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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초 록 

 

최근 새로운 유전의 발견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유전 개발의 중요성

이 커지고 있다. 최적의 노후유전 개발을 위해서는 유정위치 및 개

수, 유정종류, 생산조건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

된 유정종류 변수를 최적화하였다.  

  하지만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노후유전에서 일반적

인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노후유전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 유정종류 전환계획과 함께 추가 유정의 개수, 위치, 그리고 유

정들의 생산조건을 동시에 최적화할 것을 제안한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역최적화 알고리즘인 DE (differential evolution)와 지역

최적화 알고리즘인 MADS (mesh adaptive direct search)를 결합한 새로

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최적화와 알고리즘을 2차원 가상필드 및 3차원 PUNQ-S3 

필드에 적용하였다. 제안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

들에 비해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 또한, 유정종류 전환을 고려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높은 경제성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경

제적으로 노후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정종류 전환계획이 필수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주요어: 유전개발계획 최적화, 노후유전, 유정종류 전환계획,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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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노후유전(mature oil field)은 여러 의미로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미 생산량이 최대치에 이르렀거나 감소되고 있는 

상태의 유전으로 정의된다(Babadagli, 2007).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유·가스 저류층의 발견과 개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Fig. 

1.1). 그 결과 기존에 생산중인 노후유전의 회수율을 늘리기 위한 

추가개발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Figure 1.1 World conventional oil discovery and production trend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eak O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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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유전을 포함하여 유·가스전에서의 경제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정의 위치 및 종류와 생산조건과 같은 다양한 

의사결정 변수들이 최적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변수들의 

최적화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 특히, 탐색공간 내에 저류층의 

비균질성, 문제의 복잡성, 차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무수한 

지역적 최적값이 존재하며 이는 최적화 과정에서 해가 광역적 

최적값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각 변수들의 

최적화에는 광역탐색 알고리즘과 함께 많은 계산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최적화를 수행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먼저, 유정위치최적화 문제에는 유전알고리즘(Badru and Kabir, 

2003; Guyaguler and Horne, 2004; Yeten et al., 2002)과 PSO(particle swarm 

optimization) 알고리즘(Onwunalu and Durlofsky, 2010)과 같은 광역 

탐색 알고리즘이 주로 사용되었다. Bouzarkouna 등(2012)은 광역탐색 

알고리즘인 공분산행렬이용 진화전략(covariance matrix adaptiation 

strategy, CMA-ES) 알고리즘으로 유정위치를 최적화하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유정위치최적화에 수렴속도가 느린 광역탐색 

알고리즘 대신 지역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Bangerth 

등(2006)은 SPSA(simultaneous perturbation stochastic approximation) 

알고리즘과 유한차분법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들은 여러 지점에서의 

목적함수값을 구하고 이를 통해 변화율을 근사하는 방식으로 

유정위치를 최적화한다. Sarma와 Chen(2008)과 Zandvliet 등(200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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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법을 사용하여 유정위치를 최적화하였다. 수반법은 

최적화하려는 유정개수와 관계없이 한번의 전위 시뮬레이션과 후위 

시뮬레이션만으로도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지역탐색 알고리즘들은 여러 유정을 최적화하거나 저류층 

비균질성이 심할 경우 지역적 최적값에 수렴할 수 있어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  

Jin 등(2015)은 수공법에서 유선시뮬레이션과 주시역산을 

이용하여 물의 접촉효율을 최대화하는 주입정위치 최적화방법을 

제안하였다. 주시역산을 통해 광역적 최적해에 근사하게 도달할 수 

있고 계산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여러 유정들의 위치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여전히 비균질성이 

강한 저류층에서는 지역적 최적값에 빠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생산조건최적화는 각 유정에서 시간에 따라 생산유량, 주입유량, 

공저압(bottomhole pressure, BHP) 등을 어떻게 유지할지 그 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조건최적화에서는 연속적인 실수형 

변수를 최적화하며 유정위치최적화에 비해 지역적 최적값에 빠질 

확률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변화율기반 

방법을 비롯한 지역탐색 알고리즘들이 주로 사용되었다. 특히 

수반법에 기반한 변화율기반 방법은 높은 계산효율을 가지며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었다(Asheim, 1988; Sudaryanto and Yortsos, 

2000; Brouwer and Jansen, 2004; Sarma et al., 2005). 하지만 수반법의 

경우 시뮬레이터의 소스코드를 수정해야 하며 fully implicit 저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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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터가 필요하여 그 활용성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Chen 

등(2009)은 앙상블기반 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여 생산조건최적화에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확률론적 요소로 생성된 앙상블들로부터 

변화율을 계산한다. 수반법에 비해 계산효율은 떨어지지만 지역적 

최적값에 빠질 가능성이 더 적으며 다양한 최적화 문제들에 쉽게 

활용될 수 있다. Echeverría 등(2010)은 비변화율기반 지역탐색 

알고리즘인 패턴검색 알고리즘을 통하여 생산조건을 최적화하기도 

하였다.  

유정위치, 생산조건과 같은 변수들을 최적화한 과거의 연구들은 

대부분 다른 종류의 의사결정 변수들을 모두 고정하고 한 가지 

종류의 변수들만을 최적화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여러 종류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므로 한 가지 변수의 

최적화만으로는 최적값을 얻을 수 없다.   

이는 Fig. 1.2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사각형 

형태 저류층의 네 꼭지점에 생산정이 위치하며 주입정을 하나 

설치하여 생산을 시작한다고 가정한다. Fig. 1.2a는 주입유량이 500 

STB/day이고 각 격자에 주입정이 위치했을 때의 NPV(net present 

value, 순현재가치)를 나타낸다. Fig. 1.2b는 같은 조건에서 주입유량 

2,000 STB/day인 경우이다. 각 그림에서 흰색 원은 이 중에 NPV가 

가장 높은 위치로서 최적의 주입정 위치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최적의 주입정 위치는 생산조건에 따라 다르다. 

즉,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켜 최적화하면 많은 경우에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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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최적의 개발계획을 얻기 

위해서는 생산조건, 유정위치, 유정종류와 같은 변수들이 동시에 

최적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각각의 변수들을 따로 

최적화하였을 때보다 더 많은 지역적 최적값 수렴 문제와 계산시간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최적화하는 변수들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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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00 STB/day 

 

(b) 2,000 STB/day 

Figure 1.2 Resulting NPV surfaces for injection well location with different 

inj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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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들은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많은 시뮬레이션 횟수를 

사용하여 여러 종류의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Bellout 

등(2012)은 유정위치최적화와 생산조건최적화에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동시최적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유정위치최적화에는 패턴검색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생산조건최적화에는 수반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동시최적화 

방법이 다른 종류의 변수들을 고정시켜 순차적으로 최적화 하였을 

때에 비해 더 경제적인 생산전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Li 등(2013)은 SPSA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유정위치와 

생산조건을 동시 최적화하였다. Humphries 등(2013)은 PSO 알고리즘, 

패턴검색 알고리즘인 GPS(generalized pattern search), 그리고 두 

알고리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통해 유정위치와 

생산조건을 최적화하였다. 이들은 두 종류의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한 결과와 다른 종류의 변수는 고정시킨 후에 순차적으로 

유정위치와 생산조건을 반복하여 최적화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들은 생산조건과 유정위치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만 고려하였으며 유정의 종류, 개수와 같은 개발과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변수들은 고려하지 않았다.  

몇몇 연구들은 유정위치와 생산조건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유정의 종류, 개수와 같은 추가적인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였다. 

Wang 등(2007)과 Forouzanfar and Reynolds(2010)는 변화율기반방법을 

통해 유정의 개수 및 위치와 생산조건들을 동시에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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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높은 계산효율을 보이지만 

여러 유정을 최적화하거나 크기가 큰 저류층에서 최적화를 수행할 

경우 지역적 최적값에 수렴하는 한계를 보였다.  

Isebor 등(2014a, 2014b)은 다양한 의사결정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 함으로써 일반화된 유전개발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들은 

유정의 개수 및 종류, 위치, 시추순서, 생산조건을 동시에 

최적화하였다. PSO 알고리즘과 패턴검색 알고리즘인 MADS(mesh 

adaptive direct search)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PSO-MADS 알고리즘을 

제안하여 최적화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PSO-MADS는 유전개발계획 

최적화 문제에 대해 기존의 PSO, MADS, 그리고 변수 

완화법(variable relaxation)을 사용한 branch and bound 방법보다 높은 

효율을 보였다.  

