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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성공 인 석유개발을 해 류층특성화는 필수 이다.특성화된 류층

모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생산량을 측하고 이를 의사결정 도구

로 활용할 수 있다.생산이력을 이용한 동 자료 통합기법 앙상블칼

만필터(ensembleKalmanfilter,EnKF)는 다수의 류층모델을 활용해

미래생산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표 인 기법이다.

채 류층은 유체투과율이 높은 사암과 낮은 셰일의 두 류암으로

구성되어 유체거동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채 류층의 미래생산량을

측하기 해 채 연결성과 패턴을 정확히 악해야 한다.하지만 기

존의 EnKF를 이용한 특성화연구는 정규분포 가정의 반으로 채 의

연결성과 패턴을 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채 류층 특성화에 용할 수 있는 채 정보교정 EnKF

를 제안한다.주성분분석으로 채 의 연결성과 패턴의 주요정보만 추출

하여 핵심정보로 류층모델을 교정한다. 한 암상비율과 평균 유체투

과율로 구성된 채 정보를 교정한 후 최종 류층모델에 반 한다.

제안방법을 2차원 3차원 채 류층에 용한 결과,이는 기존 방

법의 오버슈 과 필터발산을 해결하면서 채 류층의 채 연결성과 패

턴을 정확히 악한다.그 결과 제안방법은 오일과 물의 미래생산량을

성공 으로 측한다.본 연구의 제안방법은 기정보의 제한으로 불확

실성이 높은 경우라도 반복 인 채 정보교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채

류층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주요어:앙상블칼만필터,채 정보교정,주성분분석,정규분포변환

학 번:2014-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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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석유자원의 개발을 한 E&P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

고 사업기간이 길다. 한 정치 ‧경제 ‧기술 불확실성은 사업을 더

욱 어렵게 한다.잘못된 의사결정은 막 한 비용손실을 야기한다.따라서

성공 인 E&P사업을 해서는 주어진 자료를 최 한 활용하여 탐사

개발,시추계획,생산운 계획,지분매각 등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류층모델 구축이 요

하다(Jeongetal.,2010;Shinetal.,2010;Jungetal.,2012;Leeetal.,

2013a,2013b;이경북,2014;Kim etal.,2015;Joetal.,2015이충호,

2016).이를 바탕으로 지하의 류층인자값을 측하여 미래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다.

류층특성화를 해 정 자료와 동 자료를 이용한다.정 자료는

지질정보,코어시료,유정시험,로깅자료 등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자

료를 의미한다.지구통계기법으로 정 자료를 통합하여 기 류층모델

을 생성한다.정 자료 코어시료,유정시험,로깅자료는 유정이 치

한 지 에서만 얻을 수 있고 지질정보는 불확실성이 매우 큰 한계가 있

다.정 자료만을 통합한 기 류층모델은 이러한 한계로 류층의 상

태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따라서 유정을 운 하며 측정되는 생산이력 혹은 공 압력 등의 동

자료까지 통합하여 류층을 특성화해야한다.동 자료 결합은 측기간

동안의 생산이력과 류층모델의 생산 측값의 오차를 이는 과정으로

히스토리매칭(historymatching)이라고도 한다.Fig.1.1은 정 동

자료 통합의 흐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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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Staticanddynamicdataintegration

(Gettyimages,accessedin2016;Geomore,accessedin2016).

류층인자값과 생산량은 강한 비선형성을 보이므로 류층특성화가

어렵다.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해 다양한 최 화 기법들이 도입되었

다.이들은 변화율기반 기법(gradientmethod)과 비변화율기반 기법

(non-gradientmethod)으로 나 수 있다.

변화율기반 기법은 최 화할 목 함수의 미분값을 활용하여 목 함수

가 최소가 되는 방향과 거리를 계산하고 이를 반복하여 해를 찾는다.

표 으로 가우스 뉴턴법과 공액경사법 등이 있다.변화율기반 기법은 해

가 빠르게 수렴하여 계산시간이 은 신 지역 최솟값(local

minimum)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비변화율 기법은 목 함수값 자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변화율기반의

지역 최솟값 수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계산시간이 오래 걸린다.

표 으로 담 질모사 기법,유 알고리즘 기법 등이 있다.

최근에는 등가확률로 생성된 다수의 해집합을 이용한 앙상블기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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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ensemblebasedmethod)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

기법은 하나의 해가 아닌 다수의 해집합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다.따라서 이를 류층특성화에 용할 경우 류층인자값을 찾는

동시에 류층모델의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장 이 있다.앙상블칼

만필터(ensembleKalmanfilter,EnKF)는 다수의 류층모델인 앙상블

을 이용해 이들의 추정오차공분산(estimatederrorcovariance)을 이며

해를 찾는 표 인 앙상블기반 기법이다.

Kalman(1960)은 측값과 측오차를 이용하여 모델의 인자값을 교

정하는 칼만필터(Kalmanfilter)를 제안하 다.이를 Evensen(1994)는 비

선형문제에도 용할 수 있는 EnKF로 발 시켰다.이후 EnKF는 해양

학,기상학,수리지질학 등에서 연구되었다.Nævdal등(2002)은 처음으로

EnKF를 석유공학에 도입하여 유정주변의 유체투과율 특성화하 다.

류층특성화에 EnKF를 용하면 류층정보의 실시간 교정이 가능

하고 다양한 상용소 트웨어와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 EnKF로

공극률,유체투과율, 체 지층두께에서 생산가능 한 두께의 비율(netto

gross,NTG)등 다양한 인자값을 특성화할 수 있다.그 밖에도 EnKF는

다수의 류층모델을 이용하므로 구축한 류층모델의 불확실성을 정량

화할 수 있으며 확실한 수학 기반을 가지고 있다.

EnKF는 교정수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가정을 제로 한다.

등가의 확률로 생성된 모델들은 충분히 많고,서로 독립이어야 한다.

한 모델들의 평균이 참값에 근사해야 하며, 류층인자값이 정규분포를

따라야 한다.

의 가정을 만족하는 경우 EnKF를 이용한 류층특성화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았다(Nævdaletal.,2002;GuandOliver,2004,

2006;Evensenetal.,2007).하지만 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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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F는 오버슈 (overshooting)과 필터발산(filterdivergence)의 문제

을 나타내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정승필,2008;Shinetal.,2010;

Leeetal.,2013a,2013b,2014;이경북,2014).

오버슈 은 교정된 류층인자값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경우를 의

미한다.이는 EnKF가 수식에 의해서 교정하지만 교정되는 변수의 물리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를 들면 공극률이나 NTG는 0

과 1사이의 실수이어야 하는데,이 경계를 넘어서는 값으로 교정되는 경

우,오버슈 이 발생하 다고 볼 수 있다.

필터발산은 앙상블모델들이 추정오차공분산을 이며 교정이 진행됨

에 따라 잘못된 하나의 류층모델로 수렴하는 문제이다.이 경우에는

새로운 측자료로 교정하여도 류층인자값이 변하지 않아 더 이상

류층모델 갱신이 불가능하다.최근에는 EnKF의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성공 인 특성화를 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선 EnKF의 가정 류층인자값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문제

를 해결하기 해 정규분포를 따르는 인자값으로 변환하는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Jafapour와 Mclaughlin(2007)는 이산코사인변환(discrete

cosinetransform,DCT)으로 류층모델의 인자값을 변환시켜 류층의

주요특성을 추출하 다. 한 이를 이용해 채 류층의 히스토리매칭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JafapourandMclaughlin,2008,2009).DCT는

채 류층의 주요특징을 보존하여 채 연결성을 찾을 수 있었다.하지

만 교정된 류층모델에 사암과 셰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오버슈 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다.

이충호(2016)와 Kim etal.(2016)은 사암과 셰일의 비율을 보존할 수

있는 암상비율보존법(preservationoffacisratio)을 DCT와 EnKF에 결

합하 다.이를 통해 사암과 셰일사이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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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류층특성화 결과도 개선되었다.

Lorentzen등(2012)은 사암과 셰일사이의 경계로부터 거리를 나타내

는 LSF(levelsetfunction)의 수학 기법을 EnKF에 추가하 다.이는

생산이력오차를 이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류층모델의 인자값이 참조

필드와 달라 미래생산량 측까지 성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Shin등(2010)은 비모수 근법(non-parametricapproach)으로 류층

인자값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라도 이를 정규분포로 변환시켜

EnKF를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Zhou등(2012a,2012b)은 같은 방

법으로 정규변환을 이용해 채 류층을 특성화하 으며 이를

NS-ENKF(normal-scoreEnKF)라고 명명하 다.

이 외에도 EnKF의 가정 앙상블모델들의 평균이 참조모델에 근사

하는 가정을 만족시키기 한 연구도 진행되었다.Reynolds등(2006)은

EnKF의 결과를 이용해 앙상블모델을 재생성하는 방법으로 앙상블모델

의 평균이 참값에 수렴해가는 방법을 제안하 다. 류층특성화 결과가

개선되었으나 계산시간이 증가하는 한계와 반복횟수를 정하는 명확한 기

이 부재한 한계가 있다.

Lee등(2013a)은 앙상블모델들을 Hausdorff거리를 이용하여 유사한

정도에 따라 분류한 다음 EnKF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이를 통

해 앙상블모델들의 평균이 참값과 다른 경우에도 오버슈 과 필터발산을

해결하 다.그 결과 성공 으로 류층을 특성화하고 미래생산량을

측을 수행하 다.

