868-3411, 3412

기술
개발
현황

총괄책임자 이현석 실무담당자 최지영
참여기관
(책임자) 충북대학교(이철우), 인하대학교(신현돈), 에너지홀딩스그룹(김종원)

총사업비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2,100,000 33,895 144,631 2,278,526
총수행
기간 2017. 07. 01 ~ 2020. 06. 30 (36개월)

2. 기술개발 개요

Ÿ 다량의 시추공 정보를 확보하여 셰일가스 플레이의 다양한 지질학적 특성에 대하여 광
범위하게 연구하고 생산성과의 상관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셰일가스 플레이별로 효율
적인 개발방법을 설계할 수 있고 환경영향을 최소화가 가능. 

Ÿ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지질조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접근이 어려운 서캐나다 분지 
내 다수의 시추공 정보를 공유 받아 셰일가스 플레이의 저류층 특성화 기술을 개발.
1) 과성숙한 셰일층에 원시 유기물 특성 평가 기술 개발
2) 암석 내 잔류가스 분석을 통한 탄화수소 기원 추적기술과 셰일 저류층 내에 존재하

는 잔류가스 채취 장비 및 분석 방법 개발
3) 셰일가스 저류층의 분지별 최적 주상도 작성 시스템과 셰일시추코어의 관찰기재요

령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셰일층의 순차층서학적 퇴적환경 분석 기법 개발
4) 초기유기물 특성 및 탈착가스 3차원 모델을 구축하여 가스 저장 및 형성능력 기반

의 원시 부존량 평가 기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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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결과 요약

5) 저류층 특성과 생산곡선을 연계한 셰일가스 생산성 예측 및 생산 잠재성 평가 모델 
개발

6) 인공지능 기반의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셰일가스 맞춤형 생산곡선 예측기법 개발 
Ÿ 개발된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화 기술을 기반으로 베사리버, 무스크와, 듀버네이, 몬트

니 플레이에 대한 플레이별 최적화된 평가솔루션을 확보하였음.  
1) 베사리버 플레이: Patry 층이 가장 양질의 저류층으로 평가되었음. 최적화된 지시자

로 원시 유기물 평가에는 Ex-SiO2, 취성도 도출에는 경도와 Ex-SiO2, 흡착가스량은 
점토광물, 탈착가스량은 총유기물 함량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원시 유기물 특성 기
반 3차원 모델을 구축하여 원시 매장량을 평가하였음. 

2) 무스크와 플레이: 향상된 TOCo 계산 기법을 적용하여 복원된 TOCo 함량은 기존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 (r2=0.83)를 보임. 복원된 TOCo을 이용하여 가스 형성 기반 
원시부존량을 평가하였으며 상부층이 하부층에 비해서 높은 원시 부존량을 보임.    

3) 듀버네이 플레이: 가장 양질의 저류층은 Innisfail 인 것으로 평가되었음. 경도가 취
성도를 평가하는 주요한 인자로 평가되었음. 딥러닝을 통한 생산량 예측을 하였고 
신뢰도 높은 예측성능을 확인하였음. Baseline curve 방법으로 예측된 생산량과 실
제 생산 이력 데이터는 최대 5% 미만의 상대오차를 보임. 엔지니어링 특성 기반의 
지능형 모델링을 통한 생산량 예측 결과는 높은 신뢰도를 보임.  

4) 몬트니 플레이: 가스 흡착성능은 유기물의 함량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잔류가스의 
경우 탄산염광물의 함량에 좌우됨. 가스는 이동한 원유의 2차 열분해에 기원하는 것
으로 판단됨. 영률과 포아송비는 다소 높은 수치가 나왔으며, 동남쪽으로 영률이 줄
어들고 포아송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가짐. 3차원 탈착가스 부존 분포도를 구축하여 
가스저장 능력 기반 원시부존량을 평가하였음. 생산 자료를 활용하여 심층학습기반
의 생산성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결과, 1D-CNN+LSTM 모델이 저류층 정보와 초기 
생산량을 활용한 누적가스 생산량 예측에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음.  

키워드 셰일가스 플레이, 비전통 자원, 서캐나다 퇴적분지, 저류층 특성, 원시 부존
량, 생산 잠재성

핵심기술 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생산 유망지역 도출을 위한 지질·지화학·생
산성 지시자 기반의 맞춤형 평가 솔루션 개발

최종목표

한-캐나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내기업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셰일
가스 플레이별 최적 평가기법 개발 및 유망지역 도출 

1. 과성숙 셰일층 최적 유기물 특성 분석 기술 개발 
2. 암석 내 잔류가스 분석을 통한 탄화수소 기원 추적 기술 개발
3. 정량적 기재 시스템 기반 순차층서학적 해석 기법 개발
4. 지질·지화학 지시인자를 활용한 원시 부존량 최적 평가 공식 개발
5. 지질·지화학 저류층 인자 기반 생산곡선 유형 예측 기법 개발
6.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셰일가스 맞춤형 생산곡선 예측 기법 개발

개발내용 및 결과 Ÿ 셰일가스 플레이별 원시 부존량 평가 결과와 생산성 평가 결과를 
종합한 맞춤형 평가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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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 및 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Ÿ 셰일가스 저류층의 지질특성 분야, 최적 부존량 평가 공식 분야, 생
산 잠재성 평가 분야에 걸쳐 기존 셰일가스 분석 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총 6개의 세부 목표 달성을 통해 셰일가스 플레이 
평가 분야 최적화된 선진형 분석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

Ÿ 확보한 선진형 분석기술 적용 신뢰도 높은 양질 해석결과 확보하여 
셰일가스 플레이별 평가 솔루션을 도출 

Ÿ 셰일가스 플레이별 특성을 종합하여 최적 가스형성/저장 기반의 원
시부존량을 도출  

Ÿ 본 과제에서 확보한 셰일가스 저류층에 활용 가능한 최신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본 과제 이후에도 셰일가스 분지/플레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자체적으로 가능함

Ÿ 국내특허 6건 출원 및 3건 등록, 국외특허 9건 출원, 국내 27편 및 
국외 32편 학술 발표 (SCI 17편(투고포함), 국내 5편)

경제적 성과

Ÿ 서캐나다 지역의 셰일가스 분지/플레이에 대한 정밀 분석 및 평가
를 통해 국내기업의 캐나다 셰일가스 진출 시 유망지역 선정 및 투
자 의사결정의 기반자료를 제공

Ÿ 셰일가스 분지/플레이에 대한 시추 시료 및 현장자료 확보로 신규 
투자 시 자료 구매 등의 예산 소요 절감

Ÿ 셰일가스 자체 정밀분석 기술 및 최적 평가기법 개발 등은 국가에
너지기술 경쟁력 향상  

Ÿ 캐나다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인력교류로 셰일가스 연구 관련 
기술 조기 습득 및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 배경

Ÿ 캐나다의 셰일가스 개발 산업 촉진 및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캐나다 지질조사소의 국제공동연구 제안

Ÿ 최신분석기술 조기 확보 및 접근이 쉽지 않은 방대한 양의 현장시
료 분석을 통한 셰일가스 플레이별 맞춤형 평가 솔루션 개발

핵심개발 기술의 
의의

Ÿ 국내 기업 참여 셰일가스 해외광구 사업의 경제성을 한층 상승시키
는 발판 마련

Ÿ 플레이별 평가기술을 개발하여 획일적인 부존량 평가방법을 개선하
고 셰일가스전 운영계획의 최적화 도모

Ÿ 북미지역에 최적화된 평가기술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타 지역 셰일
자원 평가사 기술 우위 확보

적용 분야

Ÿ 캐나다 지역 내 셰일가스 신규 투자 시에 각 플레이별 생산 유망
지역 도출을 위한 광역적 평가 솔루션 제공

Ÿ 자체적인 셰일가스 저류층 최적화 분석기법 확보를 통한 생산 유
망성 평가 연구의 정밀도 향상

Ÿ 저류층 인자에 기반한 셰일가스 생산성 지표 개발을 통해 국내기
업의 셰일가스 해외광구 사업의 성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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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급 효과 및 기대 효과

파급 효과

Ÿ (기술적 측면) 셰일가스 플레이별 맞춤형 평가 솔루션은 셰일가스 
탐사 초기에 있는 새로운 셰일가스 플레이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평
가를 수행하고 생산 유망지역 도출이 가능

Ÿ (경제‧산업적 측면) 서캐나다 지역 셰일가스 플레이별 맞춤형 솔루
션은 국내기업의 캐나다 셰일가스 진출 시 초기 평가단계 비용 절
감 및 성공률 제고 가능
- 셰일가스 생산성 곡선 예측 기법을 통해 생산단계 광구의 생산성 
예측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가능
- 셰일가스 플레이에 최적화된 맞춤형 평가기술은 중동과 동남아사
이 등 셰일자원 미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양질의 광구 선점기회 창출 가능

기대 효과

Ÿ (기술적 측면) 북미 셰일가스 개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확보된 생산성 예측 기법을 반영하여 평가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Ÿ (경제‧산업적 측면) 투자 및 개발에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기술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며, 공기업 및 투자기관의 유가스전 투자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글로벌 서비스 시장 진출을 통해 고용창출 100
명 및 유전 현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수입 대체 50억원이 가능

6. 해당 기술, 제품의 시장 현황

국내 시장

Ÿ 2011년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 가스 개발사업을 통해 혼리버·웨스
트컷뱅크 지역에서 총 1,337백만 CAD를 투자하여 약 6,100만톤의 
자원을 확보하였음.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북동부 Cordova 
광구에 참여하여 총 112백만 CAD를 투자하고 약 520만 톤의 자원
량 확보. 

Ÿ 국내 7개 업체가 11개 해외 셰일가스 개발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일산 7만 3천 배럴 생산 확보, 매장량 5.4억 배럴 확보

Ÿ 빅데이터 관련 국내시장규모를 2015년 약 2,600억원에서 2020년 
9,000억원으로 증가 할 것이라 전망

해외 시장

Ÿ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총 42개국의 137개 셰일층 평가결과, 셰일
가스 회수가능위험자원량은 7,795 Tcf로 보고되었으며 전 세계 천
연가스 매장량인 6,600 Tcf(BP, 2016)와 비교 시 셰일가스 시장은 
매우 유망함.

Ÿ 석유개발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9년도 약 1,100조원으로 예상되며, 
석유생산 광구운영 및 관리 서비스 시장규모는 전체 서비스 시장의 
약 46%인 약 50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로 성장이 예측됨 

Ÿ 유가스 자산평가(생산량예측) 시장의 규모는 유가 회복 시 시장규모
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체 자산 중 셰일가스의 
거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기
술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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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 사진 (기술개발 제품 관련 사진, 그림, 도면 등)

<잔류가스 채취 장비> 
1. 암심 시료와 볼밀을 함께 캐니스터 내에 수

용. 캐니스터의 내부에 대기가스를 제거하고 
진공상태에서 잔류가스로 존재하는 탄화수소 
포집.

2. 캐니스터 내부에 함께 들어간 볼밀에 의해 
암심시료는 파쇄함. 캐니스터에 추가적으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서 과포화된 NaCl을 주
입함.

3. 잔류가스가 포집되면 캐니스터의 하부 주입구
에 연결된 채취관을 통해 잔류가스를 채취함. 

<리아드 3차원 정적 모델>
1. 리아드 분지 베사리버층을 대상으로 3차원 

정적 모델을 구현함.
2. 해당 층은 이질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에 위치한 셰일층이 유망한 셰일가스 저
류구간으로 확인되고 있음. 

3. 시추공 자료를 기반으로 원시 총 유기탄소량
을 계산하여 3차원 지화학 모델을 구현하고, 
잠재 가스 생성량 및 잔류 가스량을 확인함.

<몬트니 3차원 정적 모델>
1. 앨버타 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위치한 

몬트니 분지를 대상으로 3차원 정적 모델을 
구현함.

2. 일라이트 체적을 통해 시추공 내 탈착가스량
을 계산함.

3. 층서해석 결과 기반의 구조 모델과 시추공 
자료 기반으로 계산된 탈착 가스량을 바탕으
로 3차원 탈착가스 분포도를 구현하여, 가스
량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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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주요 연구성과>
사업명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과제명(과제번호) 서캐나다 분지 내 주요 셰일가스 플레이 평가기법 개발(20178510030880)
주관기관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설립일 1991. 11. 07

주소 (3413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대표자(기관장) 김복철 총괄책임자 이현석

총수행기간 2017. 07. 01. ~ 2020. 06. 30.   (36개월)
총사업비(백만원) 2,278 정부출연금 2,100 민간부담금 178
참여기관(책임자) 충북대학교(이철우), 인하대학교(신현돈), 에너지홀딩스그룹(김종원)
성과지표 세부지표 성 과 비 고

사업화
성과

매출액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0억원
향후 3년간 매출 5억원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0억원
향후 3년간 매출 1억원

시장
점유율

개발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0%
 국외 :  0%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50%
 국외 :  3%

관련제품
개발후 현재까지

 국내 :  0%
 국외 :  0%

향후 3년간 매출
 국내 :  5%
 국외 :  0%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현재 제품 세계시장 경쟁력 순위 300위권

3년 후 제품 세계 시장경쟁력 순위 50위

기술적
성과

특허
국내

출원 6건
등록 3건

국외
출원 9건
등록 건

논문발표
국내 27건
국외 32건

파급효과
고용효과

개발 전 명
개발 후 1명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100%
국산화율 %

기타 표준 제개정, 기술이전 및 수상실적 등



- 8 -

□ 구체적인 연구 성과 
1. 지식재산권
  (국내ㆍ외 특허, 실용신안, 프로그램 등록, 기타 등으로 종류 구분)
번 
호

종 류 명 칭 출원일 등록일 국 명 출원/등록번호 발생차수

1
국외 특허 

출원

감마선을 이용한 
물리검층자료의 분석 장치 및 

방법
2017.12.11 캐나다 IP20160124-CA 1차년도

2
국외 특허 

출원

감마선을 이용한 
물리검층자료의 분석 장치 및 

방법
2017.12.11 미국 IP20160124-US 1차년도

3
국외 특허 

출원
비투멘의 경제성 평가 장치 

및 그방법
2018.02.05 캐나다 IP20160125-CA 2차년도

4
국외 특허 

출원

물리검층자료 해석을 통한 
셰일가스층의 탈착가스량 

예측장비
2018.07.10 캐나다 IP20170064-CA 2차년도

5
국외 특허 

출원
셰일가스 채취장치 및 그 

채취방법
2018.09.12 국제 PCT/KR2018/010669 2차년도

6
국외 특허 

출원

METHOD FOR CREATING A 
SHALE GAS PRODUCTION 
FORECASTING MODEL 
USING DEEP LEARNING

2019.04.24 국제 PCT/KR2019/004963 3차년도

7
국외 특허

출원

몰리브덴을 활용한 
초기총유기탄소 평가 방법 및 

장치
2019.12.19. 국제 PCT/KR2019/018095 3차년도

8
국외 특허

출원

SHALE GAS EXTRACTING 
DEVICE AND EXTRACTING 

METHOD THEREFOR
2020.03.11. 미국 16/646260 4차년도

9
국외 특허

출원

SHALE GAS EXTRACTING 
DEVICE AND EXTRACTING 

METHOD THEREFOR
2020.03.13 캐나다 3075923 4차년도

10
국내 특허 

출원
셰일가스 채취장치 및 그 

채취방법
2017.09.15 국내 10-2017-0118863 1차년도

11
국내 특허 

출원
셰일 플레이별 경제성 

평가방법
2017.11.21 국내 10-2017-0155800 1차년도

12
국내 특허 

출원
자연 감마검층 자료를 이용한 

퇴적층 경향 분석 방법
2017.12.04 국내 10-2017-0165155 1차년도

13
국내 특허

출원
셰일 플레이의 경제성 

평가방법
2017.12.14. 국내 10-2017-0172210 1차년도

14
국내 특허 

출원
몰리브덴을 활용한 

초기총유기탄소 평가 방법
2018.12.19 국내 10-2018-0165106 2차년도

15
국내 특허 

출원
딥러닝을 이용한 셰일가스 
생산량 예측모델 생성 방법

2019.09.26 국내 10-2019-0118878 3차년도

16
국내 특허 

등록
셰일가스 채취장치 및 그 

채취방법
2018.01.12 국내 10-1819957 2차년도

17
국내 특허 

등록
자연 감마검층 자료를 이용한 

퇴적층 경향 분석 방법
2019.05.20 국내 10-1982297 3차년도

18
국내 특허 

등록
몰리브덴을 활용한 

초기총유기탄소 평가 방법
2019.06.20 국내 10-1993344 3차년도

19 프로그램 등록
셰일가스 생산이력과 지능형 
모델링에 기반한 생산량 에측 

알고리즘
2020.05.04 국내 C-2020-014893 4차년도

20 프로그램 등록
캐나다 몬트니 분지의 저류층 
및 수압파쇄 인자를 활용한 
셰일가스 생산 예측 프로그램 

2020.06.08 국내 C-2020-018917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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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게재/발표 실적

번 
호

구분(논문
게재 or 

학회발표)
논문명 저자명 저널명 일시

구분
(국내, 
국외)

SCI 
등재 
여부

발생
차수

1 논문 게재

Sequence stratigraphy in the middle 
Ordovician shale successions mid-east 
Korea: Stratigraphic variation and 

preservation potential of organic matter 
within a sequence stratigraphic 

framework 

Uk Hwan Byun, 
Hyun Suk Lee, 
Yi Kyun Kwon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2018. 2 국외 O 2차년도

2 논문 게재
Development of reservoir economic 

indicator for Barnett Shale gas potential 
evaluation based on the reservoir and 

hydraulic fracturing parameters

Viet Nguyen-Le, 
Hyundon Shin

Journal of 
Natural gas 
Science and 
Engineering

2019. 5 국외 O 3차년도

3 논문 게재
Optimization of well placement and 
operating conditions for various well 
patterns in CO2 sequestration in the 

Pohang Basin, Korea

Changhyeok Jun, 
Min Kim, 

Hyundon Shin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house 
Gas Control

2019. 8 국외 O 3차년도

4 논문 게재

Application of a dual tubing CO2 
injection-water production horizontal well 
pattern for improving the CO2 storage 
capacity and reducing the CAPEX: A 
case study in Pohang basin, Korea

Min Kim, 
Hyundon Shin

International 
Journal of 
Greenhouse 
Gas Control

2019. 11 국외 O 3차년도

5 논문 게재
Application of Multi-resolution 

graph-based clustering for electrofacies 
prediction: a case study from the Horn 
River Shale, British Columbia, Canada

Juhwan Woo, 
Chul Woo Rhee, 
Taek Ju Jeoung, 
Seonghyung Jang

Geoscience 
Journal 2019. 11 국외 O 3차년도

6 논문 게재
(공동 연구)

Effect of reservoir characteristics on the 
productivity and production forecasting 
of the Montney shale gas in Canada

Garam Kim, 
Hyunsuk Lee, 

Zhuoheng Chen, 
Suwat 

Athichanagorn, 
Hyundon Shin

Journal of 
Petroleum 
Science and 
Engineering

2019. 11 국외 O 3차년도

7 논문 게재
(공동 연구)

Development of shale gas prediction 
models for long-term production and 
economics based on early production 

data in Barnett reservoir

Viet Nguyen-Le, 
Hyundon Shin, 
Edward Little

Energies 2020. 1 국외 O 4차년도

8 논문 게재
Machine learning-based prediction of the 
shale barrier size and spatial location 
using key features of SAGD production 

curves

Min Kim, 
Hyundon Shin

Journal of 
Petroleum 
Science and 
Engineering

2020. 3 국외 O 4차년도

9 논문 게재
Numerical simulation of undulating shale 
breaking with steam-assisted gravity 
drainage (UB-SAGD) for the oil sands 

reservoir with a shale barrier

Min Kim, 
Hyundon Shin

Journal of 
Petroleum 
Science and 
Engineering

2020. 6 국외 O 4차년도

10 논문 투고
(공동 연구)

Multivariate approach to the gas 
production forecast using early 

production data for Barnett shale 
reservoir

Viet Nguyen-Le, 
Min Kim, 

Edward Little, 
Hyundon Shin

Journal of 
Natural Gas 
Science and 
Engineering

국외 O 4차년도

11 논문 투고
(공동 연구)

Development of production-forecasting 
model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decline analysis using the 

reservoir and hydraulic fracture 
parameters in Montney shale gas 

reservoir, Canada

Hyeonsu Shin, 
Viet Nquyen-Le, 

Min Kim, 
Edward Little, 
Hyundon Shin

Journal of 
Natural Gas 
Science and 
Engineering

국외 O 4차년도

12 논문 투고
(공동 연구)

Estimation of generation and storage 
potential of the Besa River Formation in 
Liard Basin through 3-dimensional static 

geochemical modeling

Kwang Hyun 
Kim, Sung 

Kyung Hong, 
Jiyoung Choi, 

Kyungbook Lee, 
Andy Mort, 

Hyun Suk Lee

Geofluids 국외 O 4차년도

13 논문 투고
(공동 연구)

Effect of mineral composition on 
brittleness and hardness of Besa River 

Formation in Liard Basin, Canada

Yuri Kim, 
Jiyoung Choi, 
Kwang Hyun 

Kim, Carl Ozyer, 
Hyun Suk Lee

Geofluids 국외 O 4차년도

14 논문 투고
(공동 연구)

Multiple controls on the accumulation of 
organic-rich sediments in the Besa River 

Formation of Liard Basin, British 
Columbia, Canada

Jiyoung Choi, 
Hyun Suk Lee, 
Yuri Kim, Omid 
H. Ardakani, 
Sung Kyung 

Hong

Geofluids 국외 O 4차년도

15 논문 투고
(공동 연구)

Assessment of shale gas potential from 
geochemical data in the Late Devonian 
shale succession, Liard Basin, Canada

Sung Kyung 
Hong, 

Kyungbook Lee, 

Journal of 
Petroleum 
Science and 

국외 O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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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 Suk Lee, 
Jiyoung Choi, 
Andy Mort

Engineering

16 논문 투고
(공동 연구)

Estimation of original TOC using 
molybdenum bulk concentration: A case 
study from the Devonian Muskwa Shale 
in the Western Canada Sedimentary 

Basin 

Sung Kyung 
Hong, Young Jae 
Shinn, Jiyoung 
Choi, Hyun Suk 
Lee, Yuri Kim, 

Omid H. 
Ardakani

Marine and 
Petroleum 
Geology

국외 O 4차년도 

17 논문 투고
(공동 연구)

Effect of Lamination on shale reservoir 
properties: Case study of the Montney 

Formation, Canada

Juhwan Woo, 
Hyun Suk Lee, 
Chul Woo Rhee

Carl Ozyer

Geofluids 국외 O 4차년도

18 논문 게재
셰일 가스 근원암/저류암의 열적 성숙도 
평가 기법: 서캐나다 퇴적 분지 데본기 

셰일층에 관한 사례 연구

홍성경, 최지영, 
이현석, 신영재 지질학회지 2018. 2 국내 2차년도

19 논문 게재
광물 조성 및 함량과 암석 조직이 취성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 캐나다 몬트니층을 

예시로

손준현, 이현석, 
권상훈

석유지질퇴적
학회지 2018. 12 국내 2차년도

20 논문 게재 셰일 및 치밀 저류층의 지화학 및 
암석물리 특성 연구동향 고찰

이현석, 홍성경, 
최지영, 안태웅, 

진재화

석유지질퇴적
학회지

2020
(예정) 국내 4차년도

21 논문 투고 유기물 함량과 광물 조성이 셰일 내 
메탄가스 흡착능력에 미치는 영향

김하영, 장호창, 
최지영

석유지질퇴적
학회지

2020
(예정) 국내 4차년도

22 논문 투고 서캐나다 셰일가스 분지별 맞춤형 
솔루션을 위한 암석역학적 특성화

최준형, 이현석, 
김유리, 김정현 

이대성

석유지질퇴적
학회지

2020
(예정) 국내 4차년도

1 학술 발표
Reconstruction of original kerogen types 
using inorganic geochemical proxies in 
the Devonian Horn River Formation of 

western Canada

홍성경, 신영재, 
최지영, 이현석, 

김유리

34th The 
Society for 
Organic 
Petrology 

(TSOP) Annual 
Meeting

2017. 9 국외 1차년도

2 학술 발표 Analysis of Optimal Shale Gas 
Performance Indicator 김가람, 신현돈

The 15th 
Science and 
Technology 
Conference 
on Energy & 

Earth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TC-EERSD)

2017. 10 국외 1차년도

3 학술 발표
Sedimentologic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Horn River and 
Montney formations in Western Canadian 

