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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유전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입정과 생

산정의 위치, 운영조건, 생산기간 등을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수

들에 대해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지역최적해에 수렴하여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유전개발계획을 선택하지 못할 수 있다. 변수들에 대해 광

역적으로 탐색한 뒤 얻은 해들을 지역적으로 탐색하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광역탐색 알고리즘은 수렴속도는 느리지만 광역적으로 해를 탐색

하고, 지역탐색 알고리즘은 수렴속도는 빠르지만 지역최적해에 수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알고리즘의 장점, 광역탐색능력과 빠른 수렴속도

를 결합하였고 다수의 광역해들에 대해 지역탐색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최

적해에 수렴하는 한계를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탐색 알고리즘의 하나인 DE(Differential

Evolution) 알고리즘, 지역탐색 알고리즘의 하나인 MADS(Mesh

Adaptive Direct Search), 그리고 두 알고리즘을 결합한 제안된 방법의

최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시뮬레이션 횟수에 따른, 탐색된 순현재가치

의 변화와 분포를 비교하여 연구결과를 검증하였다. 제안 방법은 빠르고

안정적으로 최적의 유정위치, 운영조건, 생산기간을 찾으며 지역최적해에

서 벗어나 광역최적해를 탐색한다.

주요어 : 생산운영조건 최적화, 유전개발계획, 최적화 알고리즘,

지역최적해, 유정위치

학 번 : 2016-2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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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목적

신흥국들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원유의 소비는 전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Table 1.1은 세계 원유 일일소비량이 최근 10년간(2007년∼

2016년)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보여준다. 또한, Fig. 1.1에서 알 수 있듯

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유․가스 저류층의 발견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신규유전의 발견이 감소하고 원유소비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전에서 오일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오일저류층

을 개발할 때, 저류층에 존재하는 압력만으로 생산하는 1차 생산의 효율

은 대부분 15%를 넘지 않는다. 이 때 저류층 내에 물이나 가스를 주입

하여 저류층의 압력을 보충하고 15∼20%의 오일을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Zitha 등, 2011).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일일소비량 87,161 86,578 85,691 88,722 89,729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일소비량 90,675 92,114 93,025 95,003 96,558

Table 1.1 세계 원유 일일소비량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7)

단위 : thousand barrels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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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세계 신규유전 발견과 오일생산량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2016)

SPE(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에서는 원유를 채굴할 때, 물

이나 가스를 주입하여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EOR(Enhanced Oil

Recovery)이라 정의한다. EOR 방법 중에서도 물을 주입하여 저류층의

압력을 보충하고 오일을 효과적으로 밀어내는 방법인 수공법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어느 정도 생산이 진행된 유전에서 수공법을 통해 생산량을 증가

시킬 때에는 저류층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유전개발계획을 최

적화하여야 한다. 최적화할 변수에는 유정의 개수와 위치, 압력 및 유량

과 같은 유정의 생산조건, 추가주입정의 개수와 위치, 생산정의 주입정으

로의 전환시점, 생산기간 등이 있다.

이 때 다양한 변수들을 최적화하게 되면 탐색하여야 하는 유전개

발계획의 수는 급격히 증가한다. 저류층 거동은 비선형적이므로 무수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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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최적해들이 존재하고 지역최적해에서 벗어나 광역최적해를 탐

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전알고리즘과 같은 광역탐색알고리즘을 활용하

면 광역적인 해를 탐색할 수는 있지만, 효율이 낮고 시뮬레이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빠른 수렴속도를 가진 지역탐색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최적해를 탐색할 수 있지만, 지역최적해에 수렴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각 알고리즘의 장점을 결합하여 지역최적해에 수렴하

지 않으면서도 광역최적해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식 (1.1)은 Schwefel 함수의 수식이며, Fig. 1.2는    인

Schwefel 함수를 매트랩으로 구현한 그림이다. Fig. 1.2에서 알 수 있듯

이 이 함수에는 지역최적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며 붉은색 삼각형에서

지역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근처의 산봉우리인 파란색 삼각형에 도달

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시작지점에서 지역탐색 알고리즘을 적용

한다고 해서 최종 도달지점인 산봉우리가 광역적으로 높은 지점인 것을

보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수의 산봉우리 중 높은 지역을 찾은 뒤 가

장 높은 산봉우리를 찾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본 연

구의 핵심 아이디어이다.

.

    
  



sin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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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chwefel 함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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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연구

유․가스전에서의 유전개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변수들을 경제

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생산정과 주입

정위치와 같은, 유정위치를 최적화하는 문제에는 주로 광역탐색알고리즘

이 사용되었다. 이들 기법은 이산적인 변수들을 대상으로 해집단 기반

탐색알고리즘을 사용한다. 탐색속도는 느리지만 지역최적해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Bittencourt(1997)는 유전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을 사용하여

유정의 위치를 최적화하였다. 이 때 폴리토프(polytope) 탐색방법, 타부

(tabu) 탐색방법 그리고 기억전략(memory strategy)과 유전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생산정과 주입정, 수직정과 수평정의 조합을 찾고 그 위치를

최적화하였다.

Centilmen 등(1999)은 인공신경망 기법(artificial neural network)

을 유정의 위치를 최적화하였다. 인공신경망 기법은 뇌의 작동원리를 모

방하는 방법으로 비선형기법으로서의 예측력이 뛰어나며, 자료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없이 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한 결과, 계산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

었다.