임서진(2016)은 다 지구통계의 기채 류층모델 생성에 필요한

트 이닝이미지(trainingiamge,TI)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사암패턴이 다양한 TI로 기 류층모델들을 생성하면 이들의

측결과와 참조필드의 측 생산량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하지만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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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오일생산량과 측생산량이 비슷한 TI를 선별하여 이들로 기 류

층모델을 재생성함으로써 EnKF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하지만 이는

기존의 EnKF보다 계산시간이 증가한 한계가 있다.

기존의 채 류층 특성화를 한 앙상블기반 기법에는 네 가지 한계

가 있다.첫 번째로 사암과 셰일의 유체투과율을 하나의 정해진 값으로

만 사용하여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 시켰다(Lorentzenetal.,2012;Lee

etal,2013a,2013b;이경북,2014;Kim etal.,2016;임서진,2016;이충

호,2016).사암과 셰일의 유체투과율의 값은 하나의 고정된 값으로 존재

할 수 없으며 각각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 한 이들 암상의 투과율

을 잘못 추정한 경우 미래생산량 측이 크게 변한다.Fig.1.2는 암상의

분포가 동일한 채 류층모델에 사암과 셰일의 유체투과율이 변화함에

따른 생산량 변화를 나타낸다.사암의 투과율변화는 생산후반부에 향

을 많이 미치고(Fig.1.2c),셰일의 투과율도변화는 생산 반에 향을 많

이 미친다(Fig.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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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annelreservoir (b)Permeabilityconditions

(c)OilrateofP1withsandpermeability

(d)OilrateofP1withshalepermeability

Fig.1.2Sensitivityofsandandshalepermeabilityonoil

production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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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는 사암과 셰일의 비율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못하 다.Zhou등(2012a,2012b)은 기 류층모델의 암상비율을 보존

하며 류층특성화를 수행하 다.이충호(2016)는 암상비율의 참값을 앙

상블모델들의 평균으로 가정하고 Kim 등(2016)은 TI의 암상비율을 참값

으로 가정하 다.실제의 경우 암상비율은 불확실성이 큰 변수로 이를

교정하는 추가 인 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새로운 수학 기법을 도입하면서 사용자의 주 단에

의존하는 문제 이 있다.Lee등(2013a)은 Hausdorff거리를 이용해 군

집집화를 하지만 Hausdorff거리의 일반 인 정의와 군집의 개수에 한

임의 인 단이 개입한다. 한 임서진(2016)의 기 앙상블모델에서도

군집화할 때 몇 개의 군집을 이용할지에 한 사용자 주 성이 개입하는

한계가 있다.이는 사용자의 잘못된 단과 실수로 신뢰할 수 없는 결과

를 내놓을 수도 있다.

네 번째로 의 여러 한계 으로 인하여 교정된 채 류층모델의 사

암연결성과 사암체 분포패턴을 완 히 악하지 못한다(Jafapourand

Mclaughlin,2008,2009;Zhou,2012a,2012b;Leeetal,2013a,2013b).

비록 류층모델이 생산이력을 잘 측하는 경우라도 채 분포와 연결

성이 타당하지 않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따라서 생산이력을

잘 따를 뿐 아니라 교정된 류층모델의 사암연결성과 이 분포 특성을

보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인 목 은 EnKF의 기본가정을 만족하고 각 암상의

비율과 평균 유체투과율에 한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채 류층

특성화 기법의 제안이다.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류층모델을 생성

하며 미래생산거동을 측할 수 있다.이를 해 채 정보교정 EnKF를

제안하며 Fig.1.3은 본 연구의 흐름도이다.



9

하드데이터와 TI를 지구통계 기법으로 통합하여 다수의 기채 류

층모델을 생성한다.이들의 인자값을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PCA)으로 채 류층의 주요한 성분만 추출하고 불필요한 정

보는 제거한다. 류층에서 얻은 동 자료를 통합하기 해 앙상블기반

방법인 EnKF를 사용한다.사암과 셰일의 평균투과율 그리고 사암의 비

율로 정의되는 채 정보를 EnKF의 교정인자로 추가한다.동 자료를 통

합한 다음 교정된 채 정보를 이용하여 PCA로 변환된 인자값을 원래의

류층인자값으로 복원한다.끝으로 교정된 채 류층모델들의 미래생

산량을 측하고 불확실성을 평가한다.제안방법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해 기존의 EnKF와 NS-EnKF를 함께 비교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에 한 선행

연구들과 그들의 한계 을 지 하고 이를 해결할 필요성을 악한다.2

장에서는 채 류층의 특성과 이를 모델링하는 지구통계 기법에 하여

설명한다.3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방법론을 설명하고 채 정보교정

EnKF의 방법을 제안한다.4장에서는 2차원 3차원의 채 류층에

하여 제안방법을 용해 우수성을 검증한다.5장에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며 연구내용을 요약한다.



10

Fig.1.3Flow chartforcharacterizingchannelreservoirsusingthe

ensemblebased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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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채 류층 정 자료 통합

채 류층은 사암과 셰일로 이루어져 강한 비균질성을 나타낸다.즉,채

류층은 하나의 암상으로만 이루어진 균질한 류층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이 장에서는 채 류층의 퇴 환경과 그로 인한 특성을 기술한

다. 한 채 류층에 요한 사암체 분포패턴을 표 하기 한 지구통

계 기법을 소개한다.

2.1채 류층의 퇴 환경과 특성

사암은 주로 모래크기(0.0625∼2mm)의 입자로 구성된 퇴 암으로 사암

의 주요 조성 물은 석 ,장석,운모,염기성 물, 물이다(이용일,

1993). 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장하는 류암의 60%가 사암으로 구

성되어 있다(Hyne,2001;정 교 등,2016).사암 류층은 풍화작용,침식

작용,운반작용,퇴 작용의 결과로 하천,선상지,호수,삼각주 등에서

형성된다.이 에서 사암과 셰일로 이루어진 채 류층은 주로 하천과

삼각주의 퇴 환경에서 발생한다.

하천은 모양에 따라 사행천(meanderriver)과 망상하천(braidedriver)

등으로 구분된다(한종환 등,2013;정 교 등,2016).사행천은 아래 Fig.

2.1과 같은 퇴 작용을 거친다. 류암 역할을 하는 사질퇴 물은 하천의

안쪽에 우각사주(pointbar)를 형성한다.근원암 덮개암 역할을 하는

이질퇴 물은 자연제방과 범람원에 퇴 된다.그 결과 같은 층에 해

유체투과율이 높은 사암과 낮은 셰일로 이루어진 Fig.2.2의 채 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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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게 된다.

하천의 상부지역에 하게 내려오던 하천흐름이 갑자기 완경사를 만

나는 경우 Fig.2.3a와 같은 망상하천을 형성한다.이는 큰 하나의 하천

속에 여러 개의 작은 하천들이 흐르는 모양이다.망상하천은 강우량이

큰 시기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측방의 제방을 괴하거나 소하천의 경계

를 바꾼다.이 과정에서 망상하천의 심에 사암이 퇴 되며 그 주변에

는 셰일이 퇴 되는데,그 결과 채 류층을 형성한다.

채 류층은 하천에 의해 운반된 퇴 물이 호수나 연해에 진입하며

격한 퇴 을 이루는 삼각주(delta)와 그 로 흐르는 분류하천

(distributaryriver)에 의해서도 생성된다(Fig.2.3b).망상하천에 의해 형

성된 채 류층의 모양은 Fig.2.4a와 같고,삼각주와 분류하천에 의해

형성된 채 류층의 모양은 Fig.2.4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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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1Themorphologicalelementsandsedimentationofa

meander-riversystem(WakerandCant,1984)

Fig.2.2Hypotheticalmodelofachannelreservoiroriginatedfrom

meander-riversystem(Allen,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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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aidedriver (b)Deltaanddistributaryriver

Fig.2.3Typesofchannelreservoirs(Hyne,2001).

(a)Braidedriver (b)Deltaanddistributaryriver.

Fig.2.4Hypotheticalmodelsofchannelreservoirs(Allen,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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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류층의 사암은 일정한 분포패턴을 나타내며 횡 ‧종 연결성

을 갖는다(이용일,1993). 한 사암과 셰일의 유체투과율은 큰 비를

나타낸다.따라서 채 류층의 정확한 매장량 평가와 개발계획을 수립

하기 해서는 사암의 연속성을 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채 류층에서 유체투과율이 높은 사암체의 횡 ‧종 연결성은 유

체흐름에 큰 향을 미친다.따라서 채 류층을 특성화하기 해서는

이러한 연결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Fig.2.5a은 본 연구에 사용된

이차원 참조 류층으로 투과율이 높은 사암체가 횡 연결성을 나타낸다.

심에 하나의 주입정과 이를 둘러싼 여덟 개의 생산정에서 오일을 생산

하고 4년간의 물포화도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생산이 시작되고 주입정의 물은 유체투과율이 큰 사임체를 따라 2번

과 7번 생산정으로 이동하 다(Fig.2.5b).2년이 지나고 나서는 3번,5

번,6번 생산정이 있는 사암체를 따라 유체가 흘 으며,4년이 되었을 때

는 4번과 8번 생산정이 있는 곳 까지 유체가 도달하 다.이는 Fig.2.5a

의 사암체의 분포패턴과 일치한다.즉,사암체의 분포패턴에 따라 유체의

흐름이 주요하게 발생하 으므로 사암연결성이 유체거동에 지배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악할 수 있다.