Basin

Hyun Suk Lee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Hydrocarbon 
Accumulation 
Mechanisms 

and Petroleum 
Resources 
Evaluation

2017. 10 국외 1차년도

4 학술 발표 Performance Indicators for Shale Gas 
Wells in Barnett Shale

Viet Nguyen-Le, 
Garam Kim, 
Hyundon Shin

2017 
한국석유지질
퇴적학회 
학술대회

2017. 9 국내 1차년도

5 학술 발표 최적의 생산성 평가 지표를 활용한 미국 
셰일가스 플레이별 경제성 평가

김가람, 
응웬레벳, 
신현돈

2017 
한국석유지질
퇴적학회 
학술대회

2017. 9 국내 1차년도

6 학술 발표 셰일자원량 평가기법: USGS 및 ARI를 
중심으로

이경북, 손병국, 
이현석, 최지영, 

홍성경

2017 
한국석유지질
퇴적학회 
학술대회

2017. 9 국내 1차년도

7 학술 발표 서캐나다 지역 혼리버층과 몬트니층의 
취성도 비교 분석 

양일호, 손준현, 
이현석, 권상훈

2017 
한국석유지질
퇴적학회 
학술대회

2017. 9 국내 1차년도

8 학술 발표
서캐나다지역 혼리버층과 몬트니층의 
퇴적학 및 지화학적 특성: 셰일가스 

저류층 평가인자 도출연구 

이현석, 홍성경, 
최지영, 양일호

2017 
한국석유지질
퇴적학회 
학술대회

2017. 9 국내 1차년도

9 학술 발표
The effect of Reservoir Characteristics 

on PRoductivity and Production 
Forecasting of Montney Shale Gas in 

Canada

Garam Kim, 
Hyundon Shin, 
Hyun Suk Lee

11th B.C. 
Unconventional 
Gas Technical 

Forum

2018. 4 국외 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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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학술 발표 중동지역 탄산염암 광구의 저류층 모델링 
사전연구 결과 이현석

2018 
춘계지질과학

연합회
2018. 4 국내 2차년도

11 학술 발표 Eagle Ford 지역 저류층 인자를 활용한 
셰일가스 저류층 경제성 평가 지표 개발

양형서, Viet 
Nguyen-Le, 

신현돈

2018 
한국자원공학회 
춘계학술발표대

회

2018. 5 국내 2차년도

12 학술 발표
Electro facies classification of Horn 
River shale by Multi Resolution 

Graph-based Clustering

Ju Hwan Woo, 
Chul Woo Rhee, 
Jae Hwa Jin

Geoconvention
2018 2018. 5 국외 2차년도

13 학술 발표
CARBON ISOTOPE COMPOSITION OF 
TERRESTRIAL PLANT MATTERS IN 

ALBIAN SHALES

Sung Kyung 
Hong, S. Yi, 

Young Jae Shinn

2018 
International 
Sedimentologic
al Conference
(ISC 2018)

2018. 8 국외 2차년도

14 학술 발표
Thermal maturity of Devonian shales in 
Horn River Basin using biomaker and 

non-biomarker index

Jiyoung Choi, 
Sung Kyung 

Hong, Hyun Suk 
Lee

2018 
International 
Sedimentologic
al Conference
(ISC 2018)

2018. 8 국외 2차년도

15 학술 발표
북동 British Columbia 지역의 시추공 
안정성 분석을 위한 Geo-Mechanical 

인자 추산
윤재필, 이현석

2018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

2018. 9 국내 2차년도

16 학술 발표
The Effect of Reservoir Characteristics 
on Production Forecasting of Montney 

Shale Gas in Canada

Garam Kim, 
Hyundon Shin, 
Hyun Suk Lee

AAPG ICE 
2018 2018. 11 국외 2차년도

17 학술 발표
Neural Network Models for Predicting 
the Size and Horizontal Location of 

Shale Barrier Using Reservoir Parameters 
and SAGD Production Data

Min Kim, 
Hyundon Shin, 
Hyun Suk Lee

Geoconvention 
2019 2019. 5 국외 3차년도

18 학술 발표
Application of deep learning for 

prediction of shale gas production model 
at Duvernay Formation

Kyungbook Lee, 
Hyun Suk Lee

2019 
Canada-Korea 
Conference 
(CKC)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6 국외 3차년도

19 학술 발표
Vertical and spatial variations in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Besa 
River Formation in the Liard basin, BC, 

Canada

Jiyoung Choi, 
Hyun Suk Lee, 

Yuri Kim

2019 
Canada-Korea 
Conference 
(CKC)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6 국외 3차년도

20 학술 발표
Reservoir characterization of onshore 
shallow-depth biogenic gas system of 

Pohang, Korea

Nyeon Keon 
Kang, Ingul 

Hwang,, Jiyoung 
Choi, Taewoong 
Ahn, Hyun Suk 

Lee

2019 
Canada-Korea 
Conference 
(CKC)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6 국외 3차년도

21 학술 발표
Analysis of production decline patterns 
and impact of natural fractured shale 

gas reservoir

Hyeong Seo 
Yang, Hyeonsu 

Shin, Viet 
Nguyen-Le, 
Hyundon Shin

2019 
Canada-Korea 
Conference 
(CKC)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6 국외 3차년도

22 학술 발표

Core Facies Analysis of Exshaw 
Formation in the Liard Basin: Three 

association types of silt-clay strata and 
their implications for mud depositional 

processes in a shelf setting

Jeonghee Son, 
Chul Woo Rhee, 
Juhwan Woo

2019 
Canada-Korea 
Conference 
(CKC)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6 국외 3차년도

23 학술 발표 Smart EUR assessment of shale gas play 
using machine-learning approach

Jong Won Kim, 
Heewon Park 
Ilsik Jang, 

Kyoyoung Jin, 
Jonghun Lee

2019 
Canada-Korea 
Conference 
(CKC) 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 6 국외 3차년도

24 학술 발표
Stratigraphic variation in core facies and 

SGR response of the lower Triassic 
Montney Formation Northeast British 

Columbia, Canada

Juhwan Woo, 
Chul Woo Rhee

2019 
추계지질연합
학술대회

2019. 10 국내 2차년도

25 학술 발표
Development of production forecasting 
model for Montney shale gas reservoir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decline analysis

Hyeonsu Shin, 
Min Kim, 

Hyundon Shin

2019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

2019. 11 국내 3차년도

26 학술 발표
서캐나다 퇴적분지 내 주요 셰일가스 

플레이의 강도 및 취성도: 베사리버층과 
몬트니층의 저류 물성간 비교

김유리, 최지영, 
이현석

2019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

2019. 11 국내 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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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자문 실적
번호 기술자문 내역 대상국명 대상기관명 자문일시 수입금액(백만원) 발생차수

 차년도
 차년도

* 공공기관 대상 기술자료 무상이전 5건

4. 인증/포상 실적 등 (국내 및 국외)
번호 구분 명칭 일시 국명 수여기관명 발생차수
1. 수상 표창장 2017.12.07.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1차년도

27 학술 발표 리아드분지 베사리버층에서 유기물 
집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고찰

최지영, 이현석, 
김유리, 홍성경

2019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

2019. 11 국내 3차년도

28 학술 발표 머신러닝을 활용한 셰일가스 플레이 
스마트 EUR 평가 방법

김종원, 박희원, 
장일식, 진교영

2019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

2019. 11 국내 3차년도

29 학술 발표
캐나다 몬트니 셰일가스의 유정정보, 

수압파쇄인자 및 초기 생산자료를 활용한 
누적가스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

김민, 양형서, 
응웬레벳, 
신현돈

2019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

2019. 11 국내 3차년도

30 학술 발표
New approaches to the prediction of 
Long-term Shale Gas Production and 
Economics based on Early Production 

data in Barnett Reservoir

Viet Nguyen-Le, 
Min Kim, 

Hyondon Shin

2019 
추계자원연합
학술대회

2019. 11 국내 3차년도

31 학술 발표
한국-캐나다 국제협력을 통한 서캐나다 
분지내 셰일가스 저류층 지질특성 및 

생산성 예측기술 연구
이현석

2020 
춘계지질과학
연합학술대회

2020. 6 국내 4차년도

32 학술 발표 베사리버 셰일 플레이에서 유기물 집적과 
관련된 인자 연구

최지영, 이현석, 
김유리, 홍성경

2020 
춘계지질과학
연합학술대회

2020. 6 국내 4차년도

33 학술 발표 리아드분지 Exshaw 셰일층의 시추코어 
퇴적상과 순차층서 이철우, 우주환

2020 
춘계지질과학
연합학술대회

2020. 6 국내 4차년도

34 학술 발표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 셰일의 취성도 
도출 및 경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김유리, 최지영, 
이현석, 김광현, 

Carl Oyzer

2020 
춘계지질과학
기술공동학술

대회

2020. 6 국내 4차년도

35 학술 발표
리아드 분지 베사리버층의 3차원 지화학 
정적 모델을 통한 잠재 가스 생산량 및 

저장용량 추정

김광현,
홍성경, 최지영, 
Andy Mort, 
이현석

2020 
춘계지질과학
기술공동학술

대회

2020. 6 국내 4차년도

36 학술 발표
Shale Gas Reservoir Economic Indicator 
based on Reservoir, Geomechanical, and 
Hydraulic Fracturing Design Parameters 

in Montney Formation

Viet Nguyen-Le, 
신현돈

2020 
춘계지질과학
기술공동학술

대회

2020. 6 국내 4차년도

37 학술 발표
캐나다 몬트니 셰일분지의 유정정보, 

수압파쇄인자, 초기 생산자료를 활용한 
누적생산량 예측 딥러닝 모델 개발

김민, 신현돈

2020 
춘계지질과학
기술공동학술

대회

2020. 6 국내 4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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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화 계획 및 매출 실적
항 목 세부 항목 성 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Ÿ 2년 정도 소요 예상됨 
Ÿ 개발 기술을 활용한 용역서비스를 미국 서비스회

사에 제공 및 현지 사업화를 위해 셰일가스 투자 
자문사 등에 홍보, 사업화를 위한 JV설립을 논의
하고 있음.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논의가 잠
시 지연된 상태임 

소요예산(백만원) 50 (예상금액)
예상 매출규모

(억원)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0 5 20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후 5년후
국내 0 50 70
국외 0 3 5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Ÿ 후속 연구과제 진행 및 시제품 개발이 필요한 상
황이며 석유공사 등 공기업의 현장광구 활용 통
한 기술력 축적과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무역 수지
개선 효과

(단위 : 억원) 현재 3년후 5년후
수입대체(내수) 0 2 10

수    출 0 3 10

6. 고용 창출
항목 세부 항목 성 과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명

생산인력 명
개발 후 연구인력 1 명

생산인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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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성과
구분 일시 내용

 1) Special Issue 출간 2021.02.01
(진행중)

Special Issue ‘Characterisation and Assessment 
Methods for Shale Plays’ in Geofluids Journal

 2) 전문기술 서적 출간 2020.08 셰일가스 평가기술: 서캐나다 셰일가스전의 지질특성 및 
생산성 연구 

 3) GSC open file 
   8468 리포트 출간

2019.03 Reference surface and subsurface sections of the 
Besa River Formation, Liard Basin, British Columbia 

 4) 기술이전 및 사업화

2018.03.21 캐나다 BC주 몬트니층 지질특성 분석기술 및 정보 이전 
요청 (한국가스공사)

2018.07-2019 빅데이터·AI 융합 유전 평가 솔루션 개발 (Smart EUR 
개념검증 서비스 계약 체결)(DrillingInfor(미국))

2019.03.04 캐나다 앨버타 주 지질특성 분석기술 및 정보 요청 
(한국가스공사)

2019.06 EAGE 2019 conference 현지 (영국 런던) 사업화 
교류·홍보

2019.08.07 캐나다 혼리버분지 지질특성 관련 정보이전 요청
2019.09.23 Duvernay 및 Montney셰일 생산특성 관련 정보이전 요청
2019.11.25 캐나다 BC주 지질특성 관련 정보이전 요청

 5) 국제 협력 2020.01.1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과 캐나다 천연자원부 
(NRCan)간의 양해각서 (MOU) 및 이행합의서 (IA)체결 

 6) 국제 인력교류 6회

2017.10.14.-
11.13 시추코어 퇴적시추코어 퇴적상 분류_Liard basin

2018.07.22.-
08.20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의 퇴적학적 해석 및 지화학 
분석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교류

2018.07.22.-
08.20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의 퇴적학적 해석 및 지화학 
분석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인력 교류

2018.07.02.-
08.04 브리티시 컬럼비아 몬트니층 코어 기재 관련 기술교류

2019.06.14.-
07.13 캐나다 지질조사소와 국제공동연구

2019.06.17.-
08.16 리아드 층 코어 기재 관련 기술교류

 7) 국제 공동 회의 8회

2017.09 KOR-CAN joint workshop (캐나다, 캘거리)
2017.10 국제석유시스템 평가 심포지엄 참석 및 초청발표 (중국)

2018.04 B.C. Unconventional gas technical forum: 
공동발표 (캐나다, 밴쿠버)

2018.08 리야드분지 공동야외조사 (캐나다, BC주)
2018.09 KOR-CAN joint workshop (한국, 제주)
2019.06 CKC 2019: KOR-CAN joint workshop (캐나다, 벤프)
2019.10 KOR-CAN joint research collaboration (한국, 고한)

2020.06 춘계지질과학연합회: KOR-CAN joint Special Session 
(한국, 부산_online)

 8) 분석 결과 자료 시추공 시료 분석 결과 및 퇴적학적 주상도 기재 자료
 9) 시추공 자료 시추공 암심 시료 분석 결과 및 물리검층 자료
10) 정적 모델 자료 베사리버, 몬트니 플레이 3차원 정적 모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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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과제의 개요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캐나다는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5위, 수출량 세계 4위임. 캐나다 에너지 위원

회 (National Evergy Board: NEB) 보고에서 캐나다는 2040년까지 천연가스 생

산량이 약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향후 캐나다의 천연가스 생산은 셰

일 및 치밀가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이 두 자원의 생산량은 2040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총 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캐나다의 셰일가스는 현재 90% 이상이 브리티시 컬럼비아 (BC 주)와 앨버타 

주가 위치하는 서캐나다 퇴적분지에서 생산중이며 (그림 1-1-1), BC주 정부는 

전략적으로 LNG (Liquified National Gas) 산업육성과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셰일가스의 생산량 증대와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활발한 연구

를 진행 중에 있음. 

그림 1-1-1. 캐나다 주요 셰일가스 플레이와 부존량

- 셰일가스 플레이의 유망지역은 최대 부존량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되나 셰일

가스 개발 실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부정확한 요소를 다수 

포함하는 평가 공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부존량 평가는 유망 지역 선정에 

혼란을 초래. 또한 전통형 가스 자원과 달리 셰일가스의 생산성은 회수 기술

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최적화된 부존량 평가와 생산 잠재성 평가를 

접목한 생산 유망지역 선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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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 유망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셰일가스 플레이 

별로 방대한 양의 시추자료를 확보하여 셰일층에 특화된 선진 분석기법 (유

기지화학, 무기지화학, 암석학 등)을 통해 원시 부존량을 평가하고 생산성 평

가 결과를 접목하는 셰일가스 플레이별 맞춤형 평가 솔루션이 필수적임. 

- 그러나 캐나다 셰일 플레이에 관한 국내 연구는 지난 5년간 국내기업 보유 

광구를 대상으로 국소적인 지역에서 수행되었음. 이는 해당 광구내 수압파쇄

와 생산에 최적화된 연구이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에 

대한 투자전략 수립 등 광역적 평가 및 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임.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일반 기업에서는 접근이 쉽지 않은 방대한 양의 현장 

시추 자료 (암심, 암편, 물리검층 등) 및 분석 노하우 공유를 도모하고 플레이 

규모의 광범위한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셰일가스 플레이 평가 기법의 정밀

도를 향상시키고 최신 분석결과를 선점하는 측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국제 공동연구 전략 

- 캐나다 지질조사소 (Geological Survey of Canada, GSC)는 캐나다에 분포하는 

탄화수소자원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

음. 서부 캐나다에는 각종 비전통석유자원인 오일샌드, 셰일가스, CBM이 막

대하게 부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탐사 및 개발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임. 

- GSC에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서부 캐나다에 분포하는 셰일층의 특성을 

고해상도로 연구하고 있음. 주요 연구내용은 셰일층의 암석물리적 특성, 지화

학적 특성, 퇴적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셰일가스 유망성에 대

한 평가로 이루어짐. GSC는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몬트니층에 대한 

주요 평가인자를 이미 도출하였으며 (JOGMEC과 공동연구), 탐사단계의 셰일

층에 대한 평가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그림 1-1-2. 한국-캐나다 공동연구 협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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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C는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 분석 분야에서 최첨단 장비를 자체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축적됨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 연구

를 통하여 관련 선진기술 확보 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단시간에 향상시킬 

수 있음.

- GSC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리아드 분지 내 Garbutt층에서 213개 시추공, 

Triassic층에서는 74개 시추공, 베사리버층에서 44개 시추공을 제공, 혼리버 

분지에서는 Horn River층을 지나는 553개 시추공, 몬트니 플레이 지역에서는 

몬트니층을 지나는 4,227개 시추공 자료 및 시추공별로 시료 제공을 제안함.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캐나다는 서캐나다 분지 내 셰일가스 플레이의 지질자

료 및 시추자료와 분석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한국은 유기물 특성 평가 기반 

기술, 가스 조성 및 특성 평가 기술, 퇴적환경 분석기술 적용한 분석결과와 

생산성 예측 기술을 제공함 (그림 1-1-2). 최종적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

가 솔루션을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3.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평가기법 

- 셰일가스 저류층 평가의 정밀도와 최고수준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셰

일가스 부존지역을 확보하고 해당지역 내 방대한 양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임. 아울러 기존 세일가스 평가에 활용되는 전통적 평가 방식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선진형 기술 개발이 요구됨. 

- 한국 연구 컨소시엄은 셰일가스 개발/탐사 및 생산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셰

일가스 저류층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였음. 

w 셰일가스 저류층 지질 특성 연구에서는 최근 기존 석유가스 탐사에 활용되

는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유기물의 열적성숙도 및 원시 유기물 조성 분석의 

분야에서 결과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암석시료를 활용한 분석에 있

어서 셰일가스의 기원 및 거동을 추적하기에 어려움 있음. 순차층서학 기반

의 퇴적환경 분석에서도 많은 양의 유기물을 함유하는 셰일층에 특화된 정

량적 기재 시스템이 요구됨. 

w 지질자료 기반의 원시 부존량 최적 평가기법의 경우 가스 형성 능력 기반

의 평가 공식과 가스 저장능력 기반의 평가 공식이 활용됨. 그러나 셰일가

스 플레이별 저류층 특성에 따라 부존량에 영향을 미치는 지질·지화학 지시

인자가 다를 수 있음. 따라서 각 셰일가스 플레이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공

식의 선택과 새로운 평가 공식의 도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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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 평가의 문제점을 극복 위하여 지질

특성, 부존량 평가, 생산성 평가 기술 개발로 연구 분야를 세분하고, 세부 연구

목표 6건을 설정하여 셰일가스 저류층 특성 평가를 위한 선진기술을 확보하였음 

(그림 1-1-3). 

그림 1-1-3. 서캐나다 분지 셰일 가스 플레이 최적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한 세부 목표

- 캐나다로부터 확보한 셰일가스 플레이별 방대한 시료 및 자료를 이용하여 개

발된 선진기술을 통해 양질의 해석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망지역

을 선정할 수 있는 ‘셰일가스 플레이별 평가 솔루션’을 도출하였음. 

▶ 베사리버, 무스크와, 몬트니, 듀버네이 플레이별 최적평가 기법 (절차) 확보

▶ 국내특허 6건 출원 및 3건 등록, 국외특허 9건 출원, 국내 27편 및 국외 32

편 학술 발표 (SCI 17편(투고포함), 국내 5편)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기술

적 완성도를 증명하였음. Geofluids Journal 특별호와 GSC open file report 

(8468)를 GSC와 공동으로 발간하였음.

▶ 국제학술행사 공동 발표세션 개최 3회 (2017년 국제석유시스템 학술대회, 

2018년 BC Unconventional Gas Forum, 2019년 CKC symposium), 국제 공동 

워크샵 4회, 국내학회 특별 세션을 통한 연구결과 공청회 3회 (2017년 석유

지질퇴적학회, 2019년 한국자원공학회, 2020년 지구과학연합학회)를 개최하

여 연구성과 공유노력을 경주하였음.

w 셰일가스 생산성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생산자료가 필요함. 그러나 캐

나다 지역은 미국과 달리 가용한 생산자료의 양이 제한적이며, 신규 탐사단

계의 셰일가스 플레이의 경우 지질분석 결과만 존재할 경우도 있음. 따라서 

제한적인 생산자료를 활용한 생산곡선 예측 기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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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제 수행의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최종 목표 및 평가 방법

최종목표: 한국-캐나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내기업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셰일가스 

플레이별 최적 평가기법 개발 및 유망지역 도출 

 

- 과성숙 셰일층 최적 유기물 특성 분석 기술 개발 

- 암석 내 잔류가스 분석을 통한 탄화수소 기원 추적 기술 개발

- 정량적 기재 시스템 기반 순차층서학적 해석 기법 개발

- 지질·지화학 지시인자를 활용한 원시 부존량 최적 평가 공식 개발

- 지질·지화학 저류층 인자 기반 생산곡선 유형 예측 기법 개발

-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셰일가스 맞춤형 생산곡선 예측 기법 개발

  1. 기술 목표 항목

- 국외 공동 워크샵을 통한 기술의견서.  

Ÿ 2018, 2019, 2020년도에 해외전문가 4인의 평가 수검 (Filippo 

Ferri/BCOGC, Hamed Sanei/Aarhus Univ., Yongcun Feng/China Petroleum 

Univ., S.M. Farouq Ali/Univ. of Houston, 평가서 의견서 종합 참조).

- 연차별 국제공동 워크샵 또는 기술보고서를 통해 세부 기술 요소에 대한 기

술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 및 자문을 수행하고 기술의견서를 수령.

Ÿ 국제학술행사 공동 발표세션 개최 3회 (2017년 국제석유시스템 학술대회, 

2018년 BC Unconventional Gas Forum, 2019년 CKC symposium), 국제 공

동 워크샵 4회.

- 국내 자문위원회를 통한 자체평가.

Ÿ 국내전문가 11명의 평가 4회 수검 (학계 6명, 산업계 5명).

Ÿ 국내학회 특별 세션을 통한 연구결과 공유 및 공청회 3회 (2017년 석유지

질퇴적학회, 2019년 한국자원공학회, 2020년 지구과학연합학회). 

  2. 성과 목표 항목 

- 9건의 국제특허 출원, 6건의 국내특허 출원 달성.

- SCI논문 7편과 공동 SCI논문 2편 게재, 공동 SCI논문 8편 심사중.

- Geofluids Journal의 Special Issue 발간.

- GSC open file report (8468)‘Reference surface and subsurface sec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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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a River Formation, Liard Basin, British Columbia’공동 발간, 전문기

술 서적 ‘셰일가스 평가기술’ 발간. 

- 국제기술 교류활동 : GSC 및 BCOGC와 인력교류 6회 (COVID-19로 인해 최종

년도 인력교류 미실시), 현지사업화 홍보 2회, 국제포럼 및 워크샵 개최 8회, 

MOU 2건, IA 1건.