Awotunde 등(2014a, 2014b)은 유정의 위치, 종류, 개수, 

생산조건과 함께 생산스케줄과 유정 설치시기도 동시에 최적화 

하였다. 이들은 DE(differential evolution)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모델 

완화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조건 최적화를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일반적인 유전개발계획 최적화를 수행하였지만 대부분 

이미 개발되었거나 생산 중인 노후유전보다는 새로운 유전의 

개발에 집중되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유전에서의 유전개발계획 최적화와 이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생산중인 생산정을 

주입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대부분의 노후유전에서 흔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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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유정종류 

전환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유정의 종류를 최적화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좀 더 간단하고 풀기 쉽지만 경제적으로 최적인 

생산전략을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정종류 전환계획을 

포함한 유전개발계획 최적화를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전환계획을 

포함하는 것이 실제 유전개발계획에 중요함을 보이고자 한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인 DE-MADS는 광역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DE와 지역최적화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MADS가 결합된 알고리즘이다.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활용한 노후유전에서의 유전개발계획 

최적화는 2차원 합성필드, 3차원 PUNQ-S3 필드에 적용되었다. 

대부분의 노후유전에는 개발 및 생산단계에서 생산자료, 지질학적 

자료, 코어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면 초기 개발단계에 비해 저류층 내 물성치들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및 3차원 노후유전에서 

유체투과율, 공극률 등의 물성치 값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은 총 4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기존연구들의 한계를 

파악하고 본 논문의 연구와 필요성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적화 문제와 함께 사용된 기존 최적화 

알고리즘들(DE, MADS)과 제시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의 이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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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3장은 제시한 기법들을 2차원 합성필드, 3차원 

PUNQ-S3 필드에 적용한 연구결과를 보여준다. 4장에서는 

연구결과들을 정리하고 연구의 결론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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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노후유전에서의 개발계획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노후유전에서의 개발계획을 최적화하고자 한다. 먼저 

최적화의 목적함수는 NPV이며 식 (2.1)과 같이 정의된다.  

 

𝑁𝑃𝑉 = ∑
𝐶𝑜𝑄𝑜

𝑡 + 𝐶𝑔𝑄𝑔
𝑡 − 𝐶𝑤

𝑝
𝑄𝑤𝑝

𝑡 − 𝐶𝑤
𝑖 𝑄𝑤𝑖

𝑡

(1 + 𝑟)𝑡

𝑇

𝑡=1

− 𝑅  (2.1) 

  

 

식 (2.1)에서 𝐶𝑜 는 오일가격, 𝐶𝑔 는 가스가격. 𝐶𝑤
𝑝
는 물의 

처리비용  𝐶𝑤
𝑖 는 물 주입비용, 𝑄𝑡 는 시간 𝑡 에서 생산되는 유체의 

총량을 의미한다. 𝑜 , 𝑔 , 𝑤𝑝 , 𝑤𝑖  는 각각 생산된 오일, 생산된 가스, 

생산된 물, 주입된 물을 나타낸다. 𝑅 은 시추비용과 같이 초기 

투자비용이다. 𝑇는 총 생산기간이며 𝑟은 연 이자율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산정의 주입정 전환은 

노후유전에서 빈번한 작업이므로 본 연구의 최적화 문제에서는 

이를 최적화 변수에 포함하였다. 추가유정의 개수, 위치, 그리고 

모든 유정들의 생산조건 역시 노후유전의 개발계획 최적화에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들과 유정종류 전환계획을 동시에 최적화한다. 

본 연구에서의 동시최적화 문제는 아래 식 (2.2), (2.3), (2.4)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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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  

 

max
𝐱

𝐽 (𝐱) (2.2)  

  

𝐱𝐥𝐨𝐰 ≤ 𝐱 ≤  𝐱𝐮𝐩 (2.3) 

  

𝐟(𝐱) = 0, 𝐠(𝐱) ≤ 0  (2.4) 

  

 

여기서, 𝐽는 목적함수, 𝐱는 최적화하고자 하는 변수 벡터이며 각 

성분별로 식 (2.3)과 같이 경계 제한조건을 가진다. 𝐟와 𝐠는 각각 

등호 및 부등호 제한조건 함수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𝐟의 경우 

주입량의 총합을 일정하게 두거나 하는 등의 제한조건이 될 수 

있다. 𝐠 의 경우는 오일유량이 어느 값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한조건이 될 수 있다.  

본 최적화 문제에서 최적화하는 변수 벡터 𝐱는 아래 식 (2.5), 

(2.6), (2.7)과 같이 4가지의 다른 종류의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다.  

 

𝐱 = [𝐳, 𝐮, 𝐜, 𝐮]𝐓, 𝐳 = [𝑧1, ⋯ , 𝑧𝑛𝑖𝑛𝑓𝑖𝑙𝑙
] (2.5)  

  

   𝐯 = [𝑣1, ⋯ , 𝑣𝑛𝑖𝑛𝑓𝑖𝑙𝑙
] , 𝐜 =  [𝑐1, ⋯ , 𝑐𝑛𝑖𝑛𝑓𝑖𝑙𝑙+𝑛𝑝𝑟𝑜𝑑

] (2.6) 

  

𝐮 = [𝐮𝟏, ⋯ , 𝐮𝐧𝐭𝐨𝐭𝐚𝐥
], 𝐮𝐢 = [𝑢𝑖,1, ⋯ , 𝑢𝑖,𝑛𝑠𝑡𝑒𝑝

]  (2.7) 

  

 

식 (2.5)에서 𝑧는 각 추가유정들의 시추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이진수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만약 𝑧1 이 1이면 1번 추가유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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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되며 0을 갖는다면 그 추가유정은 시추되지 않는다. 최적화 

벡터 내 𝑧 는 최대 시추가능 유정의 개수만큼 있으며 이를 통해 

시추할 총 유정 개수도 결정된다. 식 (2.6)에서 𝑣는 각 추가 유정의 

위치를 나타내며 그 위치는 유정의 격자위치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정수로 표현된다.  

c는 기존에 설치된 생산정 및 추가유정이 주입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생산조건최적화에서 생산기간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총 개수 𝑛𝑠𝑡𝑒𝑝 의 제어단계(control step)로 나누어진다. 각 

제어단계마다 유정들의 생산조건이 변할 수 있으며 생산정 역시 

주입정으로 변환될 수 있다. 이렇게 단계를 나누어 최적화하는 것은 

대부분의 생산최적화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c는 이 

중에 몇 번째 제어단계에서 주입정으로 전환되는지를 나타낸다. c의 

값은 항상 1에서 𝑛𝑠𝑡𝑒𝑝 사이의 정수 값을 갖는다.  

𝐮는 각 유정의 제어단계에 따른 생산조건을 나타내는 벡터이다. 

생산조건은 제어단계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각 유정에서의 𝐮 의 

차원은 𝑛𝑠𝑡𝑒𝑝 이 된다. 여기서 생산조건은 유정의 BHP, 생산유량, 

주입유량 등이 될 수 있다. 𝑛𝑖𝑛𝑓𝑖𝑙𝑙은 시추 가능한 최대 추가유정의 

개수를 의미하며 𝑛𝑝𝑟𝑜𝑑는 기존에 설치된 생산정의 개수, 𝑛𝑡𝑜𝑡𝑎𝑙은 총 

유정의 개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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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E 알고리즘 

 

DE 알고리즘은 확률론적 광역최적화 알고리즘이며 Storn과 

Price (1997)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DE 알고리즘은 여러 분야에 

적용된 바 있으며 구현이 용이하면서 효율적이다. 일반적인 

과정이나 원리 등은 유전알고리즘과 유사하다. 하지만 DE는 

연속적인 변수들을 최적화하는데 유전알고리즘에 비해 적합하며 더 

빠른 수렴속도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성능을 좌우하는 

계수들을 통해 그 성능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알고리즘은 𝑁𝑝  개의 초기해 집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러한 초기 해는 탐색공간에 임의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에 정보가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선택된다. 이러한 초기화 과정 

이후에는 각 세대마다 총 3가지의 단계를 거쳐 후보 해 집단이 

개선된다.  

변이(mutation)단계에서는 각각의 후보해가 같은 해집단 내에서 

임의로 선택된 다른 후보해와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변이 해를 

만들게 된다. 𝐱𝐤
𝐢 , 즉 𝑘  번째 세대의 해집단 내에서 𝑖번째 후보해 

벡터가 변이과정을 거친다고 하자. 이때 다른 후보해와의 조합을 

통한 변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7)과 같다.  