따라서 채 류층의 생산계획수립과 의사결정을 해서는 사암연결

성과 사암의 분포패턴을 정확히 악해야 한다.하지만 채 류층은 비

균질성과 불확실성이 큰 한계로 기존의 동 자료 통합 기법을 용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Lorentzenetal.,2012;Chenetal.,2014). 한

류층인자값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고 이 분포를 따르기 때문

에 기존의 앙상블기반방법은 오버슈 과 필터발산의 문제를 나타내었다

(Zhouetal.,2012a,2012b;Leeetal.2013a,2013b;이경북,2014;이충

호,2016).본 연구의 목 은 채 류층에도 용할 수 있는 앙상블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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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매칭 기법 제안과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래거동 측

불확실성 평가이다.

(a) 2D Channel reservoir

Initial state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48 months

(b) Water saturation over time

Fig.2.5Propagationofinjectedwaterina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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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채 류층 지구통계 모델링

코어자료,로깅자료,지질정보 등의 정 자료를 지구통계 기법으로 통합

하여 기 류층모델을 생성한다. 표 인 지구통계 기법에는 두 지구

통계 기법과 다 지구통계 기법이 있다.단일 류암으로 구성된 경우에

는 베리오그램(semivarigram)으로 정의되는 공간정보를 이용한 두 지구

통계 기법을 이용한다.두 개 이상의 류암으로 구성되어 특정 패턴을

나타내는 채 류층은 다 지구통계 기법을 이용한다.본 연구에서는

다 지구통계 기법을 활용해 사암과 셰일의 암상을 분리하고,각 암상내

의 인자값의 변화는 두 지구통계를 이용해 표 하 다.

두 지구통계 기법은 공간상의 주어진 인자값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

자값을 측할 때 주어진 정보의 치와 값을 알고자 하는 새로운 치

두 가지만 이용한다.이 기법의 표 인 방법인 크리깅 기법은 측값

이 편향되지 않으며 추정오차가 최소가 되는 가 선형조합으로 모델값을

측한다.

하지만 크리깅 기법은 주어진 정보보다 분산이 어든 모델만을 생성

하여 류층인자값의 분포특성을 보존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이를 개선

하기 한 순차 시뮬 이션(sequentialsimulation)은 조건부 시뮬 이션

의 표 기법이다(최종근,2013).이는 주어진 자료와 공분산을 만족하

며 순차 으로 새로운 값을 생성하는데 이때 매 단계에서 생성된 자료값

을 다음 계산단계에서는 알려진 자료로 가정한다.

순차 가우스 시뮬 이션(sequentialGaussiansimulation.SGS)은 순

차 시뮬 이션의 가장 일반 인 방법으로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용할 수 있다.SGS의 구체 인 순서도는 Fig.2.6과 같다.우선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검사한 다음 만약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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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한다.그리고 자료를 생성하려는 격자지 의 임의경로를 설정한다.

이때 모든 격자는 오직 한 번만 지나야 한다. 측지 에서 검색반경안

의 알려진 자료들 일부를 선택한다.선택된 자료와 베리오그램을 이

용해 측지 의 크리깅 측값과 오차분산을 계산한다.

크리깅 기법은 측지 에 크리깅 측값을 배정한다.하지만 SGS에

서는 크리깅값을 평균으로 오차분산을 분산으로 갖는 정규분포에서 한

값을 추출해 최종 측값으로 한다.이를 통해 생성된 값은 이미 알려진

값으로 가정하여 다음 지 의 측값 계산에 이용된다.모든 지 의 값

을 생성하기까지 의 과정을 반복한다.단,베리오그램모델은 새로운 값

이 추가되어도 다시 계산하지 않는다(최종근,2013).

SGS는 추계학 인 특징으로 매번 다르게 기모델을 생성하지만 자

료들의 분포특징을 잘 보존한다. 한 여러 모델을 생성한 다음 이들의

평균을 계산하면 심극한정리에 의해 크리깅 측값에 수렴한다(최종

근,2013).이는 SGS가 크리깅 측값을 평균으로 그 오차분산을 분산으

로 가정한 정규분포에서 값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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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6Flow chartofS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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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통계는 패턴을 묘사하는 트 이닝이미지를 통한 조건부확률

로부터 모델을 생성한다.TI는 주변 지질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한 지질학

개념도로 류층인자값이 어떤 분포패턴을 따르는지를 묘사한다.

Fig.2.7은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얻은 지질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모사

하는 TI를 생성하는 시를 보여 다.Fig.2.7a는 사행천에 의해 형성된

채 류층의 사암체 패턴을 모사하기 한 항공사진과 TI를 보여 다.

사행천은 sinusoid의 TI로 패턴을 표 할 수 있다.Fig.2.7b는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삼각주와 그 로 흐르는 분리하천에 의해 형성된

채 류층을 나타낸다.항공사진과 같이 방사형으로 펴져나가는 삼각주

와 하천을 표 하기 해 좌측상단을 심으로 퍼져나가는 TI를 나타내

었다.

Gaurdiano와 Srivastava(1993)가 제안한 다 지구통계 기법에

Strebelle(2009)는 탐색트리(searchtree)개념을 도입하 다.이는 단 한

번의 TI검색만으로 신속하게 조건부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하 다.

Fig.2.8은 탐색트리를 이용한 다 지구통계 기법인 SNESim(single

normalequationsimulation)의 순서도이다.

먼 해당 류층의 지질특성을 잘 나타내는 TI를 생성한다.그런 다

음 TI를 이용하여 탐색트리를 작성한 후 TI가 갖는 공간분포특성을 조

건부확률로 나타낸다.탐색트리를 완성한 다음 자료를 생성하려는 지

의 임의경로를 설정한다.이때 모든 격자는 오직 단 한 번 지나도록 설

정한다.하드데이터를 배정한 다음 설정한 임의경로에 따라 각 지 의

데이터템 릿 암상정보와 일치하는 경우를 탐색트리에서 검색한다.그리

고 탐색트리에 장되어 있는 조건부확률을 이용해 추계학 방법으로

특성값을 배정한다. 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격자에서의 값을 생성한

다.



21

Aerialphotography Trainingimage

(a)Meanderriver

(b)Delta

Fig.2.7Aerialphotographyandtrainingimageofarivermeander

andadelta(CaersandZhang,2004;Gettyimages,accessedin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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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8Flow chartofSNE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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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는 각 암상의 분포특성을 보존하지만 두 가지 이상의 암상으로

이루어진 류층의 분포패턴을 나타내지 못한다.SNESim은 사암 연결

성과 분포패턴을 모사하지만 사암과 셰일의 각 부분의 인자값을 하나의

값으로만 설정한다.하지만 실제 류층은 두 가지 이상의 암상으로 구

성된 경우가 많으며,각각의 암상은 로그정규분포의 분포특성을 나타낸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GS와 SNESim을 함께 이용하여 기 류층

을 생성하 다.즉,SNESim을 통해 채 류층의 암상을 구분하여 사암

체의 패턴을 모사하고,SGS의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각 암상 내부의 분

포특성을 보존하는 기모델을 생성하 다.Fig.2.9은 채 류층의 유

체투과율 필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각 암상이 로그정규분포특

성을 따르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생성한 기모델의 히스토그램은 이

분포를 나타낸다.

Fig.2.9Generationofaninitialensemble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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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앙상블기반 기법을 이용한 동 자료 통합

동 자료 통합은 류층에서 측한 생산이력과 류층모델의 측값의

차이를 이도록 류층모델을 특성화하는 과정이다.다수의 류층모델

을 이용하는 앙상블기반 기법인 EnKF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본 장에서는 EnKF의 구체 인 수식과 교정 차를 설명한다.이어

서 제안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주성분분석(principalcomponentanalysis,

PCA)와 정규분포변환(normal-scoretransformation,NST)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 정보교정 EnKF의 체 순서도

와 각 기법의 효과를 소개한다.

3.1앙상블칼만필터

EnKF를 통한 류층특성화는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다수의 류층모델

측값과 실제 측정값 사이의 추정오차공분산(estimated error

covariance)을 최소화하는 류층인자값을 찾는다.다수의 모델을 앙상블

이라고 하며,각각의 앙상블은 정 인자,동 인자,시뮬 이션 측결과

로 구성된 상태벡터(statevector)로 표 된다.정 인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유체투과율과 공극률 등을 의미하고 동 자료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포화도 압력 등을 나타낸다.시뮬 이션 측결과는

오일 천연가스의 생산량 혹은 공 압력 등 이다. 번째 앙상블의 상

태벡터 는 식 (3-1)과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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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기서,는 정 인자,는 동 인자,는 측값에 응하는 앙상블

모델의 측값이다.

EnKF는 측과 교정의 두 단계를 반복하며 류층인자값을 찾는다.

측단계는 각 앙상블의 해당시 에서의 측값 를 계산하는 것으로

류층 시뮬 이터를 이용한다. 표 인 류층 시뮬 이터로

Schulumberger社의 ECLIPSE100과 ECLIPSE300그리고 CMG 社의

IMEX과 GEM 등이 있다.본 연구에서는 블랙오일모델을 기반으로 한

ECLIPSE100을 사용한다.