<정량적 성과 목표 항목>

구분 항목 단위 가중치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
실
적

달
성
율
%

1차
년
도

2차
년
도

3차
년
도

4차
년
도

합
계

특허

국내
등록

건수 건

30

2 2 4 등록증 사본 3 75
SMART(1∼9) 

평균
점수 3 -

출원 건 1 1 2 2 6 출원증 사본 6 100

국외
등록 건 - -

출원 건 1 1 2 출원증 사본 9 450

학술

SCI급 

게재논문

게재 건

35

1 - - 1 논문집 사본 7 700
Impact Factor 

평균 점수 1.0 - - 1.0 IF지표 사본 3.3 330

비SCI급 게재논문 건 1 - - - 1 논문집 사본 3 300

공동SCI 

게재논문

IF3이상 건 1 1 논문집 사본 1 100

IF3미만 건 3 4 7 논문집 사본 1* 14

국제기술 
교류활동 
건수

해외참여기관과 인력교류
(1개월 이상)

건,
개월

30

1, 1 2, 1 2, 1 2, 1 7,1 보고서 제출 6,1 86

현지 사업화 교류 홍보 건 1 1 2 홍보 브로셔 2 100

기타(국제포럼, 워크샵 등) 건 1 2 2 2 7
발표자료

사본
8 115

상용화 시작품 출시 건수 건 5 1 1 자문단 시연 1 100

 * 현재 심사중인 공동저자 연구논문 8편 
 <Geofluids 특별호 4편 추가 진행 중>
1. Kim et al., Estimation of generation and storage potential 

of the Besa River Formation in Liard Basin through 
3-dimensional static geochemical modeling

2. Kim et al., Effect of mineral composition on brittleness 
and hardness of Besa River Formation in Liard Basin, 
Canada

3. Choi et al., Multiple controls on the accumulation of 
organic-rich sediments in the Besa River Formation of 
Liard Basin, British Columbia, Canada

4. Woo et al., Effect of Lamination on shale reservoir 
properties: Case study of the Montney Formation, Canada

 <JPSE 등 4편 심사 중>



- 23 -

<국제교류 및 학술대회 행사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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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성과 목표 항목>

평가 항목
(주요성능

Spec
단위

전체 
항목
에서 
차지
하는
비중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목표 실적

달성률
(%)

기준
설정
근거

평가

방법

성능수준 성능수준 최종목표 당해연도

1.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 별 
원시 유기물 
특성 분포도
(KIGAM)

R2상관
관계수/
도폭수

20

R2상관 관계수
(캐나다/GSC)

(75)
-

R2상관 
관계수
(80)

Mo기반 
R2상관 

관계수 (83)
100

원시유기물 
분포도의 

정확성 확보

1. 캐나다 
전문가 
Peer 

Review
 

2. 국내
자문위
원회 

(광구보
유기업 
포함)를 
통한 
평가 

지화학특성 
분포도면 보유

-
 1개: 

가스생성량 
분포도면

 1개: 
베사리버 
가스생성량 
3D 분포도

100

2. 잔류가스 
분석 기반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가스 
형성모델 도출 

(KIGAM)

개수 15

셰일가스 저류층별 
석유시스템 모델 

보유
(캐나다/GSC)

-

2개: 
탐사/생산단계 
플레이 가스 
형성 모델 

도출

2개: 
베사리버/몬트
니 플레이 
가스 형성 
모델 도출

100

셰일플레이 
평가요소중 
가스저장량
에 대한 

정확성 확보

3.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퇴적 
환경 모델 

도출
(CBNU)

개수 15
서캐나다 분지 퇴적 

모델 보유
(캐나다/GSC)

주요 셰일가스 
플레이별 
퇴적모델 
미보유

순차층서
기반 

퇴적모델 
개선

순차층서
기반 

베사리버/ 
몬트니 
플레이 
퇴적모델 
개선

100

 셰일 
플레이별 
3차원 분포 
예측의 

정확성분석 
필요

4.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최적 
부존량 

평가공식 도출
(KIGAM)

개수 20
주요 셰일플레이별 
부존량 분석 완료

(캐나다/GSC)
-

2개: 
(셰일 

플레이별 
도출)

2개: 
(베사리버/
몬트니 
플레이)

100

개별 셰일 
플레이에 
최적화된 
평가기법 
확보 필요

5. 지질자료 
기반 셰일가스 
생산 곡선 
예측 (INHA)

곡선 
예측에 
고려한 
입력분야

의
개수

15

4개 분야를 고려한  
생산곡선 예측기술 

보유 
(캐나다
/Encana)

생산성 예측에 
고려되는 인자 
분야 개수: 
2개 (지화학, 
암석역학)

4개: 생산성 
예측에 
지화학, 
지질학, 
암석역학, 
수압파쇄 
분야 고려

4개: 생산성 
예측에 
지화학, 
지질학, 
암석역학, 
수압파쇄 
분야 고려

100
개별 셰일 
플레이에 
최적화된 
생산예측 
기법 확보

지질기반 생산성 
예측 프로그램 
(미국/SLB)

- 1개 1개 100

6. 생산자료 
기반  

셰일가스 생산 
곡선 예측 
기술 개발
(EHG)

예측오차
(%)

15

실제 생산곡선 대비 
예측곡선의 

오차(미국/ SLB)(10)

실제 생산곡선 
대비 

예측곡선의 
오차 
(30)

10 5.87
초기
달성

생산이력이 
풍부한 
플레이에 
대한 

생산예측기
술 확보 
필요

인공지능기반 
생산성 

예측프로그램 
- 1개 1개 100

소계 (각 평가항목 달성률 ×비중의 합계)

(100×0.2)+(100×0.15)+(100×0.15)+(100×0.2)+(100×0.15)+(100×0.15)=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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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목표 항목의 평가환경>

  

유기물 특성 도출 평가환경/시나리오

평가환경

- 장      소 : 한국-캐나다 워크샵
- 평가  방법 : GSC 공동워크샵 중 연구결과 발표
- 결  과  물 : 셰일가스 플레이별 유기물 특성
- 분석  방법 : 시추공 암심시료에 대한 분석

데이터 셋
- 탐사광구 셰일 시추공 : 3 개
- 생산광구 셰일 시추공 : 3 개

테스트 
시나리오

- 상관계수 80 이상의 관계식 제시
- 원시유기물 분포도, 가스생산량 분포도 제공

최종결과

- 원시 유기물 특성 도출 기법 (r2=0.83) (27-29페이지 참조) (Hong et al., in review, 
MPG; 홍성경외, 2018, 지질학회지; 국내특허 등록 1건)

- 원시 유기물 특성 3차원 정적 모델 (베사리버 플레이) (60페이지 참조) (Kim et al., in 
review, Geofluids) 

- 탈착가스 3차원 정적 모델 (몬트니 플레이) (77-79페이지 참조)

가스 형성 모델 평가환경/시나리오

평가환경

- 장      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B4 203호(석유해저지화학 실험실) 또는 연차평가장소
- 평가  방법 : GSC 공동워크샵 중 시작품 분석 시연 또는 잔류가스 특성 분석결과 발표
- 결  과  물 : 잔류가스 특성 분석결과
- 분석  방법 : 시작품을 이용한 잔류가스 포집 및 포집된 탄화수소 가스는 가스크로마토
그래프를 활용하여 가스 특성분석

데이터 셋
- 탐사광구 셰일 시료 : 10 개 이상
- 생산광구 셰일 시료 : 10 개 이상

테스트 
시나리오

- 유기물 및 광물 특성에 따른 탄화수소 가스 함량 및 조성 변화를 제시함
- 주요 분석 대상 셰일가스 플레이별 탄화수소 가스 분석 분석결과를 제시함

최종결과

- 탐사단계 플레이 가스 형성 모델 도출 (베사리버 플레이) (54-55페이지 참조)(김하영외, 
검토중, 석유지질퇴적학회지)

- 생산단계 플레이 가스 형성 모델 도출 (몬트니 플레이) (72-73페이지 참조)
- 잔류가스 특성 분석 시작품 (30-31페이지 참조) (국내특허 등록 1건)

퇴적 모델 평가환경/시나리오

평가환경

- 장      소 : 한국-캐나다 워크샵 또는 연차평가 장소
- 평가  방법 : GSC 공동워크샵 또는 연차평가 중 연구결과 발표 
- 결  과  물 : 셰일가스 플레이의 퇴적모델
- 분석  방법 : 시추공 암심시료에 대한 분석

데이터 셋
- 탐사광구 셰일 시추공 : 4 개
- 생산광구 셰일 시추공 : 4 개

테스트 
시나리오

- 탐사단계 플레이의 퇴적 모델 제시
- 생산단계 플레이의 퇴적 모델 제시

최종결과

- 순차층서기반 탐사단계 플레이 퇴적 모델 (베사리버 플레이) (55-57페이지 참조) (국내
특허 등록 1건)

- 순차층서기반 생산단계 플레이 퇴적 모델 (몬트니 플레이) (73-76페이지 참조) (Woo et 
al., in review, Geo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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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량 평가공식 평가환경/시나리오

평가환경

- 장      소 : 한국-캐나다 워크샵 또는 연차평가 장소
- 평가  방법 : GSC 공동워크샵 또는 연차평가 중 연구결과 발표 
- 결  과  물 : 셰일가스 플레이별 부존량 평가공식
- 분석  방법 : 유기물 분포, 가스생성량 분포, 가스저류 성능 분포, 퇴적모델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일반적 평가공식의 플레이별 최적화

데이터 셋 - 유기물 분포도, 가스생성량 분포도, 퇴적모델

테스트 
시나리오

- 기존 가스부존량 평가공식 대비 셰일플레이별 평가 공식 제시

최종결과

- 가스 형성 기반 원시 부존량 평가 기법 (베사리버 플레이) (34-35페이지 참조) (Hong et 
al., in review, JPSE) 

- 가스 저장 능력 기반 원시 부존량 평가 기법 (몬트니 플레이) (35-36페이지 참조) (이현
석외, 심사중, 석유지질퇴적학회지)

지질자료 기반 생산곡선 예측 기술 및 프로그램 평가환경/시나리오

평가환경

- 장      소 :인하대학교 또는 워크샵 장소
- 평가  방법 : 생산성 평가에 고려한 인자 분야를 지질, 지화학, 암석역학, 수압파쇄로 
확대하여 생산곡선 예측

- 결  과  물 : 생산성 지표와 생산곡선의 상관관계 및 예측 프로그램

데이터 셋 - 지질, 지화학, 암석역학, 수압파쇄 분야의 주요 인자

테스트 
시나리오

-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자료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사
용하여 4분야 생산성 평가 지표 간의 상관성을 그래프와 계수로 도출

최종결과

- 지화학. 지질학, 암석역학, 수압파쇄 분야 고려 셰일가스 생산성 예측 기술 (37-42페이
지 참조) (Nguyen-Le et al., 2019, JNGSE; Kim et al., 2019, JPSE; Nguyen-Le et al., 
2020, Energies; Nguyen-Le et al., in review, JNGSE; Shin et al., in review, JNGSE )

- 지질자료 기반 생산성 예측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록 1건) 

생산자료 기반 생산곡선 예측 기술 및 프로그램 평가환경/시나리오

평가환경
- 장      소 : 에너지홀딩스 사무실 또는 워크샵 장소
- 평가  방법 : GSC 공동워크샵 중 오차율 측정 시연
- 결  과  물 : 생산곡선 예측 기술 및 프로그램

데이터 셋
- 검증을 위한 데이터셋과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엄격히 구분하여 특정 자료에 대해서 
지능형 모델링이 과적합 되지 않은 환경에서 정확성을 검증

테스트 
시나리오

- 2차년도: 생산자료가 비교적 많은 몬트니 분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생산곡선 예측기법의 
정확성 검증

- 3차년도: 몬트니 분지의 자료를 이용해 학습한 지능형 모델링을 탐사단계의 리아드 분
지의 자료를 이용해서 보완 적용

- 4차년도: 지질자료 추가, 지질자료 기반 생산곡선 유형예측 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 모
델링을 보완하고 상호 검증

최종결과
- 실제 생산곡선 대비 예측 곡선 오차를 갖는 생산자료 기반 생산곡선 예측 기술 (44-44

페이지 참조) (국내특허 출원 1건)
- 인공지능기반 생산성 예측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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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 개발 내용 및 개발 범위

  

  1. 셰일가스 저류층 평기기법 개발

   가. 과성숙 셰일층 최적 유기물 특성 분석 기술

    1) 기존 원시 유기물 복원 기술의 문제점 

- 원시 유기물의 특성이 소멸된 과성숙 셰일 시료를 대상으로 Rock-Eval 분석

을 통한 원시 유기물 분석은 제한적임. 셰일층의 원시 유기물 함량 (TOCo) 

평가를 위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음. 

- 동일한 지층에서 미성숙한 시료를 확보하여 측정된 TOC (TOCpd)을 TOCo로 

사용하였음. 그러나 셰일층의 특성은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차이를 보

이므로 미성숙한 시료에서 측정된 TOCpd을 TOCo로 사용하는 방법은 셰일 

저류층의 TOCo 평가에 적합하지 않음. 

- 원시 수소지수 (HIo)와 TOCpd을 이용한 TOCo 평가식이 제시되었음. HIo는 

유기물 조성에 영향 받으므로 원시 유기물 복원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으나 

과성숙한 셰일의 유기물은 원시 유기물 특성이 제거된 케로젠 타입 IV로 구

성되므로 HIo 추정이 어려움. 

- 무지지화학 지시자들을 통해 과성숙한 셰일의 케로젠 타입 II의 비율 복원하

여 HIo을 추정하는 기법이 제시되었음. 

- 베사리버 플레이와 같이 초기 케로젠 타입이 무기지화학적 지시자와 함께 거

동하는 경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원시 유기물 조성 기반 TOCo 

평가 기법은 케로젠 조성과 함께 거동하는 무기지화학적 지시자가 부재한 경

우 적용이 제한적임.  

    2) Mo/Al을 이용한 TOCo 평가 기법 개발 

    (국내특허: 제10-1993344호, 몰리브덴을 이용한 초기 총유기탄소 평가 방법)

- 미량원소의 하나인 몰리브덴은 폐해성 (euxinic) 환경에서 유기물의 함량과 

함께 거동하는 특징을 보임. 따라서 폐해성 환경에서 퇴적된 해양 퇴적물은 

TOCo와 Mo/Al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TOCo는 열변질을 받아 탄화수소를 형성하나 Mo/Al은 열에 의해서 변질 받지 

않으므로 변질 받지 않은 셰일 (immature shale)의 TOCo와 Mo/Al 상관관계식

을 이용하면 열변질 받은 셰일 (mature shale)의 TOCo을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TOCo와 Mo/Al의 상관관계는 구성되는 유기물의 종류에 차이와 같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immature shale의 TOCo와 M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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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mature shale의 TOCo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 

- 열변질을 받게 되면 TOC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인은 NGOC의 변화 

없이 GOC가 감소하기 때문임. 

- Immature shale과 mature shale의 Mo/Al대한 NGOC의 비율이 동일할 경우 

immature shale의 TOCo와 Mo/Al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하여 mature shale의 

TOCo을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immature shale과 mature shale 사이에 Mo/Al에 대한 NGOC의 비율에 

차이를 보이는 경우, TOCo와 Mo/Al의 상관관계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되

면 열변질에 의해서 변화하지 않는 NGOC가 함께 변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TOCo 평가에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mmature shale의 GOCo와 Mo/Al의 상관

관계식을 이용하여 mature shale의 GOCo을 복원하고, NGOCo을 더하여 

TOCo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음.

▶ 개발된 기법을 과성숙한 셰일가스 플레이에 적용하여 평가한 TOCo 

(TOCoMo/Al)는 Ex-SiO2를 통해서 원시 케로젠 타입을 추론하여 계산된 TOCo 

(TOCoEx-SiO2)와 높은 상관관계 (R2=0.83)를 보임 (그림 2-2-1). Mo/Al 기반 

TOCo 평가 기법은 원시 케로젠 타입을 구분하기 어려운 셰일가스 저류층의 

원시 유기물 특성 복원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  

그림 2-2-1.  Ex-SiO2 함량을 이용하여 계산된 TOCo (TOCoEx-SiO2)와 이번 

연구에서 개발된 Mo/Al을 이용하여 계산된 TOCo (TOCoMo/Al) 상관관계

▶ 이러한 방법은 폐해성 퇴적환경에서 형성된 셰일가스 저류층을 대상으로 활

용이 가능하며, 서캐나다 지역의 무스크와, 듀버네이, 엑쇼 셰일층의 평가시 

적용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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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성숙 셰일층 유기물 열적성숙도 평가 기술 

- 해양기원의 셰일가스 저류층에는 비트리나이트가 부재하며 과성숙한 상태로 

기존의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와 Rock-Eval 분석 기법으로 정확한 열적성숙도 

평가에 한계가 있음. 

- 고형의 비투멘 반사도 평가 기법은 과성숙 셰일의 열적성숙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나 이들 기법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함. 고형 비투멘 특성과 반사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고형 비투멘 반사도 기법을 향상하였음.  

- 고형 비투멘 분포 양상을 고려하여 고형 비투멘 세 가지 타입으로 구분 (그

림 2-2-2). 

Ÿ 세립질 입자들을 포함하는 고형 비투멘

Ÿ 탄산염 광물사이의 공극에 분포하고 표면이 매끈한 고형 비투멘

Ÿ 미세균열에 분포하는 고형 비투멘 

그림 2-2-2. 셰일가스 저류층 시추공 셰일층의 고형 비투멘 분포 양상. (a, b) 
세립질 입자들을 포함하는 고형 비투멘, (c) 탄산염 광물사이의 공극에 분포하는 

고형 비투멘, (d) 미세균열에 분포하는 고형 비투멘

- 고형 비투멘의 분포 양상에 따라서 반사도 차이를 보임. 

w 이러한 원인은 고형 비투멘에 포함된 점토광물이나 미세공극에 의해서 반사

도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임. 

w 황철석 인근에 위치한 고형의 비투멘은 반사도가 과평가되는 경향을 보임.

▶ 고형의 비투멘 반사도를 이용하여 열적성숙도 평가를 위해서는 황철석에 영

향을 적게 받으며 불순물을 적게 함유하는 표면이 깨끗한 미세균열에 분포

하는 고형 비투멘 선정이 필요함. 

▶ 또한, 비투멘의 분포 타입에 맞는 보정작업을 동반해서 수행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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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암석 내 잔류가스 분석을 통한 탄화수소 기원 추적기술 

    1) 잔류가스 채집 방법 

    (국내특허: 제10-1819957호, 셰일가스 채취장치 및 그 채취방법)

- 셰일 저류층 내에 존재하는 탄화수소 가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저류층 내 가스함량 또는 특성을 분석하고 있음. 

Ÿ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실험실 내에서 흡탈착등온곡선 측정자료 또는 물리검

층자료 등을 이용하여 셰일층 내의 가스 부존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음. 

Ÿ 직접적인 측정방법에 의한 셰일가스 체적은 암석시료의 시추 및 운반 중

에 발생하는 손실가스량 (Lost gas), 탈착 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착가스량 

(Desorbed gas) 및 탈착 후 코어에 남아있는 잔류가스량 (Residual gas)으

로 구분되며, 총 가스의 함량은 손실가스량, 탈착가스량, 그리고 잔류가스

량의 총합임. 

Ÿ 잔류가스를 제외한 대부분 형태의 가스는 코어 채취 및 운반과정에서 손

실되기 쉽기 때문에 실험실 규모에서 채취가 가능한 탄화수소 가스는 잔

류가스의 형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음. 

Ÿ 실험실 스케일에서 잔류가스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암심 시료를 파쇄하고 

내부에 잔류하는 셰일가스의 양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측정됨. 

Ÿ 셰일 암심 시료 내에 남아있는 잔류가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공기층 가스 

채집방법인 ODP Technical Note 30의 분석방법이 사용됨. 

- 그러나 위 방법은 대기 중에서 시료를 파쇄하고 시료를 유리병에 옮겨 담는 

과정에서의 가스 손실이 불가피함.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 및 분석 

방법을 고안하였음 (그림 2-2-3).  

그림 2-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고안한 특허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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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잔류가스 채취장비 분석 과정. 

Ÿ 암심 시료와 볼밀을 함께 캐니스터 내에 수용하고 밀폐시 이후 캐니스터

의 주입구에 진공관을 연결하여 캐니스터의 내부에 대기가스를 제거하고 

진공상태로 만들어서 순수하게 잔류가스로 존재하는 탄화수소만을 포집.

Ÿ 캐니스터는 양측에 수직 설치된 지지대에 의해서 회전하게 되고, 이때 캐

니스터 내부에 함께 들어간 볼밀에 의해 암심시료는 파쇄함.

Ÿ 암심시료의 미세 공극에 흡착되어 존재하는 잔류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채집하기 위하여 캐니스터에 추가적으로 장착된 주입구를 통해서 과포화

된 NaCl을 주입함.

Ÿ 캐니스터 내에서 암심시료의 파쇄가 끝나고 잔류가스가 포집되면 캐니스

터의 또다른 주입구에 연결된 채취관을 통해 잔류가스를 채취함. 

▶ 잔류가스의 분석을 통해서 시추한 암석시료로부터 셰일가스 채취량을 분석

하여 저류층의 정확한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셰일가스 채취장치를 기

존에 회전방식과 달리 요도방식으로 그 구조를 변경함에 따라 부피를 최소

화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다. 정량적 셰일층 기재 시스템 기반 순차층서학적 해석 기법 

    1) 셰일가스 저류층 분지별 최적 주상도 작성 시스템 개발 

    (국내특허: 제 10-1982297, 자연 감마검층 자료를 이용한 퇴적층 경향 분석 방법) 

- 셰일층의 저류층을 대상으로 주상도 작성 시 아래 사항의 고려가 필요  

Ÿ 셰일층의 층서퇴적주상도는 물리검층자료와의 대비를 고려하여 퇴적상 분

류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음.

Ÿ 퇴적상의 수직적 변화를 통해 순차층서의 주요 경계면 (maximum flooding 

surface, depositional sequence boundary, maximum regression surface 등)

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육안관찰 보다는 셰일층 내의 육성기원 퇴적물과 

해성기원 퇴적물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대변하는 U/Th를 활용하므로 다중

감마선 검층 자료 (spectra gamma ray)나 주요 층서불연속면과 대비될 수 

있는 암질과 연관된 물리검층 자료 (GR, SP)의 피크지점과 시추코어의 층

리면간의 대비가 필요.

▶ 순차층서분석을 위한 셰일시추코어의 관찰기재 과정.

Ÿ 시추코어에 대한 분석정리 자료 검토 후 셰일층의 층서적 변화가 미미하

거나 쉽게 인지할 수 없는 경계면 설정에 활용.

Ÿ 시추코어와 물리검층 자료간의 대비가 가능한 경우, 물리검층 자료의 주

요 불연속면 (abnormal peaks)을 시추코어의 층서에서 확인하고 그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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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질의 변화나 광물조성 또는 퇴적구조의 변화와 연관성 파악.

Ÿ 파악된 층서 불연속면 표기.

Ÿ 관찰 기재할 시추코어의 변화 양상을 기준으로 구간 설정. 퇴적환경의 변

화 또는 퇴적물 공급지의 변화를 가리키는 각 구간의 경계에 적절한 태그

를 붙여 실제 본격적인 관찰 및 기재 시에 그 특징을 확인하고 기재.

Ÿ Macquaker and Adams (2003)의 모래-실트-점토의 입자구성에 따른 셰일

층의 입도변화를 기재.

Ÿ 주상도 스케일 설정. 물리검층자료와의 단순대비 시 1:50 스케일 작성. 셰

일층의 층서퇴적학적 변화 반영 시 1:20 스케일 작성.

Ÿ 사전 구획한 층서불연속면을 기초로 시추코어를 관찰 기재한 다음 기재한 

결과를 퇴적단위층의 경계를 기준으로 디지털화.

 

    2) 셰일층의 순차층서학적 퇴적환경 분석 기법 개발 

- 퇴적상 분석과 결합하여 퇴적시스템의 특성과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순차층서 모델은 해수면변동의 영향이 큰 대륙붕 주변의 퇴적시스템

에 활용.

- 셰일을 비롯한 이암은 퇴적상 변화가 제한적이고 층서불연속면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비를 통해 윗걸침이나 아랫걸침을 찾아내기 어려우므

로 새로운 순차층서 해석이 필요.

▶ 셰일층의 경우 퇴적상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아 순차층 분석에 중요한 층서

불연속면을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T-R순차층 분석이 합리적임.

- 이질퇴적물의 집적은 퇴적가능공간의 크기 변화 보다는 퇴적물의 공급 특히 

이질퇴적물이 집적지에 이르기 전에 조립질 퇴적물의 선별적인 분리 퇴적여

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질퇴적물의 공급변화가 더 중요함. 이질퇴적물은 함

수율이 높아 암석화 과정에서 두께가 1/6~1/8로 압축되므로 퇴적당시의 층형

태를 인지하기 어려운데 이는 순차층 분석의 한 방편인 대비를 통한 층의 누

적양상 (stacking pattern과 lapout)을 활용하기 어려움.

▶ 셰일층의 순차층 해석은 T-R순차층을 정립하기 위한 퇴적상분석과 대비가 

바람직함.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접근방식을 통해 탐사광구 셰일층의 순

차층서를 분석하였음.

   라. 서캐나다 플레이 암석역학 물성 측정 기술 

    1) 셰일가스 저류층 최적 취성도 (brittleness index, BI) 평가기술 개발  

- 암석의 취성도 (brittleness)는 암석의 균열 및 파괴되는 취성의 특성을 정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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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한 지표로 셰일 저류층 및 치밀 저류층 개발에 있어 수압파쇄 설계

는 물론 스윗스팟 (sweet-spot)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주요한 변수임.  

- 취성도는 광물조성 기반, 압축 및 인장강도 기반, 그리고 탄성계수 (영률, 포

아송비) 기반의 표현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주로 검층자료나 실내실험을 

통해 취성도를 도출함. 

- 광물조성 기반 취성도는 암석의 전체 광물의 함량대비 취성광물의 함량을 계

산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도출됨. 