 

𝐯𝐤
𝐢 = 𝐱𝐤

𝐫𝟎 + 𝐹(𝐱𝐤
𝐫𝟏 − 𝐱𝐤

𝐫𝟐) (2.7) 

 

여기서 𝐯𝐤
𝐢 는 변이된 해벡터를 나타내며  𝐫𝟎 , 𝐫𝟏 , 𝐫𝟐는 1에서 𝑁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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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임의로 선택된 양의 정수로 그 값은 서로 다르다. 𝐹 는 

변이인자로서 일반적으로 0에서 2 사이의 실수값을 갖는다. 𝐹 의 

값은 알고리즘의 수렴속도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다음은 교차(crossover)단계로서 변이 된 해와 변이 되기 전 

해와의 교차를 통해 최종 후보해 𝐲𝐤
𝐢 를 만들게 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 식 (2.8)과 같다.   

 

𝑦𝑘
𝑗,𝑖

= { 
𝑣𝑘

𝑖,𝑗
,   𝑖𝑓 𝑟𝑗 ≤ 𝐶𝑅 𝑜𝑟 𝑗 = 𝑗𝑖,𝑟𝑎𝑛𝑑

𝑥𝑘
𝑖,𝑗

,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2.8) 

 

𝑥𝑘
𝑖,𝑗

, 𝑦𝑘
𝑗,𝑖

, 𝑣𝑘
𝑖,𝑗

 는 각각 해 벡터 𝐱𝐤
𝐢 , 𝐲𝐤

𝐢 , 𝐯𝐤
𝐢 의 j 번째 성분을 

나타낸다. 𝑟𝑗 는 0에서 1사이에서 임의로 선택된 실수이며, 𝑗𝑖,𝑟𝑎𝑛𝑑는 

1에서 𝑁𝑝사이에서 임의로 선택된 양의 정수이다. 𝐶𝑅은 교차율로서 

얼마나 많은 벡터성분들이 변이된 벡터의 값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교차율 𝐶𝑅 역시 앞에서의 변이인자 𝐹 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절한 𝐶𝑅 과 𝐹 값을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Storn 등(2006)이 제시한 값을 참고하여 𝐶𝑅은 0.95, 𝐹는 

0.65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은 선택(selection)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선택단계는 최종적으로 변형된 후보해의 목적함수값을 구함으로써 

기존의 해보다 더 개선되었는지를 판단한다. 만약 목적함수값이 

개선되었다면 변형된 해가 새로운 해로서 다음 세대에 전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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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 식 (2.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𝐱𝐤+𝟏
𝐢 = { 

𝐲𝐤
𝐢 ,   𝑖𝑓 𝐽(𝐲𝐤

𝐢 ) ≥  𝐽(𝐱𝐤
𝐢 )

𝐱𝐤
𝐢 ,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2.9) 

 

여기서 함수 𝐽는 목적함수를 나타낸다. DE 알고리즘은 이러한 

변이, 교차, 선택의 단계를 미리 정해진 종료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 하면 Fig. 2.1과 같다.  

 

 

 Figure 2.1 Flowchart of DE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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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MADS 알고리즘 

 

MADS 알고리즘은 Audet와 Dennis(2006)에 의해 처음 제시된 

패턴검색 알고리즘이다. 이는 기울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최적화 

기법이며 연속적이지 않거나 미분 불가능하거나 불연속적인 

변수들의 최적화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는 본 문제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최적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패턴검색 기법에는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들이 제안되었다. 대표적으로 Hookes-Jeeves, GPS, 그리고 

MADS 알고리즘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MADS는 가장 최근에 

제안된 패턴검색 알고리즘이다.  

MADS는 반복적으로 탐색할 점들을 생성하고 그들의 

목적함수를 평가하여 현재 해의 목적함수값과 비교한다. 이때 

현재의 𝑘번째 반복단계에서 탐색될 점들은 항상 식 (2.10)과 같이 

정의된 격자(mesh)인 𝐌𝐤위의 점들이어야 한다.  

 

𝐌𝐤 =  {𝐱𝐤 + ∆𝑘
𝑚𝐃𝐳 ∶ 𝐳 ∈ ℕ𝑛𝐷}  (2.10) 

 

식 (2.10)에서 𝐱𝐤 는 현재 해벡터를 의미하며 폴중심(poll 

center)이라고도 불린다. ∆𝑘
𝑚 는 현재 반복단계에서의 격자크기이며 

실수값이다. 𝑛𝐷는 2𝑛과 일반적으로 같으며, 𝑛은 최적화하는 벡터의 

차원이다. 행렬 𝐃 는 일반적으로 [𝐈𝐧, −𝐈𝐧] 과 같이 정의된다. 이때 

𝐈𝐧은 차원이 𝑛인 단위행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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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S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검색(search)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폴(poll)단계이다. 만약 

검색단계에서 개선된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폴단계로 넘어가며 

여기서도 개선된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음 반복단계로 넘어간다. 

다음 반복단계에서는 다시 검색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래 Fig. 2.2의 흐름도와 같다. 

 

 

Figure 2.2 Flowchart of MAD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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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단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검색단계는 다양한 

광역탐색 알고리즘을 등을 활용해 최적의 해를 탐색하는 단계로서 

MADS 알고리즘에서 필수적인 아니다. 활용될 수 있는 광역탐색 

알고리즘에는 PSO, DE 알고리즘 등이 있으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다. 

폴단계는 MADS에서 항상 수행되는 단계로서 패턴검색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먼저, 폴단계에서는 현재 

반복단계에서의 폴집합 𝐏𝐤 를 아래 식 (2.11)과 같이 생성한다. 

이러한 폴집합 𝐏𝐤는 폴단계에서 평가할 점들을 포함하는 집합이다. 

 

𝐏𝐤 =  {𝐱𝐤 + ∆𝑘
𝑚𝐝 ∶ 𝐝 ∈ 𝐃𝐤}  (2.11) 

 

식 (2.11)에서 𝐃𝐤는 폴방향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𝐃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패턴검색 알고리즘의 종류가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Audet와 Dennis(2006)에 의해 제안된 LTMADS(low 

triangular mesh adaptive direct search)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MADS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폴 사이즈인 ∆𝑘
𝑝
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폴 사이즈는 현재 해벡터와 폴단계에서 생성되는 점들의 최대 

거리로 정의된다. 따라서 폴집합 내의 모든 점들은 항상 현재 해 

벡터로부터 폴 사이즈 내의 거리 내에서 생성된다. 

폴단계에서는 생성된 폴집합 내 점들의 목적함수를 평가하고 

개선된 점이 있다면 현재 해 𝐱𝐤 는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 만약 

개선되는 점이 없으면 현재 해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격자사이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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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사이즈 인자들이 식 (2.12)와 식 (2.13)과 같이 갱신된다.  

 

 ∆𝑘+1
𝑚 = {

0.25∆𝑘
𝑚,   𝑖𝑓 𝑓𝑎𝑖𝑙𝑠                                           

4∆𝑘
𝑚,    𝑖𝑓 𝑠𝑢𝑐𝑐𝑒𝑠𝑠𝑓𝑢𝑙 𝑎𝑛𝑑 ∆𝑘

𝑚 ≤ 0.25∆0
𝑚

∆𝑘
𝑚,   𝑜𝑡ℎ𝑒𝑟𝑤𝑖𝑠𝑒.                                              

 (2.12) 

 

∆𝑘+1
𝑝

= ∆0
𝑚√

∆𝑘
𝑚

∆0
𝑚 (2.13) 

 

 식 (2.12)에서 ∆0
𝑚 는 초기 격자사이즈를 의미한다. 식 (2.12)와 

식 (2.13)과 같이 만약 더 좋은 해를 찾게 된다면 격자사이즈 및 

폴사이즈는 커지거나 유지되며 좋은 해를 찾지 못한다면 작아진다. 

즉, 주위에 좋은 해가 없다면 다음 반복단계로 넘어가 더 

지역적으로 탐색을 수행하며 주위에 좋은 해가 있는 경우는 더 

광역적으로 혹은 현재 탐색반경을 유지하여 계속 탐색을 수행한다. 

식 (2.13)에 의해 폴단계가 주위에 좋은 해를 찾지 못해 실패할 

경우에는 항상 격자사이즈가 폴사이즈에 비해 빠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격자사이즈는 폴사이즈 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유지된다. 