교정단계에서는 측단계의 결과값으로 앙상블의 상태벡터를 구성한

후,다음시 의 측단계에 사용할 정 인자 를 계산한다.이 때 추정

오차공분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 인자를 교정한다. 측단계와 교

정단계는 측값을 측정한 시 까지 반복하며,최종 으로 얻은 정 인

자를 바탕으로 미래생산량을 측하고 이들의 불확실성 평가한다.Fig.

3.1는 EnKF의 순서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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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1Flow chartofEn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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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F의 교정단계에서 상태벡터는 칼만게인(Kalmangain,)과 실제

측값인 와 앙상블들의 측값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식 (3-2)와 같

이 교정한다.

  (3-2)

여기서,는 교정 후 상태벡터,는 교정 상태벡터를 나타낸다.는

측정행렬작용소(measurementmatrixoperator)로 상태벡터의 앞에 곱해

져 상태벡터의 측값 를 추출한다.

칼만게인은 추정오차공분산을 최소로 하도록 정의되며,아래의 수식

(3-3)로 계산한다.




 
 (3-3)

여기서, 첨자 는 치행렬를 의미한다.
와 는 각각 교정 과

후의 추정오차공분산과 측오차공분산이다.

추정오차공분산은 식 (3-4)으로 계산되며 추정오차는 식 (3-5)로 정의

된다.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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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윗꺽쇠 는 참값을 의미한다.하지만 상태벡터의 참값을 알 수

없으므로 EnKF에서는 앙상블들의 평균을 참값으로 가정한다.따라서

기앙상블디자인은 히스토리매칭결과에 많은 향을 다(이경북,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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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성분분석

PCA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차원축소 특징 추출을 수행하는

표 기법으로 Karhunene-Loeve(KL)변환 는 Hotelling변환이라

고도 한다.Fig.3.2는 2차원 공간에서 1차원 공간으로 투 된 PCA의 원

리를 나타낸다.

Fig.3.2a는 네 개의 모델들이 2차원공간에 분포하는 것을 보여 다.

이를 1차원의 공간으로 변환하기 해 직선을 고 모델을 직선 로 투

하 다.이때 Fig.3.2b는 x축 방향으로 그은 직선에 정사 을 구하고,

Fig.3.2c는 45°의 직선 로 정사 을 구했다.그 결과 자는 1,3번 모

델과 2,4번 모델의 구분이 사라져 정보의 손실이 큰 반면,후자는 정보

의 손실을 최소화하 다.이 같은 원리로 원래의 정보는 변환된 공간에

서의 분포가 최 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즉,

PCA는 변환된 샘 의 분산을 최 화하는 축인 주성분을 찾고 이들

로 원래의 모델들을 투 한다.

(a)Originalmodels
(b)Projecteddata

tou=(1,0)

(c)Projecteddata

tou=(,)

Fig.3.2Dimensionalityreductionbyprojection(오일석,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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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샘 의 분산이 최 가 되도록하는 벡터 는 원래 모델들의 공

분산행렬의 고유벡터(eigenvector,)이다.공분산행렬은 식 (3-6)으로 정

의된다.이때 각각의 고유벡터들의 요도는 고유벡터에 해당하는 고유

값(eigenvalue,)과 같다.

 



 






 (3-6)

여기서,은 모델의 총 개수를 나타내고 는 번째 모델을,는 모델

들의 평균이다.

모델들의 집합을 이라 하고 각 모델은 차원의 특징을 갖는다고

할 때 이를 고유벡터들로 d차원의 변환된 공간으로 투 하는 식은 식

(3-7)과 같다.

 (3-7)

여기서,는 d개의 고유벡터로 이루어진 행렬로 차원은  ×이다.이

때 d개의 고유벡터를 고유값이 큰 순서로 골라낸다.PCA를 통한 성공

인 차원축소를 해서는 경험 으로 아래의 식 (3-8)을 만족하는 d를 사

용해야 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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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고유벡터 에 해당하는 고유값이다.일반 으로 0.9의 문

턱값을 사용하는 연구가 많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채 류층모델에

용한 결과를 통해 한 문턱값을 악해야 한다.

Fig.3.3은 류층의 유체투과율필드를 PCA로 차원축소한 결과를 보

여 다.Fig.3.3a는 45x45의 격자로 구성된 참조 류층이다.이 모델의

공분산행렬의 고유벡터와 고유값을 계산한 다음 식 (3-6)의 문턱값을 달

리하며 차원을 축소하 다.문턱값이 0.85인 경우와 0.9인 경우 사암과

셰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문턱값을 높일수록 원래의 필드와 유사

해지는 경향을 보 으며,0.95의 문턱값을 사용한 경우 본래의 채 류

층을 잘 모사하 다.

Fig.3.4은 의 참조필드에 해 공분산행렬의 고유값을 내림차순으

로 정렬한 screeplot이다.고유값의 크기는 정보의 요도를 의미하므로

100개 미만의 은 고유벡터수로도 효과 으로 주요정보를 나타낼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32

(a) Original field (b) Threshold = 0.85

(c) Threshold = 0.9 (d) Threshold = 0.95

Fig.3.3A logpermeabilityfieldanditsPCAresults.

Fig.3.4Screeplotofapermeability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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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를 이용한 채 류층 특성화의 장 은 다음과 같다.

-사암 연결성과 분포패턴의 주요특징을 추출하여 이를 교정에 이용할

수 있다.

-상태벡터의 크기를 효과 으로 이므로 EnKF의 교정단계에 소요되

는 계산시간이 어든다.

-PCA로 변환된 변수는 Fig.3.5와 같이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EnKF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한다.

- 의 가정을 만족하여 EnKF의 오버슈 과 필터발산을 해소한다.

(a) Original data (b) Projected data

Fig.3.5OriginalpermeabilityandprojecteddatabyPCA.



34

3.3정규분포변환과 역정규분포변환

채 류층은 사암과 셰일의 두 가지 암상으로 이루어져 유체투과율이

이 분포를 따른다.이 때 각각의 암상에 해서는 로그정규분포를 따른

다.하지만 EnKF는 류층인자값을 정규분포로 가정하며,그 결과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인자값을 교정한다.

따라서 교정된 인자값을 채 류층에 맞는 이 분포로 변환시켜주는

추가 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정규분포변환(normal-score

transformation,NST)의 역과정인 역정규분포변환(inverseNST)으로 가

능하다.두 방법은 변환 과 후의 확률함수(cumulativeprobability

distributionfunction,CDF)를 이용한다.

Fig.3.6는 CDF를 통해 이 분포의 인자값을 평균이 0이고 표 편차

가 1인 표 정규분포로 변환하는 NST의 과정을 보여 다.변환 인자

값의 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수평으로 이은 표 정규분포의 확률

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 후 인자값을 일 일로 응한다.

표 정규분포로 변환된 인자값을 이 분포로 변환하는 과정이

inverseNST이다.Fig.3.7은 표 정규분포로 변환되었던 인자값을 채

류층의 분포특성을 따르는 이 분포로 변환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NST와 마찬가지로 inverseNST도 표 정규분포 인자의 CDF를 읽고

같은 값에 해당하는 값으로 변환 후 인자값을 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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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Foforiginaldata CDFofnormal-score

Fig.3.6Conceptionaldiagram ofnormal-scoretransformation.

CDFoforiginaldata CDFofnormal-score

Fig.3.7Conceptionaldiagram ofinversenormal-score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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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F는 정규분포 가정에 의해 교정된 인자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InverseNST를 통해 채 류층에 분포특성이 맞는 이

분포로 변환하고 교정된 채 정보를 반 하여 매 단계에서 사암의 비율

과 각 암상의 평균 유체투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그 밖에 inverseNST

를 채 류층 특성화에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 이 있다..

-사암과 셰일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뚜렷한 암상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암 연결성과 분포패턴을 잘 모사한다.

-교정 후 류층인자값을 이 분포로 유지할 수 있다.

-상한과 하한을 설정하여 오버슈 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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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채 정보교정을 이용한 채 류층 특성화기법

3.2 의 PCA를 통해 EnKF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며 채 류층의

핵심정보를 추출해 이를 교정할 수 있다. 한 3.3 의 inverseNST를

통해 교정된 인자값을 채 류층의 이 분포에 맞게 변환시켜 수 있

다.하지만 교정된 인자값을 어떤 이 분포로 변환할 것인지에 정해진

바가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채 류층의 사암비율과 사암과 셰일의 평균투과율

에 한 값을 임의로 가정한 경우가 많았다(Kim etal.,2016;이충호,

2016;Zhouetal.,2012a,2012b).그러나 실제의 경우 이러한 값들에도

큰 불확실성이 있으며 정확한 값을 알 수 없다.따라서 기존의 방법들은

제한된 지질정보로 인해 사용자가 잘못된 단을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채 류층모델을 구축하기 어렵다.본 연구에서는 사암의 평균투과율,

셰일의 평균투과율,사암의 비율을 채 정보로 정의하고 이를 특성화하

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들 채 정보는 EnKF의 상태벡터의 인자값으로 추가하여 교정할 수

있다.EnKF는 다양한 인자값 교정에 이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식

(3-9)는 3.1 에서 설명한 식 (3-1)에 채 정보를 추가한 상태벡터를 보

여 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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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사암의 평균 유체투과율,은 셰일의 평균 유체투과

율,는 사암의 비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 정보교정 EnKF의 체 순서도는 Fig.3.8

과 같다.기존의 EnKF와 다른 은 크게 세 가지다.첫째,교정단계 이

에 PCA를 통해 류층인자값의 차원을 축소하는 처리 과정을 거친

다.이를 통해 상태벡터의 인자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며 EnKF의 가정을

충족한다. 한 채 류층의 사암 연결성과 분포패턴을 모사하는 핵심

정보만을 추출하여 교정한다.