Min 등(2011)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해 저류층 시뮬레이션없이

오일누적생산량을 최대화하는 유정위치를 최적화하였다. 유체투과율, 공

극률, 오일포화도 등을 곱하여 만든 품질지도로 잠재적 생산량이 높은

지역을 찾고 인공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훈련과정의

입력자료가 많아질수록 좀 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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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zarkouna(2012)는 공분산행렬 진화전략(covariance matrix

adaptation – evolution strategy, CMA-ES)을 사용하여 유정위치를 최

적화하였다. 최적 유정위치를 찾는 계산시간이 상당히 단축되었으며, 유

정위치 최적화 문제의 지질학절 불확실성을 다루는 새로운 방법도 제안

하였다.

Jin(2015)은 단일 저류층과 지질학적 불확실성이 있는 저류층에 대

해 주시역산을 통해 물의 접촉효율(sweep efficiency)을 최대화하는 주입

정 위치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입정의 물이 생산정들에 도달하는

물도달시간을 같게 하여 신뢰할 수 있는 최적 주입정 위치를 결정하였

다.

유정위치에 대한 최적화 연구 이외에 생산조건에 대한 최적화 연

구도 이루어졌다. BHP(bottomhole pressure), 생산유량, 주입유량 등과

같은 생산조건을 최적화하는 문제에는 주로 지역탐색 알고리즘들이 사용

되었다. 주로 연속적인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고, 해 주위를 탐색하여 하

나의 해를 개선해나가는 알고리즘이 많다. 지역최적해에 빠질 위험이 크

지만 탐색속도가 빠르다.

Asheim(1988)은 수반법을 이용하여 물의 접촉효율을 최대화하는

생산유량과 주입유량을 최적화하였다. 유정위치를 유체투과율 분포를 기

반으로 선택한 방법에 비해 제안한 방법이 상대적으로 높은 순현재가치

를 얻을 수 있었다. 빠른 수렴속도와 안정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지역최

적해 수렴문제는 적게 발생하였다.

Sarma 등(2005)은 optimal control theory를 제안하여 생산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인 GPRS(general

purpose research simulator)라는 전위모델과 수반법을 사용하여 변화율

을 계산하여 생산조건을 최적화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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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등(2009)은 앙상블들을 사용하여 지질학적 불확실성을 고려

하는 생산조건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지질학적 모델을 업데이트함과 동

시에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를 최대화하는 기울기 기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으며 지질모델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생산조건을

최적화한 경우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Ciaurri 등(2011)은 비변화율 알고리즘인 패턴탐색 알고리즘

(Generalized pattern search, GPS)을 생산조건 최적화에 사용하였다. 패

턴탐색 알고리즘은 함수의 변화율이 필요하지 않고 해벡터 주변을 탐색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알고리즘을 Hooke-Jeeves direct search 알고

리즘, 유전알고리즘과 비교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이처럼 유정위치와 생산조건을 각각 최적화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

어져왔다. 그러나 유정위치와 생산조건과 같은 변수들은 서로 독립적이

지 않다. 즉, 유정위치에 따라 최적화되는 생산조건이 다르고, 생산조건

에 따라 최적화되는 유정위치가 다르다. 유전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는 유정위치와 생산조건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한다면

더 넓은 범위를 탐색하여 좋은 유전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

Bellout 등(2012)은 유정위치 최적화에는 패턴탐색 알고리즘을 사

용하고, 생산조건 최적화에는 변화율 기반의 수반법을 사용하여 두 조건

을 동시에 최적화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정위치와 생산조건을 동시에 최

적화함으로써 대상변수의 총 범위는 크게 증가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지

만, 패턴탐색 알고리즘의 병렬수행으로 완화하였다. 동시최적화에 의한

방법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좋은 순현재가치를 얻을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

Isebor 등(2014)은 기간에 따라 시추되는 유정의 종류와 개수, 기

간에 따른 생산정 BHP와 주입유량 등 다양한 의사결정변수들까지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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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일반적인 유전개발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와 MADS(mesh adaptive direct search)의 광역 및 지역탐

색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전개발계획을 최적화하였고, 각 방법만을 사용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효율을 보였다.

Yang 등(2017)은 DE(differential evolution) 알고리즘과 MADS 알

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정전환까지 고려하여 노후유전에서의 유전개발계획

을 최적화하였다. 유전개발에서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정인 생

산정에서 주입정으로의 전환을 고려하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최적인 생

산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일반적인 유전개발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연구이지만, 지역탐색 알고리즘

을 적용할 때 지역최적해에 수렴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광역탐색 알고리

즘을 적용하면서 얻은 최선해에 지역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지

역최적해에 수렴하고 그것이 항상 최선의 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최적해들을 고려하여 지역

최적해 수렴의 문제를 보완하면서도 적은 시뮬레이션으로 효율적인 해

탐색이 가능한 DE-MADS-N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파악하고 본 논문의 연구개요와 필요성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순현재가치법을 사용한 경제성평가, DE 알고리즘과 MADS

알고리즘, 제안한 DE-MADS-N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3장

에서는 2차원 가상 저류층에 적용하여 유전개발계획을 최적화한 결과를

도시한다. 4장에서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연구의 결론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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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2.1 유전개발계획 최적화와 경제성평가

최적화란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댓값 또는 최솟값을 찾아 자원 또

는 비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유전을 개발할 때 생산계획을 최

적화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주입정과 생산정

의 위치, 추가주입정의 위치, 생산기간에 따른 물의 주입량과 오일생산

량, 유정의 BHP 등은 유전의 생산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다. 기업

이 최대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최적화를 통해 결정

하여야 한다.