이러한 폴단계의 과정은 Fig. 2.3과 같다. Fig. 2.3의 첫 번째 

그림처럼 폴단계에서 해를 개선시키면 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만약 두 번째 그림에서처럼 더 이상 해를 개선시키는 방향이 

없으면 세 번째 그림과 같이 격자사이즈가 줄어들며 다음 

반복단계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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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Poll step of MADS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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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이브리드 DE-MADS 알고리즘 

 

 DE 알고리즘은 광역탐색 알고리즘으로서 지역적 최적값에서 

벗어나 광역적인 해를 찾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역탐색능력은 떨어지며 수렴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 검색단계를 

생략한 MADS 알고리즘은 지역탐색 알고리즘으로서 빠른 

수렴속도를 보인다. 하지만, 지역적 최적값에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알고리즘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인 DE-MADS를 제안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 해집단을 DE와 같이 탐색공간에 임의로 

분포시킨다. 그 후에 DE를 𝑁𝐷𝐸  반복횟수만큼 반복하여 해를 

업데이트한다. DE를 통해 얻어진 가장 좋은 해를 MADS 알고리즘의 

초기 해로 두어 종료조건까지 MADS 알고리즘을 수행한다. 여기서 

𝑁𝐷𝐸  값은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𝑁𝐷𝐸값을 

최대 가능한 시뮬레이션 횟수의 75%에 도달할 때까지로 두었다.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DE-MADS의 전체 흐름도는 Fig. 2.4와 

같다.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은 초기단계에서는 DE를 통해 최대한 

광역탐색을 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MADS를 통해 얻어진 광역 해 

주위를 지역탐색한다. 이를 통해 DE에 비해 더 빠른 수렴속도와 

지역적 탐색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초기단계에서 DE를 통해 광역 

해 주변으로 해를 위치시킬 수 있기 때문에 MADS에 비해서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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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광역탐색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3장의 연구결과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DE-MADS와 DE, MADS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한다.  

 

 

Figure 2.4 Flowchart of hybrid DE-MADS propo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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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변수종류 및 경계 제한조건 

 

본 연구에서는 실수형태의 변수뿐만 아니라 유정의 위치, 전환 

시간, 유정의 개수 등 정수 및 이진수로 표현되는 다양한 종류의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DE, 

MADS 알고리즘은 정수 혹은 이진수가 아닌 실수형 변수의 

최적화를 위해 설계되었다. 

각 알고리즘 별로 정수 및 이진수 변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먼저, DE 알고리즘의 경우 기존의 

연구들(Lampinen and Zelinka, 1999; Ponsich and Coello, 20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목적함수값을 평가할 때만 반올림하여 사용하였다. 즉, 

실제 최적화하는 과정에서는 변수를 실수 형태로 취급하여 최적화 

한다. 이를 통해 해집단의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MADS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Le Digabel (2010)에 의해 제시된 대로 정수형 

변수를 반올림하는 방법과 함께 가장 작은 격자 사이즈를 1로 두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최적화 문제에서는 모든 변수들에 대하여 경계 

제한조건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경계 제한조건을 다루기 위해 많은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주로 쓰이는 방법인 절단방법(truncation 

scheme)을 적용하였다. 이는 최대값을 넘어간 값을 절단하여 다시 

최대값으로 만들고 최소값보다 작은 값은 다시 최소값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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𝑥𝑗 =  {
𝑥𝑗

𝑢𝑝
,    𝑖𝑓 𝑥𝑗  >  𝑥𝑗

𝑢𝑝
  

𝑥𝑗
𝑙𝑜𝑤,   𝑖𝑓  𝑥𝑗 <  𝑥𝑗

𝑙𝑜𝑤
 (2.14) 

 

식 (2.14)에서 𝑥𝑗는 최적화하는 벡터인 𝐱의 𝑗번째 성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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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방법의 적용결과 

 

 

제안된 최적화 알고리즘의 수행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다양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보여야 한다. 따라서 

제안방법을 2가지 필드에 적용하였다. 첫 번째 필드는 2차원 

합성필드이며 두 번째 필드는 3차원 PUNQ-S3 필드이다.  

 

3.1 2차원 합성필드 

 

제안된 최적화 문제와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2차원 합성필드에 

먼저 적용하였다. 2차원 합성필드는 45 × 45 × 1의 격자시스템이며 

격자의 크기는 x, y방향으로는 50 ft, z방향으로 20 ft 이다. 저류층은 

균일한 공극률과 불균질한 유체투과율 분포를 가지고 있다. 유체 

투과율 분포는 SGS(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로 생성하였으며 그 

분포는 Fig. 3.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저류층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Schlumberger사의 ECLIPSE 100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저류층의 조건들은 Table 3.1과 같다.  

 

 

 

 



２７ 

 

 

Figure 3.1 Log permeability distribution of the 2D field. 

 

Table 3.1 Reservoir model and fluid parameters of the 2D field. 

Parameters Value 

Reservoir grid system 45 by 45 by 1 

Phases Oil/water 

Producer locations, grid coordinate (1, 1), (1, 45), (45, 1), (45, 45) 

Injector locations, grid coordinate (23, 23) 

Porosity, fraction 0.25 

Initial water saturation, fraction 0.2 

Residual oil saturation, fraction 0.3 

Water viscosity, cp 1 

Oil viscosity, c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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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유전을 가정하기 위해 Fig. 3.1과 같이 역5점 수공법 

방식으로 배치된 4개의 생산정과 1개의 주입정으로 총 2,700일 동안 

생산하였다고 가정하였다. 그 동안의 주입유량은 750 STB/day으로 

생산정들의 BHP 역시 1,000 psi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생산하였다. 

2,700일 동안 생산한 시점에서의 저류층 오일포화는 Fig. 3.2와 같다. 

오일포화도 그림을 통해 2,700일 후에 물돌파가 발생하여 P3유정과 

P4유정의 경우 이미 물이 생산되고 있다. 각각의 유정에서 총 

유체생산량 대비 물생산량 비율은 13%와 2%이다.  

이제 본 노후유전에서 앞으로 2,160일을 추가로 생산한다고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고자 한다.  

 

1) 추가유정의 개수 

2) 추가유정의 위치 

3) 추가유정을 포함한 사전에 설치된 생산정들의 주입정으로의 

전환시점 

4) 주입정들의 주입유량 및 생산정들의 생산 BHP 

 

최대 시추할 수 있는 유정의 개수는 1개로 제한하였다. 

최적화의 목적함수는 NPV이며 관련된 경제적 인자들은 Table 3.2에 

요약되어 있다. 최적화하는 총 생산기간은 6개의 제어단계로 

나누었다. 2.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각 제어단계마다 유정들의 

생산조건이 변할 수 있으며 생산정 역시 주입정으로 변환될 수 

있다. 그 결과 각 유정마다 생산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는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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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가지며 생산정 및 추가 시추정의 전환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는 1에서 6 사이의 정수값을 갖게 된다. 

본 최적화 문제에서 시추할 수 있는 추가유정의 최대 개수는 

1개이고 사전에 시추된 생산정의 개수는 4개, 주입정은 1개이다. 

최적화하는 모든 변수들을 정리하면 추가유정의 시추여부를 

결정하는 변수 1개, 추가유정의 위치를 결정하는 변수 2개(x좌표 및 

y좌표), 추가유정 및 생산정들의 전환시간을 결정하는 변수 5개, 

그리고 6개의 제어단계를 갖는 전체 유정 6개의 생산조건을 

결정하는 변수 36개이다. 본 문제에서 최적화하는 총 변수들의 

개수는 44개이며 최적화하는 벡터의 차원 역시 44이다.  

 

 

 

 

 



３０ 

 

 

Figure 3.2 Oil saturation of the 2D field after 2,700 days production. 

 

Table 3.2 Optimization parameters of the 2D field case. 