둘째로 교정단계에서 상태벡터에 채 정보를 추가하여 이들 값을 함

께 교정하 다. 기 앙상블모델의 채 정보는 오차와 불확실성이 크다.

교정된 채 정보를 통해 참조필드의 채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셋째로 교정이 끝난 류층인자값을 inverseNST를 통해 이 분포로

변환시키는 후처리 과정이 있다.이는 EnKF의 결과로 정규분포를 따르

게 되는 인자값을 변환하여 채 류층의 이 분포특성을 보존한다.이

때 변환하려는 이 분포의 정보는 교정 채 정보가 아닌 교정 후 채

정보를 따르도록 한다.

Fig.3.9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 정보교정 EnKF의 개념도이다.

한 Table3.1은 제안방법에 용하는 기법들과 각 기법의 효과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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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8Flow chartoftheproposed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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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9Conceptualdiagram oftheproposed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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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1Appliedschemesintheproposedmethodandtheireffects.

Applied schemes Effects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 Extract main feature of channel pattern

- Satisfy the Gaussian assumption of EnKF

- Save computational time in EnKF update

- Solve overshooting and filter divergence

- Preserve connectivity of channel

Normal-score 

transformation

- Conserve bimodal distribution of channel 

reservoir parameters

- Satisfy the Gaussian assumption of EnKF

- Solve overshooting and filter divergence

- Clear border between sand and shale

Update of

channel information

- Update initial channel information

- Uncertainty quantification of channe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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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제안방법의 채 류층 용 검증

히스토리매칭의 목 은 신뢰할 수 있는 류층모델을 구축하여 올바른

매장량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는 의사결정 근거를 제공하

는 것이다.4장에서는 채 류층의 유체투과율을 히스토리매칭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이때 생산정의 오일생산량과 주입정의 공 압력을

동 자료로 이용하 고 류층의 유체투과율을 특성화하 다.히스토리

매칭을 해 EnKF와 정규변환 앙상블칼만필터(normal-scoreensemble

Kalmanfilter,NS-EnKF)를 사용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

정보교정 EnKF를 동일한 류층에 용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히스토리매칭에 앞서 정 자료 통합을 해 SGeMS(Standford

geostatisticalmodelingsofrware)를 사용하 다.SGeMS는 이 지구통

계의 SGS와 다 지구통계의 SNESim 모듈을 지원한다.SNESim을 통

해 암상을 구분하고,SGS로 각 암상 내부의 유체투과율분포를 설정해

주었다.Fig.4.1은 본 연구에 이용한 참조필드이다.

각 앙상블모델의 측값을 계산하는 모델로 슐럼버져사의

ECLIPSE100을 이용하 다.이는 블랙오일모델 기반의 류층시뮬 이

터로 압력에 따라 물,오일,가스의 물성이 변하는 것을 가정한다.EnKF

와 NS-EnKF,그리고 제안방법은 MATLAB기반으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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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Dreferencechannelfield

(b)3Dchannelfield:Eggmodelreservoir

Fig.4.1Referencechannelpermeabilit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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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차원 채 류층

EnKF와 NS-EnKF그리고 제안방법을 2차원 채 류층에 용하 다.

채 류층은 사암과 셰일로 이루어져 모델인자값이 이 분포를 따른다.

이는 EnKF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EnKF로는 신

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Shin 등(2010)과 Zhou 등(2012a,

2012b)이 제안한 NS-EnKF는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나 채 정보를 교

정하는 과정이 없다.따라서 사암의 비율과 각 암상의 평균 유체투과율

의 값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4.1

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채 정보교정 EnKF와 기존의 EnKF와

NS-EnKF의 결과를 비교한다.이를 통한 연구목 은 다음과 같다.

-기존 방법들의 문제 분석

-PCA를 통한 채 류층인자값의 차원축소에 필요한 문턱값에 한

민감도분석

-사암 셰일의 평균 유체투과율과 사암의 비율로 이루어진 채 정보

의 교정결과 분석

-InverseNST를 통한 류층인자값의 이 분포 유지 여부 분석

Fig.4.2a는 사암체의 분포패턴을 모사하는 TI이다.동쪽에서 서쪽으

로 이어지는 사행천의 모습을 나타낸다.Fig.4.2b는 SNESim의 결과로

에서 아래로 사암체가 연결된 패턴을 나타낸다.Fig.4.3은 사암과 셰

일에 SGS로 유체투과율을 지정해 2차원 채 류층의 참조필드와 히

스토그램이다.생산정과 주입정의 치도 함께 도시하 다.사암의 경우

150∼1,000md의 유체투과율을 나타내며,셰일은 10∼50md의 값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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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Table4.1은 참조필드 사암 셰일의 평균 유체투과율과 사암

비율을 나타낸 채 정보이다.

류층의 체면 은 25.3acre이며 앙의 주입정이 8개 생산정으로

둘러싸여 역 9 물 주입공법(inverted9-spotpattern)으로 오일을 생산

한다(Table4.2).Table4.3은 각 유정별 생산조건에 한 정보를 나타낸

다.주입정의 물 주입량과 생산정의 공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오일

을 생산한다.

류층시뮬 이터에 필요한 기본 인 인자값을 설정한 다음(Table

4.4)2,000일까지 오일생산량과 워터컷(watercut)얻어 이 400일까지의

결과를 측값으로 사용하 다(Fig.4.4).2,5,7번 생산정의 워터컷의 증

가가 다른 유정보다 빠르다.이는 주입정에서 해당 생산정의 거리가 가

까우며 유체투과율이 큰 사암체로 서로 연결되어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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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ining image

(b) Realization of SNESim

Fig.4.2TIandSNESim resultsofa2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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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g-permeabilityfield

(b)Histogram oflog-permeability

Fig.4.3Log-permeabilityfieldandhistogram ofthe2Dreferen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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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1Channelinformationofthe2Dreferencefield.

Facies ‘Sand’and‘Shale’

Ratioofsandtoshale 61:39

Averagepermeabilityofsand,ln(md) 5.51

Standarddeviationofsandpermeability,ln(md) 0.484

Averagepermeabilityofshale,ln(md) 2.55

Standarddeviationofshalepermeability,ln(md) 0.568

Table4.2Reservoirparametersofthe2Dreferencefield.

Gridsystem 21by21by1

Gridsize(x,y,andzaxis),ft 50,50,and20

Reservoirtype Blackoil

Wellpattern Inverted9-spot

Productionmethod Waterinjection



49

Table4.3Welllocationsandoperatingconditionsofthe2Dfield.

Well name Location (x, y), ft
Control mode, 

STB/day or psi

I1 (525, 525) Constant injection rate, 300

P1 (75, 75)

Constant BHP, 500

P2 (525, 75)

P3 (1025, 75)

P4 (75, 525)

P5 (1025, 525)

P6 (75, 1025)

P7 (525, 1025)

P8 (1025, 1025)

Table4.4Petrophysicalparametersforsimulation.

Parameters Values

Totaldepth,ft 2,700

Water-oilcontact,ft 3,000

Initialpressure,psi 2,000

Porosity,fraction 0.2

Formationvolumefactor,

rb/STB

Water 1at2,000psig

Oil

1.012at0psig

1.011at1,000psig

1.01at2,000psig

Densityoffluid,lb/ft3
Water 48.6

Oil 62.3

Viscosityoffluid,cp
Water 1

Oil 3

Compressibility,psi-1
Water 5.00E-07at2,000psig

Rock 3.00E-05at2,000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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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lproductionrate

(b)Wellwatercut

Fig.4.4Observedwellproductiondataofthe2Dreferenc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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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유정의 치에서 하드데이터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100개

의 기 앙상블모델을 생성하 다.Fig.4.5는 기앙상블들의 평균 유체

투과율이다.참조필드와 달리 각 유정들 사이의 연결성이 약하게 나타났

다.특히 2번과 3번 생산정 사이에 참조필드는 사암체로 연결되었으나

기앙상블들의 평균으로는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개별 앙상블의 유

체투과율을 보면 체로 남북으로 사암체가 연결되어있으나 참조필드와

는 다른 분포패턴을 보인다(Fig.4.6).

Fig.4.7은 기앙상블의 유정별 오일생산량 워터컷을 2,000일 까

지 측한 결과이다. 회색 선은 각 앙상블들의 측값을,빨간 선은 참

조필드의 값을, 란 선은 앙상블들의 평균값을 나타낸다.가장 이상 인

측결과는 회색 선이 일정한 밴드폭을 나타내며, 란 선이 빨간 선의

경향을 따라가는 것이다.정 자료 통합만으로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

해 측값의 범 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류층모델들의 평균값 한

참값과 다른 경향으로 측된다.