- 석영과 취성도와의 관계에서 석영의 기원이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Ross and 

Bustin (2009)이 제시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석영의 기원을 구분하여 이를 취

성도와 상호 비교하였음. 

▶ 생물기원의 석영의 함량이 많을수록 취성도 증가하고 육상기원의 석영이 많

을수록 취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 

▶ 생물기원 석영을 포함하는 셰일가스 저류층에 적합한 광물조성 기반 취성도 

도출 관계식 (BInew model)을 새롭게 정의하였음. 

▶ 휴대용 경도계를 사용하여 셰일가스 저류층의 경도 값을 측정하였으며, 이

를 광물학적 및 역학적 물성 기반으로 도출된 취성도와 비교분석 하였음. 

- 경도는 취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따라서 암석의 경도는 취성도를 평

가하는데 중요한 프록시로 적합함.

- 휴대용 경도계는 비교적 간단한 장비로, 비파괴적으로 시간 및 비용을 절감

하여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림 2-2-4). 

(a) (b)

그림 2-2-4. (a) Proceq 사 Equotip Piccolo2 모델의 휴대용 경도계, (b) 코어 

표면에서 경도를 측정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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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셰일가스 플레이별 최적 부존량 평가 기법 개발

 

    1) 가스 형성 능력 기반 원시 부존량 평가 공식 개발 

- 지질·지화학 지시인자를 적용하여 원시 유기물의 함량 복원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원시 부존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였음. 

- TOC는 탄화수소를 형성할 수 있는 탄소 (GOC)와 탄화수소를 형성할 수 없는 

(NGOC)로 구성됨. 따라서 셰일가스 저류층 퇴적 원시 GOC (GOCo)의 함량은 

셰일가스 저류층의 최대 탄화수소 형성 능력을 지시함. 

- GOCo는 무기지화학적 지시자를 이용해 추정되는 TOCo와 HIo 함량과 실험에

서 측정된 TOCpd을 통해서 평가됨. GOCo는 열적변질 동안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가스로 변형됨.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가스 형성 능력 평가가 필요함. 

▶ GOCo의 열변질 복원을 통한 가스 형성 능력 평가 과정 (그림 2-2-5). 

Ÿ 1차 열분해에 의해서 유기물은 원유와 가스로 변형되므로 유기물의 조성

을 고려하여 GOCo을 원유를 형성하는 탄소 (GOCoo)와 가스를 형성하는 

탄소 (GOCog)로 구분. 

Ÿ 2차 열분해에 의해서 원유에서 가스로 변환되는 탄소 (GOCoog) 평가.  

Ÿ GOCog와 GOCoog의 합은 셰일가스 저류층에 잔류하는 가스를 형성할 수 

있는 탄소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형성 능력 평가. 

그림 2-2-5. GOCo의 열변질 복원을 통한 가스 형성 능력 평가 과정 

  

- 원시 유기물 특성으로부터 평가된 가스 형성 능력을 3차원 정적 모델로 구축

하여 가스 형성 능력 기반 원시 부존량을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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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형성 능력 3차원 정적 모델 구축 과정 (그림 2-2-6). 

Ÿ 시추공 자료에서 지화학 자료를 통해 계산된 HIo을 이용하여 층서 구분 

기준 확립.

Ÿ 지화학 자료를 통해 구분된 기준층과 감마선 검층 자료를 활용하여 나머

지 시추공의 감마선 검층 자료를 대비하여 경계면 설정 및 층서 구분.

Ÿ 실측 측정된 TOCpd 값과 Schmoker’s equation을 사용하여 밀도 검층 자

료를 통해 계산된 TOCpd의 이동평균법 (moving average)을 적용하여 3차

원 분포를 가시화함.

Ÿ TOCpd와 HIo 값을 이용하여 TOCo을 계산하고 GOCo로 변환하여 가스 형

성 능력 3차원 정적 모델 구축. 

그림 2-2-6. 가스 형성 능력 3차원 정적 모델링 위한 구축 절차

 

    2) 가스 저장 능력 기반 원시 부존량 평가 평가 공식 개발 

- 셰일층은 다양한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광물 마다 갖고 있는 특성에 따

라 가스와의 흡착 정도가 다름. 가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광물을 활용하

여 탈착가스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착가스의 3차원 정적 모델을 구축

하여 탈착가스 부존량을 평가하는 기법을 개발하였음.

▶ 가스 흡착 광물을 활용한 탈착가스 평가 과정   

Ÿ 광물의 부피와 가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가스 흡착 광물 도출.   

Ÿ 감마로그에서 셰일 저류층 내의 셰일 부피 평가.

Ÿ 감마로그에서 평가된 셰일부피를 가스 흡착 광물의 부피와 그 외 광물들

의 부피로 구분. 

Ÿ 구분된 가스 흡착 광물의 부피를 통해 셰일 저류층 내의 탈착가스 계산 

▶ 3차원 탈착가스 정적 모델 구현 과정 (그림 2-2-7).  

Ÿ 시추공 자료에서 셰일 부피, 가스 흡착 광물 부피 그리고 탈착가스 부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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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차원 탄성파 자료에서 층 세분. 

Ÿ 이동 평균법을 적용하여 3차원 탈착가스 정적 모델 구현. 

그림 2-2-7. 탈착 가스 3차원 정적 모델링을 위한 연구 절차 

    

   바. 지질·지화학 저류층 인자 기반 생산곡선 유형 예측기법 

 

    1) 저류층 및 수압파쇄 인자에 기반한 바넷 셰일 가스 잠재성 평가 저류층 

경제성 평가 지표 개발 

- 저류층 주요 인자와 수압파쇄 디자인 인자에 기반한 경제성 평가 지표는 순

현가 (NPV)와 30년 누적 생산을 예측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음. 

- 셰일가스의 생산 이력은 추가적으로 저류층 특성과 수압파쇄 설계 인자에 크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지표 개발이 필요함.

▶ 저류층 및 수압파쇄 인자에 기반한 경제성 지표를 개발하는 과정

Ÿ 목적함수 (30년 누적 생산량과 NVP 값)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도출.

Ÿ 목적함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 도출을 위해 민감도 분석. 

Ÿ 저류층 인자와 수압파쇄 인자를 이용하여 셰일가스의 NVP를 평가하는 경

제성 지표인 SERI (Shale Gas Reservoir Economic indicator) 개발. 

Ÿ 가스 가격을 적용하여 dynamic 경제성 평가 지표 SERI_D 개발. 

▶ NPV와 30년 누적 생산량에 대한 아홉가지 인자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독립적으로 두번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 저류층 압력, 암체 투과도, 그리

고 흡착 가스량이 NPV와 누적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반면

에 다른 인자들은 적당한 수준의 영향도가 있는 것을 확인 (그림 2-2-8). 선

정된 아홉 가지 인자 모두가 NPV와 누적 가스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 되어 경제성 지표 개발에 적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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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 30년 누적 가스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기여도

    2) 암석역학적 인자가 수압파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셰일가스 개발 시 시추와 수압파쇄 비용이 높기 때문에 셰일가스의 생산 잠

재력과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여 다수의 연구에서 

생산예측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시도하였음. 

- 선행연구는 암석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저류층 및 수압파쇄 인자

들만을 활용하여 생산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음. 암석역학적 인자들은 수압파

쇄 형태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셰일가스 생산성과도 큰 연관성이 있으므로 

암석역학적 특성들은 수압파쇄 형태와 셰일가스 생산을 예측에 중요한 인자

로 활용될 수 있음.

- 이번연구에서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압파쇄 형태에 미치는 암석역학 인

자의 영향을 조사하고 암석역학적 특성과 수압파쇄 형태와의 관계를 셰일가

스 경제성 평가 지표 (SREI)에 추가하여 예측 모델을 개선하였음. 

▶ Base Hydraulic Fracture Simulation Model 구축 과정 

Ÿ 균열의 전파하는 것을 모델링하기 위해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 

수압파쇄 모델을 만들었음. 

Ÿ GOHFER-3D 프로그램 (Haliburton, 2020)을 이용하여 수압파쇄 모델에서 

균열이 전파하는 것을 모사하였음 (그림 2-2-9). 

Ÿ 암석역학적 인자들은 전체 저류층에서 등방성인 균질한 것으로 가정. 포

아송비, 영률, 균열 닫힘 압력, 그리고 균열 열림 압력 등 암석역학적 인

자들을 고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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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acture width (b) Fracture conductivity

그림 2-2-9. 기본 모델의 수압파쇄 결과: (a) 파쇄 길이, (b) 파쇄 전도도

- 수압 파쇄 균열이 전파하는 양상에 암석역학 인자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일 민감도 분석과 다중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 민감도 분석 결과, 균열 높이는 암석역학적 인자 변화에 민감성이 없었으며, 

균열 반 길이 발달은 영률의 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암석역학적 특

성들은 거의 영향이 없었음. 

- 다중 민감도 분석에서는 2단계 요인설계법을 이용하여 총16개의 시뮬레이션 

경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음. 다중 민감도 분석도 단일 민감도 분

석의 결과와 같이 균열 반 길이와 영률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다

른 암석역학 인자들은 균열 반 길이에 영향이 거의 없었음 (그림 2-2-10). 또

한 다중 민감도 분석을 통해 암석역학 특성이 균열 높이에 거의 영향이 없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림 2-2-10. 균열 반 길이에 미치는 암석역학 인자들의 기여도

- 균열 반 길이와 영률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영률을 이용한 식을 통

해 균열 반 길이는 추정 가능.

▶ SREI의 균열 반 길이를 영률로 교체하여 암석역학적 인자를 포함한 새로운 

식 도출. 새 지표는 저류층, 수압파쇄설계, 암석역학 인자 등과 셰일가스 생

산 및 경제성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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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치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압파쇄 구조에 미치는 암석역학적 특성들의 영향

을 아래와 같이 밝혔음. 

Ÿ 균열 높이는 암석역학 특성들의 변화에 민감도가 없음.

Ÿ 균열 반 길이는 영률의 변화에 민감도가 높고 포아송비, 닫힘 압력, 그리

고 균열 열림 압력의 변화에는 민감도가 적음.

    3) 셰일가스의 초기 생산자료를 기반으로 한 장기생산 및 경제성 예측 모델 개발

    (국내출원 제10-2017-0155800, 셰일 플레이의 경제성 평가방법)

- 다양한 저류층 특성과 완결 디자인에 따라 생산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셰일

가스의 생산 잠재력과 경제성을 예측은 매우 중요함. 초기 생산 데이터는 후

기 셰일가스 생산성을 예측에 주요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음. 

- 시뮬레이션 케이스들의 생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초기 생산량과 10, 15, 그리

고 20년의 생산량의 관계성 파악. 

▶ 초기 생산자료 기반 장기생산 및 경제성 예측 모델 개발 과정 

Ÿ 최대 생산량이나 초기 생산 기간 동안의 EUR에 기반한 예측 모델을 개발 

Ÿ 예측 모델 기반 긴 생산 기간 동안의 EUR과 NPV를 예측 및 단일 변량 

다항식 모델로 개발 

Ÿ 예측 모델을 필드 조건에서 적용 가능성 검증

▶ 12개월 누적 생산량을 이용하여 EUR과 NPV를 예측하는 것이 최대 생산량

이나 3, 6개월의 누적 생산량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 보다 상당히 높은 상

관 계수를 갖음. 18개월이나 24개월의 누적 생산량을 이용하여 예측하는 것

은 더 오랜 기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지만 상관 계수에 변동이 없음. 생산

성을 예측하는 데에는 12개월의 누적 생산량을 주요 인자로 사용.

- 실제 생산 자료의 예측 값과 예측 모델의 결과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

임 (그림 2-2-11과 2-2-12). EUR과 10년 NPV 모델의 결과가 15년, 20년의 

NPV 모델 결과보다 더 나은 검증 결과를 보임. NPV 예측 모델 검증이 EUR 

예측 모델보다 더 높은 결정계수를 보임. 이것은 EUR이 초기 생산량에 강하

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며 특히, 셰일가스의 경우, 생산량이 첫 1년에 매우 

많고 그 후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EUR 예측 모델을 이용하면 EUR이 과하게 예측되는 반면에 (그림 2-2-11), 

NPV는 과예측 정도가 축소되었음 (그림 2-2-12). 이 차이는 저류층 인자, 운

영 조건 그리고 수압 파쇄 작업을 포함한 현장자료의 불확실성과 불균질성 

때문으로 여겨짐.

-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하여 개발된 예측 모델은 저류층의 불균질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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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이 필요함. EUR과 NPV 예측 모델은 

평균 절대 오차를 이동하여 빼는 방법으로 수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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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필드 데이터와 예측 모델의 10, 15, 20년 궁극 가채량간의 산점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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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 필드 데이터와 예측 모델의 10, 15, 20년 NPV간의 산점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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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셰일 저류층의 초기 생산 자료를 이용한 다변량적 가스 생산 예측법 개발

- 셰일 저류층의 1년 생산 자료만을 이용, 다변량 다항식 그리고 RSM법을 활

용하여 셰일가스 생산 예측 모델을 개발. 이 모델의 목적 함수는 3, 5, 7, 그

리고 10년의 누적 생산량으로 예측 모델은 최대 생산량, 3, 6, 9, 그리고 12개

월 누적 생산량을 이용하여 개발되었음. 개발된 모델은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셰일 가스 생산 예측에 사용되었음. 

- 초기 생산 자료는 셰일가스 생산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초기 생산 자

료에 기반하여 장기간의 생산을 예측하면 광구 개발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

며 저류층 정보나 생산 자료가 제한된 새로 개발된 저류층에서 생산 예측에 

활용이 용이함. 

- 본 연구에서는 초기 생산 자료와 장기 생산 자료 간의 관계를 수치 시뮬레이

션과 생산 자료 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초기 생산 자료에 기반한 예측 모델이 

셰일가스 생산 예측을 위해 개발하였음. 

▶ 셰일 가스 생산 예측 모델 개발 5단계 (그림 2-2-13).

Ÿ 저류층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생

산 자료 확보.

Ÿ 장기 생산과 큰 관련이 있는 주요 초기 생산 입력 인자 파악. 

Ÿ 다변량 다항식과 RSM 방식을 이용하여 생산 예측 모델 개발. 

Ÿ 현장 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한 예측 모델의 적용성 검사. 

Ÿ 다변량 다항식과 RSM 모델 중 예측이 더 정확한 모델 선정.

Create a Shale Gas Reservoir Model

Collect Field Production Data

Examine Field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Production Forecast Models

Identify Key Parameters for developing the Production Forecast Model 
(in terms of Peak production rate, CGP3m, CGP6m, CGP9m, CGP12m)

Develop Production Forecast Model based 
on Multivariate Polynomial Approach

Compare Field Application Results of the Forecast Models based on 
Multivariate Polynomial and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Approaches

Select the best Model for 
Shale Gas Production Forecast

Collect data for Shale Gas Reservoir Modeling

Run simulation to generate data for 
developing Production Forecast Model

Develop Production Forecast Model based 
on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Approach

그림 2-2-13. 다변량 다항식 예측 모델 개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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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변량 다함수 모델은 RSM 모델 보다 바넷 저류층의 237개 셰일 가스 생산 

예측에 더 낮은 오차를 보임. 다변량 바함수 예측 모델이 RSM 예측 모델보

다 더 믿을만한 예측 결과를 나타냄. 다변량 다항식에 기반한 모델이 바넷 

저류층의 셰일가스 생산 예측에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 

   사.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셰일가스 맞춤형 생산곡선 예측 기법 

 

    1) 셰일가스 생산이력 예측기법 연구

- 실제 유가스정 현장의 생산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RNN (Recursive 

Neuron Network) 기법 중에 하나인 LSTM (Long Short Term Memory) 기법

을 적용하여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는 기법을 연구하였음. 

- 먼저 1개의 가스정을 통하여 예측기법이 적용가능한 지 테스트를 하였음. 6

개월의 입력 자료를 받아 다음 달의 생산비율을 미리 예측하였으며 입력 자

료는 gas rate, gas daily rate, water rate, water daily rate, production hour

를 사용하였고 hidden layer dimension을 20으로 반복 횟수 (iteration)를 2,000

회로 설정하고 fully connected layer로 연결하여 다음 단계의 가스 생산비율

을 결과 값으로 하고 이 예측과정이 moving window 형태로 반복되는 RNN 

structure를 설계하였음 (그림 2-2-14).

그림 2-2-14. 가스정 입력 자료와 예측 결과물(좌), RNN을 이용한 예측모델 

구조(우)

- 가스정 생산자료의 70%를 훈련자료 (training set)로 나머지 30%를 시험자료 

(test set)로 설정하고 예측결과를 비교한 결과 트렌드를 잘 따라서 예측함을 

알 수 있었음.   

- 위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개의 가스정 생산자료를 사용하여 LSTM 기법을 적용

하고 다른 가스정의 생산비율을 예측하는 시도를 하였으며, 자료가 많아짐에 

따라 hidden layer dimension을 50으로 반복 횟수를 5,000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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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생산이력 예측 기법의 문제점 

Ÿ 기존 6개월 생산량 자료가 주어지면 다음 달의 생산량을 예측하는 구조이

므로 장기간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

Ÿ 생산량 예측에서는 고주파수 영역보다 저주파수 영역에 대한 예측이 중요

하므로, 예측 값에서 튀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입력 자료를 변환하여 

저주파수 영역만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 

▶ 기존 생산이력 에측 기법의 문제점 해결 방안 

Ÿ 연구방향을 비모수 기반 상대생산 감퇴곡선 (Nonparametric relative 

baseline decline curve) 방식으로 선회. 

Ÿ 이 비모수 기반 상대생산 감퇴곡선 방식은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자

료만을 이용하여 생산량 감퇴곡선의 대표곡선을 찾은 후에 이 대표곡선을 

적용하여 감퇴곡선을 예상하는 방법 제시. 

▶ 비모수 기반 상대생산 감퇴곡선 방식을 직접 테스트하기 위해서 북미 특정 

셰일플레이 지역의 임의로 선택된 200개의 생산정 자료를 훈련자료로 사용

하여 생산량 최대치 (peak) 이후의 생산비율값을 최대치를 1로 상대화하여 

변환하였고 변환된 생산비율 값을 평균화하여 감퇴곡선의 대표곡선 확보 

(그림 2-2-15). 

 

그림 2-2-15. 생산 감퇴곡선의 대표곡선 결과물

- 대표곡선을 사용하여 훈련자료에 해당하는 생산정의 36개월 생산이력만을 가

지고 감퇴곡선을 추정. 

- 시험자료에 적용한 결과 상대오차 범위가 1% 이내로 현장자료에 적용 결정.  

  

    2) 지능형 모델링을 활용한 생산단계 셰일플레이 생산곡선 예측 및 검증

- Barnett Shale의 확보된 10,633개의 생산정 자료를 사용하여 생산 특성을 분

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위에서 언급된 비모수 기반 상대생산 감퇴곡선 

(Nonparametric relative baseline decline curve) 방식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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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확보한 10,633개의 생산정 자료 중에 200개월 이상의 생산이력자료에서 

50개 150개월 이상의 생산이력자료에서 15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200개

를 훈련자료로 나머지 10,433개를 시험자료로 구성하였으며 비모수 기반 상

대생산 감퇴곡선 (Nonparametric relative baseline decline curve) 방식을 적용

하기 위해 훈련자료의 생산비율 값을 사용하여 대표곡선 확보.

▶ 계산된 대표곡선을 적용하여 10,433개의 시험자료에 대한 36개월의 생산이

력만을 사용하여 감퇴곡선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정해

진 기간 (3, 5, 7, 9, 11, 13, 15, 17년) 동안의 생산량을 예측하고 실제 생산

량과 상대오차의 추이를 계산. 시험자료인 10,433개의 실제 생산자료에 적용

한 상대오차는 최대 4% 미만으로 상당히 정확한 예측 값을 확인. 

    3) 지능형 모델링 연구를 통해 탐사단계 셰일플레이 생산곡선 예측기법 개발 및 추가학습

-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단계 셰일플레이의 생산곡선 예측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1) 지능형 클러스터링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2) 베이스라인 기법을 활용한 지

능형 타입커브 (Type Curve) 예측기법을 각 클러스터에 적용함.

▶ 탐사단계 셰일플레이의 생산곡선 예측기법 절차 (그림 2-2-16).

Ÿ 생산량 자료와 지질 및 엔지니어링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전처리 작업을 

수행. 

Ÿ 셀에 기반한 자료 내삽한 후 머신러닝 시스템 구축 및 엔지니어링 자료의 

평준화 작업을 진행. 

Ÿ 구축한 머신러닝 시스템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능형 클러스터링을 수행. 

Ÿ 각 클러스터에 베이스라인 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타입커브를 구축. 

Ÿ 마지막으로 각 클러스터마다 EUR의 평균을 구한 후 실제 자료와 비교작

업을 수행.

그림 2-2-16. 탐사단계 셰일플레이의 생산곡선 예측기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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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특정 셰일플레이 지역의 임의로 선택된 18,817개의 생산정 자료를 사용

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여 최종 2,583개의 생산정이 이번 연구에 사용. 생산정

의 자료를 셀 기반으로 내삽을 하였으며 그 후에 머신러닝 기법 중 랜덤 포

레스트 방법을 사용하여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

- 지질 및 엔지니어링 자료를 사용하여 훈련하였으며 훈련된 머신러닝 시스템

을 통해 엔지니어링 자료를 평준화하여 생산자료인 누적 60개월 생산량을 예

측. 예측된 누적 60개월 생산량 자료를 바탕으로 지능형 클러스터링 작업을 

수행하였음.

▶ 지능형 클러스터링 방법을 통해 얻게 된 각 클러스터마다의 누적 60개월 생

산량과 실제 생산정에서 구한 누적 60개월 생산량 값의 평균값을 비교하였

으며 상대오차가 최대 7% 미만으로 규명.

    4) 기 개발한 탐사단계 셰일플레이 생산곡선 예측기법을 북미 지역 셰일플레

이 생산자료에 적용하여 지능형 모델링기법 검증 및 보완

-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지능형 클러스터링기법의 검증을 위해 다양한 생산정 

수와 다양한 기간의 누적생산량 자료를 사용하여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다양

한 케이스에 대한 지능형 클러스터링 결과가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게 됨을 

확인.

- 시추공의 수가 적고 비교적 짧은 누적생산량 자료만 얻을 수 있는 탐사단계

에 적용하여도 신뢰할 수준의 클러스터링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머신러닝 학습에 있어서 누적 6개월 생산량 예측과 같이 비교적 짧은 기간을 

예측할 때에는 gas gravity, neutron porosity, resistivity mean과 같은 지질자

료의 중요도가 높게 나온 반면에 누적 60개월 생산량 예측과 같이 비교적 긴 

기간을 예측할 때에는 horizontal length, gross perforated intercal, total fluid

와 같이 엔지니어링 자료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됨 (그림 2-2-17).

그림 2-2-17. 누적 6개월 생산량 예측과 누적 60개월 생산량 예측의 입력자료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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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적인 모델링기법 검증을 위해서 누적 6개월 생산량 예측을 통해 지능형 

클러스터링을 수행. 각 클러스터마다 베이스라인 기법을 사용하여 타입커브

를 구축한 후 6개월 생산량 자료만 가지고 감퇴곡선 분석을 수행하여 누적 

60개월 생산량을 예측하여 실제 누적 60개월 생산량과 비교 (그림 2-2-18). 

그림 2-2-18. 각 클러스터마다 베이스라인 기법을 사용한 타입커브 구축 방법

▶ 비교적 짧은 6개월 누적생산량 자료만 사용하여 비교적 긴 60개월 누적생산

량을 예측한 결과 각 클러스터의 예측 상대오차의 평균이 5.87% 최대 13.9%

로 상당히 정확한 수준으로 예측 가능. 

  

  2. 셰일가스 플레이별 평가 절차 

   가.  탐사단계 플레이 평가절차

- 서캐나다 지역의 탐사단계 셰일플레이 평가를 위해서는 저류층의 암상, 총유

기탄소량, 광물조성, 비투멘 반사도, 공극률, 수포화도, 흡착성능, 잔류가스량, 

경도, 암석역학특성, 음파특성의 특성 분석이 요구됨 (그림 2-2-19). 

- 탐사단계의 플레이의 평가 과정은 부존량 평가 핵심인자를 판단하는 1단계 

(Reservoir quality: RQ)와 파쇄 가능성을 판단하는 2단계 (Completion quality: 

CQ)로 구성됨. RQ와 CQ의 최적지를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탐사단계 광구의 

유망지를 최종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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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탐사단계 플레이의 평가절차도 

    1) 1단계 핵심인자 판단 (석유시스템)

- 저류층에 가스 부존 능력을 조절하는 핵심인자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존

량을 평가.