Parameters Value 

Injection rate range, STB/day 0 ~ 750 

Production BHP range, STB/day 1,000 ~ 3,000 

Oil price, $/STB 40 

Water Production cost, $/STB 5 

Water Injection cost, $/STB 2.5 

Drilling cost, $MM 8 

Well conversion cost, $ 0 

Discount rate, %/yea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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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DE-MADS, DE, MADS를 모두 사용하여 최적화를 

수행한 뒤에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성능비교를 위해 알고리즘들이 동일한 

초기조건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 DE-MADS와 DE 알고리즘의 

경우는 여러 개의 벡터들로 이루어진 초기 해집단에서 최적화가 

시작된다. 2차원 필드의 경우 최적화 문제의 차원과 복잡성 등을 

고려해 총 50개의 초기 해를 임의로 추출하여 DE-MADS 

알고리즘과 DE 알고리즘의 초기 해집단으로 사용하였다. MADS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해가 아닌 하나의 해를 개선하므로 

DE-MADS 알고리즘과 DE 알고리즘에 사용된 초기 해집단에서 가장 

좋은 해를 MADS 알고리즘의 초기 해로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조건의 영향이 아닌 순수한 알고리즘들의 성능만을 비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모두 추계학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 번의 수행만으로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신뢰성 있게 파악하기 어렵다. 본 2차원 필드에서는 각 알고리즘 

별로 총 5번의 최적화를 수행하여 평균값을 통해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모든 알고리즘들의 종료조건은 총 2,000회로 두었다. 

이러한 종료조건은 실제 실험들을 통해 문제의 해를 찾는데 있어 

충분한 횟수의 시뮬레이션과 계산시간으로 판단되어 결정하였다. 

Fig. 3.3은 세 알고리즘의 최적화 성능을 보여준다. Fig. 3.3a는 각 

알고리즘 별로 평균 NPV가 시뮬레이션 횟수의 증가에 따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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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지를 보여준다. MADS의 경우 빠른 수렴속도를 보였으나 

지역적 최적값을 탈출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E는 

MADS보다는 최종적으로 높은 목적함수로 최적화 되었으나 지역적 

탐색능력이 떨어졌다. 이에 반해 하이브리드 DE-MADS의 경우 

DE의 결과와 초기에는 비슷한 수렴속도를 보였으나 75% 

시뮬레이션 횟수가 지난 뒤로는 높은 지역적 탐색 능력을 통해 

가장 높은 NPV값으로 최적화 되었다. 

Fig. 3.3b의 상자그림을 보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DE-MADS 

알고리즘이 안정적으로 광역 해에 도달한다. 이에 비해 MADS의 

경우 초기조건에 따라 불안정하게 광역 해로 수렴한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안한 DE-MADS 알고리즘이 비교한 세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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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simulations vs. NPV 

 

(b) Boxplot of final NPVs 

Figure 3.3 Comparison of performances of the 3 algorithms in 2D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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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최적화한 의사결정 변수들의 적절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유정종류의 전환을 고려한 유전개발계획 최적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정종류고정 최적화(fixed well type 

optimization)를 생산정이나 주입정 같은 유정종류가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의 최적화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는 다음과 같은 변수를 최적화한다.  

 

1) 추가유정의 개수 

2) 추가유정의 위치 

3) 추가유정의 종류 

4) 주입정들의 주입유량 및 생산정들의 생산 BHP 

 

이렇게 정의된 유정종류고정 최적화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최적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두 최적화 모두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인 

DE-MADS를 사용하였고, 5번씩 최적화를 수행한 뒤에 얻어진 최종 

해들을 서로 비교하였다. 두 최적화의 최종 해들을 비교한 결과는 

Fig. 3.4의 상자그림과 같다. 유정 종류의 전환을 고려한 제안된 

최적화는 유정종류고정 최적화에 비해 더 높은 NPV 결과를 보였다. 

제안된 최적화의 NPV 평균값은 $28.4MM이며 유정종류고정의 경우 

NPV 평균값은 $26.3MM 이었다. 즉, 제안된 최적화가 유정종류고정 

최적화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8% 높은 NPV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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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제안된 최적화인 유정종류의 전환을 

고려한 최적화는 유정종류고정 최적화의 탐색공간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정종류고정 최적화에서 유정의 종류가 주입정이면 생산정이 

첫 번째 단계에서 주입정으로 변환된 경우와 같게 된다. 게다가 

제안된 최적화는 유정의 종류가 생산 중간에 바뀌는 경우까지 

고려한다. 즉, 제안된 최적화는 더 넓은 공간을 탐색하여 

유정종류고정 최적화가 고려하지 못하는 더 경제적인 

유전개발계획까지 탐색할 수 있다.  

 

 

Figure 3.4 Boxplot of the proposed optimization and the fixed well type 

optimization in the 2D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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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안된 최적화와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가장 좋은 유전개발계획을 비교하였다. 제안된 최적화로 얻어진 

최적의 유전개발계획은 Fig. 3.5와 같다. 먼저, Fig. 3.5a를 통해 

최적화된 추가유정의 위치와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유정들 

이외에 설치된 유정이 없으므로 추가유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최적화되었다. Fig. 3.5b는 최적화된 유정들의 생산조건과 

전환스케줄을 나타낸다. P3유정이 첫 번째 제어단계에서 주입정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개발계획으로 생산 시에 $28.8MM의 NPV를 얻을 

수 있다.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최적의 개발계획은 Fig. 

3.6과 같다. Fig. 3.6a는 최적화된 유정의 위치와 개수를 나타낸다. 

1개의 추가유정이 P1 유정과 P3 유정 사이에 시추되어야 한다.  Fig. 

3.6b는 각 유정들의 생산조건 및 추가 생산정의 종류를 나타낸다. 

추가 생산정의 종류는 주입정이며 이러한 개발계획에서의 NPV는 

$27.1MM이다.  

Fig. 3.7a는 제안된 최적화로 얻어진 결과로 생산했을 때 최종 

오일포화도를 보여준다. 저류층모델의 상단과 하단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오일이 회수된다. Fig. 3.7b는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로 얻어진 생산전략으로 생산했을 때의 오일포화도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오일이 회수된다. 이처럼 

오일회수율이 비슷함에도 제안된 최적화로 얻어진 개발계획이 높은 

NPV를 보이는 것은 시추비용을 절약하였기 때문이다. 최적화된 



３７ 

 

결과비교를 통해 제안된 최적화와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로 얻어진 

개발계획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경제적인 유전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정종류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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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mized locations of wells 

 

(b) Optimized operation schedules 

Figure 3.5 The best case of the proposed optimization after 5 runs in the 2D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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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mized locations of wells 

 

(b) Optimized operation schedules 

Figure 3.6 The best case of the fixed well type optimization after 5 runs in the 

2D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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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roposed optimization 

 

(b) The fixed well type optimization 

Figure 3.7 Comparison of final oil saturation map for the best case of each 

optimization in the 2D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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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차원 PUNQ-S3 필드  

 

다음으로 제안된 최적화와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을 실제 현장 

필드에 기반한 3차원 PUNQ-S3 필드에 대해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PUNQ-S3 필드는 Elf Exploration Production에서 

실제로 개발한 필드를 바탕으로 제안되었다. 본 모델은 다양한 

저류층 특성화 및 생산최적화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표준 테스트모델로서 널리 사용된 바 있다.  

 3차원 PUNQ-S3 필드는 28 × 19 × 5의 격자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격자의 크기는 x, y방향으로는 180m, 평균 저류층 두께는 약 

15m 이다. 각 5개의 층은 각자 다른 지질학적 특성을 가지며 수직, 

수평 방항으로 불균질한 유체투과율 및 공극률을 가진다. 저류층의 

동쪽과 남쪽은 단층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지질학적 구조도는 Fig. 

3.8과 같다. 

기존의 PUNQ-S3 필드에서는 북쪽 및 서쪽 방향으로 강한 

대수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주입정으로의 전환 

등을 최적화하고자 함으로 기존 모델의 대수층 강도를 줄였다. 본 

PUNQ-S3 필드에서는 대수층은 해석적 대수층모델인 Carter-Tracy로 

모델링 되었다. 이러한 대수층모델은 영향함수(influence function) 

표를 통해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영향함수 

표는 Table 3.3에 이외의 저류층 인자들은 Table 3.4에 정리되어 있다.  