최적화 문제를 공식화하면 식 (2.1)과 같다. 여기서 는 최적화하

려는 변수, 는 목적함수, D는 최적화하려는 변수의 개수이다. 주어진

문제에 여러 변수가 존재할 때 목적함수값 를 얻고, 이 값은 주어진

문제가 목적함수에 얼마나 적합한지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본 연구에서

는 목적함수로서 순현재가치를 사용하였다. 최적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을 때 현재 해의 목적함수값이 이전 해의 목적함수값과 비교하여 개선되

었다면 현재 해를 선택하게 된다.

   ⊆ → 에서

∀∈ ,   ≤  또는  ≥ 를 만족하는 ∈ (2.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적함수는 순현재가치로 식 (2.2)과 같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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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는 오일, 가스, 물의 유체를, 은 연도를 의미한다. 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는 해당 유체의 해당 연도 생산량을, 

은 해당 유체의 해

당 연도 주입량을 의미한다. 는 해당 유체의, 단위비용 또는 단위이익

이다. Y는 총 생산기간(연도)이며 는 시추와 유정완결 비용과 같은 초

기비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제성 변수들을 간단히 정리하

면 Table 2.1과 같다.

   
  




   




 ․  

․ (2.2)

변수 의미 사용한 값

 시추 및 유정완결비용, $/well 8MM

  유가, $/STB 65

  생산된 물 처리비용, $/STB 5

  물 주입비용, $/STB 2.5

 이자율, % 10

Table 2.1 경제성 변수



- 11 -

2.2 Differential evolution 알고리즘

Differential evolution(DE) 알고리즘은 추계학적, 해집단 기반 최적

화 알고리즘이다. 1996년에 Price 등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실제 변

수와 평가함수를 최적화하기 위해 발전되어 왔다. DE 알고리즘은 유전

알고리즘과 같이 진화연산 알고리즘에 속하며 광역적 탐색 알고리즘이

다. DE 알고리즘은 점에 의한 탐색이 아니라 개체들이 모여 이루는 해

집단에 의한 병렬적인 탐색이라는 면에서 기존 최적화 알고리즘과 다르

다(Fleetwood, 2004).

DE 알고리즘은 돌연변이연산자, 재조합연산자, 선택연산자와 목적

함수를 이용하여 탐색을 수행한다. 이 방법은 목적함수의 미분이나 특별

한 수학적 연산이 필요하지 않다. 한 세대의 해집단에 속한 개체들은

진화를 거듭하고, 이전 세대까지 축적된 정보를 교환하며 새로운 영역을

탐색한다. 탐색의 방향이나 영역이 초기값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세대

마다 확률적으로 결정되므로 지역최적해에 빠질 가능성이 적어 광역적

최적화가 가능하다. DE 알고리즘의 일반적인 순서도는 Fig. 2.1과 같다.

Fig. 2.1 DE 알고리즘의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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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개의 변수를 최적화한다고 가정하고 해집단의 크기 N을 선정하

고 i번째 해벡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3)과 같다. 여기서 G는 세대

를, 는 해벡터를 의미한다.

          ⋯        ⋯  (2.3)

해집단생성 단계에서는 식 (2.4)와 같이 변수경계의 상한과 하한을

정의한다. 변수경계 내에서 초기 D개의 변수들에 대해 변수값들을 무작

위로 생성하여 초기 해집단을 만든다.


 ≤    ≤ 

 (2.4)

변이 단계는 탐색영역을 확장하는 단계이다. 초기 해집단에 존재하

는 해들에 대해, 무작위적으로 3개의 해, , , 를 고른 뒤 특정한 변

수의 값들을 추출한다. 이 변수들을 식 (2.5)와 같이 조합하여 새로운 변

이된 해벡터   을 만든다. 여기서 F는 0과 2 사이의 상수이며 본 연

구에서는 Price 등(2006)이 제시한 0.65를 사용하였다.

            (2.5)

재조합 단계에서는 변이단계에서 생성된 변이된 해벡터와와 이전

해집단의 n번째 해벡터의 재조합을 통해 다음 세대의 n번째 해벡터를

형성할 후보 해벡터    를 만든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6)

과 같다. CR은 교차율로써, 후보 해벡터에서 변이된 해벡터를 포함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Price 등(2006)이 제시한 0.95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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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i f   ≤  or   

   i f   ≥  and  ≠ 









    ⋯      ⋯

  ∼   는   ⋯ 의 무작위 정수 (2.6)

선택 단계에서는 재조합단계에서 만들어진 후보 해벡터와 이전 해

집단의 n번째 해벡터의 목적함수 값을 비교하여 높거나 낮은 값을 선택

한다. 즉, 목적함수를 최대화 또는 최소화하는 더 좋은 해를 고르는 것이

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7)과 같다. 변이, 재조합, 선택의 과정

을 중단조건을 만족시킬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i f   ≤    or   ≥   

  









  ⋯  (2.7)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과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초기에 50개

의 해벡터를 생성하였으며 1000회의 DE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과

정을 순서도로 간단히 나타내면 Fig.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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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본 연구에 적용한 DE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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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esh Adaptive Direct Search 알고리즘

Mesh Adaptive Direct Search(MADS) 알고리즘은 목적함수의 미

분정보가 필요없는 비변화율 기반 지역최적화 알고리즘이다. Audet와

Dennis(2006)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비교적 빠른 수렴성을 가지며 수

학적으로 그 수렴성이 증명된 비교적 최신의 최적화 알고리즘이다

(Torczon, 1997). MADS는 GPS(generalized pattern search)와 같은 패

턴탐색 방법 중 하나이며, MADS는 GPS의 성능을 개선한 알고리즘이

다.