- 저류층의 가스 부존량은 가스 형성 능력 및 저장 능력에 영향을 받음. 

- 가스 형성 능력을 조절하는 인자는 유기물의 열적성숙도와 유기물 조성 및 

함량임. 

- 셰일가스 저류층의 부존량은 추정된 초기 유기물 특성 (HIo과 케로젠 타입) 

와 현재의 총유기탄소량으로부터 역산된 초기 총유기탄소량으로 계산할 수 

있음. 

- 셰일가스 저류층에 가스는 자유가스와 탈착가스 형태로 분포함 자유가스는 

공극률, 수포화도로부터 계산이 가능하며, 탈착가스량은 흡착성능과 광물조성

으로부터 예측이 가능함. 자유가스와 탈착가스 함량을 조합하여 저류 층내 

가스 부존량을 계산할 수 있음. 

- 가스 형성 및 저장 기반의 부존량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셰일가스층의 가스 

저장능력과 형성능력을 비교할 수 있으며, 저류층의 부광대를 공간적으로 인

지할 수 있음.  

    2) 2단계 핵심인자 판단 (회수기법)

- 셰일가스층의 파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인자를 판단. 

- 취성도를 활용한 분석과 경도에 기반한 분석이 제안됨. 취성도의 경우 암석

의 성질로 광물학적 특성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광물학적 특성만으로는 계

산이 불가능한 상태임. 경도 역시 직접적인 암석의 강도를 대표하기 어려운 

특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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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단계 광구의 셰일 저류층에서는 실측된 암석강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

은 암석물리적 특성을 확인하여, 파쇄성이 가장 높은 층준을 선택해야 함. 

   나. 생산단계 플레이 평가절차

- 생산단계의 셰일플레이의 평가절차는 그림 2-2-20과 같이 가용한 자료의 수

준에 따라 달라지며, 저류층 시뮬레이션, 미국지질조사국 (USGS) 평가법, 

RTA 및 PTA, 감퇴곡선기법 등 있음. 

그림 2-2-20. 가용자료에 따른 평가기법 선정

    1) 저류층 시뮬레이션 기법 

- 저류층 시뮬레이션은 지하유체의 이동에 관한 지배방정식을 전산모사를 통해 

수치적 해를 구하는 것으로, 셰일플레이의 경우 수압파쇄와 같이 전통 유가

스전과 다른 점을 추가로 모델링 수행. 

- 신뢰할 수 있는 저류층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다종의 자료에 기반한 3차원 

정적모델 (공극률, 유체투과도, 포화도, 역학물성, 자연균열분포 등)이 완비되

어야 하며, 복잡한 수압파쇄 과정 및 셰일플레이 생산메커니즘을 모사할 수 

있어야함. 

- 셰일플레이에 대한 저류층 시뮬레이션 시, 아래 사항들에 유의해야함. 

Ÿ 생산에 따른 공극압력감소로 인해 프로판트에 지지되는 유체투과율이 감

소하는 경향이 있음. 

Ÿ 압력감소에 따라 유기물에 흡착되어 있던 가스가 생산되는 메커니즘 모사

가 필요함. 수압파쇄 모델링 시, 기존재하는 자연균열의 분포가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하며, 수압파쇄 주변의 격자를 세분화하는 LGR (local grid 

refinement)기술이 함께 활용되어야함.

- 양질의 자료가 필요로 되고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이 크지만, 평가결과에 대

한 신뢰도가 높아 다양한 개발계획수립이나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사용된 자료 양이 적거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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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및 분석에 오류가 있다면 필요한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의 신뢰도가 낮

으므로 가용한 자료에 따른 평가기법 선정이 필요함. 

    2) USGS 평가법

- USGS 평가법은 유정별 생산성을 기준으로 대상광구의 유망성을 평가함. 유정

별 생산성 인자는 유정별 궁극가채매장량 (estimated ultimate recovery, EUR)

과 배수구역 (drainage area)을 활용함.

- USGS 평가법 적용 과정 

Ÿ 가장 먼저 대상광구의 지질학적, 지화학적, 암석역학적, 석유공학적 측면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망지역을 뜻하는 평가단위 (assessment unit)를 

산정

Ÿ 총 면적이 산출되면, 배수구역을 나눠줘 개발에 필요한 총 유정수를 산정 

Ÿ 최종적으로 유정별 EUR에 유정수를 곱하여 미발견회수가능자원량 

(undiscovered technically recoverable resources) 확보 

- 유정별 생산자료가 필수적이므로 생산단계의 평가기법에 적합하며, 회수가능

자원량을 도출하는 과정이 직관적임. 다만, 평가단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

료가 많은 단점이 있어 확보할 수 없는 자료는 유추법 (analogy method)을 

이용해 가정하는 한계가 있음. 핵심인자인 EUR 및 배수구역은 추계학적으로 

분석하여 불확실성 평가가 가능한 장점이 있음. 

    3) RTA 및 PTA

- 감퇴곡선기법은 유량-시간간의 관계만 분석하며, 분석기간 동안의 운영조건

은 변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고 압력변화는 고려하지 않음. 이에 flowing 

pressure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유량-압력-시간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는 Rate transient analysis (RTA)기법을 사용함. 

- 감퇴곡선기법과 달리 RTA에서는 미래생산량 뿐만 아니라 균열의 길이, 암체

의 유체투과율과 같은 저류층특성에 대한 정보도 파악 가능함. 

- Pressure transient analysis (PTA)는 수압파쇄 후,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 (주로 

일시적 유정폐쇄에 따른 압력증가실험 (post-fracture pressure buildup test)을 

분석하여 수압파쇄의 효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균열의 

특성 (half-length)과 conductivity를 분석할 수 있으나, 생산량 및 매장량 관련 

평가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4) 감퇴곡선기법

- 지하유체생산에 따른 자연적인 압력감소로 인한 시간에 따른 생산량감소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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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경험적 추세선으로 모사함. 

- 생산이력만 있으면 간단한 수식을 통해 미래생산량 및 매장량을 산출할 수 

있어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나, 셰일저류층의 경우 생산량을 과대평가하

는 경향을 보임. 이는 셰일저류층의 나노 Darcy 수준의 낮은 투과율, 

boundary-dominated flow에 도달하기까지 긴 transient flow 생산기간, 긴 수

평구간과 복잡한 완결 (다단계 수압파쇄)로 인해 Arps 감퇴곡선기법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임. 

- 셰일저류층의 경우, Arps 감퇴곡선기법을 수정한 셰일저류층 특화 감퇴곡선

기법을 사용해 미래생산량을 평가해야함.  

    5) Data-driven approach

- 셰일저류층에 특화된 기법들은 Arps 기법이 가지는 효율성과 정밀성 관점에

서 한계를 보이며, 고밀도시추로 개발하는 셰일저류층 적용에 한계가 있음. 

- Modified Hyperbolic Decline model은 초기 생산은 Arps의 hyperbolic 감퇴를 

따르고 후기 생산은 Arps의 exponential 감퇴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두 

수식을 조합하였으며 전환시점인  은 경험적으로 결정되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 Power Law Exponential Decline Model은 셰일생산량의 변화양상을 모사하기 

위해 4개의 미지수를 추가하여 실제 현장자료 적용에 비실용적임. 

- Stretched Exponential Decline Model은 transient flow 모사에 강점이 있으나, 

36개월 이상의 생산자료가 필요하며, 비선형방정식을 풀어야하므로 감퇴곡선

기법이 가지는 효율성 장점이 퇴색됨. 

- Logistic Growth Analysis Model은 저류층을 하나의 유정으로 충분히 오랜 기

간 생산한다는 가정이 만족될 경우 사용가능한 한계가 있음 

- 생산량 평가를 자동화하고 운영비 감소를 위해선 생산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딥러닝을 통한 생산경향을 예측하는 기술이 필요함. 생산량과 같은 시계열자

료의 학습과 예측에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순환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 중 하나인 long short-term memory (LSTM)기법을 이용해 생산경향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초단위로 미래생산량 예측을 자동화할 수 

있음. 

  3. 셰일가스 플레이별 맞춤형 평가 솔루션

- 캐나다 BC주와 앨버타 주에 위치한 20여개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베사리

버, 무스크와, 듀버네이 플레이의 퇴적학, 지구화학, 암석역학 분석을 수행 및 

생산이력자료가 있는 플레이를 대상으로 지질특성과 생산성을 비교하여 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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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플레이별 최적 평가 솔루션을 도출 (그림 2-2-21). 

그림 2-2-21. 연구에 사용한 시추공의 위치 및 시추공에서 연구된 주요 특성. 
네모 상자는 시추공과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적 비교연구를 수행한 지역. 

  

   가. 베사리버 (Besa River) 플레이 (탐사광구) 

    1) 셰일 저류층 지화학 특성 연구 

- 총유기물 함량은 A-038-B/94-N-08 시추공에서는 0.4 ∼ 13.2 wt.% (평균 4.6 

wt.%, n=140), B-023-K/94-O-05 시추공에서는 0.3 ∼ 6.4 wt.% (평균 2.9 

wt.%, n=84), B-003-K/94-O-12 시추공에서는 0.3 ∼ 12.1 wt.% (평균 3.9 

wt.%, n=130)임. 시추공에 따른 함량의 차이보다는 각 시추공별로 심도에 따

른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각 시추공별 심도에 따른 총유기물과 케

로젠 함량의 분포는 Patry 층에서 가장 높고, Fort Simpson 층에서 가장 낮음 

(그림 2-2-22). 

그림 2-2-22. 시추공별 심도에 따른 케로젠과 총유기물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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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38-B/94-N-08 시추공에서 총유기물 함량은 Fort Simpson에서는 Poor ∼ 

Fair 영역, Patry에서는 Good ∼ Excellent, Exshaw에서는 대부분 Very good 

영역에 해당함. B-023-K/94-O-05 시추공에서는 Fort Simpson에서는 Poor 영

역, Patry에서는 Very Good ∼ Excellent, Exshaw에서는 대부분 Very good 

영역에 해당함. B-003-K/94-O-12 시추공에서는 Fort Simpson에서는 Poor ∼ 

Fair 영역, Patry에서는 Good ∼ Excellent, Exshaw에서는 대부분 Very good 

영역에 해당함. 총유기물함량 결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시추공에서 Patry 

층이 가장 양질의 셰일 저류층으로 평가됨.

- 분석된 시추공 암심시료 내 유기물들의 수소지수와 산소지수는 대부분 100 

mgCO2/gTOC이하로 낮음 (그림 2-2-23A). 그 결과 분석된 수소지수와 산소지

수를 이용하여 반크레블렌 다이아그램 (van Krenvelen-type diagram)에 도시

하였을 때 케로젠 타입의 구분이 어려움. S2와 총유기물 함량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결과도 수정된 반크레블렌 다이아그램 결과와 같이 모든 시추공에서 

분석된 값들이 케로젠 타입 IV에 해당함 (그림 2-2-23B). 즉,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 내 케로젠은 이미 탄화수소 생성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23. (A) 수소지소와 산소지수, (B) 총유기물과 케로젠 함량의 교차도시

- 연구코어에서 분석된 Tmax 값은 A-038-B/94-N-08 시추공에서는 303 ∼ 378℃ 

(평균 325℃, n=137), B-023-K/94-O-05 시추공에서는 292 ∼ 408℃ (평균 32

7℃, n=80), B-003-K/94-O-12 시추공에서는 293 ∼ 354℃ (평균 306℃, n=130)

의 범위임. 모든 분석 시료에서 Tmax 값은 400℃이하로 열적성숙도가 정의되

지 않는 범위에 위치함. 과성숙 셰일시료의 경우 대부분의 케로젠이 분해되

어 미량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Rock-Eval6 열분해를 통해서 열적성숙도를 평

가하는 것이 어려움.

- 과성숙 셰일시료에서 정확한 열적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038-B/ 

94-N-08 시추공의 일부 시료를 대상으로 현미경 관찰 및 비투멘 반사도를 

측정함. Patry와 Exshaw 층에서 측정한 비투멘 반사도는 2.0% 이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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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측정한 비투멘 반사도는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로 변환하여 열적성숙도를 

평가함.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로 변환하기 위하여 Schoenherr et al., (2007)에

서 제시한 경험식을 이용.   

- 계산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VReqv)는 2.1 ∼ 2.2%로, 이는 열적성숙도가 Dry 

Gas 영역에 해당함을 지시함.

- 유기물은 대부분 Type IV kerogen으로 변질된 상태로 기존 분석 방법

(Rock-Eval 열분석)으로 초기 유기물의 특성 평가가 어려운 상태임. 원시 

kerogen 복원을 통한 TOCo와 HIo의 평가는 원시부존량 평가를 위해서 필수. 

- 무기지화학적 분석결과를 통해서 유기물 유입 및 잔류 프로세스를 파악하여 

원시 kerogen type을 복원하였음.

- A-38-B/94-N-8 시추공 셰일층에 포함된 SiO2는 육상기원과 생물 기원의 

silica로 구성됨. SiO2에 포함된 생물 기원의 Silica 함량 (Ex-SiO2) 및 비율은 

생산성 평가 및 kerogen type II 복원에 적용 가능함 (그림 2-2-24). 

그림 2-2-24. 38-B/94-N-8 시추공 심도별 무기지화학 지시자 및 원시 kerogen type 변동

▶ 3,900-3,950 m와 4060 m 구간은 생산성이 낮고 육상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의 

함량이 높으며 산소 함량이 높은 환경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됨. 3,950-4,060 

m 구간은 생산성이 높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의 함량이 적으며 산소

가 부족한 환경에서 퇴적됨. 3,950-4,060 m 구간은 3,900-3,950 m와 4,060 m

에 비해서 type II kerogen 퇴적이 우세하였으며 퇴적된 후 보존이 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생물기원의 silica의 비율을 이용하여 type II kerogen의 비율을 평가하면 

3,950-4,060 m 구간 유기물은 type II kerogen이 70% 이상 우세하게 구성된 

반면에 3,900-3,950과 4,060 m 구간 유기물은 type III kerogen이 50% 이상으

로 우세하게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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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탄화수소 가스 특성 연구 

- 리아드 분지의 베사리버층에서 시추된 코어 A-068-D/94-O-05의 Exshaw와 

Patry 멤버 셰일 시료의 구성 성분과 광물 함량에 따른 흡착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 지화학 분석과 고압 메탄가스 흡착시험을 수행함. 

- 20 메쉬 이상의 입자만을 이용한 실험결과에 따르면 피팅지수가 약 0.98로 

평형 압력에 따른 흡착 부피가 랭뮤어 흡착등온선과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각 시료의 랭뮤어 부피는 101.8 ~ 167.0 scf/ton, 랭뮤어 압력은 97.5 

~ 81.3 psia로 확인됨. 

- 총유기물 및 광물 함량이 흡착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최대

가스 흡착량인 랭뮤어 부피와 물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 

- 일반적으로 랭뮤어 부피는 총유기물 함량과 비례관계를 주로 보이지만, 베사

리버 셰일에서는 총유기물 함량과 선형적 관계를 보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

포함.

- 한편, 주요광물인 Quartz, Muscovite/Illite, Calcite, Pyrite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해본 결과, Quartz 함량과는 반비례 관계, Muscovite/Illite, Pyrite와는 비례 관

계임 (그림 2-2-25).

▶ 베사리버 셰일시료의 경우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과성숙된 상태임이 밝혀

진 바 있으며, 유기물은 흡착성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고 점토 광물 

(Muscovite/illite)과 흡착부피가 비례하는 관계임. 

 

 

그림 2-2-25. 베사리버 셰일 시료의 광물 정량분석 결과와 랭뮤어 부피간의 상관관계 

- 리아드 분지의 베사리버층에서 시추된 코어 A-68-D094-O-05에서 구성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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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광물 함량에 따른 잔류가스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잔류가스 함량 및 조성 

분석 결과를 지화학 분석 결과와 비교함 (그림 2-2-26).

- 잔류가스 분석 결과, 모든 베사리버 셰일시료에서 메탄이 주로 검출되었고, 

분석된 메탄 함량은 6 ∼ 22 ppmv (1 ∼ 5.8 μM) 범위임.

▶ 리아드 분지 셰일 시료의 경우 흡착가스 실험결과와 동일하게 총유기물 함

량과는 선형적 관계를 보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베사리버 셰일 내 잔류가스가 유기공극에 흡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CaO 값이 높은 층에서 잔류 가스의 함량이 상

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탄산염 내 공극에 잔류가스가 분포하고 있

을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최근 보고된 연구결과에서 탄산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극 구조의 

복잡성이 감소하는데 이는 탄산염이 용해되면서 생긴 공극으로 비교적 간단

한 미세공극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따라서 베사리버 

셰일시료의 공극 구조에 대한 연구가 추후 더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그림 2-2-26. 코어 A-068-D/94-O-05에서 잔류 메탄 함량과 총유기물 및 주요원소 

함량의 상관관계 분석

    3) 퇴적학적 특성 분석 

- 베사리버 플레이의 셰일층은 9개의 퇴적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이암층은 각 

층의 두께와 상하경계면 특성 (뚜렷 또는 점이적), 점이층 양상 등을 기준으

로 퇴적상을 구분하였음 (표 2-2-1).

- 점이층의 경우 입도변화에 의한 점이층과 실트 박층과 점토 박층이 교호하면

서 나타나는 점이층을 구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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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베사리버 플레이의 퇴적상 구분

Facies 구분 Facies의 특징

Facies 1 Homogeneous or indistinctly laminated mudstone
Facies 2 very fine lamination and fissile mudstone

Facies 3 & 4 Laminated/stratified and bedded mudstone
Facies 5 & 9 Flat bedded cherty mudstone

Facies 6 Inverse to normal graded and laminated siltstone 
Facies 7 Slump deposit

Facies 8 Wackestone

- Facies 1은 균질하거나 미약한 박층으로 구성된 이암상으로 층리간 입도차가 

뚜렷하여 Facies 2와 구별됨. 실트질 박층과 균일한 이암층 간의 경계는 뚜렷

함. 실트층의 조립한 퇴적물은 희석된 중력류로부터 퇴적되며, 세립질의 퇴적

물은 수중을 통해 침전된 것으로 해석됨. 즉 Facies 1은 부유퇴적물이 퇴적되

는 곳에서 저농도 저탁류에 의해 실트질이 운반되거나 유수의 흐름에 따라 

퇴적면에서 점성판류의 상승과 소멸 (burst and sweep)에 따라 조립질 퇴적물

이 국부적으로 집적된 것으로 해석됨. 

- Facies 2는 균질한 짙은 검은색을 띠며 종이처럼 얇게 쪼개지는 박리 특징을 

보임. 미약하게나마 두께 1 mm 이하의 어두운 박층이 교호하기도 함. 흑색의 

균질한 이암은 이질입자의 응집 (floccule) 형태로 수층에서 침전되어 형성되

고, 쪼개짐은 판상의 점토입자가 가지런히 집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 Facies 3과 4는 조립질과 세립질이 cm 스케일로 교호하는 퇴적상으로 흑색 

이암 퇴적상과 couplet 또는 triplet을 이루며 분포함. Facies 3은 상하부의 경

계가 뚜렷하지 않지만 Facies 4는 하부경계가 뚜렷하고 상부경계는 점이적임. 

이 퇴적상은 비교적 폭풍이나 저탁류 등의 주기적인 이벤트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 Facies 5는 처트질 이암으로 간헐적으로 황철석이나 조립질 실트 입자에 의

한 층리를 형성하고 있음. 두께는 1 mm에서 1 cm 내외가 대부분이며, 상하

경계는 평탄하고 평행함. Facies 9는 Facies 5에 비해 얇은 1-2 mm 두께의 

처트층으로 치밀하고 층리가 미약하게 발달하고 있음. 이 퇴적상은 수괴의 

생산성이 증가하여 유기물 퇴적이 증가하고 속성작용을 통해 유기물 내의 규

질 화석으로부터 유래한 실리카에 의해 형성된 속성층리로 해석됨. 

- Facies 6은 조립질 실트층으로 상하부 경계가 모두 점이적이며 두께는 수 cm

에서 20 cm임. 두꺼운 조립질 실트, 역점이 하부경계와 정점이 상부경계 층

화된 중간부, 세립질 퇴적물이 드문 것은 contourite 특징임. 따라서 이 퇴적

상은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등수심류에 의해 운반되어 집적되어 재동되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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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es 7은 드물게 관찰되며 응회암편이나 이질암편이 파쇄된 상태로 분포하

고 있음. 상하 지층에는 변형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중력류 형태로 운

반된 암설류 퇴적체로 해석됨. Facies 8은 A-068-D/94-O-05 코어의 최하부에

서만 관찰되며 이는 베사리버층 하부의 Dunedin 탄산염암층에 대비됨. 

▶ 베사리버 플레이 시추코어의 퇴적상 변화를 살펴보면, 각 코어마다 반복적

으로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임 (그림 2-2-27). 이는 데본기에서 석탄기에 이

르기까지 로렌시아 대륙주변의 해침에 의한 대륙붕 확대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됨. 

- 일반적으로 순차층서는 퇴적경사면 방향의 대비로 퇴적상 변화와 지층 집적

패턴의 변화를 인지하여 설정함. A-038-B/94-N-08과 A-068-D/94-O-05 코어 

대비를 통해 베사리버층의 Exshaw 층준에 대하여 T-R순차층을 구성하였음 

(그림 2-2-28). 

그림 2-2-27. 리아드 분지 시추코어의 퇴적상 변화

그림 2-2-28. 라아드 분지 남측에 발달한 Exshaw 셰일층의 T-R순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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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암석역학적 특성 연구 

- 리아드 분지의 베사리버층을 대상으로 코어실험자료가 존재하는 4개 코어에 

대하여 암석역학적 물성 및 취성도 (brittleness index) 분석을 수행하고, 2개 

코어에 대하여 취성도와 경도 (hardness) 분석을 수행하였음.

- B-023-K/94-O-05 코어의 베사리버층 대부분 심도에서 공극률이 5 % 이내, 1 

darcy 수준의 높은 투과도를 보이는 심도가 분포함. 해당 심도는 수압파쇄 수

행 시에 높은 효율을 보일 것으로 판단됨. 

- A-038-B/94-N-08 코어와 D-081-F/94-O-12 코어는 역학적 물성에 대한 취성

도를 확보. 베사리버층의 취성도는 0.4 이상의 값을 가지고 평균 0.67을 보임. 

- A-068-D/94-O-12 코어의 베사리버층에서 수 darcy 수준의 높은 투과도를 보

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부분의 심도에서 0.1 md 이상의 투과도 값을 보임.

- A-038-B/94-N-08 코어와 A-068-D/94-O-12 코어에 대하여 취성도와 경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물리검층 자료 기반 취성도 (BIRickman)와 Jarvie et al. (2007)

이 제시한 광물조성 기반 취성도 (BIJarvie)를 도출하였음. 경도는 Leeb rebound 

원리 기반의 경도계를 사용하여 코어 표면을 약 1 m 간격으로 3번씩 측정하

여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그림 2-2-29와 2-2-30).

▶ BIRickman과 BIJarvie는 두 코어에서 모두 측정한 경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특히 BIRickman과 경도는 A-038-B/94-N-08 코어와 A-068-D/94-O-12 코어에서 

각각 상관지수 0.61과 0.71을 보임. 따라서 베사리버 플레이에서 암석의 경

도는 취성도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프록시로 사용할 수 있음. 

- 베사리버 플레이에서 광물조성이 경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특성을 상호비교 하였음. 그 결과 베사리버 플레이에서는 점토광

물이 취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광물 (음의 관계)이고, 석영은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광물 (양의 관계)인 것을 확인함. 탄산염 광물과 TOC는 취성

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함. 

- 석영과 경도와의 관계에서 석영의 기원이 경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Ross and Bustin (2009)이 제시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석영의 기원을 구분

하여 이를 경도와 상호 비교하였음. 

▶ 그 결과, 베사리버 플레이에서는 생물기원 석영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생물

기원의 석영의 함량이 많을수록 경도가 증가하고 육상기원의 석영이 많을수

록 경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함.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사리버 플레이에 적합한 광물조성 기반 취성도 

도출 관계식 (BInew model)을 새롭게 정의하였음.

▶ 새롭게 정의한 취성도 도출식을 두 코어에 적용하여 경도에 따른 BIJarvie와 

비교해본 결과 상관지수가 A-038-B/94-N-08 코어와 A-068-D/94-O-12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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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0.60과 0.50으로 크게 증가함 (그림 2-2-31). 

- 따라서 베사리버 플레이는 생물기원의 석영이 취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

시 고려하여야 하며 새롭게 정의한 BInew model을 이용하여 취성도를 도출하는 

것이 적합함.