특히 오일생산량의 경우 4번,6번 생산정은 참조필드와는 크게 다른

거동을 나타내었다(Fig.4.7a).참조필드에서는 4번,6번 생산정에서 주입

정 사이가 사암체로 연결되어 기에는 많은 오일을 생산한다.하지만

기앙상블은 이들의 연결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더 은 양의 오일이

생산된다.이와 같은 이유로 워터컷 한 4번과 6번 생산정의 값이 참조

값과 다르다(Fig.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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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Averagelog-permeabilityoftheinitialensembles:

2Dchannelreservoir.

Fig.4.6Log-permeabilityfieldsoftheinitialensemblemembers:

2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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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il production rate

(b) Watercut

Fig.4.7Wellproductionpredictionsoftheinitialensemblemodels:

2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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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에서 얻은 400일간의 오일생산 측값을 이용하여 기앙상블

의 히스토리매칭을 하 다.EnKF,NS-EnKF,그리고 본 연구의 제안방

법을 용하고 그 결과를 순서 로 나타내었다.교정된 유체투과율 필드

에서 사암연결성을 확인하고 미래생산거동의 측값을 비교하 다.

Fig.4.8은 각 방법을 통해 교정한 최종 앙상블모델들의 평균 유체투

과율을 나타낸다.EnKF의 경우 채 류층의 사암연결성은 잘 보여주고

있지만,부분 으로 지나치게 높은 유체투과율을 나타내는 오버슈 이

보인다(Fig.4.8b). 한 2번과 3번 생산정 사이에 참조필드는 사암체로

연결된 반면,EnKF의 결과는 일부구간이 셰일로 막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NS-EnKF는 기존의 EnKF에 NST를 이용하여 류층인자의 정규분

포 가정을 만족시킨다.이를 이용하여 교정한 유체투과율 필드는 기존의

오버슈 을 해결했지만 체 사암의 연결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Fig.4.8c).제안한 채 정보교정 EnKF만이 체 사암연결성을 잘

드러내며 동시에 오버슈 을 해결한다(Fig.4.8d). 한 이는 사암과 셰

일 내부의 유체투과율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한 정보도 알아 낼 수

있다.

개별 앙상블모델의 교정된 유체투과율필드에서 각 방법의 장단 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다.Fig.4.9는 총 100개의 앙상블 25번째,50번

째,75번째 앙상블모델의 유체투과율필드와 그 히스토그램을 보여 다.

Fig.4.9a는 해당 앙상블모델의 기필드와 히스토그램이다.EnKF로

기 앙상블모델을 교정하면,곳곳에서 아주 높은 유체투과율을 나타내는

오버슈 문제가 나타난다(Fig.4.9b). 한 기의 이 분포를 따르던

앙상블이 교정 후 정규분포를 따른다.이 결과는 사암과 셰일로 구분된

채 류층의 특징을 보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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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EnKF는 NST를 통해 이 분포를 잘 유지한다(Fig.4.9c). 한

일정 값의 범 를 한정하는 효과로 오버슈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 정보를 교정해주지 않아 사암체의 연결패턴을 잘 악하지

못한다.특히 25번 앙상블모델은 기 사암비율이 매우 낮았지만 이를

그 로 유지하여 생산정과 주입정 사이의 사암체 연결을 악하지 못하

다.

제안한 채 정보교정 EnKF는 모든 앙상블에 해 사암연결성을 잘

악한다(Fig.4.9d).Fig.4.3b와 비교해 보면 제안방법은 기앙상블의

사암비율이 참조값과 다르더라도 이를 참값으로 교정해 나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그 결과 교정된 앙상블모델은 오버슈 을 해결하며 사암

체의 분포패턴까지 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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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ference (b)EnKF

(c)NS-EnKF (d)Theproposedmethod

Fig.4.8Referencefieldandaveragelog-permeabilityfieldsofthe

updatedensembles:2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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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hensemble 50thensemble 75th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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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hensemble 50thensemble 75thensemble

Fig.4.9Log-permeabilityfieldsandhistogramsoftheupdated

ensemblemembers:2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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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투과율의 교정결과는 미래생산량 측에도 향을 다.Fig.

4.10은 각 방법으로 교정한 모델들로 2,000일간의 오일생산량을 측한

것이다. 기앙상블들의 측결과와 비교하여 EnKF로 교정한 결과가 불

확실성 폭이 크게 어들었다(Fig.4.10a).하지만 3번,6번 생산정의 결

과가 측범 를 벗어났다.참조필드의 경우 주입정과 3번,6번 생산정

사이의 사암연결성이 강하여 주입한 물이 빠르게 생산정에 도달하고 그

결과 오일생산량이 빨리 어든다.하지만 EnKF교정결과는 이들의 연

결성을 약하게 측하여 오일생산량을 과 평가한다.

NS-EnKF는 미래생산량의 불확실성을 히 감소시키지 못한다

(Fig.4.10b).이는 앙상블들의 유체투과율이 참조필드와 차이가 많이 나

고,각 앙상블들의 채 정보가 교정되지 못하여 참값으로 수렴하지 못한

결과이다.

EnKF로 오일생산량을 측한 경우의 불확실성이 NS-EnKF보다 더

작았다.이는 EnKF가 오일생산량 측값으로 계산한 추정오차공분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정한 반면,NS-EnKF는 여기에 NST를 추가

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즉,유체투과율의 교정결과는 NS-EnKF가 오

버슈 을 해결하고 사암과 셰일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만 오일생산량

측성능은 EnKF가 더 뛰어나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불확실성 폭을 감소시키고 모든 생산정에

서 참조값이 측범 에 포함된다(Fig.4.10c).EnKF의 결과 3번과 6

번 생산정의 측결과가 참조값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던 것을 제안방

법은 잘 측하 다.기존 방법보다 채 류층의 사암연결성을 잘 나타

내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4.11은 각 방법의 워터컷을 2,000일간 측한 결과이다.오일생산

량 측결과와 마찬가지로 EnKF에서 2번,3번,6번 생산정의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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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값과 다르던 것을 제안방법이 개선하 다(Figs.4.11aand4.11c).반면

NS-EnKF는 불확실성 폭이 크고,참조값을 제 로 측하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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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KF

(b)NS-En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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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eproposedmethod

Fig.4.10Oilproductionratepredictionsoftheupdatedensembles:

2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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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KF

(b)NS-En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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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eproposedmethod

Fig.4.11Watercutpredictionsoftheupdatedensembles:

2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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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유체투과율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생산거동 측값을 비교

하면 제안방법이 기존의 EnKF와 NS-EnKF의 한계를 해결하 음을 알

수 있다.EnKF의 오버슈 과 교정된 인자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던 문제

를 inverseNST를 통해 제거 하 고,NS-EnKF에서 채 정보를 교정할

수 없던 문제를 채 정보교정 과정을 추가하여 해결하 다.

Fig.4.12는 앙상블들의 채 정보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시한 것이다.

빨간 선은 참조값을 의미하고 란 은 앙상블모델들의 평균값을 나타

낸다. 기 앙상블모델의 사암과 셰일의 평균 유체투과율은 참조값보다

낮게 생성되었다(Fig.4.12a).제안방법은 이러한 값들을 참조값에 근사

하게 교정한다(Fig.4.12b). 한 제안방법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기

사암비율을 감소된 불확실성으로 참조값에 수렴시킨다.

제안방법은 PCA로 앙상블의 인자값의 차원을 축소한다.하지만 차원

축소를 한 식 (3-8)의 문턱값에 한 정해진 기 이 없었다. 당한

문턱값을 정하기 해 문턱값에 따른 민감도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4.13).

문턱값이 0.85일 때는 주입정 주변 사암연결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

다(Fig.4.13b).7번과 8번 생산정 사이 참조필드는 셰일로 막 있으나

사암체로 연결된 것으로 상하 다.즉,문턱값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채 의 분포특성을 잘 보존하지 못하 다.

문턱값이 0.9인 경우는 0.85인 경우보다 결과가 개선되었으나 사암연

결성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Fig.4.13c).본 연구에서는 문턱값을

0.95로 설정하는 경우가 채 의 분포특성과 사암연결성을 가장 잘 나타

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4.1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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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itialchannelinformation

(b)Updatedchannelinformation

Fig.4.12Initialandupdatedchannelinformation:2Dchanne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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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ference (b)Threshold=0.85

(c)Threshold=0.9 (d)Threshold=0.95

Fig.4.13Updatedlog-permeabilityfieldswithdifferentthres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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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F,NS-EnKF,그리고 제안방법의 특징을 Table4.5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EnKF는 오버슈 이 발생하 고 채 의 특성을 보존하지 못

한다.NS-EnKF는 NST를 이용하여 채 의 분포특성을 보존하고 오버

슈 을 해결한다.하지만 사암비율과 각 암상의 평균 유체투과율을 교정

하지 않으므로 사암체의 연결이 단 되고 참조필드의 패턴을 악하지

못하 다.

제안방법은 EnK와 NS-EnKF 모두의 단 을 해결해 주었다.이는

PCA를 통해 채 류층의 주요특성을 추출함과 동시에 EnKF의 정규분

포 가정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한 제안방법은 EnKF의 상태벡터에

채 정보를 추가함으로 이를 참값으로 근사하도록 교정하 다.끝으로

inverseNST를 통해 교정된 채 정보를 반 한 이 분포 특성을 보존하

며 오버슈 을 해결한다.

Table4.5Comparisonofhistorymatchingmethods.