MADS의 기본원리는 현재 해를 중심으로 새로운 후보 해를 생성

하고, 그 후보 해와 현재 해의 목적함수 결과값을 비교하여 최적해를 찾

아가는 것이다. 후보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가 MADS 알고리즘의 핵

심이다.

Fig. 2.3은 GPS 알고리즘의 프레임 구성을 표현한 그림이다. 가장

굵게 표시된 선을 프레임이라고 하며 탐색할 수 있는 해 전체 영역을 의

미한다. 이 프레임과 관련된 변수를 폴사이즈 파라미터라고 하며 ∆
로

나타낸다. 이 때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
 = 0.5,

0.25, 0.125이다. 현재 해 를 프레임 센터라고 하고, 후보해를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와 관련된 변수를 격자사이즈 파라미터라고 하

며, ∆
로 나타낸다. 여기서 ∆

= 0.5, 0.25, 0.125이다. GPS 알고리즘

은 폴사이즈와 격자사이즈가 동일하다(∆
∆

 ). 즉, 프레임 상의 해집

합과 격자 상의 해집합이 동일하며, 해 영역 내에서의 탐색 방향에 제한

이 있다(Torcz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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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GPS 알고리즘의 프레임 구성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알고리즘이 MADS이며 MADS의

프레임은 Fig. 2.4와 같다. 여기서 폴사이즈는 항상 격자사이즈보다 크거

나 같다(∆
≥∆

 ). 따라서 GPS와 비교했을 때 프레임 내에서 좀 더 세

밀한 탐색이 가능하다.

Fig. 2.4 MADS 알고리즘의 프레임 구성

MADS의 해 탐색과정은 Fig. 2.5와 같다. 프레임 센터를 기준으로

격자를 생성하여 후보 해들을 선정하고 후보 해들의 목적함수 결과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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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MADS의 탐색과정

비교한다. 현재 해보다 후보 해가 개선되었다면 후보 해가 새로운 현재

해, 즉 프레임 센터가 된다. 새 프레임 센터를 중심으로 프레임을 구축하

고, 격자를 생성시켜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다. 만약, 현재 해보다 후보

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현재 해를 프레임 센터로 설정하여, 좀 더 작은

범위를 탐색한다.

이 때 폴사이즈가 감소하는 정도가 격자사이즈보다 크기 때문에,

좀 더 작은 영역을, 좀 더 세밀하게 탐색한다. 폴사이즈와 격자사이즈는

식 (2.8), (2.9)와 같이 갱신된다.

∆ 











∆
  

∆
    ∆

 ≤∆


∆
 

(2.8)

∆
  ∆ (2.9)

MADS에서의 격자사이즈는 폴사이즈보다 빠르게 수렴하고,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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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GPS와 비교했을 때 제한적인 탐색범위를 개선할 수 있다. 또한,

MADS는 프레임 센터에서 난수를 생성하여 후보 해들을 생성한다. 따라

서 똑같은 조건으로 반복해서 수행할 시 항상 같은 결과를 얻지 않으며,

결정론적 최적화 방법의 문제점인 지역최적해 수렴문제를 일정부분 개선

할 수 있다.

실제로 박지성 등(2009)은 720개의 지역최적해와 18개의 광역 최

적해를 가진 Schubert 함수에 MADS를 테스트하였고, 광역최적해를 찾

는데 소요된 시뮬레이션 횟수가 유전알고리즘의 경우보다 약 30배나 적

었다. 즉, MADS는 결정론적 최적화 방법과 확률론적 최적화 방법을 결

합하면서 빠른 수렴속도를 가짐과 동시에 지역최적해 문제를 일부분 개

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방법과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초기에 50

개의 해벡터를 생성하였으며, 가장 좋은 해벡터 하나에 대해 1000회의

MAD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을 순서도로 간단히 나타내면

Fig.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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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본 연구에 적용한 MADS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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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E-MADS-N

DE 알고리즘은 광역탐색 알고리즘으로 광역적인 해탐색이 가능하

지만 수렴속도가 느리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집단 기반 최적화 알고리

즘이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한번 수행할 때마다 해집단에 속한 해의 개

수만큼 해들을 개선한다. 반면, MADS 알고리즘은 지역탐색 알고리즘으

로 국부적인 해 탐색이 가능하며 수렴속도가 빠르다. 또한 하나의 해를

기반으로 해를 개선한다.

DE 알고리즘을 사용한 뒤 최선의 해에 MADS 알고리즘을 적용하

면 두 알고리즘의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즉, 어느 정도 광역적인 해탐색

이 가능하면서도 빠른 수렴속도를 가질 수 있다. 실제로 Yang(2017) 등

은 DE와 MADS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의 성능이 각 알고리즘

의 성능보다 좋음을 추계학적으로 검증하였다. DE 알고리즘을 통해 얻

어진 최선의 여러 가지 해에 대해 MADS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더 좋은

생산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역적 해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최적해를 고려한 DE-MADS-N 알고리

즘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다.  만큼의 해집단을 생성하고, DE 알고리

즘을 번 수행하여 광역적인 해를 찾는다. 이후, 최선해에 대해서

MADS 알고리즘을 만큼 수행하여 지역최적해를 찾는다. 차선해

-1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큼 MADS 알고리즘을 수

행하고 지역최적해들을 찾는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지역최적해들을 비교

하여 최종해를 선정한다. 이를 순서도로 나타내면 Fig. 2.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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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DE-MADS-N 알고리즘의 순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MADS 알고리즘은 결정론적 최적화 방법과 확

률론적 최적화 방법이 조화된 알고리즘이다. 따라서 지역최적해 수렴의

문제가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선의 한계가 존재하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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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 지역최적해 수렴의 문제를 더욱 개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DE 알고리즘과 MADS 알고리즘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초기에 50개의 해벡터를 생성하였으며 500회의 DE 알고리즘을 수

행하였다. 이후 가장 좋은 3개의 해에 대해 500회씩 MAD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최종해 세 개를 얻었다. 이후 3개의 최종해를 비교하여 가장

좋은 해를 선택하였다. 이 과정을 순서도로 간단히 나타내면 Fig. 2.8과

같다.