Fig. 3.8과 같이 기존 PUNQ-S3 필드에는 총 여섯 개의 생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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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스 경계 근방에 설치되어 있다. Fig. 3.9는 5개 층의 수평방향 

유체투과율 분포이다. 유체투과율 분포를 통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층은 방향성이 강한 채널패턴을 보임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3.9는 각 유정의 완결 층 역시 보여준다. PRO-5, PRO-11 유정은 

세 번째 및 네 번째 층에 완결되었다. PRO-15 유정은 네 번째 

층에만 완결되었고, PRO-1, PRO-4, PRO-12는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층에 완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유전을 가정하기 위해 이러한 6개의 

유정으로 총 8년간 생산을 하였다고 가정하였다. 8년간 생산 시에 각 

생산정의 BHP는 2,000 psi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8년 후에 PRO-5, 

PRO-11의 경우 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각 유정들의 총 

유체생산량에 대한 물 생산량 비율은 15.3%, 32.2%이다. Fig. 3.10은 

8년간 생산한 후의 각 층의 오일포화도를 나타낸다. 8년간의 

생산동안 다섯 번째 및 네 번째 층에서 오일이 주로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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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Top structure of 3D PUNQ-S3 field 

 (PRO: production well, X: future well location). 

 

 

Table 3.3 Influence function table of the 3D PUNQ-S3 field case. 

Dimensionless 

time 

Dimensionless 

pressure 

Dimensionless 

time 

Dimensionless 

pressure 

1 0.802 1.9 1.014 

1.1 0.830 2.0 1.034 

1.2 0.857 2.25 1.083 

1.3 0.882 2.5 1.130 

1.4 0.906 2.75 1.176 

1.5 0.929 3 1.221 

1.6 0.951 4 1.401 

1.7 0.973 5 1.579 

1.8 0.994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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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Reservoir model and fluid parameters of the 3D PUNQ-S3 field 

case. 

Parameters Value 

Phases Oil/water/gas 

Initial pressure at datum, psi 3,400 

Water viscosity at initial pressure, cp 0.5 

Oil viscosity at initial pressure, cp 1.460 

Gas viscosity at initial pressure, cp 0.0133 

Oil density at surface condition, lbm/ft3 912 

Water density at surface condition, lbm/ft3 1,000 

Gas density at surface condition, lbm/ft3 0.8266 

Oil formation volume factor at initial pressure, rb/STB 1.2 

Water formation volume factor at initial pressure, rb/STB 1.0042 

Gas formation volume factor at initial pressure, rb/Mscf 0.7836 

 

Table 3.5 Optimization parameters of the 3D PUNQ-S3 field case. 

Parameters Value 

Injection rate range, STB/day 0 ~ 4,000 

Production BHP range, psi 2,000 ~ 2,500 

Oil price, $/STB 40 

Gas price, $/MSCF 2.5 

Water production cost, $/STB 5 

Water injection cost, $/STB 2.5 

Drilling cost, $MM 20 

Well conversion cost, $ 0 

Discount rate, %/yea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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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Log permeability distribution of the 3D PUNQ-S3 field. 

 

 

Figure 3.10 Oil saturation of the 3D PUNQ-S3 field after 8 year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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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 최적화에서는 향후 6,000일의 NPV를 최대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변수들을 동시에 최적화하고자 한다.  

 

1) 추가유정의 개수 

2) 추가유정의 위치 

3) 추가유정을 포함한 사전에 설치된 생산정들의 주입정으로의 

전환시점 

4) 주입정들의 주입유량 및 생산정들의 생산 BHP 

 

3차원 필드에서는 오직 수직정만을 고려하였으며 추가유정에서 

완결을 수행하는 층 역시 최적화하고자 한다. 추가유정의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를 유정위치의 x좌표, y좌표, 최상단 완결층, 

완결하려는 층의 개수 이렇게 총 4개의 변수로 설정하였다. 

시추할 수 있는 추가유정의 최대 개수는 2개로 제한하였다. 

최적화에 사용된 경제적 인자 및 생산제한조건 등은 Table 3.2에 

요약되어 있다. 총 최적화하는 생산기간은 5개의 제어단계로 나누어 

최적화하였다. 앞의 2차원 필드와 마찬가지로 각 제어단계마다 

유정들의 생산조건이 변할 수 있으며 생산정 역시 주입정으로 

변환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유정마다 생산조건을 나타내는 변수는 

5개의 차원을 가지며 생산정 및 추가 시추정의 전환시간을 

나타내는 변수는 1에서 5사이의 정수값을 갖는다. 

본 3차원 PUNQ-S3 필드에서 최적화하는 모든 변수들을 

정리하면 추가유정의 시추여부를 결정하는 변수 2개, 추가유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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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결정하는 변수 8개 (각 추가유정마다의 x좌표, y좌표, 최상단 

완결층, 완결층의 개수), 추가유정 및 생산정들의 전환시간을 

결정하는 변수 8개, 그리고 5개의 제어단계를 갖는 전체 유정 8개의 

생산조건을 결정하는 변수 40개이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 

최적화하는 벡터의 차원은 58이다.  

2차원 필드와 마찬가지로 본 3차원 필드에서도 하이브리드 DE-

MADS, DE, MADS를 통해 최적화하여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동일한 초기조건에서 

수행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3차원 필드에서도 알고리즘들의 

추계학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총 3번의 최적화를 수행한 결과의 

평균으로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모든 알고리즘들의 종료조건은 총 

4,000회의 저류층 시뮬레이션으로 설정하였다.   

Fig. 3.11는 세 알고리즘의 최적화 성능을 보여준다. Fig. 3.11a를 

통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ADS와 DE에 비해 제안된 

하이브리드 DE-MADS의 성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이브리드 DE-MADS는 높은 지역탐색능력과 광역탐색능력을 

보였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NPV값으로 최적화 되었다. 

마찬가지로 Fig. 3.11b의 상자 그림을 통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DE-MADS가 안정적으로 광역 해에 도달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3차원 PUNQ-S3 필드에서도 

제안한 하이브리드 DE-MADS 알고리즘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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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simulations vs. NPV 

 

(b) Boxplot of final NPVs 

Figure 3.11 Comparison of performances of the 3 algorithms in the 3D 

PUNQ-S3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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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본 3차원 필드에서도 유정의 전환을 고려한 

유전개발계획 최적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는 앞의 2차원 필드에서와 동일하게 

정의되었으며,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최적화와 비교하였다. 

두 최적화 모두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인 DE-MADS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알고리즘들의 추계학적 특성을 고려해 3번씩 최적화를 

수행한 뒤에 그 평균결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두 최적화 결과 얻어진 최종 해들을 Fig. 3.12의 상자그림을 

통해 비교하였다. Fig. 3.12의 상자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된 

최적화가 유정종류 고정최적화에 비해 NPV 값이 더 높았다. 제안된 

최적화의 NPV 평균값은 $301MM이며 유정종류고정의 경우 NPV 

평균값은 $260MM이다. 제안된 최적화가 유정종류 전환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적으로 16% 높은 NPV로 최적화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원인은 앞의 2차원 합성필드에서의 최적화와 유사하게 

분석된다. 유전전환을 고려함으로써 고정된 유정종류 최적화보다 더 

다양한 유전개발계획들을 탐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경제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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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Boxplot of the proposed optimization and the fixed well type 

optimization in PUNQ-S3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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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안된 최적화와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유전개발계획을 비교 및 분석해보았다. 제안된 최적화로 

얻어진 최적의 유전개발계획은 Fig. 3.13과 같다. Fig. 3.13a는 최적화된 

유정의 위치와 개수를 나타낸다. 추가 유정이 하나 설치되며 그 

위치는 저류층의 남서쪽으로 대수층에 인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3b는 최적화된 유정위치, 생산조건과 전환스케줄을 나타낸다. 

PRO-1 유정의 경우 마지막 시간단계에서 주입정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RO-4, PRO-15 유정의 경우 첫 번째 시간단계에서 

전환된다. 새로 시추된 유정인 INFILL-1은 첫 번째 제어단계에서 

전환되며 이는 새로운 추가유정이 주입 유정으로 시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발계획으로 생산 시에 $328MM의 NPV를 얻을 

수 있다.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최적의 개발계획은 Fig. 

3.14와 같다. Fig. 3.14a는 최적화된 유정들의 위치와 개수를 나타낸다. 

2개의 추가유정이 저류층의 북서쪽에 시추되는 것으로 최적화 

되었다. Fig. 3.14b는 각 유정들의 생산조건 및 추가 유정들의 종류를 

보여준다. 두 추가 시추정 모두 주입정으로 시추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를 통해 얻어진 개발계획의 NPV는 

$264MM이다.  