그림 2-2-29. A-038-B/94-N-08 코어 심도에 따른 경도 (hardness), 취성도 ( , 

 ), 동적탄성계수 (영률/포아송비), 주원소 (SiO2/Al2O3/CaO) 분석 결과 

그림 2-2-30. A-068-D/94-O-05 코어 심도에 따른 경도(hardness), 취성도 ( , 

 ), 동적탄성계수 (영률/포아송비), 주원소 (SiO2/Al2O3/CaO), 분석 결과 

그림 2-2-31. A-038-B/94-N-08과 A-068-D/94-O-05 코어에 적용한 , 

와 경도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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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스 형성 능력 기반 원시 부존량 평가

- 지화학 분석이 수행된 4개의 시추공 (A-038-B/94-N-08, A-068-D/94-O-05, 

B-023-K/94-O-05, 그리고 B-003-K/94-O-12)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시추공 자

료를 활용하여 베사리버 플레이의 구조모델을 수행함.

- 지화학 분석 결과를 통해 계산한 원시 수소지표(original hydrogen index, HIo) 

600mgHI/gTOC 기준으로 4개의 시추공을 대비하고 층을 구분함. 지화학 자료

를 통해 구분된 4개 시추공의 기준층과 감마선 검층 자료를 활용하여 나머지 

5개 시추공의 감마선 검층 자료를 대비하여 세 개의 경계면을 설정하고, 두 

개의 층에 대한 대비를 수행함.

- 지화학 분석이 수행된 4개의 시추공에 대해서는 측정된 TOCpd 값을 사용하

고, 나머지 5개의 시추공에서의 TOCpd는 Schmoker’s equation을 사용하여 

밀도 검층 자료를 통해 계산함. 이때 TOCpd 모델은 이동 평균법 (moving 

average)을 적용하여 TOCpd의 3차원 분포를 가시화함 (그림 2-2-32).

그림 2-2-32. 유망 셰일층 내의 TOCpd의 3차원 분포도 (좌: 상부층, 우: 하부층)

- 계산한 TOCo 모델과 각 층의 HIo 평균값을 사용하여 연구 지역 내 두 개의 

유망한 셰일층에 대하여 생성된 가스량의 분포도를 구현함 (그림 2-2-33). A

층의 경우 연구 지역 내 북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생성량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B층의 경우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생성량을 

확인함.

<상부층 (A층) 내에 생성된 
가스 체적의 3차원 분포도, 

5,000mcf/ac-ft 이상>

<하부층 (B층) 내에 생성된 
가스 체적의 3차원 분포도, 

10,000mcf/ac-ft 이상>

그림 2-2-33. 생성된 가스 체적 3차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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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산량 기반 OGIP 산정 

- 저류층 수준의 부피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3차원 격자모델을 구성하는 개별 

격자 (grid)에 부피, 공극률, 가스포화도등에 대해 부피법을 적용하여 부존량

을 계산함. 자료가 부족할 시에는 전체 부피에 대해 동일한 인자값을 적용하

여 효율적으로 원시부존량 및 판매가능 가스량을 산정 (표 2-2-2). 

- 리아드 분지 (코드: 9046)의 베사리버층 (코드: 7730)에 대한 저류층 정보를 

파악하여 부피법을 이용한 가스부존량 및 판매가능 가스량을 산정. 원시가스

부존량은 29,329,100 Mm3, 판매가능 가스량은 2,529,634.9 Mm3으로 평가. 해당 

저류층에서 2009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누적 가스생산량은 411,375.9 

Mm3이며, 2,521,534.1 Mm3만큼 생산 가능한 가스량이 잔존.

- 생산정 수준 감퇴곡선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베사리버 A 저류층을 구성하는 7

개 생산유정 중 2015년 12월에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5개 생산정에 대해 

감퇴곡선법을 이용한 궁극가채매장량에 산정.

- 궁극가채매장량을 산정을 위한 경제성 지표는 생산이 중지된 3개 유정의 최

종시점 월간생산량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균일간 가스생산량 50 

Mm3/d. 

- 누적생산량은 2019년 4월 기준이며, 잔존 회수가능량은 비교적 최근 생산을 

시작한 200/C-050-B/94-O-12/3 외에는 모두 없는 것으로 평가됨. 이 생산정은 

초기 가스생산량이 타 유정에 비해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약 55개월간 생산

에 따른 감퇴경향도 작아 궁극가채매장량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됨.

▶ 5개 생산정의 궁극가채매장량은 4,168,902 Mm3으로 저류층 수준에서 부피법

으로 평가한 원시가스매장량인 29,329,100 Mm3에 대해 약 14.2%의 회수율 

예상. 

▶ TOCo기반의 잠재자원량과 궁극가채매장량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가지 접근방법이 모두 유효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표 2-2-2. 리아드지역 베사리버 A 저류층 대상 5개 생산정 감퇴곡선분석 결과

UWI
초기 가스생산량(Qi)

[Mm3/d]

누적생산량

[Mm3]

잔존 회수가능량

[Mm3]

궁극가채매장량

[Mm3]

B-020-I/94-O-05/2 826 21,522 0 21,522 
C-045-K/94-O-05/2 511 203,938 0 203,938 

D-028-B/94-O-12/0 204 40,785 0 40,785 
C-050-B/94-O-12/3 1,046 460,752 3,275,594 3,736,345 

C-086-F/94-O-12/2 193 166,311 0 166,311 
합 계 　 893,308 3,275,594 4,16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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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스크와 (Musckwa) 플레이 (탐사광구)     

 

    1) 셰일 저류층 지화학 특성 연구 

- 과성숙 해양기원 셰일에 적합한 열적성숙도 평가 기법의 적용이 필요. 유기

화합물 지시자 (MPI-1)와 고형의 비투멘 반사도 평가 기법은 과성숙 셰일의 

열적성숙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나 이들 기법 적용 시 주의 요구. 

- B-14-D/94-O-7 시추공 셰일에서 유기화합물 지시자 (MPI-1)와 고형의 비투멘 

반사도 기법을 적용하여 열적성숙도를 평가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열적성숙도를 제시.

- 페난트렌과 메틸페난트렌을 이용한 열적성숙도 지표는 메틸페난트렌 지수 

(Methylphenantrene Index-1, MPI-1)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로 변환하여 열적

성숙도 평가. MPI-1로부터 변환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평균 1.9%임.

- 공극에 분포하는 고형의 비투멘 반사도는 single population reflectogram을 

보임. 고형 비투멘의 평균 반사도 (Bro)는 1.7에서 1.9%의 (평균: 1.8%) 범위를 

보임 (그림 2-2-34). 

- Bertrand (1990)의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평균 1.9%

이며, MPI-1으로부터 변환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와 유사한 값을 보임. 

▶ MPI-1로부터 계산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에 비해서 고형의 비투멘에서 계산

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더 넓은 범위에서 변동함. 이러한 원인은 고형 

비투멘의 표면에 포함된 점토광물이나 미세공극에 의해서 반사도가 저평가

되었거나 인접한 황철석에서 비추는 빛에 의해서 비투멘 반사도가 과평가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2-2-34. 무스크와 시추공 셰일층의 고형 비투멘 반사도에서 변화된 비트리나이트
  

    2) 가스 형성 능력 기반 원시 부존량 평가 

- Mo/Al을 적용한 TOCo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무스크와 셰일에서 평가된 GO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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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6.4에서 0.3 wt.%로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변동함 (시추공 

4-33-108-5W6, 11-17-88-3W6). GOCo 함량의 수직적 변동을 고려하면 무스

크와층 상부구간이 하부구간에 비해서 가스 형성 잠재 능력이 높음. 

- GOCo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탄화수소 함량에서 가스 형성 비율을 고려하여 

형성될 수 있는 최대 가스 부피를 평가하였음.

- 무스크와 셰일층의 케로젠 타입은 다양하나 케로젠 타입 II가 우세함으로 1차 

분해에 의해서 83% 원유와 17%가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GOCo을 원유를 

형성하는 탄소 (GOCoo)와 가스를 형성하는 탄소 (GOCog)로 구분하였음. 2차 

열분해에 의해서 원유에서 가스로 변환되는 탄소 (GOCoog)는 GOCoo의 53%

임. GOCog와 GOCoog의 합은 셰일가스 저류층에 잔류하는 가스를 형성할 수 

있는 탄소로 이를 기반으로 셰일가스 저류층에 형성될 수 있는 가스의 함량

을 평가하였음 (표 2-2-3). 

▶ 무스크와 상부층에서 3157 mcf/ac-ft의 가스가 형성될 수 있으며 무스크와 

하부층에서 1215 mcf/ac-ft의 가스가 형성될 수 있음. 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section당 가스의 함량을 평가하면 무스크와 상하부층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스의 부피는 각각 93 bcf/section과 74 bcf/section이며 총합은 167 

bcf/section임. 

표 2-2-3. GOCo, GOCoo, GOCog, GOCoog와 형성될 수 있는 가스 부피 

Interval Depth (m) 
thickness 

(ft)
GOCo  
(wt.%)

GOCoo 
(wt.%)

GOCog 
(wt.%)

GOCoog 
(wt.%)

Gas generation potential 

mcf/ac-ft bcf/section 

Upper 2309-2323 45.9 3.4 2.8 0.6 1.5 3157 93 

Lower 2325-2352 95.1 1.3 1.1 0.2 0.6 1216 74 

    

    3) 생산량 기반 OGIP 산정 

- 혼리버 분지 (코드: 9045)의 두 개 지층 (무스크와-오터파크, 코드: 8295 / 에

비, 코드: 8550)에 대한 저류층 정보를 파악하여 저류층 부피법을 이용한 가

스부존량 및 판매가능 가스 산정. 

▶ 베사리버층의 저류층평가와 비교하면 가스포화도는 모두 80%로 동일하며, 

공극률의 경우 1% 작은 값을 적용. 회수율의 경우, 베사리버의 10%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25%를 적용하여 혼리버 지역에서 검토한 저류층들의 암석특

성이 수압파쇄 등 회수기술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혼리버 지역의 4개 저류층 중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에비 A 저류층에 대해 생산정수준 감퇴곡선법을 적용. 

- 개별 유정에 대한 감퇴곡선분석은 쌍곡선감퇴방정식을 이용하고, 초기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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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을 보이는 지점을 시작점으로. 설정 궁극가채매장량을 산정을 위한 경

제성 지표는 베사리버 A 저류층과 동일하게 평균일간 가스생산량 50 Mm3/d

로 설정 (표 2-2-4).

- 베사리버 A와 동일한 경제성 지표를 사용하였지만, 실제론 더 낮은 경제성 

지표를 설정해 궁극가채매장량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에비 A 

저류층은 초기 가스생산량이 전체적으로 낮으나, 장기간 생산 (약 7년간)에 

따른 누적생산량 및 유정별 궁극가채매장량은 비교적 양호함. 

표 2-2-4. 혼리버지역 에비 A 저류층 대상 3개 생산정 감퇴곡선분석 결과

UWI
초기 가스생산량(Qi)

[Mm3/d]

누적생산량

[Mm3]

잔존 회수가능량

[Mm3]

궁극가채매장량

[Mm3]

D-091-L/094-O-02/0 291 173,991 0 173,991 
A-092-L/094-O-02/0 210 111,868 0 111,868 

A-094-L/094-O-02/0 190 98,872 0 98,872 

   다. 듀버네이 (Duvernay) 플레이 (생산광구)

    1) 셰일 저류층 지화학 특성 연구 

- 듀버네이 플레이 북쪽의 Kaybob 영역 (04-12-063-17W5M), 중앙의 

Edson-Willesden Green 영역 (01-24-046-08W5), 남쪽의 Innisfail 영역 

(01-14-033-23W4M)에 각각 위치한 시추공을 이용하여 연구함.

- 총유기물 함량은 04-12-063-17W5M 시추공에서는 0.4 ∼ 6.4 wt.% (평균 3.2 

wt.%, n=66), 01-24-046-08W5 시추공에서는 0.1 ∼ 5.9 wt.% (평균 1.4 wt.%, 

n=41), 01-14-033-23W4M 시추공에서는 0.0 ∼ 19.5 wt.% (평균 2.6 wt.%, 

n=72)임 (그림 2-2-35). 04-12-063-17W5M 시추공에서는 유기물이 2 wt.% 이

상의 높은 값을 유지하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두껍게 나타나고, 

01-24-046-08W5와 01-14-033-23W4M 시추공에서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구간

이 상대적으로 짧음.

그림 2-2-35. 시추공별 케로젠과 총유기물 함량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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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로젠은 04-12-063-17W5M과 01-24-046-08W5 시추공에서는 Poor ∼ Good 

영역에 위치하고, 01-14-033-23W4M 시추공에서는 Poor ∼ Excellent 영역에 

위치함. 총유기물 함량은 모든 시추공에 Poor ∼ Excellent 영역에 위치함. 케

로젠과 총유기물 함량 결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듀버네이 시스템의 Innisfail에 

위치한 01-14-033-23W4M 시추공이 가장 양질의 저류층으로 평가됨.

▶ 분석된 수소지수와 산소지수를 이용하여 수정된 반크레블렌 다이아그램에 

도시하였을 때 04-12-063-17W5M과 01-24-046-08W5 시추공은 주로 케로젠 

타입 III 영역, 01-14-033-23W4M 시추공은 케로젠 타입 II∼III 영역에 위치함 

(그림 2-2-36A). S2와 총유기물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01-14-033-23W4M 시추공의 분석 값들은 케로젠 타입 II/III 영역에 위치함 

(그림 2-2-36B). 분석된 케로젠 타입은 듀버네이 시스템의 각 지역별로 분명

한 차이가 존재함.

그림 2-2-36. (A) HI-OI와 (B) S2-TOC 교차도시

- 정확한 열적성숙도 값을 얻기 위해서 케로젠 함량이 1 mgHC/gRock 이상인 

값들로 도출된 Tmax 값을 선별함. 연구 시추공에서 분석된 Tmax 값은 

04-12-063-17W5M 시추공에서는 432 ∼ 452℃ (평균 445℃, n=58), 

01-24-046-08W5 시추공에서는 445 ∼ 462℃ (평균 457℃, n=16), 

01-14-033-23W4M 시추공에서는 425 ∼ 447℃ (평균 442℃, n=46)의 범위임 

(그림 2-2-37). Tmax 값은 04-12-063-17W5M과 01-14-033-23W4M 시추공에

서는 성숙영역에 위치하고, 01-24-046-08W5 시추공에서 분석된 값들은 대부

분 초기 과성숙 생성단계에 위치함.

그림 2-2-37. 열적성숙도 평가를 위한 HI-Tmax 교차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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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물 함량, 기원, 열적성숙도를 고려하였을 때 듀버네이 시스템의 Kaybob, 

Edson-Willesden Green, Innisfail 지역별로 유기물 특성의 차이가 분명히 있

음. 석유/가스 생산 예측 (Production forecasting) 결과에 따르면 가장 양질

의 저류층은  Kaybob, Edson-Willesden Green, Innisfail 순서로 평가하고 있

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석유/가스 생산정은 주로 Kaybob 영역에 집중되어 

있음 (Alberta Energy Regulator, 20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Innisfail 지역에 위치한 시추공에서 

케로젠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유 및 가스 생성 잠재력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됨. 따라서 듀버네이 시스템의 개발에 있어서 각 지역별 지화학 정

보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짐. 

- 초기 과성숙 단계에 진입한 01-24-046-08W5 시추공 셰일 TOCo을 평가하여 

탄화수소 형성 능력을 평가함. Rock-Eval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TOCo 평가

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소지수 (HIo)의 가정이 필수적임. 01-24-046-08W5 시

추공 셰일은 초기 과성숙 단계로 초기 유기물 특성이 잔류하기 때문에 

HI-Tmax 교차 도시한 도표를 참고하여 HIo을 600 mgHC/gTOC으로 가정하였

음 (그림 2-2-37). 계산된 TOCo는 1.1에서 10.1 wt.% 범위를 보임. 

- 01-24-046-08W5 시추공 셰일의 GOCo는 0.7에서 5.2 wt.% 범위를 보임. 잔류

하는 GOC (GOCpd)를 고려하면 탄화수소로 변환된 GOC는 0.4-4.4 wt.%로 최

대 원유 형성 능력은 103-1138 boe/af (bbl of oil equivalent per acre-ft)로 

평가됨. 

- 01-14-033-23W4M과  01-24-046-08W5 시추공 셰일은 유사한 유기물 조성을 

보이므로 GOCo가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01-24-046-08W5 시추공 셰일에

서 현재 잔류하는 GOCpd는 01-14-033-23W4M 시추공 셰일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임 (그림 2-2-38). 성숙한 01-14-033-23W4M 시추공 셰일에 비해서 과

성숙한 01-24-046-08W5 시추공 셰일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GOC가 탄화수소

로 변환되면서 GOCpd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38. 과성숙한 셰일 (01-24-046-08W5 시추공)과 성숙한 셰일 
(01-14-033-23W4M 시추공)의 GOC와 NGOC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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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적학적 특성 연구 

- Kaybob 지역에서 확보한 04-12-063-17W5 시추공에서 3개의 쇄설성 퇴적암

상과 1개의 결절 석회암상 (nodular limewackestone)으로 총 4개 대표적인 암

상을 인지하였음 (그림 2-2-39). 이 지역에서는 엽리상 또는 괴상의 이암이 

가장 우세하고 세립질 사암은 지층의 상부에서 자주 협재하고 있음. 

- 이보다 동남부에 위치한 Edson-Willesden Green 지역 내 01-24-046-08W5 코

어는 6개의 쇄설성 퇴적상을 확인하였음 (그림 2-2-39). 중간에 협재하는 이

암의 경우 탄산염 결절체 (nodule)가 잘 발달함. 대부분의 이암은 엽리상이거

나 괴상이며, 부분적으로 생교란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음.

- 레둑 (Leduc) 산호초와 킬람 (Killam) 탄산염 대지 사이에 위치한 Innisfail 지

역의 01-24-046-08W5 코어에서는 8개의 석회암 퇴적상과 1개의 이암 퇴적상

을 관찰하였음 (그림 2-2-39). 이암 퇴적상에는 탄산염 결절체가 발달하고 있

으며, 전체 층의 상부에서 우세함. 코어의 하부에서는 석회이암과 와케암의 

교호체, 생교란 와케암이 두껍게 나타남.

그림 2-2-39. Kaybob (04-12-063-17W5), Edson-Williesden Green (01-24-046 
-08W5), Innisfail (01-14-033-24W4) 지역에 위치한 코어의 주상도

▶ 듀버네이 플레이에서 분석된 퇴적상을 공간적으로 대비하였음. 듀버네이층

이 퇴적될 당시에 Kaybob (04-12-063-17W5) 지역과 Edson-Williesden Green 

(01-24-046 –08W5) 지역의 인근에는 산호초들이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있었

으나 Innisfail (01-14-033-24W4) 지역은 남쪽으로 좀 더 광범위한 탄산염 대

지 (Kilam Barrrier Reef)가 발달한 것으로 해석됨. 

▶ 탄산염 공급지의 지역적 편차는 세 코어 내 주요 암상의 분포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Kaybob (04-12-063-17W5) 지역과 Edson-Williesden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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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046 –08W5) 지역의 시추공에서는 쇄설성 이암층이 우세하며, 소량의 

석회질 퇴적물이 중력류 퇴적작용에 의하여 협재하고 있음. 반면에 Innisfail 

플레이의 시추공에서는 와케암, 와케암-석회이암 교호체 등 다수의 탄산염 

퇴적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Inisfail 플레이가 형성될 당시 탄산염 퇴적

환경과 쇄설성 퇴적환경이 반복적으로 우세하였음을 의미함. 

    3)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생산곡선 예측 

- 캐나다 앨버타 주의 셰일가스 유정을 대상으로 현장자료를 취득하여 총 332

개 유정에 대한 정보를 확보. 자료 종류는 유정별 월간 셰일가스 생산량과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관련자료 (수평정 길이, stage 수, cluster 수, 

re-fracturing 여부 등), 위치정보, 저류층 정보 등.

- 332개 유정 중 re-fracturing한 2개 유정, 몬트니층을 대상으로 하는 1개 유

정, 생산이력이 짧은 14개 유정 등 총 17개 유정을 제외함. 315개 유정은 다

시 train set 및 test set으로 구분한 후, 300개의 train set을 정규화하여 딥러

닝 학습을 위한 준비를 완료함.

- 315개 유정 중 300개의 train set을 이용해 미래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훈련. 시계열자료에 학습 및 예측 성능이 뛰어난 

순환신경망 중 하나인 LSTM 알고리즘을 활용함. 

- LSTM 적용에 있어, 생산량 예측성능을 제고하기 위해 도메인 지식에 근거한 

추가 특성 (feature)을 선정하여 생산량과 함께 입력층에 활용. 학습된 LSTM

모델을 이용해 train set에 대해 재검증을 해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예측성

능을 보임.

▶ 300개의 train set을 통해 개발된 딥러닝 예측모델을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15개의 test set을 통해 검증함. 추가특징을 포함하지 않고 하나의 특징 (생

산량)을 사용한 경우, 생산자료에 대한 전처리 없이 그대로 활용한 모델에 

비해, 특이 생산구간을 제외한 모델이 약 31%의 오차 개선효과가 있음. 전

처리된 생산이력에 추가특징을 함께 활용한 모델은 전처리된 생산이력만 사

용하는 경우에 비해 약 37%의 오차개선효과가 있음.

Ÿ 실제생산이력만 사용한 LSTM 학습모델의 오차 : 10.3996

Ÿ 전처리된 생산이력만 사용한 LSTM 학습모델의 오차 : 7.1781

Ÿ 전처리된 생산이력 및 생산이력전처리 중 추출된 추가특징(shut-in)이력을 

함께 사용한 LSTM 학습모델의 오차 : 4.5226

- 장기간 예측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15개의 test set 유정 중 한 유정

에 대해 처음 6개월 (그림 2-2-40a), 12개월 (그림 2-2-40b), 18개월 (그림 

2-2-40c), 24개월 (그림 2-2-40d)의 생산량을 이용해 생산이력이 확보된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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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시점까지 생산량을 예측함. 그 결과, 가용한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예측 

정밀도가 높아지긴 하나, 초기 1년 이내의 생산량을 이용해서도 뛰어난 예측

성능을 보임.

그림 2-2-40. 가용생산기간에 따른 장기예측성능 비교 (modified from Lee at el., 

2019)

    4) 지능형 모델링에 기반한 생산곡선 예측

- 생산정 자료를 사용하여 기존에 개발한 non-parametric relative baseline 

curve 방법을 통해 생산량을 예측함으로써 baseline curve 방법을 검증함. 

- Training Set은 중복이 제거된 332개의 Well의 생산이력 중 shut-in 생산량이 

제거된 Peak이후 60개월 이상의 time series 데이터를 갖는 3개의 생산정을 

무작위로 선정, 공개된 셰일가스 생산자료 중 200개의 생산자료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총 203개의 생산정으로 구성함.

- Training set 데이터를 사용하여 생산량 예측을 위한 baseline 곡선을 생성하

였으며 이 baseline 곡선을 사용한 non-parametric 방법으로 Test set의 peak 

이후 생산이력 자료에 fitting하여 향후 생산량을 예측함.

- Test set은 peak 이후 42개월 이상의 생산량을 갖는 생산정 67개의 생산정을 

Test set으로 구성하였으며 이 생산정 자료를 가지고 non-parametric relative 

baseline curve 방법으로 초기 6개월 생산 데이터만 사용하여 curve fit을 하

여 24개월, 30개월, 36개월, 42개월까지의 생산량을 예측함 (그림 2-2-41).

- Baseline curve 방법으로 예측된 생산량 예측 값과 실제 생산 이력 데이터와

의 상대 오차를 계산하였으며, 여기서 상대 오차는 (total predicted – total 
actual) /total actual 임. 시험자료인 67개의 실제 생산자료에 적용한 상대오차

는 최대 5% 미만으로 상당히 정확한 예측 값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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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1. 감퇴 대표곡선과 시험자료(Test set) 6개월 생산이력을 사용한 
감퇴곡선 분석 예시

- 엔지니어링 특성들을 이용한 머신러닝을 통해 생산정의 생산이력을 예측함.

▶ 67개의 엔지니어링 특성들 중 가스생산량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feature들을 선별하여 16개의 특성을 도출하였으며 초기 가스생산량을 input 

특성으로서 사용할 경우 정확한 생산량 예측이 가능하므로 생산정마다 피크 

이후 6개월 생산량을 계산하여 input 특성으로 사용함.

▶ 중복이 제거된 332개의 Well의 생산이력 중 shut-in 생산량이 제거된 Peak

이후 6개월 이상의 생산이력 데이터를 갖는 302개의 생산정을 사용함. 302

개의 생산정 중에서 생산량 예측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전체 data set 중 

60%인 181개의 생산정 자료를 training set으로 무작위 선정하고, 나머지 

40%인 121개의 생산정 자료를 test set으로 선정함.