3장의 연구결과에서는 앞서 언급된 DE, MADS, DE-MADS-N 알

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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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본 연구에 적용한 DE-MADS-3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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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3.1 저류층모델 정의 및 최적화 변수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최적화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2

차원 저류층 필드를 사용하였다. 2차원 저류층 필드는 상용 소프트웨어

SGeMS의 SGS(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를 사용하여 Fig. 3.1과

같이 생성하였다. x방향, y방향, z방향의 유체투과율은 동일하다고 가정

한다. 유체조성이 일정한 블랙오일시스템이며, 오일과 물만 존재하는 2상

유동이라고 가정한다.

Fig. 3.1 저류층모델 로그유체투과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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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한 저류층모델은 45×45×1 그리드시스템을 가지

며, 한 격자의 크기는 50ft×50ft×20ft이다. 본 연구에서는 Inverted

5-spot 시스템의 수공법으로 2000일간 생산한 뒤, 2160일 간의 생산계획

을 최적화한다. 2000일 간의 생산조건은 Table 3.1과 같다. 주입정은 저

류층모델의 정가운데에 위치하며, 생산정은 각 모서리 부근에 위치한다.

저류층모델의 공극률은 25%이며 오일이 75%, 물이 25% 존재하고 있다.

잔류오일포화도는 20%로 가정하였고, 초기 저류층압력은 2500psi로 모든

격자에서 동일하게 두었다. 주입정에서 750 STB/day를 주입하고 모든

생산정에서 1000 psi의 BHP를 유지하여 생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각화한 자료는 모두 Schlumberger 社의 Petrel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Fig. 3.2는 초기 오일포화도와 2000일간 생산한

뒤의 오일포화도를 나타낸다. 초기에 모든 격자에 오일이 75% 존재하고

2000일간 생산한 뒤에는 I1 주입정에서 주입된 물이 P2 생산정으로 오일

을 많이 밀어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저류층모델의 유체투과

율 분포가 다른 생산정들의 경우보다, I1 주입정에서 P2 생산정으로의

강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Fig. 3.3은 2000일간 생산한 뒤의

저류층압력분포이다. 저류층압력의 최솟값은 1225.40 psi, 최댓값은

1450.36 psi로 나타났다. 2000일간 필드 전체에서 생산된 오일의 양은 약

1,778,000 STB, 물의 양은 약 3900 ST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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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Model Value

Production method Water injection

Grid system 45 by 45 by 1

Grid size(x, y, and z axis), ft 50, 50, 20

Reservoir type/Phases Black oil/oil, water

Well pattern Inverted 5 spots

Producers locations, Grid coordinate
(5, 5), (5, 41),

(41, 5), (41, 41)

Injector locations, Grid coordinate (23, 23)

Porosity, fraction 0.25

Initial water saturation, fraction 0.25

Initial oil saturation, fraction 0.75

Residual oil saturation, fraction 0.2

Initial reservoir pressure, psi 2500

Water Injection rate, STB/day 750

Production BHP, psi 1000

Days of production, days 2000

Simulator Eclipse 100

Table 3.1 저류층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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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초기

(b) 2000일 뒤

Fig. 3.2 저류층오일포화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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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2000일 뒤 저류층압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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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건에서 앞서 언급한 각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2160일간의

생산계획을 최적화하고 각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최적화한 변수는 총 44개이며 그 값의 범위는

Table 3.2와 같다. 총 2160일간의 기간을 6개로 나누어 각 360일간의 유

정의 운영조건을 각각 최적화하였다.

변수 순서 값 범위 최적화할 변수

1 0, 1 추가주입정의 개수

2 1, 2, …, 45 추가주입정의 x좌표

3 1, 2, …, 45 추가주입정의 y좌표

4 0, 1, …, 6 P1 생산정의 주입정 전환 시점

5 0, 1, …, 6 P2 생산정의 주입정 전환 시점

6 0, 1, …, 6 P3 생산정의 주입정 전환 시점

7 0, 1, …, 6 P4 생산정의 주입정 전환 시점

8 0, 1, …, 6 추가주입정 설치 시점

9∼14 0∼750 추가주입정에서의 각 시점별 주입유량

15∼20 0∼750, 1000∼3000 P1 유정에서 각 시점의 주입유량 또는 BHP

21∼26 0∼750, 1000∼3000 P2 유정에서 각 시점의 주입유량 또는 BHP

27∼32 0∼750, 1000∼3000 P3 유정에서 각 시점의 주입유량 또는 BHP

33∼38 0∼750, 1000∼3000 P4 유정에서 각 시점의 주입유량 또는 BHP

39∼44 0∼750 I1 주입정에서의 각 시점별 주입유량

Table 3.2 최적화 대상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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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생산기간에 추가주입정을 1개 또는 0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가

정하였고, 추가주입정의 위치는 저류층 필드 어느 곳에나 위치할 수 있

다. 만약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추가주입정의 개수가 0개라면 추가주입정

의 좌표를 나타내는 2번, 3번 변수들은 고려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각

생산정들이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추가주입정의 설치시점을 고려

하였으며, 이 변수가 6값을 가지면 주입정으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생산

정으로 유지되거나 추가주입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수들에 의해 각 기간 별로, 각 유정이 생산정인지 주입정

인지, 추가주입정이 설치되었는지 설치되지 않았는지가 결정된다. 생산정

에서는 1000∼3000 psi의 BHP를 유지하며 생산할 수 있으며, 주입정에

서는 0∼750 STB/day의 물을 주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변수들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각각 다르다.