Fig. 3.15a와 Fig. 3.15b는 각각 제안된 최적화와 유정종류고정 

최적화로 얻어진 개발계획으로 생산했을 때의 최종 오일포화도를 

보여준다. 특히, 4번과 5번층에서 제안된 최적화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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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이 더 많은 오일을 회수한다. 게다가 제안된 최적화로 

얻어진 생산전략에서는 1개의 유정을 시추하는 시추비용 까지도 

절약함으로써 더 경제적인 생산전략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앞의 2차원 필드와 마찬가지로 본 3차원 PUNQ-S3 

필드에서도 유정종류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생산전략을 얻기 위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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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mized well locations 

  

(b) Optimized operation schedules 

Figure 3.13 The best case of the proposed optimization after 3 runs in the 3D 

PUNQ-S3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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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timized well locations 

  

(b) Optimized operation schedules 

Figure 3.14 The best case of the fixed type optimization after 3 runs in the 3D 

PUNQ-S3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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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proposed optimization 

 

(b) The fixed well type optimization 

Figure 3.15 Comparison of final oil saturation map for the best case of each 

method in the 3D PUNQ-S3 field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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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노후유전에서의 개발계획 최적화를 위한 새로운 

최적화 문제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고정된 유정의 

종류를 최적화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추가유정의 개수, 위치, 

생산조건과 함께 생산정이 주입정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모두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정된 유정종류 

최적화 결과와 유정종류 전환을 고려한 최적화 결과를 비교하였다.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탐색 알고리즘인 DE와 

지역탐색 알고리즘인 MADS를 결합한 새로운 하이브리드 알고리즘인 

DE-MADS를 제안하여 적용하였다. 2차원 합성필드와 실제 저류층에 

기반한 3차원 PUNQ-S3 필드에 이들을 모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DE와 MADS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알고리즘 DE-

MADS는 2D 및 3D 필드의 최적화에서 모두 DE 알고리즘에 

비해 높은 지역적 탐색능력을 보이며, MADS 알고리즘에 비해 

더 높은 광역적 탐색능력을 보였다.  

 

2. 본 연구에서 제안한 DE-MADS 알고리즘을 통해 노후 

유전에서 제한된 시뮬레이션 횟수 내에 더 경제성 있는 

유전개발계획을 도출할 수 있다.  



５７ 

 

3. 제안된 최적화의 경우 유정종류를 고정한 최적화에 비해 

2가지 노후유전에서 모두 더 경제적인 유전개발계획을 

제공하였다. 제안된 최적화는 평균적으로 2차원 필드에서는 

8%, 3차원 PUNQ-S3 필드에서는 16% 더 높은 NPV를 얻을 수 

있다. 

 

 

4. 더 높은 NPV의 원인은 유정전환 스케줄 최적화는 유정종류를 

고정한 최적화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개발 

시나리오를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통해 

경제적인 노후유전에서의 유전개발계획을 얻기 위해서는 

유정전환계획을 다른 변수들과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로부터 더 발전하여 향후에 수행해 볼 수 있는 연구는 

저류층의 물성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전개발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앞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노후유전을 가정하였으므로 다양한 생산자료 등을 통해 저류층 

물성치들의 불확실성이 매우 작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저류층에 

따라서는 노후유전임에도 물성치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저류층 물성치의 불확실성 정도를 신뢰성 

있게 평가한 후에 적절한 대표모델들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유전개발계획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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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최적화에서는 수직정만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최근 

비전통자원의 개발, 시추기술의 발전과 함께 방향정이나 수평정을 

시추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최적화한 

변수들에 방향정이나 수평정의 유정궤도 등의 변수들을 포함한다면 

더 다양한 저류층에서의 유전개발계획 최적화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가유정의 시추시점 등을 최적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정의 시추시점 역시 유전개발계획 최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최적화한 

변수들에 각 유정의 시추시점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추가하여 동시 

최적화 하는 연구 역시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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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2차원 합성필드 Eclipse 데이터파일 
 

 

2차원 합성필드케이스의 저류층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ECLIPSE 

데이터파일을 수록한다. 데이터파일은 크게 RUNSPEC, GRID, PROPS, 

SOLUTION, SUMMARY, SCHEDULE로 이뤄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RUNSPEC: 시뮬레이션 제목, 격자의 차원수 등. 

2) GRID: 격자의 크기, 공극률이나 유체투과율 등의 물성. 

3) PROPS: 저류층의 암석 및 유체의 특성들. 

4) SOLUTION: 저류층의 초기 조건 설정. 

5) SUMMARY: 시뮬레이션 결과로부터 출력할 항목들. 

6) SCHEDULE: 생산이나 주입 등의 시뮬레이션 설정. 

 

 

RUNSPEC 

  

TITLE 

ECL 

DIMENS 

 45 45 1 / 

FIELD 

  

OIL 



６６ 

 

WATER 

  

START 

   1 MAR 2013 / 

WELLDIMS 

6 6 6 6 / 

  

UNIFOUT 

UNIFIN 

  

NSTACK 

10/ 

  

GRID 

GRIDFILE 

2 / 

INIT 

  

TOPS 

2025*2700.0 / 

DX 

2025*55.0 / 

DY 

2025*55.0 / 

DZ 



６７ 

 

2025*30.0 / 

PORO      

2025*0.25 / 

  

INCLUDE 

'PERMX.DATA' / 

COPY 

'PERMX' 'PERMY' / 

/ 

PERMZ 

2025*0.001 / 

  

PROPS 

PVDO 

0.0      1.01202  2.0 

1000.0   1.01101  2.0 

2000.0   1.01     2.0  / 

  

PVTW 

2000.0      1.00        5.00E-07  1.0  / 

  

ROCK 

2000.0     3.00E-05  / 

  

DENSITY 



６８ 

 

48.623232    62.312542      0.06054  / 

  

SWOF 

0.2 0   0.81    0 

0.25    0   0.81    0 

0.27    0.002   0.7512  0 

0.3 0.005   0.663   0 

0.33    0.0092  0.5622  0 

0.35    0.012   0.495   0 

0.4 0.021   0.362   0 

0.45    0.032   0.261   0 

0.5 0.048   0.185   0 

0.55    0.068   0.128   0 

0.6 0.089   0.081   0 

0.65    0.119   0.049   0 

0.67    0.137   0.035   0 

0.7 0.158   0.022   0 

0.73    0.181   0.016   0 

0.75    0.211   0.009   0 

0.8 0.27    0   0 

/ 

  

SOLUTION 

RESTART 

HDE_prior 1/ 



６９ 

 

  

RPTSOL 

'RESTART=2' / 

  

SUMMARY 

RUNSUM 

SEPARATE 

RPTONLY 

WOPR 

'P1' 'P2' 'P3' 'P4' 'P5'/ 

WWPR 

'P1' 'P2' 'P3' 'P4' 'P5'/ 

WWCT 

'P1' 'P2' 'P3' 'P4' 'P5'/ 

WWIR 

'I1' / 

FOPT 

FWPT 

FWIT 

  

SCHEDULE 

RPTSCHED 

RESTART=2 / 

RPTRST 

BASIC=3 4* 1 21* 999999 / 



７０ 

 

  

INCLUDE 

'POSITION.DATA' / 

  

INCLUDE 

'CONSTRAINT.DATA'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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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3차원 PUNQ-S3 필드 Eclipse 데이터 

파일 

 

마찬가지로 3차원 PUNQ-S3 필드의 저류층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ECLIPSE 데이터파일을 수록한다. 