- 훈련에 사용할 생산자료를 늘리는 Data Augmentation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생

산자료를 가상의 시작시점 생산량, 가상의 목표시점 생산량, 오프셋으로 변경

한 후에 학습에 사용함. 학습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랜덤 포레스트를 사

용함.

▶ Training set에 포함되지 않은 Test set 생산정을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7개

월 각 생산정의 최대 생산 월까지 누적 가스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시험자료

인 121개의 실제 생산자료에 적용한 상대오차는 최대 3% 미만으로 상당히 

정확한 예측 값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함. 

   라. 몬트니 (Montney) 플레이 (생산광구)

    

    1) 셰일 저류층 지화학 특성 연구 

- 분석된 케로젠의 함량은 C-031-H/94-B-09 시추공에서는 0.2 ∼ 2.5 

mgHC/gRock (평균 0.5 mgHC/gRock, n=88), C-081-G/94-G-08 시추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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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1.6 mgHC/gRock (평균 0.6 mgHC/gRock, n=58)임 (그림 2-2-42). 케로

젠 함량은 상부 몬트니 (Upper Montney)의 하부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평

균 1 mgHC/gRock 이하임. 

- 총유기물 함량은 C-031-H/94-B-09 시추공에서는 0.6 ∼ 4.4 wt.% (평균 1.4 

wt.%, n=88), C-081-G/94-G-08 시추공에서는 0.3 ∼ 3.6 wt.% (평균 1.4 wt.%, 

n=58)임 (그림 2-2-42). 각 시추공별 심도에 따른 총유기물과 케로젠 함량의 

분포는 상부 몬트니층에서 가장 높고, 중간과 하부 몬트니층에서는 상대적으

로 낮음. 

그림 2-2-42. 시추공별 심도에 따른 케로젠과 총유기물 함량 변화

- C-031-H/94-B-09 시추공에서 총유기물 함량은 하부와 중간 몬트니에서는 

Fair ∼ Good 영역에 위치하고, 상부 몬트니에서는 Fair ∼ Very Good 영역

에 분포함. C-081-G/94-G-08 시추공에서는 하부 몬트니에서는 Poor ∼ Fair 

영역에, 중간 몬트니에서는 Fair ∼ Good 영역에, 상부 몬트니에서는 대부분 

Good ∼ Very Good 영역에 해당함. 총유기물 함량 결과만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시추공에서 상부 몬트니층이 가장 양질의 셰일 저류층으로 평가됨.

▶ 분석된 시추공 암심시료 내 유기물들의 수소지수와 산소지수는 대부분 100 

mgCO2/gTOC 이하로 낮음. 분석된 수소지수와 산소지수를 이용하여 수정된 

반크레블렌 다이아그램 (van Krevelen-type diagram)에 도시하였을 때 대부

분 케로젠 타입 IV에 분포함 (그림 2-2-43A). 또한, S2와 총유기물 함량의 상

관관계를 이용한 결과도 수정된 반크레블렌 다이아그램에 도시한 결과와 같

이 모든 시추공에서 분석된 값들이 케로젠 타입 IV에 해당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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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B). 즉, 몬트니층의 케로젠은 이미 탄화수소 생성 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43. (A) 수소지소와 산소지수, (B) 총유기물과 케로젠 함량의 교차도시

▶ 정확한 열적성숙도 값을 얻기 위해서 케로젠 함량이 1 mgHC/gRock 이상인 

값들로 도출된 Tmax 값을 선별함. 연구 시추공에서 분석된 Tmax 값은 

C-031-H/94-B-09 시추공에서는 462 ∼ 470℃ (평균 466℃, n=8), 

C-081-G/94-G-08 시추공에서는 458 ∼ 475℃ (평균 468℃, n=6)의 범위임 

(그림 2-2-44). 모든 분석 시료에서 Tmax 값은 460℃이상으로 열적으로 초기 

가스생성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44. 열적성숙도 평가를 위한 HI-Tmax 교차도시.

    2) 탄화수소 가스 특성 연구 

- C-031-H/94-B-09 시추공에서 잔류가스 함량 및 조성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

과를 총유기물 함량과 광물 조성과 비교하여 평가함.

- 분석 결과 메탄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분석된 메탄 함량은 3.3 ∼ 18.7 ppmv

임. 특징적인 점은 유기물의 함량이 높은 몬트니 상부 구간 (2,100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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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에서는 메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기물 함량이 몬트니 중간 ∼ 하부 

구간 (2,150 ∼ 2359 m)에서는 상대적으로 메탄 함량이 높음. 

▶ 잔류가스의 메탄 함량은 총유기물 함량, SiO2와 Al2O3 함량과는 모두 반비례 

관계를 보였고, CaO와는 비례 관계를 보임 (그림 2-2-45). 이러한 결과는 베

사리버 셰일에서 분석된 잔류가스의 특성과 유사함. 몬트니와 베사리버 셰

일을 대상으로 측정된 잔류가스는 CaO 함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잔류가스는 코어가 분쇄되고 가스 탈착이 완료된 후 남아있는 가스를 의미

하며, 화학적 또는 물리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잔류가

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열적성숙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성능이 감소하는 

유기물의 영향은 잔류가스 분포 특성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짐. 아마도, 셰일 시료 내에 미세공극의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여겨지며, 특히 CaO 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탄산염 

광물의 공극에 영향을 향후 더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2-2-45. C-031-H/94-B-09 시추공에서 메탄 함량과 총유기물 및 주요원소 
함량 간의 상관관계 도시

    3) 퇴적학적 특성 분석

- 몬트니층 3개 코어 (C-031-H/094-B-09, B-066-D/094-H-12, C-081-G/ 

094-G-08) 에 대하여 암상, 조직, 퇴적구조, 층리면 특성, 색상 등의 관찰과 

주상도 작성을 통해 퇴적상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미세조직, 광물, 유기물 

분석 자료와 물리검층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순차 층서기반의 퇴적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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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하였음. 

- 몬트니층의 퇴적상은 표 2-2-5에 나타내었음. 

표 2-2-5. 몬트니층의 암상, 퇴적조직, 퇴적구조, 퇴적환경에 따른 퇴적상 구분 

Facies Lithology/grain size Fabric Sedimentary structure process of 
deposition

Depositional  
environment

LF1 Homogeneous 
mudstone

Indistinctive 
lamination

Sedimentation when fine-grain sediment 
from suspension under the lower density 
bottom currents below maximum storm 

wave base

Outer shelf

LF2
Very thin 
laminated 
mudstone

Very thin 
laminae Same above Outer shelf

LF3
Thin evenly 

parallel laminated 
mudstone

Thin-silt 
laminae, 

low angle cross 
laminae

deposition could be possible from dilute 
turbidity current

Outer 
/Middle
shelf

LF4
Indistinctive 

lamination with 
massive   siltstone

Inverse grading/ 
Indistinctive   
lamination

turbidity currents mechanism Middle shelf

LF5
Thin evenly 

parallel laminated 
siltstone

Thin clay 
laminae/

cross laminae

diluted and transformed into turbidity 
currents mechanism Middle shelf

LF6
Thin to thick and 
wavy laminated   

siltstone

Thin to thick 
laminae/wavy 

laminae

crypto bioturbation
lower/middle shoreface Inner shelf

LF7 Bioturbated 
siltstone

Shear/flame/loadi
ng/ripple

bed load transport under the lower 
density bottom currents Inner shelf

LF8 Calcareous 
dolosiltstone Wavy lamination

storm generated currents/ maximum 
fair-weather wave base and mean storm 

wave base
Inner shelf

LF9 conglomerate scattered pebble storm generated currents Inner shelf

- LF1 퇴적상은 전체적으로 균질하며 층리나 연흔 등의 퇴적구조는 인지되지 

않음. 매우 희미한 엽층리나 점이층리가 관찰됨. 구성입자가 분급이 되지 않

은 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조직적 특성을 보임. 이는 세립질 저탁류의 

최후기 단계에 퇴적된 것으로 저탁류의 속도가 감소하면서 부유되어 있던 세

립질 입자들이 빠르게 가라앉아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 LF2 퇴적상은 담회색 또는 암회색의 두께 1 mm 이하 실트질 엽층리가 반복

적으로 나타남. LF3 퇴적상은 LF2 퇴적상과 유사하지만 언덕 사층리가 관찰

되기도 함. 퇴적상 상하부 경계는 대부분 뚜렷하고 침식면이 나타나기도 함. 

평행 엽층리가 나타나는 LF2, LF3 퇴적상은 세립질 퇴적물의 침전과 함께 밑

짐이나 고농도 뜬짐을 통한 퇴적물의 이동과정으로 형성된 것. 

- LF4 퇴적상은 밝은 회색의 균질한 암상을 보이지만 매우 희미한 엽층리나 점

이층리가 관찰됨. 이는 심해 저탁류에 의해 형성되는 전형적인 실트질 퇴적

체로 해석됨. 

- LF5 퇴적상은 주퇴적면에 경사져 발달하는 사엽층리를 포함하는 두께 1~2 

cm의 사층리층를 보임. 천해에서 형성된 저탁류나 밀도류가 외해로 이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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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계에서 밑짐 또는 뜬짐의 실트질 퇴적물의 침전되면서 평상시 집적

된 이질 퇴적층 사이에 얇은 엽층리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됨. 

- LF6 퇴적상은 엽층리의 두께가 0.5 mm ~ 2 cm 이고 평행층리와 함께 저각

의 사층리, 파형을 가진 엽층리가 관찰됨. 사엽층리 퇴적상은 평상시 기상조

건에 발달하는 일반적인 파도의 영향을 받아 해석됨. 

- LF7 퇴적상은 소규모 생물활동 및 서식 구조에 의해 원래 조직이나 구조가 

교란되어 나타남. 평행엽층리, 사엽층리, 퇴적물 변형 등의 특징이 관찰됨. 호

기성의 화학조건과 비교적 약한 파도, 해류 조건, 퇴적률이 낮은 환경을 반영

함. 

- LF8 퇴적상은 결정질의 석회암이 5 ~ 15 cm 두께로 관찰됨. 탄산염 퇴적체

의 공급이 있었음을 의미하며 얕은 바다 환경에서 형성된 후 재결정 작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 

- LF9 퇴적상은 pebble 크기의 퇴적물의 나타나며 C-031-H/94-B-09 코어에서

만 관찰됨.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퇴적이 일어났거나 폭풍 등의 강한 에너

지 조건에서 파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 해석된 퇴적상을 바탕으로 몬트니층의 퇴적상 분포 분석을 수행한 결과, 상

부 몬트니층에서는 LF8 퇴적상이 우세하고, 중부 몬트니층 상부는 LF3, LF6, 

LF7 퇴적상이 우세함. 중부 몬트니층 하부와 하부 몬트니층은 LF1, LF2, LF4 

퇴적상이 우세하게 나타남 (그림 2-2-46). 

- 퇴적상과 광물성분 SGR 값을 기초로 하여 몬트니층을 상부 (Upper), 중부의 

상부 (upper-Middle), 중부의 하부 (lower- Middle), 하부 (Lower) 몬트니  층

으로 구분하였음. 상부 몬트니층은 U과 Th 값이 다른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중부 몬트니층의 상부 구간은 GR 값이 높음. 또한 Ca, Mn, U가 

높게 나타남. 중부 몬트니층의 하부 구간은 GR 값이 낮고 Ca, Mn, U 값도 

낮음. 

- 서쪽에 위치한 코어 C-031-H/94-B-09에서 동쪽에 위치한 시추공 

C-081-G/94-G-08로 가면서 퇴적층이 얇아짐. 특히 Middle 몬트니층은 Upper

나 Lower 몬트니층보다 두껍게 발달하는 특징을 보임 (그림 2-2-47).

▶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몬트니층의 퇴적 모델을 고려해 보면 상부 몬트

니층은 shoreface에서 퇴적되면서 생물교란 및 변형된 퇴적체가 많은 퇴적

상인 LF8이 퇴적되었고, 중부 몬트니 상부층은 저탁류 퇴적상과 함께 탄산

염 결정질이 우세한 LF7 퇴적상이 퇴적되었음. 중부 몬트니 하부층도 저탁

류에 의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고 LF1과 LF4 퇴적상이 우세하게 퇴적되었

음. 하부 몬트니층은 distal offshore로 뜬짐의 입자들에 의해 LF1과 LF2가 

주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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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6. C-081-G/094-G-08 코에서 나타나는 퇴적상의 수직적 분포 

그림 2-2-47. 몬트니층에서 분석된 3개 코어의 퇴적상과 물리검층 특성 대비. A. 

C-031-H/94-B-09, B. C-081-G/94-G-08, C. B-066-D/94-H-12

    4) 암석역학적 특성 연구 

- 몬트니층을 대상으로 코어 실험 자료가 존재하는 C-52-H/94-B-9, 

C-04-F/94-G-8, C-92-G/94-G-8, C-30-I/94-B-15의 4개 코어에 대하여 암석역

학적 물성 및 취성도분석을 수행한 결과, 영률은 평균 42.8 GPa, 포아송비는 

0.19로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며 몬트니층에서 대부분 높은 취성도를 보임. 

- 취성도와 경도 값을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코어 A에

서 물리검층 기반 취성도 (), 광물조성 기반의 취성도( )와 경도

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음.

- 몬트니층의 경도는 210 ~ 796.3 HDL/L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 674 HDL/L로 

측정되었음. 하부 몬트니층은 상부 몬트니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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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모두 낮지만 하부에서 상부 몬트니층으로 갈수록 경도와 

취성도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 암석의 경도가  , 과 서로 일치하며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몬

트니층에서도 경도가 취성도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 

임.

- 취성도에 영향을 주는 광물을 파악하기 위해 광물조성과 경도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경도가 가장 낮은 구간에서는 석영, 장석의 함량이 낮은 반면에 점

토광물의 함량은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특징적인 것은 고해상도로 측정한 암석의 경도 값이  보다 광물조성

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한다는 것 임. 석영의 함량이 약 20 vol.%까지 급격하게 

감소하고 점토광물의 함량이 약 50 vol.%까지 증가하는 구간에서 은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반면에 경도는 급격하게 값이 낮아지는 변화를 

아주 잘 반영하였음 (그림 2-2-48). 

▶ 결론적으로 몬트니층은 석영이 암석의 취성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광

물로 볼 수 있고, 장석과 돌로마이트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보아 석영보다는 취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을 것으로 판단됨. 점

토광물은 취성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며, 점토광물 역

시 암석의 취성도에 영향을 주는 광물로 고려되어야 함.

그림 2-2-48. 코어 A에서 도출된 경도,  ,  , 영률과 포아송비 분석 
 

    5) 가스 저장 능력 기반 원시 부존량 평가

- 몬트니 플레이의 OGIP (Original Gas in Place)와 가스 누출 (Gas expulsion) 

양을 도출하여 탈착 가스 (Desorbed Gas, Vdesorbed gas) 양을 비교하기 위해 

셰일 부피 (Vshale)와 일라이트 (Vill) 부피를 계산함. 

- 앨버타 주에 위치한 몬트니 플레이에서는 11개의 시추공 자료와 9개의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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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단면을 활용하였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남동쪽에 위치한 몬트니 

플레이에서는 7개의 시추공 자료를 활용함.

- 몬트니층을 크게 두 개의 층으로 구분함. 시추공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한 셰

일의 부피, 셰일 내의 일라이트 부피 및 탈착 가스를 업스케일링 (upscaling) 

한 뒤, 공간상의 분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이동 평균법 (moving average)을 

적용하여 3차원 모델로 구현함. 

- 3차원 모델의 격자 크기는 I, J, K 방향으로 50 m, 50 m, 4.4 m이며 몬트니층

을 상부 몬트니와 하부 몬트니로 구분하여 모델링함. 앨버타 주의 몬트니 플

레이에서 3차원 모델의 크기는 2차원 탄성파 연구 범위까지 포함 시켰으며 x 

와 y 거리는 각각 30km와 28km임. 

▶ 시추공 인근에서 실시한 3차원 모델은 상부 몬트니와 하부 몬트니의 경계에

서 가장 많은 탈착 가스 부피가 나타나며 상부 몬트니보다 하부 몬트니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탈착 가스 부피의 분포를 가짐 (그림 2-2-49). 이는 시추공

이 밀접해 있는 구역의 3차원 모델에서 더 뚜렷하게 관찰되며 연구지역 북

쪽에서 가장 높으며 북서쪽에서 탈착가스 부피가 가장 낮음. 연구 지역 몬

트니층은 평균 탈착 가스의 부피는 8.5 scf/ton임. 

<탈착 가스 3차원 모델링 결과>
<시추공이 밀접한 지역 내 탈착 가스 

3차원 모델링 결과>

그림 2-2-49. 앨버타 주 몬트니 플레이에서의 탈착가스 3차원 모델 결과

▶ 브리트시콜럼비아주의 몬트니 플레이의 시추공 인근에서 실시한 3차원 모델

은 상부 몬트니와 하부 몬트니의 경계에서 가장 많은 탈착 가스 부피가 나

타나며 상부 몬트니 보다 하부 몬트니에서 탈착 가스 부피가 상대적으로 낮

음 (그림 2-2-50). 각 시추공에서 계산된 평균 탈착 가스 부피는 6.9 ~ 10.56 

scf/to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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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0. BC주 몬트니 플레이에서의 탈착가스 3차원 모델 결과 

    6) 저류층 인자 및 수압파쇄 인자를 활용한 가스 생산 예측 모델 

- 몬트니 지역에서 얻어진 저류층 인자와 수압파쇄 균열인자에 대한 자료를 활

용하여 생산감퇴곡선의 특성인자를 추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이력이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지 않고도 초기에 생산곡선을 예측할 수 있는 생산예측

모델을 개발함.

- 예측모델개발에 활용되는 종속변수는 다섯가지 특성인자로 1) 초기 최대생산

량, 2) 쌍곡선 감퇴율, 3) 쌍곡선 감퇴지수, 4) 전이시간, 지수 감퇴율임. 독립

변수는 저류층 및 수압파쇄균열 인자로 평면균열과 네트워크균열 모델 각각

에서 11개, 14개임. 

- 저류층 인자는 저류층 두께, 저류층 압력, 공극률, 투과도, 저류층 초기 수포

화도, 랭뮤어 압력, 랭뮤어 부피, 자연균열 간격, 자연균열 전도도이며, 수압

파쇄균열 인자는 주균열 반길이, 주균열 전도도, 균열 초기 수포화도, 이차균

열 전도도, 스테이지 당 클러스터 수임.

- 본 연구는 3단계로 구성됨: 1) Plackett-Burman design을 적용하여 설계한 실

험을 통해서 셰일가스 생산감퇴 특성인자들에 대한 주요 저류층 및 수압파쇄

균열 인자를 선정, 2) 선정된 주요 인자들을 활용하여 다섯가지 특성인자를 

추정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수정된 쌍곡선법의 형태로 각 추정모델들을 결합

하여 예측모델을 개발, 3) 개발된 모델을 상용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

- 특성인자 추정모델들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평면균열과 네트워크균열 모

델을 기반으로 각각 23개, 29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와 생산

예측모델로 예측한 결과를 비교함.

- 특성인자 추정모델들은 특성인자를 예측함에 있어서 0.47에서 0.99사이에 R2

값을 갖으며, 특성인자 추정모델들을 수정된 쌍곡선법의 형태로 결합한 생산

예측모델은1, 5, 10, 30년 누적생산량에 대해서는 0.89이상의 R2값을 보임 (그

림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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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균열 모델의 누적 가스생산량 

예측 결과>

<네트워크 균열 모델의 누적 가스생산량 

예측 결과>

그림 2-2-51. 수정된 쌍곡선법의 형태로 결합한 생산예측모델

-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생산예측모델의 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용 소프트

웨어인 CMOST의 히스토리 매칭 결과와 비교함. 해당 작업에서 활용되는 생

산자료는 몬트니 sunset field의 수평정 생산자료를 활용하였고, 히스토리 매

칭 전에 노이즈를 제거하고 생산예측모델 개발에서 가정한 5,500ft 수평정 길

이에 맞춰 생산자료를 조정함.

- 10,000개의 케이스를 모델에 적용하여 히스토리 매칭한 결과 절대백분율 오

차를 기준으로 평면균열을 가정한 모델에서는 5.28%, 네트워크균열을 가정한 

모델에서는 12.95%의 오차를 보임. 또한, CMOST에서 500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히스토리 매칭한 결과와 평면균열을 가정한 예측모델의 히스토리 

매칭 결과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매칭결과를 보여주며 500회 수행한 

CMOST의 오차 6.23%보다 결과가 더 우수함 (그림 2-2-52).

<시뮬레이션과 PFMP를 활용한 필드 

데이터의 히스토리 매칭 결과>

<필드 자료와 PFMP 그리고 PFMC의 

히스토리 매칭 비교>

그림 2-2-52. 상용 소프트웨어 CMOST와의 결과 비교 검증

▶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균열을 가정한 저류층 시뮬레이션 모델이 추가적으

로 적용되어 균열형태에 따라서 적용 가능한 생산예측모델을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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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일가스 누적생산량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수정된 쌍곡선법에서 쌍곡선 감

퇴부분의 특성인자를 추정하는 정확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음. 생산감퇴 특

성인자 변화에 따라 절대백분율오차를 기준으로 평면균열과 네트워크균열을 

가정한 생산예측모델의 1, 5, 10, 30년 누적생산량 예측결과에서 쌍곡선 감퇴

부분에 해당하는 초기 최대생산량, 쌍곡선 감퇴율, 쌍곡선 감퇴지수 변동에는 

오차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전이시간과 지수 감퇴율 변동에는 거의 변

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함 (그림 2-2-53과 2-2-54).

그림 2-2-53. 평면균열 모델에서 다섯 개 감퇴곡선 인자들의 민감도 분석의 특징

그림 2-2-54. 네트워크 균열모델에서 다섯 개 감퇴곡선 인자들의 민감도 분석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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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가스 생산 예측 모델

- 본 연구에서는 유정정보와 완결 및 수압파쇄인자 그리고 6개월 이내의 초기

생산자료를 입력변수로 활용하여 9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누적가스생산량을

예측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1D-CNN (one-dimensional CNN)과 LSTM이 결합

된 1D-CNN+LSTM을 제안하였으며,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hyperparameter

tuning)을 통해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하고 ANN, CNN, LSTM 모델과 비교 분

석함.

- 수압파쇄 인자들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스테이지, 클러스터, 프

로판트, 유체의 양을 수평정 길이로 나누어 길이 당 스테이지 수 (Stage/L),

길이 당 클러스터 수 (Cluster/L), 길이 당 프로판트 양 (Proppant/L), 길이 당

유체 양 (Fluid/L)을 활용함.

- 생산기간 동안 중단이력에 따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매월 생산 시간은 24

시간, 1개월은 30.4일로 고려하여 월당 누적가스 생산량을 1개월, 3개월, 6개

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1개월, 24개월, 27개월, 30개월, 33개월,

36개월에서 선형보간법 (linear interpolation)을 활용함.

- 확보된 생산자료 중에서 96개월 이상의 생산이력을 가지는 유정은 62개가 있

으며, 장기간과 단기간 누적가스생산량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62개의 유

정을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수행함. 본 연구에서는 6개월 이하의 생산자료를

초기 생산자료 활용하였고, 36개월 이전의 누적가스생산량 예측을 목표로 딥

러닝 모델 개발을 수행함.

- 데이터셋은 19개의 입력변수와 10개의 출력변수로 1000개의 데이터로 구성되

어 있고 80%는 학습 셋, 20%는 테스트 셋임.

- 딥러닝 모델의 비선형성을 영향을 부여할 활성함수 (activation function)는 다

음과 같은 7 종류를 활용: linear, sigmoid, hyperbolic tangent (tanh), rectified

linear unit (Relu), Softplus; exponential linear unit (Elu), scaled exponential

linear unit (Selu).

-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최적화된 딥러닝 모델의 예측 성능결과는 그림

2-2-55와 2-2-56과 같으며, MAE (mean absolute error) 결과 1D-CNN+LSTM

모델이 테스트 셋 기준으로 가장 작은 예측 에러를 보임.

▶ 9개월부터 36개월 까지 누적가스생산량을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계수를 보면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9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누적가스생산량 예측 성능은

오히려 LSTM 모델이 1D-CNN+LSTM 모델보다 우수함. 하지만 예측 기간인

2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장기간인 경우 1D-CNN+LSTM 모델이 LSTM 모델 보

다 결정계수가 높으며 LSTM 모델은 장기간으로 갈수록 가장 단순한 딥러닝

모델인 ANN 보다 성능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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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단기 누적가스생산량 예측이 우수한 1D-CNN+LSTM 모델은 셰일가스 초

기 개발단계에서 저류층 정보와 초기 생산정보를 활용하여 누적 가스생산량

예측 및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가능함.