이산적으로 정수를 가질 수 있는 변수도 있고, 연속적인 실수를 가질 수

있는 변수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최적화할 변수를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가지게 하였다.

이산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Lampinen and

Zelinka, 1999; Ponsich and Coello; 2011, Yang et al.: 201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목적함수값을 평가할 때만 반올림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DE 알고리즘이나 MADS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과정에서는 해벡터가 가

지고 있는 변수값은 변하지 않지만, 실제로 해벡터를 Eclipse 데이터 파

일로 변환하여 목적함수값을 평가할 때에는 반올림하여 사용하였다. 예

를 들어, 추가주입정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변수는 0과 1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해벡터가 이 변수에 대해 0.6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

한다면 이 해벡터는 0.6이라는 변수값에 알고리즘이 적용되며, Ecli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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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목적함수값을 평가할 때에는 반올림하여 1이라

는 값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하면 격자사이즈가 작아 변수의 값에 변화

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연속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해당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0

에서 1 사이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유정에서 주입될 수 있

는 유량은 0∼750 STB/day이고 어느 해벡터가 이 변수에 대해 0.7이라

는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해벡터는 0.7이라는 변수값에 알

고리즘이 적용되며, Eclipse 데이터 파일을 생성하여 목적함수값을 평가

할 때에는 0.7×750525의 값이 적용된다.

해벡터가 앞서 언급한 알고리즘에 적용되면서 0∼1의 값을 벗어날

때도 존재한다. 이럴 때에는 경계제한조건으로 절단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3.1)과 같다. 절단방법을 쉽게 설명하면, 변

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댓값을 벗어나면 최댓값으로 치환하고, 최솟값을

벗어나면 최솟값으로 치환하는 것이다.

  
     




    

 (3.1)

여기서,

 : 최적화하는 해벡터의 번째 성분


 : 최적화하는 해벡터의 번째 성분의 상한


 : 최적화하는 해벡터의 번째 성분의 하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DE 알고리즘, MADS 알고리즘, 그리

고 DE-MADS-N의 제안방법을 사용하여 제시된 조건에서 최적화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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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제안한 DE-MADS-N 알고리즘에서는 500회의 DE 알고리즘

을 통해 얻어진 3개의 최선해에 대해 MADS 알고리즘을 500회씩 적용

하였다. 따라서 DE 알고리즘과 MADS 알고리즘은 각각 1000회,

DE-MADS-N 알고리즘은 2000회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

을 10번 반복하여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각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 시뮬레이션횟수에

따른 순현재가치 탐색결과와 최종적으로 얻어진 해들의 상자그림을 결과

로 제시하여 비교한다. 또한, 제안한 DE-MADS-N 알고리즘이 지역최적

해를 벗어나 광역최적해를 탐색할 수 있었던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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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알고리즘 수행결과 비교

앞서 언급한대로 세 가지 방법을 총 10번씩 수행하였다. DE 알고

리즘을 통해 얻어진 최종해 10개, MADS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최종

해 10개, DE-MADS-3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최종해 30개(3개의 최선

해를 사용)의 순현재가치 분포를 상자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3.4 (a)와

같다.

(a) 최종해 세 개 모두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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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최종해는 평균적으로 가장 NPV가 낮은

해를 탐색했지만 MADS에 비해 안정적으로 수렴하였다. MADS 알고리

즘은 다른 방법에 비해 최종해의 분포범위가 큰 것으로 보아 초기해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DE-MADS-3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나머지 두 방법에 비해 평

균적으로 높은 NPV를 가지는 해를 탐색할 수 있었으며, 안정적으로 수

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b) 최종해 세 개 중 하나를 선택

Fig. 3.4 최종 NPV 상자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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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b)는 DE-MADS-3 방법에서 얻은 최종해 3개 중 최선해

를 하나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상자그림이다. 이 경우, DE

알고리즘과 MADS 알고리즘은 1000번, DE-MADS-3 방법은 2000번 시

뮬레이션 한 것이다.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 훨씬 안정적으로, 높은 NPV

에 수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하여 고려해본다면 DE-MADS-3 방법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DE-MADS-N 방법은 평균적으로 높은 NPV

값을 가지는 해를 안정적으로 탐색할 수 있으며, DE와 MADS 알고리즘

에 비해 시뮬레이션 횟수는 2배 많지만, 3가지의 다양한 생산계획 시나

리오를 제시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손창기 홀쭉이

윤강욱 대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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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Fig. 3.6은 앞서 언급한 열 번의 수행결과 중 네 번째, 여

덟 번째의 최적화 탐색결과 얻어진 순현재가치 변화 그래프이다. DE 알

고리즘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광역최적해를 탐색한다. 반면, MADS

알고리즘은 빠른 속도로 지역최적해에 수렴한 이후 더 좋은 해를 찾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DE-MADS-3 방법은 500번의 DE 알고리즘 수행

하면서 광역최적해 후보들을 찾았으며, 최선의 3개 해에 대해 MADS 알

고리즘을 적용하면 빠른 속도로 지역최적해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DE를 500번 수행하여 얻은 가장 좋은 해가

MADS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최선의 해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네 번째 최적화에서는 두 번째 좋은 해가, 여덟 번째 최적화 결과에

서는 세 번째 좋은 해가 광역최적해에 도달하였다.