Feature EnKF NS-EnKF Theproposedmethod

Scheme EnKF
EnKF,

NST

EnKF,PCA,NST,

Channelinfo.update

Gaussian

assumption
notsatisfied satisfied satisfied

Overshooting occurred solved solved

Channel

connectivity
breakoff breakoff connected

Permeability

distribution
Gaussian bimodal bimodal

Future

performance
good ba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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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차원 채 류층:Egg-modelReservoir

앞 의 2차원 채 류층에 용한 제안기법을 3차원 채 류층에도

용하여 그 범용성을 확인하 다.3차원 채 류층으로 사용한 참조필

드는 Egg-model 류층으로 알려진 벤치마크 모델이다.

Egg-model 류층은 VanEssen(2006)과 Zandvliet(2007)이 고안한 3

차원 채 류층이다.이후 생산최 화 히스토리매칭에 한 다양한

연구에 이용되며 공신력 있는 채 류층모델이다(Van Essen etal.,

2009,2011,2013;Jansenetal.,2008,2009;Astridetal.2011;Kaleta

etal.,2011;Kourounisetal.,2013;C.Chenetal.,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Egg-model은 셰일과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갈래의

사암체로 구성되며,깊이에 따라 암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Fig.4.14).

참조필드의 사암과 셰일의 평균 유체투과율과 사암의 비율을 나타내는

채 정보는 Table4.6와 같다.7개의 층으로 구성되어있고,4개의 생산정

과 8개의 주입정을 통해 물 주입공법으로 오일을 생산하다(Table4.7).

각 생산정은 일정 압력으로 오일을 생산하도록 운 하며 주입정은 일

정 유량의 물을 주입한다(Table4.8).유체물성과 류층 기조건을

Table4.9과 같이 설정하고 2,000일간의 오일생산량과 워터컷을 얻어 이

500일간의 결과를 측값으로 사용하 다(Fig.4.15).주입정과 해당

유정사이 유체투과율이 큰 사암체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2번 생산정에서

의 오일생산량이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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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hereference3Dchannelfield

(b)Histogram oflog-permeability

Fig.4.143Dchannelreservoir:Egg-mod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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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6Channelinformationofthe3Dreferencefield.

Facies ‘Sand’and‘Shale’

Ratioofsandtoshale 31:69

Averagepermeabilityofsand,ln(md) 5.37

Standarddeviationofsandpermeability,ln(md) 0.415

Averagepermeabilityofshale,ln(md) 2.29

Standarddeviationofshalepermeability,ln(md) 0.336

Table4.7Reservoirparametersofthe3Dreferencefield.

Gridsystem 60by60by7

Gridsize(x,y,andzaxis),m 8,8,and4

Numberofactivecell 18,553

Operatingwells 4producersand8injectors

Reservoirtype Blackoil

Productionmethod Water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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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8Welllocationsandoperatingconditionsofthe3Dfield.

Well name Location (x, y), m
Control mode, 

sm3/day or bar

INJECT1 (36, 452)

Constant injection rate, 100

INJECT2 (236, 420)

INJECT3 (12, 276)

INJECT4 (212, 228)

INJECT5 (396, 276)

INJECT6 (60, 68)

INJECT7 (252, 12)

INJECT8 (452, 44)

PROD1 (124, 340)

Constant BHP, 395
PROD2 (276, 316)

PROD3 (180, 124)

PROD4 (340,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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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4.9Petrophysicalparametersforthe3Dreservoirsimulation.

Parameters Values

Totaldepth,m 3,600

Water-oilcontact,m 5,000

Initialpressure,bar 400at4,000m

Porosity,fraction 0.2

Formationvolumefactor,

rm3/sm3

Water 1at400bar

Oil 1at400bar

Densityoffluid,kg/m3
Water 900

Oil 1,000

Viscosityoffluid,cp
Water 1

Oil 5

Compressibility,bar-1

Water 1.00E-05at400bar

Oil 1.00E-05at400bar

Rock 0at400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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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ilproductionrate,sm3/day

(b)Wellwatercut,fraction

Fig.4.15Obsevedwellproductiondataofthe3Dreference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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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과 주입정이 치한 곳의 하드데이터를 이용하여 100개의 기

앙상블모델을 생성하 다.Fig.4.16은 기 앙상블모델들의 평균 유체투

과율을 각 층별로 나 어 나타낸 것이다.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

앙상블들의 평균은 참조필드의 사암체 분포패턴을 악하지 못한다.특

히 참조필드에 나타나는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사암체 연결이 드러나

지 않는다.

기앙상블의 불확실성은 생산량 측에도 큰 향을 미친다.Fig.

4.17은 기앙상블로 2,000일간 미래생산량을 측한 결과이다.사암패턴

을 제 로 악하지 못한 까닭에 기앙상블은 참조값으로 미래의 생산

거동을 측하지 못한다.

기앙상블의 기 오일생산량은 50∼600sm3/day으로 매우 큰 측

범 를 가진다(Fig.4.17a).이는 앙상블 해당 생산정과 사암체가 연

결된 경우와 그 지 않은 경우에 따라 기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

문이다.워터컷 한 큰 불확실성과 함께 기앙상블의 평균거동과 참조

값이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Fig.4.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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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6Averagelog-permeabilityoftheinitialensembles:3D

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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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Oilproductionrate

(b) Watercut

Fig.4.17Wellproductionpredictionsoftheinitialensemblemodels:

3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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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일간의 측정한 참조필드의 측값을 이용하여 기앙상블의 유체

투과율을 히스토리매칭하 다.이때 4개의 생산정에서 얻은 오일생산량

과 8개의 주입정에서 측정한 공 압력값을 동 자료로 활용하 다.

EnKF,NS-EnKF,그리고 채 정보교정 EnKF순서로 결과를 비교하

다.

Fig.4.18은 참조필드와 각 방법으로 교정한 최종앙상블의 평균 유체

투과율 필드를 나타낸다.참조필드는 모든 층에 두 개의 남북으로 이어

진 사암체의 연결이 나타난다(Fig.4.18a).EnKF는 기앙상블의 평균필

드에서 사암체의 일부분을 찾아냈지만 체 연결성을 악하지 못하 다

(Fig.4.18b).특히 2번 생산정 부근에는 지나치게 높은 유체투과율을 보

이며 오버슈 이 발생했다. 한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사암체 왼

쪽 부분의 연결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NS-EnKF는 EnKF의 오버슈 을 해결하고 사암체의 연결을 조 더

잘 나타낸다(Fig.4.18c).인자값의 이 분포를 유지할 수 있어 사암과 셰

일의 두 부분의 경계가 잘 드러나는 장 도 있다.하지만 1∼4번 층에서

는 1번 주입정 서쪽부분에서 그 연결성이 잘 나타나지 않는 한계가 있

다. 한 4번 주입정의 동쪽지역이 참조필드에서는 셰일이지만

NS-EnKF는 사암체로 상하 다.이는 채 의 정보를 교정하지 않고

기앙상블의 값을 보존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제안방법만이 EnKF의 오버슈 을 해결하며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사암체 연결을 모두 밝 내었다(Fig.4.18d). 한 4번 생산정과 8번 주

입정 사이의 작은 사암체 연결도 밝 내며 앞선 방법들보다 우수한 특성

화 결과를 나타내었다.이는 제안방법이 채 정보 교정으로 보다 정확한

사암체의 분포패턴을 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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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ference

(b)EnKF

(c)NS-En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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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heproposedmethod

Fig.4.18Referencefieldandaveragelog-permeabilityfieldsofthe

updatedensembles:3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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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방법의 특성화 결과를 보다 면 히 비교하기 해 개별 앙상블모

델의 유체투과율필드를 비교하 다.Fig.4.19는 100개의 앙상블 25번

째,50번째,75번째 앙상블모델의 교정 과 후 유체투과율필드와 히스토

그램을 나타낸다. 기 앙상블모델은 참조필드와 다른 사암체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Fig.4.19a).

EnKF 결과는 사암체 일부에 오버슈 이 발생하 다(Fig.4.19b).

한 기의 이 분포를 유지하던 유체투과율 분포가 정규분포로 바 었

다.이는 EnKF의 정규분포 가정에 기인하며 그 결과 사암과 셰일의 경

계구분이 모호해지고 채 류층의 특성을 보존하지 못한다.

NS-EnKF는 오버슈 을 해결하고 유체투과율의 이 분포를 유지하여

사암과 셰일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한다(Fig.4.19c).하지만 사암체가

연속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단 되는 한계가 있다.특히 25번째 앙상블

모델의 결과에서 이러한 단 이 심하게 나타고 있는데,이는 기에 잘

못된 사암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제안방법은 채 정보를 교정함으로써 연속 인 사암체를 모사하 다

(Fig.4.19d). 한 이는 참조필드의 남북으로 이어진 두 개의 사암체 패

턴을 악한다.EnKF의 오버슈 한 발생하지 않았으며 유체투과율의

이 분포를 유지하여 채 류층의 특성을 보존한다. 한 사암과 셰일

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채 패턴을 명확히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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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hensemble 50thensemble 75thense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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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hensemble 50thensemble 75thensemble

Fig.4.19The2ndlayerlog-permeabilityfieldsandhistogramsof

theupdatedensemblemembers:3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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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된 앙상블모델을 이용하여 미래생산량을 측하 다.Fig.4.20은

세 가지 방법의 교정결과로 2,000일간 오일생산량을 측한 것이다.

