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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e numerical simulation of a two-phase flow in a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consider density-driven flows induced by

the density difference between hot autochthonous heavy brines and injected cold water. Mechanical

consequences of high pressure waves on the fracture permeability and heat exchanges between

fluids and rock matrix are neglected in this study. The finite volume method is employed to

discretize spatially and the system is solved by using an IMPES(Implicit Pressure-Explicit

Saturation) scheme. In order to solve the strong non-linearity of the system, the Newton-Raphson

algorithm is used. The well-known Buckeley-Leverett problem is adapted to validate results

calculated from the model and a relatively good agreement is obtained.

Keywords: two-phase flow, discrete fracture network, finite volume method,

Buckeley-Leverett problem.

서 론서 론서 론서 론1.1.1.1.

깊이 1.3인 충적토에서의 지열경사가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인 프랑스 동부 알

자스 지방에 위치한 지역은 년부터 지하 심부로부터의 지열개발에 대한 유Soultz-sous-Foret 1987

럽공동체의 연구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개의 보링공 이 존재하고 있으. 4 (GPK 1 4)～

며 이 중 개는 온도가 에 달하는 깊이, 3 200 5,000℃ 까지 천공되어 있다.

보링공들 사이의 보다 용이한 물 순환을 위해 대략 20의 높은 압력으로 상온의 물 또는 염수

를 보링공에 주입하는 수리학적 파쇄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리학적(hydraulic fracturing) .

파쇄 과정에서 균열 흐름망 을 구성하는 하나의 균열에 대한 유효응력은 보링(fracture flow network)

공에 의해 형성된 물기둥 바닥에서의 압력과 같은 수직 방향 깊이 에서의 균열위치에 의존한다( ) .

지역의 화강암 내에 존재하는 유체 밀도 와 염수 밀도 또는 주Soultz-sous-Foret ( : 1.07) (brine, : 1.2)

입된 물 밀도 과의 밀도에 대한 차이는 균열에 작용하는 응력에 있어서 몇( : 1) 의 차이를 의미한

다.

이러한 응력에 대한 불확실성은 보링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매질에서 발생하는 균열의 간헐적인

파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차원 이산 균열망 모형. 3

내에 다상 흐름 을 모의할 수 있는 모듈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균(Jeong, 2000) (multiphase flow) ,

열암반 내에서 유체의 밀도차에 기인하는 힘들을 계산함으로써 주입된 유체의 수직방향으로의dr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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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보다 잘 모의할 수 있다.

수치적 기법수치적 기법수치적 기법수치적 기법2.2.2.2.

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지배방정식2.12.12.12.1

다상흐름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정식은 법칙과 단상 에 대한 보존법칙을Darcy (single phase)

결합함에 의해 얻어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Helmig, 1997).

∇⋅ 


∇     


      (1)

여기서 첨자 은 유체상 을 나타내며(fluid phase) , 는 고유투수계수, 은 상대밀도, 은 유체밀도, 

은 유체의 점성계수,  은 상 의 압력, 는 중력가속도, 는 기준면으로부터의 고도, 는 공극율,  

은 상 의 포화도 그리고  은 매질의 단위체적당 유체상 의 주입율 과 인출율(injection rate)

이다(withdrawal rate) .

식 의 지배방정식 이외에 다음과 같은 구성방정식이 두 종류의 유체에 대한 평균압력(1) 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3)

     (4)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공간 이산화유한체적법을 이용한 공간 이산화유한체적법을 이용한 공간 이산화유한체적법을 이용한 공간 이산화2.22.22.2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적 방법은 유한체적법이며 단일 균열의 체적, 에 대해 식 을 적분(1)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   





    



  (5)

위의 식에 발산정리를 적용하고 단일 균열에서 포화도와 공극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

은 식을 얻는다.







∇  ⋅



    (6)

여기서, 은 유체상 의 주입율과 인출율이며, 는 두 단일 균열 사이의 교차면적(surface of

이다intersection) .

압력이 하나의 균열에 대해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차 정도의 압력경사를 적용시키면1 의 균열과

연결되어 있는 균열 에 대한 질량보존식은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포화도  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8)

기법기법기법기법2.3 IMPES2.3 IMPES2.3 IMPES2.3 IMPES

일반적으로 식 는 압력에 대해서는 포물선 그리고 포화도에 대해서는 쌍곡선 형태를 가지므로(5)

수치적으로 안정한 해를 구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압력항에 대해.

서는 음해적으로 포화도항에 대해서는 계산된 압력값과 함께 양해적으로 해결하는 기법IMPES



을 적용하였다(Huyakorn and Pinder, 1983) .

      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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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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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의 시간항은 의 음해적 시간 이산화 기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9) Euler .











 



 

      


(10)

여기서 는 단위체적당 균열 에 대한 저류계수이다.

식 는(9)     의 강한 비선형성으로 인해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풀었다Newton-Raphson .

포화도는 공극율 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흐름방정식에   △를 대치함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진다.