(a)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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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DS

(c) DE-MADS-3

Fig. 3.5 본 연구에서 비교한 세 알고리즘의 NPV 변화 :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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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

(b) M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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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MADS-3

Fig. 3.6 본 연구에서 비교한 세 알고리즘의 NPV 변화 : 여덟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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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번의 수행결과 중 열 번째의 결과가 각 알고리즘 별 최종해의

NPV 평균과 비슷하여 비교분석하기에 적합하다. Fig. 3.7은 열 번째 연

구수행에 사용된 초기 해벡터 50 개 중 최선의 해벡터를, Fig. 3.8-3.10

은 그 초기 해벡터들에 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은, 최적화된 해벡터

를 나타낸 것이다. 해벡터들을 생산계획과, 그 생산계획 시작시점에서의

오일포화도로 나타내었다. 그림에 표현된 생산계획에서 점선은 각 변수

의 경계조건, 즉, 가질 수 있는 최댓값과 최솟값을 의미하며, 하늘색 선

은 BHP(psi), 연한 빨간색 선은 주입정의 주입유량(STB/day)을 의미한

다.

앞서 언급하였고, Fig. 3.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 저류층 압력

은 2500 psi였으나 2000일 시점에서의 저류층 압력의 최솟값은 1225.40

psi, 최댓값은 1450.36 psi이다. 2000일 동안 하나의 주입정에서 750

STB/day의 물을 주입하고 4개의 생산정에서 생산하였기 때문에 저류층

의 압력이 상당히 고갈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생산정에서

의 BHP가 주위의 압력보다 높으면 생산정으로의 유체유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뮬레이터인 Eclipse에서는 이러한 경우 생산

정을 일시적으로 폐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 초기

해(Fig. 3.7)에서는 첫 생산단계에서 P1 생산정과 P2 생산정을 폐쇄하고,

P4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였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생산단계

에서는 남아있던 P2 생산정과 P3 생산정마저 주입정으로 전환한다. 여섯

번째 생산단계에서는 모든 유정에서 물을 주입하고, 오일과 물을 생산하

지 않고 있어 비합리적인 생산계획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해벡터

가 각 알고리즘과 방법에 의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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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사용된 저류층은 I1 주

입정으로부터 P2 생산정으로 높은 유체투과율을 가지고 있어 강한 연결

성을 가지고 있다. I1 주입정에서 주입된 물이 P2 생산정에 도달하게 된

다면, 이후의 생산기간에서 주입된 물들은 강한 유체투과율 연결성이 있

는 P2 생산정으로 상당부분 흘러가고, P2 생산정에서의 워터컷(총 생산

유체의 부피에 대한 물 부피의 비율)은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수공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저류층 내의 오일을 밀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2000일

간의 생산으로 저류층압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

환하여 저류층압력을 공급해야한다면, 직관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P2 생

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초기 해벡터는 첫 생산단계에서 P4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였

다. DE 알고리즘으로 개선된 해는 Fig. 3.8과 같이, 첫 생산단계에서 P2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고, P3 생산정, P4 생산정을 일시적으로 폐

쇄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P2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

리적인 판단이며, DE 알고리즘은 광역탐색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초기

해벡터에서 벗어나 더 좋은 해벡터를 탐색할 수 있었다.

DE 알고리즘에 의해 개선된 해벡터는 생산계획에서 다른 알고리

즘들의 결과와 차이점이 있다. MADS 알고리즘이나 DE-MADS-3 방법

은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댓값과 최솟값의 경계조건(본 연구에서 BHP

는 1500∼3000, 주입유량은 0∼750)에 거의 수렴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

었지만, DE 알고리즘은 경계조건에 수렴하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지역탐색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Jin 등(2015)은 물도달시간이 같아지도록 함으로써 물의

접촉효율을 최대화하였다. DE 알고리즘을 통해 얻어진 최선의 해벡터는

세 번째 생산단계에서 P3 생산정과 P4 생산정에서의 물도달시간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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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 또한 DE 알고리즘이 지역탐색 부분에서 좋은 성능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의 예이다.

MADS 알고리즘으로 개선된 해는 Fig. 3.9와 같이 첫 생산단계에

서 P4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고, P1 생산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다. 이는 초기 해벡터와 비슷한 결과이다. 물도달시간이 빠른 P2 생산정

을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역탐색 알고리즘인

MADS는 그러한 해를 탐색하지 못했다. 그러나, 각 생산정과 주입정에

서의 생산계획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경계조건에 수렴하였다. 또한 두

번째 생산단계에서 P1 생산정과 P3 생산정으로 물이 거의 동시에 도달

하면서 물의 접촉효율을 최대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ADS 알고리즘이 지역탐색 부분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P2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더 좋은 해벡터

가 존재하지만 탐색을 하지 못하고 지역최적해에 수렴하였으며 그 상황

에서의 최선의 결과를 얻은 것이다.