EnKF는 기 앙상블모델의 큰 불확실성을 인다(Fig.4.20a).특히 1번

과 3번 생산정의 결과는 앙상블의 측값 범 가 참조값을 포함하여 신

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 다.하지만 2번과 4번 생산정의 평균 측값

이 참값과 다른 경향을 보인다.특히 교정을 수행하는 500일 동안의 오

일생산량이 참값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이는 EnKF의 결과에서 오버

슈 이 발생한 과 교정된 유체투과율이 참조채 류층의 분포와 다른

정규분포를 따르는 한계 에 기인한다. 한 사암체의 연결을 제 로 모

사하지 못해 유체투과율이 큰 사암체의 패턴에 따른 유체거동을 측하

지 못하 다.

NS-EnKF는 EnKF의 오일생산량 측결과보다 불확실성 범 가 더

크다(Fig.4.20b).특히 2번과 4번 생산정의 오일생산량 측값은 불확실

성 범 가 매우 크고 참값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이는 2차원 채

류층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비록

NS-EnKF는 NST를 통해 오버슈 을 해결하고 이 분포의 채 류층

특성을 보존하지만 기의 잘못된 채 정보를 교정하는 추가 수단이 없

다.따라서 사암체가 연결되지 못하는 유체투과율필드로 교정되어 참값

과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Fig.4.20c는 제안방법의 용결과로 측한 오일생산량이다.모든 생

산정에서 앙상블모델의 불확실성 범 가 참값을 포함하고 있으며,평균

값이 참값의 거동을 잘 따르고 있다.특히 EnKF의 결과에서 문제가 되

었던 2번과 4번 생산정에 해 앙상블모델 측값의 앙에 참값을 치

시키며 개선된 결과를 보인다.

Fig.4.21은 각 방법으로 교정한 류층모델들의 워터컷을 2,00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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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한 결과이다.세 가지 방법 모두 기의 큰 불확실성을 이며 개선

된 측결과를 나타냈다.이는 생산량 측기간인 500일 이 에 모든 생

산정에 주입한 물이 도달하여 충분한 동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

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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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KF

(b)NS-En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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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eproposedmethod

Fig.4.20Oilproductionratepredictionsoftheupdatedensembles:

3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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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KF

(b)NS-En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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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heproposedmethod

Fig.4.21Watercutpredictionsoftheupdatedensembles:

3Dchannel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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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방법의 채 정보교정 결과는 Fig.4.22와 같다.Fig.4.22a는 교정

되기 의 채 정보를,Fig.4.22b는 교정 후의 채 정보를 히스토그램으

로 나타낸 것이다.사암의 로그유체투과율 평균은 기에는 5.1에서 5.6

사이의 넓은 범 로 분산되었으나 제안방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다.

셰일의 로그유체투과율의 평균값은 기에는 2.2에서 2.4사이로 넓게

분포하던 것을 히스토리매칭을 통해 2.2에서 2.35로 이며 참값 주변으

로 그 값들을 교정하 다.사암의 비율 한 기의 큰 범 를 이면서

참값에 근사하도록 교정하 다.즉,채 정보교정 EnKF는 3차원 채

류층에도 신뢰할 수 있는 류층특성화 결과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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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nitialchannelinformation

(b)Updatedchannelinformation

Fig.4.22Initialandupdatedchannelinformation:3Dchannel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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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앙상블기반의 채 류층 히스토리매칭과 이를 통한 미래

생산거동의 측을 수행하 다.효과 인 채 류층 특성화를 해 채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교정하는 기법을 제안하 다. 한 제안방법은

PCA를 이용해 채 류층의 주요성분을 추출하고,inverseNST로 교정

된 채 정보를 반 하여 채 류층 인자값의 이 분포를 유지해 주었

다.

EnKF,NS-EnKF 그리고 제안방법을 2차원 3차원 채 류층의

유체투과율 특성화에 용하 다.세 가지 방법의 유체투과율 교정결과

를 비교한 다음 교정된 필드로 미래생산량을 측하고 불확실성을 평가

하 다.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사암과 셰일의 평균 유체투과율과 사암의 비율로 구성된 채 정보

를 정의하고 이를 EnKF의 상태벡터에 추가하여 이들 값에 한 불확실

성 평가를 성공 으로 수행하 다.이는 기존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정

을 여 제안방법이 범용 으로 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기

앙상블의 채 정보가 참값과 다른 경우에도 이를 교정해 나갈 수 있음을

2차원 3차원 채 류층을 통해 확인하 다.

2.제안방법은 성공 으로 채 류층을 특성화한다.EnKF의 경우

오버슈 과 채 류층의 이 분포 특성을 보존하지 못한다.그 결과 사

암과 셰일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사암연결성이 부분 으로 끊기는 상을

보 다.NS-EnKF는 오버슈 을 해결하고 이 분포 특성을 보존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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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채 정보 교정과정이 없어 사암연결성을 잘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

이 있다.이에 반해 제안방법은 오버슈 을 해결하고 사암연결성을 보존

하며 성공 으로 사암체의 분포패턴을 분석하 다.

3.제안방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오일 물 생산 측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EnKF는 사암체의 패턴을 악하지 못하여 편향된 측결과

를 보인다.NS-EnKF는 EnKF보다 더 큰 불확실성 범 를 나타낼 수

있다.제안방법은 측결과의 불확실성을 이면서 평균값이 참값에 가

깝도록 교정하여 안정 인 생산량 측과 불확실성 평가를 제공한다.

4.제안방법은 PCA를 이용한 차원축소를 통해 채 류층의 사암 연

결성 분포패턴의 주요특징을 성공 으로 추출할 수 있다. 한 류

층인자값 신 PCA로 변환된 변수를 이용하여 상태벡터의 크기를 이

고 EnKF의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할 수 있었다.본 연구는 다양한 경우

의 결과를 비교해 으로써 고유값의 합이 체 고유값의 0.95가 되는

차원의 개수로 일 때 효과 으로 채 류층을 특성화할 수 있음을 밝

혔다.

5.채 류층의 이 분포를 유지하기 해 inverseNST를 용할 수

있다.이를 통해 채 류층인자값의 이 분포를 보존하며 교정된 채

정보를 반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 로 발 시킬 수 있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세 가지 이상의 암상으로 이루어진 류층으로 연구범 를 확장시

킬 수 있다.실제 류층은 사암과 셰일로만 구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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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층의 격자수가 많아짐에 따라 차원축소에 소요되는 계산시간

이 증가한다.효과 인 채 류층 특성화를 해 계산시간을

이면서 채 의 주요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기법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 채 정보로 각 암상의 비율과 평균값 이외에 인자값의 분산을 추

가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각 암상마다 인자값이 분포하는

범 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더욱 효과 인 특성화결과를 기

할 수 있다.

� 교정된 앙상블들의 사암체 분포패턴으로 확률지도를 구축하여

기앙상블을 재생성하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이를 통해 참조필

드와 기앙상블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성공 으로 류층을 특성

화할 수 있다.

� EnKF는 여러 번의 교정단계를 거치므로 측된 자료가 많을 경

우 계산시간이 길어지는 한계가 있다.이에 반해 앙상블스무더

(ensemblesmoother,ES)는 한 번의 교정만으로 모든 생산이력을

반 한다.따라서 EnKF의 정확성에 ES의 빠른 계산의 장 을 모

두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방법을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안방

법을 EnKF와 ES의 교차사용과 함께 용한다면 정확하며 신속하

게 채 류층을 특성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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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zationofChannelReservoirs

UsingEnsembleBasedMethodswith

RecursiveUpdateofChannelInformation

HonggeunJo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Reservoircharacterization isan essentialpartforsuccessfulE&P

business.Reliablycharacterizedreservoirmodelsgiveusdependable

productionpredictionsandhelpusmakesensibledecisions.Ensemble

Kalmanfilter(EnKF)isoneofthemostpopularhistorymatching

methodsduetoitsexcellentrecursivedataprocessing andreliable

uncertaintyquantification.

Channelreservoirs are composed ofhigh-permeability sand and

low-permeability shale.For channelreservoirs,characterization of

channelpatternsandcontinuityisimportanttopredicttheirfuture

performances.However,previousEnKF schemeshaveshown poor

characterizationresultsonchannelreservoirs,whichdonotsatisfy

theGaussianassumptionofEnKF.

To overcome this shortcoming,EnKF with recursive update of

channel information is proposed. The proposed method applies

principle componentanalysis to extractmain feature ofchannel

reservoirs.Moreover,themethodupdateschannelinformationof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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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esratioandthemeanpermeabilitiesofsandandshale.

Theproposedmethodprovidesreasonablecharacterizationresultsin

case of 2D and 3D channelreservoirs.The method alleviates

overshooting,preserves continuity ofchannel,and finds the main

patternofchannel.Eventhoughinitialreservoirmodelsshow high

uncertainty,they can be updated to follow the reference by the

proposedmethod.Inaddition,thisprovidesreliablefuturepredictions

ofoiland waterproductions.To sum up,the proposed method

reliablyupdateschannelreservoirmodelswithminimalcompromiseof

geologicalrealism.

Key words:channelreservoircharacterization,ensembleKalman

filter,recursiveupdateofchannelinformation,principalcomponent

analysis,normal-score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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