그림 2-2-55. 딥러닝 모델간의 MAE 비교

그림 2-2-56. 딥러닝 모델간의 결정계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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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행 결과의 보안등급

보안등급 분류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 )

결정 근거 및 
사유

과제 결과를 근거로 주관 기관 판단할 때 본 과제는 일반과제임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 과제 ◌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 과제

◌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
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
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o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지정한 기술

◌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
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제 4 절 유형적 발생품 구입 및 관리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 장소)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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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제 1 절 연구개발 최종 결과 

1. 연구개발 추진 일정

  가. 국제공동연구 추진 일정 

   나. 기관/기업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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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개발 추진 실적

   가. 기술적 측면 

- 캐나다 지질조사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서캐나다 분지 내 셰일 플레이에서 

방대한 양의 시추공 자료를 확보하여 디지털 자료로 저장하였음. 사용 목적

에 따라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자료 열람 절차를 구축하였음. 

- 셰일가스 저류층의 지질특성 분야, 최적 부존량 평가 공식 분야, 생산 잠재성 

평가 분야에 걸쳐 기존 셰일가스 분석 기법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총 6

개의 세부 목표 달성을 통해 셰일가스 플레이 평가 분야 최적화된 선진형 분

석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였음.

-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서캐나다 내 셰일가스 플레이별 (베사리버, 무스크와, 

듀버네이, 몬트니 플레이) 시추 시료 확보하여 개발된 선진형 기술을 적용하

여 셰일가스 플레이별 정밀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음. 

- 정밀 분석결과에 대한 캐나다 지질조사소와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신뢰도 

높은 양질의 해석결과를 확보하여 셰일가스 플레이별 평가 솔루션을 도출함. 

- 셰일가스 플레이별 특성을 종합하여 가스형성/저장 기반의 원시부존량 평가 

기법을 도출하였음.   

- 궁극가채량 예측 기법 개발을 통해 서캐나다 셰일가스 탐사/개발 지역에서 

생산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관심지역들의 생산성 비교 검토 가능.

- 본 과제에서 확보한 셰일가스 저류층에 활용 가능한 최신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본 과제 이후에도 셰일가스 분지/플레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밀 분

석이 자체적으로 가능함. 

   나. 경제적 측면 

- 서캐나다 지역의 셰일가스 분지/플레이에 대한 정밀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국

내기업의 캐나다 셰일가스 진출 시 유망지역 선정 및 투자 의사결정의 기반

자료를 제공.

- 셰일가스 분지/플레이에 대한 시추 시료 및 현장자료 확보로 신규 투자 시 

자료 구매 등의 예산 소요 절감.

- 서캐나다 지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해외시장 진출의 기반을 마련함. 

아울러 셰일가스 자체 정밀분석 기술 확보, 최적 평가기법 개발 등은 국가에

너지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 캐나다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인력교류로 셰일가스 연구 관련 기술 조기 

습득 및 전문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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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주요 셰일플레이의 탐사와 생산 유망지역 도출을 통하여 광구 보유

기업의 경제성 제고가 가능하며, 유망지역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정밀도를 향

상시켜 광구 생산운영비용을 저감할 수 있음.

- 서캐나다 지역에 내 리아드, 몬트니 지역에 대한 최신 저류층 지질 분석 결

과 및 생산 유망지역 도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캐

나다 셰일가스 진출 시 초기 평가단계 비용 절감 및 성공률 제고 가능.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셰일가스 플레이별 맞춤형 평가 솔루션은 셰일가스

탐사 초기에 있는 새로운 셰일가스 플레이를 대상으로 광역적인 평가를 수행

하고 생산 유망지역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저류층 인자에 기반한 셰일가스 생산성 지표 개발을 통해 국내기업의 셰일가

스 해외광구 사업의 성공률 제고 가능.

- 지능형 모델링을 활용한 셰일가스 생산성 곡선 예측 기법을 통해 생산단계

광구의 생산성 예측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가능.

 다. 환경적 측면

- 셰일가스 플레이별 평가 솔루션을 활용하여 셰일가스 저류층별로 최적화된 시추

및 수압파쇄 설계가 가능하며, 개발 시 야기되는 환경 문제를 저감할 수 있음.

 라. 사회적 측면 

- 캐나다 지역 내 셰일가스 분지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으로 국내기업의 신규

투자 확대.

- 셰일가스 저류층 탐사 및 분석 연구의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셰일가스 운영권 사업 확보를 위한 셰일가스 평가관련 전문 인력 양성.

 마. 사업화 측면  

- 국제협력을 통하여 개별적 사업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양질의 광구 정보 확

보하였고, 이는 국내기업의 캐나다 진출 시 기초 경쟁력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기본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셰일가스 플레이별로 소형 광구를 대상으로 자산평가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UAE등의 중동지역에 부존하는 셰일층을

대상으로 광역적 평가기법에 대한 공동연구의 추진이 가능하며, 연구대상 셰

일층의 유망지역 선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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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개발 결과의 유형 및 무형 성과

   가. 캐나다 지질조사소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연구자료 확보     

- 각 주요 저류층을 대상으로 베사리버층 5개 시추공 603개 시료, 무스크와층 

2개 시추공의 33개의 시료, 몬트니층 3개 시추공의 146개 시료 및 듀버네이

층 2개의 시추공에 대한 66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함.  

-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시추공 정보 파일 총 168,278개 파일을 공여 받음. 해

당 자료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리아드, 혼리버, 몬트니 지역의 약 12,000

개의 시추공 자료를 포함. 

- 캐나다 연방정부로부터 공여 받은 자료는 용도에 맞게 정리하여 필요 목적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절차서를 제작하였음 (그림 

3-1-1). 

 

-

그림 3-1-1. 암심 분석 자료 검색 절차

   나. 셰일가스 저류층 평가 선진형 기술 확보

- 과성숙 셰일층 최적 유기물 특성 분석 기술 

- 암석 내 잔류가스 분석을 통한 탄화수소 기원 추적 기술

Ÿ 셰일가스 저류층 잔류가스 특성 분석 시작품 1건)  

- 정량적 기재 시스템 기반 순차층서학적 해석 기법 

- 셰일층 암석역학적 특성 평가 기술  

- 지질/지화학 저류층 인자 기반 생산곡선 유형 에측 기법 

Ÿ 저류층 인자 기반 셰일가스 생산 예측 프로그램 개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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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료 분석을 통한 셰일 저류층 맞춤형 생산곡선 예측 기법 

Ÿ 인공지능 기반 셰일가스 생산 예측 프로그램 개발 (1건)

   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맞춤형 평가 솔루션 도출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술을 반영한 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정밀 지질 분

석 및 생산성 예측 자료 확보. 

표 3-1-1. 서캐나다 셰일가스 플레이별 특성분석 및 연구 내용

플레이 퇴적학 특성 지구화학 특성 가스분석 암석역학 특성
원시부존량

평가
지질기반 

생산성 예측
생산량기반 
생산성 예측

베사리버
(Besa River)

퇴적모델 구축

순차층서 분석

광물조성

근원암 분석

원시TOC 분석

흡탈착분석

잔류가스 분석

경도 분석

취성도 분석

근원암 기반 
평가

부존량-

생산량 비교
DCA 분석

무스크와
(Muskwa)

퇴적모델 구축

광물조성

근원암 분석

원시TOC 분석

흡탈착분석

잔류가스 분석
경도 분석

근원암 기반 
평가

부존량-

생산량 비교
DCA 분석

몬트니
(Montney)

퇴적모델 구축

순차층서 분석

광물조성

근원암 분석

잔류가스 분석

Canister분석

경도 분석

취성도 분석

저류암 기반 
평가

DCA개발
AI기반 

생산예측

듀버네이
(Duvernay)

퇴적상 분석
광물조성

근원암 분석
경도 분석

근원암 기반 
평가

AI기반 
생산예측

   라. 부존량 최적 평가기법 및 부존량 확보 

   - 가스 형성 및 능력 기반의 원시 부존량 평가 기법 (2건)  

   - 셰일가스 플레이별 가스 부존량 3차원 정적모델 (베사리버 1건, 몬트니 1건)

   마. 기타성과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과 캐나다 천연자원부 (NRCan)간의 양해각서

(MOU) 및 이행합의서 (IA) 체결.

- 셰일가스 생산 관련 Special issue (Geofluids journal) 출간 (2021년 2월 예정)

- 셰일가스 지질특성화 관련 서적 출간 (2021년 8월).

- DrillingInfor (미국)과의 Smart EUR 개념검증 서비스 계약 체결 및 EAGE (유

럽)와의 현지 사업화 교류·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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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개발 추진 체계

  1. 각 기관/기업별 역할 및 추진 내역

- 전체 컨소시엄은 캐나다 지질조사소를 포함한 총 5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

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주관연구기관으로 하는 국내 컨소시엄은 충북대학

교, 인하대학교, 에너지홀딩스 그룹이 참여함 (표 3-2-1과 그림 3-2-1).

표 3-2-1. 참여 기관/기업 및 역할 

국가 구분* 기관명 역할

캐나다 해외 주관기관
캐나다 지질조사소

(GSC)
셰일가스 플레이별 저류층 정밀 분석, 분지해석

셰일가스 플레이별 최적 평가 기법 개발

한국 총괄 주관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셰일가스 저류층 정밀 분석 및 특성화

 최적 부존량 평가 공식 개발, 생산 유망지역 도출

한국 참여기관1 충북대학교 (CBNU) 시추코어 자료 분석을 통한 층서/퇴적환경 분석

한국 참여기관2 인하대학교 (INHA) 지질자료 기반 생산곡선 예측기법 개발, 생산성 평가

한국 참여기관3
에너지홀딩스 

(EHG) 
생산자료 기반 생산곡선 예측기법 개발, 생산성 평가

 

그림 3-2-1. 연구 개발 총괄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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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동연구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캐나다 지질조사소와 함께 셰일 플

레이 저류층 지질특성 분석 및 원시 부존량 최적 평가 기법 연구를 수행하

며, 이 과정에서 한국 측 참여기관인 충북대학교는 주상도 작성 및 퇴적환경 

분석 연구를 담당함 (그림 3-2-2). 인하대학교와 에너지홀딩스는 국내 기술개

발을 전담하며 자체적으로 생산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한 생산 예측 기술 개

발을 수행함 (그림 3-2-2).

- 캐나다 지질조사소(GSC)는 서캐나다 분지내 셰일가스 자료 전담관리기관으로 

캐나다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시추시료 및 분석 자료를 한국 측에 제공하였

음.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석유가스위원회(BCOGC)에서는 시추시료 분

석에 필요한 기기 및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그림 3-2-3).

그림 3-2-2. 기관/기업별 연구 추진 내역 

그림 3-2-3. BCOGC의 장비 및 공간 무료사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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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안전관리 이행현황 

1. 연구실 안전조치

 가. 안전책임자의 지정·운영

안전보관관리규정 제5조(사고예방책임) 작업 장내에서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원장과 

전직원이 공동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장 :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

록 하여,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보전

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총괄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원장이 되며, 안전보건관리운영에 관하여 주관부서장을 지

휘 감독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개정 ‘14.3.27., `18.6.20.)

3. 주관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지

휘 감독하여 안전ㆍ보건활동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4. 일반직원 : 전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관리담당부서가 실시하는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따라야 한다.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운영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의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인명과 재산

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 93 -

   라. 안전사고발생시 보고 및 조치 현황

제28조(사고대응매뉴얼) 

① 안전관리주관부서는 사고 발생 시 물적, 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처

방안과 행동요령을 정한 사고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에게 배포 하여야 

한다. (개정 `18.6.20.)

② 전 직원은 사고대응매뉴얼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매뉴얼을 이행하

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소속 직원에게 사고대응매뉴얼 관

련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8.6.20.)

제29조(긴급조치) 

①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정도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

한 응급조치를 한 후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조치를 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연쇄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을 작업장으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ㆍ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사고 발생 시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인명 구호활동 및 사고 

피해의 확산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8.6.20.)

   마.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 실시 현황

    1) 안전교육 실시 현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관관리규정 제10조(안전ㆍ보건교육)에 따라서 연간 

총 4회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채용이 있을 경우 당해업

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 (그림 3-3-1). 

    2) 건강검진 실시 현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전보관관리규정 제23조 (건강진단)에 따라서 전직원에 

대하여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유해위험

부서직원에 대하여는 필요시 특수 또는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음 (그림 

3-3-2).

(A) 2019년 1분기 (B) 2019년 2분기 (C) 2019년 3분기 (D) 2019년 4분기 

그림 3-3-1.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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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합건강진단 실시 공문 (B) 특수건강진단 실시 공문

그림 3-3-2. 종합검진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공문

  2. 과제관련 안전관리

   가. 위험성 사전 검토 및 예측 결과

위험성 사전 검토 항목 예측 결과

특별관리 물질 관리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문
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가 표기된 경고표지를 
용기에 부착.

시약 취급일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별관리 물질 (황산, 염
산, 클로로폼 등)의 사용량 및 작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취급일지 각각 비치. 

고압가스 충전기한 고압가스 충전기한 유효한지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교체 및 폐기함.

고압가스 전도방지 장치
고압가스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
대에 견고히 고정할 수 있는 전도방지 장치 및 보호
캡 설치.

가스누출 감지기 가스누출을 감지하여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나. 당해연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현황 

- 석유해저지화학 실험실은 당해연도 일상 안전점검과 특별 안전점검을 수행하

였음 (그림 3-3-3). 특별 안전점검에서는 보안점검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밀안전점검은 2020년도 

하반기에 수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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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상 안전점검 (2020.05.18.일자) (B) 특별 안전점검

그림 3-3-3. 당해연도 (2020년) 안전점검 실시 현황

(A) 2017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

(B) 2018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

(C) 2019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 사항

그림 3-3-4. 2017~2019년 동안 실시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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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험성 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의 2 (위험성평가)에 따라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및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은 인적 물적 손실 및 환경피해를 일으키

는 요인 또는 이들 요인이 혼재된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극제로는 기계적 고장, 시스템의 상태, 작업자의 실수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 원인이 있음, 이러한 요소 전반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음. 

- 위험발생 가능성 × 위험발생 중대성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였으며, 추정된 위

험성은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허용가능 위험인지,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허용할 수 없는 위험요인의 경우 개선대책을 실행하

였음. 개선대책 실행 후에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도가 허용 범위 이내가 되도

록 조치하였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와 개선내용

은 그림 3-3-4와 같음.

 

 제 4 절 고용 창출 효과 

성명
소속

(직위)

과제 참여

기간

최종

학위

현 직장

(직위)

김광현
KIGAM

(연구생)

2017.07 ~ 

2020.06
박사재학 

KIGAM 

(연구원)

김가람
인하대

(연구생)

2017.07 ~ 

2018.02
석사

한국수자원공사

(사원)

손국희
인하대

(연구생)

2017.07 ~ 

2018.02
석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원)

윤지수
인하대

(연구생)

2017.07 ~ 

2018.08
석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원)

전창혁
인하대 

(연구생)

2017.07 ~ 

2019.02
석사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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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절 자체보안관리진단표

< 기관명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

(√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o 기관내보안관리규정을제정/적용하고있다 O(√), X( )
o 보안관리조직이있으며, 자체보안점검실시등잘운영되고있다 O(√), X( )
o 보안교육을정기적(1회이상/연)으로실시하고있다 O(√), X( )
o 보안사고에대한방지대책및비상시대응계획이준비되어있다 O(√), X( )

참여연구원
관리

o 참여연구원에대하여보안서약서를받았다 O(√), X( )
o 참여연구원에게보안관리의중요성등을인식시키고있다 O(√),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o 주요연구자료및성과물의무단유출방지대책을수립하고있다 O(√), X( )
o 보안성검토방법및절차를이행하고있다 O(√), X( )
o 기술이전관련내부규정및절차를준수하고있다 O(√), X( )

연구시설
관리

o 연구시설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을이행하고있다 O(√), X( )
o 주요시설에는보안장비가설치되어있다 O(√), X( )
o 보호구역이지정되어있다 O(√), X( )

과제 관련
안전관리

o 해당 기술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O(√), X( )
o 해당 기술관련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측하고 있다 O(√), X( )
o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안전점검등) 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하고있다 O(√), X( )

정보통신망
관리

o 정보통신망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이구비되어있다 O(√), X( )
o 보안관리책임자의승인항목이구분되어있다 O(√), X( )
o 주요데이터에대해백업을실시하고있다 O(√), X( )
o 개인용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대하여인가/관리중이다 O(√), X( )
o 전산망보호를위한 HW 및 SW 등을도입하여적용하고있다 O(√), X( )
o 직책, 임무별열람권한을차등화하여부여하고있다 O(√), X( )

< 기관명 : 충북대학교 >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

(√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o 기관내보안관리규정을제정/적용하고있다 O(√), X( )
o 보안관리조직이있으며, 자체보안점검실시등잘운영되고있다 O(√), X( )
o 보안교육을정기적(1회이상/연)으로실시하고있다 O(√), X( )
o 보안사고에대한방지대책및비상시대응계획이준비되어있다 O(√), X( )

참여연구원
관리

o 참여연구원에대하여보안서약서를받았다 O(√), X( )
o 참여연구원에게보안관리의중요성등을인식시키고있다 O(√),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o 주요연구자료및성과물의무단유출방지대책을수립하고있다 O(√), X( )
o 보안성검토방법및절차를이행하고있다 O(√), X( )
o 기술이전관련내부규정및절차를준수하고있다 O(√), X( )

연구시설
관리

o 연구시설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을이행하고있다 O(√), X( )
o 주요시설에는보안장비가설치되어있다 O(√), X( )
o 보호구역이지정되어있다 O(√), X( )

과제 관련
안전관리

o 해당 기술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O(√), X( )
o 해당 기술관련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측하고 있다 O(√), X( )
o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안전점검등) 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하고있다 O(√), X( )

정보통신망
관리

o 정보통신망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이구비되어있다 O(√), X( )
o 보안관리책임자의승인항목이구분되어있다 O(√), X( )
o 주요데이터에대해백업을실시하고있다 O(√), X( )
o 개인용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대하여인가/관리중이다 O(√), X( )
o 전산망보호를위한 HW 및 SW 등을도입하여적용하고있다 O(√), X( )
o 직책, 임무별열람권한을차등화하여부여하고있다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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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인하대학교 >

< 기관명 : 에너지홀딩스그룹 >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
(√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o 기관내보안관리규정을제정/적용하고있다 O(√), X( )
o 보안관리조직이있으며, 자체보안점검실시등잘운영되고있다 O(√), X( )
o 보안교육을정기적(1회이상/연)으로실시하고있다 O(√), X( )
o 보안사고에대한방지대책및비상시대응계획이준비되어있다 O(√), X( )

참여연구원
관리

o 참여연구원에대하여보안서약서를받았다 O(√), X( )
o 참여연구원에게보안관리의중요성등을인식시키고있다 O(√),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o 주요연구자료및성과물의무단유출방지대책을수립하고있다 O(√), X( )
o 보안성검토방법및절차를이행하고있다 O(√), X( )
o 기술이전관련내부규정및절차를준수하고있다 O(√), X( )

연구시설
관리

o 연구시설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을이행하고있다 O(√), X( )
o 주요시설에는보안장비가설치되어있다 O(√), X( )
o 보호구역이지정되어있다 O(√), X( )

과제 관련
안전관리

o 해당 기술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O(√), X( )
o 해당 기술관련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측하고 있다 O(√), X( )
o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안전점검등) 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하고있다 O(√), X( )

정보통신망
관리

o 정보통신망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이구비되어있다 O(√), X( )
o 보안관리책임자의승인항목이구분되어있다 O(√), X( )
o 주요데이터에대해백업을실시하고있다 O(√), X( )
o 개인용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대하여인가/관리중이다 O(√), X( )
o 전산망보호를위한 HW 및 SW 등을도입하여적용하고있다 O(√), X( )
o 직책, 임무별열람권한을차등화하여부여하고있다 O(√), X( )

구분 체크항목 결과 체크
(√표)

비고
(미실시 사유)

보안관리
체계

o 기관내보안관리규정을제정/적용하고있다 O(√), X( )
o 보안관리조직이있으며, 자체보안점검실시등잘운영되고있다 O(√), X( )
o 보안교육을정기적(1회이상/연)으로실시하고있다 O(√), X( )
o 보안사고에대한방지대책및비상시대응계획이준비되어있다 O(√), X( )

참여연구원
관리

o 참여연구원에대하여보안서약서를받았다 O(√), X( )
o 참여연구원에게보안관리의중요성등을인식시키고있다 O(√), X( )

연구개발
내용/결과
관리

o 주요연구자료및성과물의무단유출방지대책을수립하고있다 O(√), X( )
o 보안성검토방법및절차를이행하고있다 O(√), X( )
o 기술이전관련내부규정및절차를준수하고있다 O(√), X( )

연구시설
관리

o 연구시설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을이행하고있다 O(√), X( )
o 주요시설에는보안장비가설치되어있다 O(√), X( )
o 보호구역이지정되어있다 O(√), X( )

과제 관련
안전관리

o 해당 기술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O(√), X( )
o 해당 기술관련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측하고 있다 O(√), X( )
o 안전점검(일상·정기·특별안전점검등) 및정밀안전진단의실시하고있다 O(√), X( )

정보통신망
관리

o 정보통신망보안관련내부규정또는지침이구비되어있다 O(√), X( )
o 보안관리책임자의승인항목이구분되어있다 O(√), X( )
o 주요데이터에대해백업을실시하고있다 O(√), X( )
o 개인용정보통신장비(노트북, USB메모리)에대하여인가/관리중이다 O(√), X( )
o 전산망보호를위한 HW 및 SW 등을도입하여적용하고있다 O(√), X( )
o 직책, 임무별열람권한을차등화하여부여하고있다 O(√),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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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업화 계획 

 제 1 절 시장 현황 및 전망 

-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화석에너지 개발정책을 기회로 삼아 북미 에너지

기업들의 셰일가스 시장공략이 활발해졌으나 전통 산유국들과의 경쟁이 치열

해져 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었음.

- 최근에는 OPEC이 감산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등의 수요 감소로

인해 WTI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기도 하였음.

-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와 여름의 전

력소비 증가에 따라 향후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이 우세함.

- 이에 따라 향후 셰일가스 개발 또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제 2 절 사업화 계획

-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본 연구를 통해 획득되는 자

체 평가기술의 자립화가 향후 셰일가스 개발 사업의 성공률 제고에 활용될

것으로 평가함 (그림 4-2-1).

-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참여중인 캐나다LNG 사업이 FID (Final

Investment Decision)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가스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이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이 확보하게 된 셰일가스 평가기법은 국내 공기

업이 캐나다 지역 신규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진출 시에 신규 유망 플레이에

대한 기술자문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향후 셰일가스 평가 기법이 필요한 동남아 지역의 공동연구를 통해 셰

일가스 신규 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CCOP 등 국제협력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셰일자원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

서비스를 지원하고 캐나다와 성공적인 셰일평가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중동지역 셰일자원 평가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이 확보하게 된 셰일가스 평가기법을 국내 공기업이 캐

나다 지역 신규 셰일가스 프로젝트에 적용시킬 경우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

음.

Ÿ (기술적 측면) 북미 셰일가스 개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를 제공하며, 확보된 생산성 예측 기법을 반영하여 평가의 신뢰도 및 정

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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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경제‧산업적 측면) 투자 및 개발에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기술을 확보하

는 기회가 되며, 공기업 및 투자기관의 유가스전 투자성과를 높이는 계기

가 되어 글로벌 서비스 시장 진출을 통해 고용창출 100명 및 유전 현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수입 대체로 수십억 원이 가능함. 

그림 4-2-1. 사업화 전략 개요

 제 3 절 향후 추가 기술 개발 계획

- 중소규모의 유가스전 운영사업자와 신생 데이터분석 기업들에게 분석기술과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가의 소프트

웨어 대신에 전통적인 분석기술과 머신러닝 기법 등을 사용자가 활용이 가능

하도록 다양한 툴을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 특히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의 성능은 데이터 확보에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에 생태계에 참여자를 빠르게 확보한 인공지능 플랫폼이 후발 주

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시장지위를 점유하게 됨.

부   록 

1. 연구결과 전문서적 “셰일가스 저류층 평가기법”

2. 실적 종합서

-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이전, 국제연구, 특별호, 분석자료

3. 국내외 전문가 평가의견서

4. 분석결과 디지털자료

- BCOGC 시추공자료, Petrel project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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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이 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보고서이
다.

2. 이 기술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술개발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