 

 

RUNSPEC 

 PUNQ-S3 MODEL 

= NDIVIX NDIVIY NDIVIZ 

   19    28      5 / 

= OIL WAT GAS DISGAS VAPOIL QAPITR QWATTR QGASTR NOTRAC 

NWTRAC NGTRAC 

   T   T   T     T      F      F      F      F      0      0      

0   / 

= UNIT CONVENTION 

     'METRIC'                                  / 

=  NRPVT  NPPVT  NTPVT NTROCC QROCKC QRCREV 

    30     30      1      1      F      F      / 

= NSSFUN NTSFUN QDIRK QREVK QVEOP QHYST QSCAL QSDIR 

QSREV NSEND NTEND 

    35      1      F     T     F     F     F     F     T     

1     1   / 

= NDRXVD NTEQUL NDPRVD QUIESC QTHPRS QREVTH QMOBIL 

NTTRVD NSTRVD 

    5       1    100      T      F      T      F      1      1         



７２ 

 

/ 

=  NTFIP QGRAID QPAIR QTDISP NTFRG QTDSK NRFRG NMFPR 

NETRC MHISTM NMHISTR 

    5   F   F   F   0   F   0   0   0  / 

= NWMAXZ NCWMAX NGMAXZ NWGMAX  NLGRMAX  NMAXCL 

     20     40      2    20        0      0    / 

= QIMCOL NWCOLC NUPCOL 

     F      0      3                           / 

= MXMFLO MXMTHP MXMWFR MXMGFR MXMALQ NMMVFT 

    10      10     10     10     1      1      / 

= MXSFLO MXSTHP NMSVFT 

    10      10      1                          / 

= NANAQU NCAMAX NIFTBL NRIFTB 

     2     120     2      36                    / 

=   DAY   MONTH  YEAR 

    01    'JAN'  1967                          / 

= QSOLVE NSTACK QFMTOU QFMTIN QUNOUT QUNINP NGDISK 

IDYNAM 

     T     25      F      F    T      T        / 

  

MESSAGES 

8* 10000 / 

  

NOECHO 

  



７３ 

 

GRID 

INIT 

  

-- put in your PORO, PERMX and PERMZ 

INCLUDE 

  'PUNQS3.PRP' 

/ 

  

COPY 

 'PERMX'  'PERMY'  / 

/ 

  

-- get corner point geometry 

INCLUDE 

  'PUNQS3.GEO' 

/ 

  

PROPS     

 -- RELATIVE PERMEABILITY AND CAPPILARY PRESSURE CURVES 

SWFN 

0.2  0.0      0.0 

0.3  0.00024  0.0 

0.4  0.0039   0.0 

0.5  0.02     0.0 

0.6  0.06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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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152    0.0 

0.8  0.316    0.0 

0.9  0.585    0.0 

1.0  1.0      0.0 

/ 

  

SOF3 

0.1  0.0   0.0 

0.2  0.018 0.0 

0.3  0.073 0.025 

0.4  0.165 0.1 

0.5  0.294 0.225 

0.6  0.459 0.4 

0.7  0.661 0.625 

0.8  0.9   0.9 

/ 

  

SGFN 

0.0  0.0        0.0 

0.1  0.00000077 0.0 

0.2  0.000049   0.0 

0.3  0.00056    0.0 

0.4  0.0032     0.0 

0.5  0.012      0.0 

0.6  0.036      0.0 



７５ 

 

0.7  0.091      0.0 

0.8  0.2        0.0 

/ 

  

-- PVT DATA 

PVTO             

11.460    40.000   1.064   4.338   / 

17.890    60.000   1.078   3.878   / 

24.320    80.000   1.092   3.467   / 

30.760   100.000   1.106   3.100   / 

37.190   120.000   1.120   2.771   / 

43.620   140.000   1.134   2.478   / 

46.840   150.000   1.141   2.343   / 

50.050   160.000   1.148   2.215   / 

53.270   170.000   1.155   2.095   / 

56.490   180.000   1.162   1.981   / 

59.700   190.000   1.169   1.873   / 

62.920   200.000   1.176   1.771   / 

66.130   210.000   1.183   1.674   / 

69.350   220.000   1.190   1.583   / 

72.570   230.000   1.197   1.497   / 

74.000   234.460   1.200   1.460    

         250.000   1.198   1.541    

         300.000   1.194   1.787   / 

80.000   245.000   1.220   1.400    



７６ 

 

         300.000   1.215   1.700   / 

/             

PVDG             

 40.00   0.02908   0.00880       

 60.00   0.01886   0.00920       

 80.00   0.01387   0.00960       

100.00   0.01093   0.01000       

120.00   0.00899   0.01040       

140.00   0.00763   0.01090       

150.00   0.00709   0.01110       

160.00   0.00662   0.01140       

170.00   0.00620   0.01160       

180.00   0.00583   0.01190          

190.00   0.00551   0.01210          

200.00   0.00521   0.01240          

210.00   0.00495   0.01260          

220.00   0.00471   0.01290          

230.00   0.00449   0.01320          

234.46   0.00440   0.01330          

/                

DENSITY                

912.0   1000.0   0.8266          

/                

PVTW                

234.46   1.0042   5.43E-05   0.5   1.11E-04   / 



７７ 

 

  

AQUTAB 

1 0.802 

1.1 0.830 

1.2 0.857 

1.3 0.882 

1.4 0.906 

1.5 0.929 

1.6 0.951 

1.7 0.973 

1.8 0.994 

1.9 1.014 

2.0 1.034 

2.25 1.083 

2.5 1.130 

2.75 1.176 

3 1.221 

4 1.401 

5 1.579 

6 1.757 

/ 

  

-- ROCK COMPRESSIBILITY 

-- 

--    REF. PRES   COMPRESSIBILITY 



７８ 

 

ROCK 

         235           0.00045   / 

  

-- SWITCH OFF OUTPUT OF ALL PROPS DATA 

  

STONE1  

REGIONS   

 ENDBOX 

 SOLUTION  

 RESTART 

PUNQ-S3_prior 8/ 

  

RPTSOL 

'RESTART=2' / 

  

RPTRST 

BASIC=2 4* 1 21* 999999 / 

  

SUMMARY  

  

RUNSUM 

SEPARATE 

  

RPTONLY 

  



７９ 

 

FOPT 

FGPT 

FWPT 

FWIT 

  

  

WOPR 

  'PRO-1' 

  'PRO-4' 

  'PRO-5' 

  'PRO-11' 

  'PRO-12' 

  'PRO-15' 

  'PRO-23' 

  'INFILL-1' 

  'INFILL-2' 

--  'PRO-24' 

--  'PRO-29' 

--  'PRO-50' 

/ 

  

WBHP 

  'PRO-1' 

  'PRO-4' 

  'PRO-5' 



８０ 

 

  'PRO-11' 

  'PRO-12' 

  'PRO-15' 

  'INFILL-1' 

  'INFILL-2' 

--  'PRO-23' 

--  'PRO-24' 

--  'PRO-29' 

--  'PRO-50' 

/ 

  

WGOR 

  'PRO-1' 

  'PRO-4' 

  'PRO-5' 

  'PRO-11' 

  'PRO-12' 

  'PRO-15' 

  'INFILL-1' 

  'INFILL-2' 

--  'PRO-23' 

--  'PRO-24' 

--  'PRO-29' 

--  'PRO-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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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CT 

  'PRO-1' 

  'PRO-4' 

  'PRO-5' 

  'PRO-11' 

  'PRO-12' 

  'PRO-15' 

  'INFILL-1' 

  'INFILL-2' 

--  'PRO-23' 

--  'PRO-24' 

--  'PRO-29' 

--  'PRO-50' 

/ 

WWIR 

 'PRO-1' 

  'PRO-4' 

  'PRO-5' 

  'PRO-11' 

  'PRO-12' 

  'PRO-15' 

  'INFILL-1' 

  'INFILL-2' 

--  'PR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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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24' 

--  'PRO-29' 

--  'PRO-50' 

/ 

SCHEDULE 

  

--RPTSCHED 

--  'SGAS' 'SWAT' 'RESTART' / 

 --   1   1   1   1   1   0   2   3   5   0   0   0   1   1   0   

0   0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SET 'NO RESOLUTION' OPTION 

DRSDT 

      0  / 

 INCLUDE 

'POSITION.DATA' / 

  

INCLUDE 

'CONSTRAINT.DATA'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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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e to recent significant decrease in new field discoveries, mature field 

development has become more and more popular. For economical field 

development, many optimization procedures have been proposed to optimize 

various variables such as well locations, well types, and the number of wells. 

However, most of these approaches often focused on fixed well type variable. 

This paper proposes a new optimization for mature oil field development. 

Since converting producers to injectors is a common practice in mature oil field, 

this study proposes to simultaneously optimize type conversion schedules of all 

existing producers and infill wells as well as the number of infill wells, its 

locations, and well operation schedules. This study also proposes a new hybrid 

algorithm, which combines differential evolution (DE) algorithm and mesh 

adaptive direct search algorithm (MADS) to solve the proposed optimization 

task. 

The proposed optimization and the hybrid algorithm are applied to 2D 

synthetic and 3D PUNQ-S3 reservoirs. In the both fields, the hybrid algorithm 

shows higher performance than DE and MADS algorithms. The proposed 

optimization considering well type conversion provides higher net present 

value than the optimization without considering it. Thus, the consideration of 

well conversion schedules is necessary for economical field development 

scenarios in mature oil fields.  

Keywords: field development optimization, mature oil reservoir, well 

conversion schedule, hybrid algorithm. 

Student number: 2015-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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