DE-MADS-3 알고리즘으로 개선된 해는 Fig. 3.10과 같이 첫 생산

단계에서 P2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고 P1 생산정과 P3 생산정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 두 개의 주입정으로 물을 주입하면서 저류층 압력

을 공급한다. DE-MADS-3 알고리즘은 P2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

는 합리적인 생산계획을 탐색할 수 있었고, 이는 우수한 광역탐색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E-MADS-3 알고리즘으로 개선된

해벡터의 생산계획은 거의 모두 경계조건에 수렴하였고, 두 번째와 생산

계획에서 P1 생산정과 P4 생산정의 물도달시간을 섬세하게 맞추는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DE-MADS-3 방법이 지역적인 탐색능력에서

도 우수한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3.3은 각 방법에 따라 최적화된 생산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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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해벡터는 저류층에 존재하는 오일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여

약 5400만 달러로 NPV가 가장 낮았다. DE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최종

해는 MADS 알고리즘의 경우에 비해 적은 물생산량과 물주입량을 가지

고 있지만 오일생산량이 낮아 NPV로 7300만 달러를 얻을 수 있었다. 반

면 MADS 알고리즘의 경우, 7600만 달러를 회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두 알고리즘의 수행결과가 차이나는 이유는 변수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일 1STB의 가치는 $65이지만 물

1STB 당 물처리비용은 $5, 물주입비용은 $2.5이기 때문이다.

DE-MADS-3 알고리즘의 경우, MADS 알고리즘의 경우과 비교하였을

때 물주입비용은 비슷하지만 물처리비용은 적게 들었으며, 오일생산량이

더 많기 때문에 가장 높은 NPV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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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0일∼30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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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80일∼4160일

Fig. 3.7 초기해의 오일포화도 및 생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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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0일∼30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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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80일∼4160일

Fig. 3.8 DE 적용 후 얻은 해의 오일포화도 및 생산계획



- 48 -

(a) 2000일∼30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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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80일∼4160일

Fig. 3.9 MADS 적용 후 얻은 해의 오일포화도 및 생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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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0일∼30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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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080일∼4160일

Fig. 3.10 DE-MADS-3 적용 후 얻은 해의 오일포화도 및 생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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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생산량

(MMSTB)

물생산량

(MMSTB)

물주입량

(MMSTB)

추가주입정

설치여부

NPV

(MM$)

초기 해벡터 2.919 1.127 4.065 X 54.248

DE 3.345 0.695 4.399 X 72.508

MADS 3.448 1.047 4.691 X 76.371

DE-MADS-3 3.568 0.918 4.740 X 82.994

Table 3.3 최적화된 유전개발계획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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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유전개발계획을 최적화할 때 다양한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면

차원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고 무수히 많은 지역최적해들이 존재한다. 저

류층거동은 비선형적으로 광역탐색 알고리즘만을 적용하면 지역최적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렴속도가 느리고, 지역탐색 알고리즘만을

적용하면 빠르게 최적해를 찾아가지만 지역최적해에 수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적 탐색능력을 갖춘 DE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얻은 해들에 대해 지역적 탐색능력을 갖춘 MADS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그 최종해들을 비교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추가주입정의 개수와 위치,

BHP 및 주입유량과 같은 생산조건, 유정전환시점, 그리고 이 변수들을

6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동시에 최적화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의 결과와 DE

및 MADS 알고리즘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지역최적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제안한 방법으로 선택된 3개의 해들이 최

적해를 탐색하는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DE 및 MADS 알고리즘의 경우와 제안한 DE-MADS-N 알고

리즘의 최종 NPV의 상자그림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제안한 방

법이 더 높은 NPV 결과를 얻었다. 또한, 최종적으로 타 알고리

즘에 비해 제안한 알고리즘의 NPV 분포가 좁은 것으로 보아

더 안정적인 탐색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양한 지역최적해들을 고려하여 유전개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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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역탐색 알고리즘

을 적용하였더라도 지역최적해에서 벗어나 광역최적해를 탐색할

수 있다.

3. 제안한 알고리즘은 타 알고리즘의 경우에 비해 두 배 많은 시뮬

레이션 횟수로 3개의 다양한 최종해를 제시한다. 이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유전개발계획을 세울 때 있어 기업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빠른 시간 내에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전하여 더 수행해볼 수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저류층의 정보가 모두 알려진 것으로 가정하였

으므로 지질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관련된 변수들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최적화하는 탐색공간의 크기에 따라 지역탐색 알

고리즘을 적용할 적절한 해후보의 개수는 달라진다. 지역탐색

알고리즘을 적용할 해의 개수에 대한 민감도를 비교분석하는

연구도 수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오일과 물만이

존재하는 오일저류층에 대해 적용되었다. 실제 저류층과 유사

한 유체조성을 가진 저류층에 적용하는 연구 또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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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mization of Oil Field

Development Plan Using

Multiple Local Optima

Choi, Jaeho(Fernando)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College of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get more profit out of field development, it is indispensable to

optimize well placement and production scheme. Once optimized

solution gets stuck in local optima, a better production scheme is

hardly searched even though it exists. Using multiple local optima

can be a solution for this problem.

Global search algorithms can search throughout the entire feasible

set, but are slow. On the other hand, local search algorithms

converge faster, however solution can be easily trapped at local

optima.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approach which puts those

algorithms’ advantages together. By conducting local search on

multiple global solutions, the proposed method can improve their

shortcom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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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differential evolution, mesh adaptive

direct search, and the proposed algorithms are compared. The

proposed algorithm is found to be successful in obtaining an optimal

economic solution stably with the same time than existing techniques:

DE and MADS algorithm. The proposed method also allows the final

solution not to get stuck in local optima.

keywords : optimization of production scheme, well placement,

field development plan, optimization algorithm, local op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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