        

 







  
 

 



(11)

검 증검 증검 증검 증3.3.3.3.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고전적인 문제 에 적용하였다Buckley-Leverett (1946) .

문제는 그림 에서처럼 차원 다공성 매질의 좌측경계에서 유체를 주입시키고 우측Buckley-Leverett 1 1

경계에서 유체를 인출하는 것이다 매질과 유체 둘 다 비압축성으로 가정하며 모세관력은 무시한다. .

표 은 해를 계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리적인 매개변수를 나타낸 것이1 Buckley-Leverett

다.

그림 와 은 각각 초의 모의시간 이후 흐름방향을 따라2 3 1296 5와 10에서의 포화도 전선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두 경우 모두 해석해와 비교적 좋은 일치를 나타내었다(front, ) . .

물리적 매개변수물리적 매개변수물리적 매개변수물리적 매개변수 사용된 수치사용된 수치사용된 수치사용된 수치

길이 300m

폭 100m

균열의 두께 10
-3
m

모의시간 초1296

공극율 0.2

투수계수
1.0×10

-8m/se

c

상대 투수계수 






  


점성계수 1000Pa⋅s

주입유량
1.5×10

-3
m
3
/s

ec

초기포화도 0.2

주입된 유체의 포화도 0.8

표표표표 1111 문제에 사용문제에 사용문제에 사용문제에 사용. Buckley-Leverett. Buckley-Leverett. Buckley-Leverett. Buckley-Leverett
된 물리적 매개변수된 물리적 매개변수된 물리적 매개변수된 물리적 매개변수

q = 1 . 5 ×

No flow

No flow

P=10MPa

그림그림그림그림 1111 문제에 대한 개략도문제에 대한 개략도문제에 대한 개략도문제에 대한 개략도. Buckley-Leverett. Buckley-Leverett. Buckley-Leverett. Buckley-Leverett



그림그림그림그림 2222 흐름방향으로흐름방향으로흐름방향으로흐름방향으로. 5. 5. 5. 5 떨어진 지점에서의떨어진 지점에서의떨어진 지점에서의떨어진 지점에서의
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

그림그림그림그림 3333 흐름방향으로흐름방향으로흐름방향으로흐름방향으로. 10. 10. 10. 10 떨어진 지점에서떨어진 지점에서떨어진 지점에서떨어진 지점에서
의 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의 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의 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의 계산된 결과와 해석해와의 비교

균열망으로의 적용균열망으로의 적용균열망으로의 적용균열망으로의 적용4. Soultz-sous-Foret4. Soultz-sous-Foret4. Soultz-sous-Foret4. Soultz-sous-Foret

그림 는 지역의 지하심부 매질의 수리학적 거동을 모의하기 위해 사용된 총4(a) Soultz-sous-Foret

개의 균열요소로 구성된 균열망을 나타낸 것이다 보링공을 통해 하루 동안45,000 . GPK 3 25의

화강암 내에 존재하는 유체의 밀도 보다 높은 의 밀도를 가진 유체를 주입시켰다 그림1.06 1.10 . 4(b)

는 모의 결과로서 일이 지난 후 포화도 전선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2 .

(a) (b)(a) (b)(a) (b)(a) (b)
그림그림그림그림 4444 모의에 사용된 균열망의 분포와 보링공의 위치 그리고 모의된 포화도 전선의 분포모의에 사용된 균열망의 분포와 보링공의 위치 그리고 모의된 포화도 전선의 분포모의에 사용된 균열망의 분포와 보링공의 위치 그리고 모의된 포화도 전선의 분포모의에 사용된 균열망의 분포와 보링공의 위치 그리고 모의된 포화도 전선의 분포. (a). (a). (a). (a)

그림 는 주입 보링공 와 보링공 그리고 개의 관측정에서 계산된 압력과5 GPK 3 GPK 2, GPK 4 3

포화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모의결과 주입 보링공 에서 멀어질수록 압력과 포화도 전선의. GPK 3

변화가 느리게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그림그림그림 5555 보링공 와 관측정에서 계산된 압력과 포화도보링공 와 관측정에서 계산된 압력과 포화도보링공 와 관측정에서 계산된 압력과 포화도보링공 와 관측정에서 계산된 압력과 포화도. GPK 2, 3, 4. GPK 2, 3, 4. GPK 2, 3, 4. GPK 2, 3, 4
의 시간적 변화의 시간적 변화의 시간적 변화의 시간적 변화



결 론결 론결 론결 론5.5.5.5.

본 연구에서는 지하 심부의 균열암반에서 유체의 밀도차에 의한 힘을 계산함으로써 주입된driving

유체의 이동현상을 보다 잘 모의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모듈로부터의 계산결과는 해,

석해와 비교적 좋은 일치를 보였다 또한 계발된 모듈을 이용하여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적용결과 보. ,

링공과 관측정에서의 압력과 포화도의 시간적 변화를 모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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