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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앙상블기반방법은 다수의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생산량에 관한 추

계학적인 분석이 가능하여 석유공학에서 많이 사용된다. 앙상블기반

방법에서 초기값은 교정된 결과와 선형관계를 갖기 때문에 좋은 초

기모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암상에 따라 불균질성이 매

우 높은 채널저류층에서는 초기모델 내 채널의 방향과 연결성이 달

라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히스토리매칭에 앞서 좋은 초기모델을 선별하

여 히스토리매칭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주성분분석으로 만

든 2차원 공간에서 가깝게 있는 모델은 서로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2차원 평면 위에 투사된 저류층모델에 K-평균 군집법을 적용하여 

10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다. 각 군집 당 하나의 모델을 뽑아 시뮬레

이션 한 뒤, 관측자료와 오차가 제일 작은 모델 주변으로 초기모델

을 선택하여 앙상블기반방법에 사용하였다. 

제안한 방법을 2차원 모델, 지질학적 자료가 부족한 2차원 모델, 

3차원 Egg 모델에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단순히 많은 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컸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계산속

도를 빠르게 하면서도 수렴안정성을 높여 미래 생산량 예측성능을 

향상시켰다. 채널저류층 내 유체투과율 분포와 생산거동을 같이 고

려함으로써, 오버슈팅이나 필터발산과 같은 수치해석 문제를 일으키

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었다. 

 

주요어: 히스토리매칭, 채널저류층, 앙상블기반방법, 모델선별, 주성분분석, 

K-평균 군집화 

학  번: 2014-21408 



 

ii 

 

목 차 

 

초 록 ................................................................................................................. i 

 

목 차 ................................................................................................................ ii 

 

List of Tables .................................................................................................. iv 

 

List of Figures ................................................................................................. v 

 

1. 서론 .................................................................................................. 1 

 

2. 이론적 배경 ................................................................................... 13 

2.1. 모델선별기법 .............................................................................. 13 

2.2. 앙상블기반방법 .......................................................................... 30 

 

3. 채널저류층에서의 히스토리매칭 ................................................ 37 

3.1. Case 1 - 2차원 채널저류층모델 ................................................ 37 

3.2. Case 2 - 지질학적 자료가 부족한 2차원 채널저류층모델 . 51 

3.3. Case 3 - 3차원 채널저류층모델 ................................................ 67 

 

4. 결론 ................................................................................................ 83 

 

참고문헌 ........................................................................................................ 86 



 

iii 

 

부록 A. PCA와 MDS의 유사성................................................................. 94 

 

부록 B. 거리기반 군집화 과정 예제 ....................................................... 99 

 

부록 C. 프로그램 코드 ............................................................................. 103 

 

ABSTRACT ................................................................................................ 120 

 

 

 

 

 

 

 

 

 

 

 

 

 

 

 

 

 

 

 



 

iv 

 

List of Tables 
 

Table 1.1 Top 10 resources in the world(Unconventional resources are excluded) 

(Selley and Sonnenberg, 2015) ................................................................ 4 

Table 2.1 Mathematical formulas of dissimilarity distance............................ 20 

Table 2.2 Workflow of the proposed model selection scheme ....................... 25 

Table 3.1 Petrophysical properties for the simulations .................................. 39 

Table 3.2 Summary on simulation setup and the simulation time in Case 2 .. 55 

Table 3.3 Petrophysical properties of Egg model ........................................... 70 

Table 3.4 Reduction ratio (%) of the prediction ranges compared to Case 3-1 in 

Egg model .............................................................................................. 81 

Table 3.5 RMSE of the oil production rates and watercuts in Egg model ..... 81 

Table B.1 Permeability values of 6 different models ................................... 101 

 

 

 

 

 

 

 

 

 

 



 

v 

 

List of Figures 
 

Figure 1.1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201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 2 

Figure 1.2 Eight equi-probable channel reservoir models using the same static 

data. ......................................................................................................... 11 

Figure 2.1 Example datase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process 

(Kang and Choe, 2017a). ........................................................................ 15 

Figure 2.2 Distribution of 625 eigenvalues of covariance matrix in the 

descending order (Kang et al., 2017). .................................................... 17 

Figure 2.3 Reservoir models in this study with different channel geometry in 

PCA plane (Kang et al., 2017). ............................................................... 18 

Figure 2.4 Steps for the K-means clustering. ................................................. 24 

Figure 2.5 The proposed model selection process(The points with × mean the 

centers of the clusters) (Kang et al., 2017). ............................................ 29 

Figure 2.6 Process on ensemble Kalman filter. .............................................. 32 

Figure 2.7 Process on ensemble smoother...................................................... 34 

Figure 3.1 Input data for generating 400 initial reservoir models. ................. 38 

Figure 3.2 The reference model in Case 1. ..................................................... 41 

Figure 3.3 Comparison with sampled and non-sampled reservoir models by the 

proposed method. ................................................................................... 42 

Figure 3.4 Initial and assimilated reservoir models by the proposed method. 44 



 

vi 

 

Figure 3.6 WOPR results at wells P2 and P5 in Case 1. ................................ 48 

Figure 3.7 WWCT results at wells P2 and P5 in Case 1. ............................... 49 

Figure 3.8 Boxplots on cumulative oil and water productions in Case 1. ...... 50 

Figure 3.9 Examples of reservoir models from different training images. ..... 52 

Figure 3.10 The reference model in Case 2. ................................................... 53 

Figure 3.11 Permeability distribution and its histogram of the reference model 

in Case 2. ................................................................................................ 58 

Figure 3.12 Permeability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updates in Case 2.59 

Figure 3.13 Histogram before and after the updates in Case 2. ..................... 60 

Figure 3.14 WOPR results at wells P2, P4, and P6 in Case 2. ....................... 64 

Figure 3.15 WWCT results at wells P2, P4, and P6 in Case 2. ...................... 65 

Figure 3.16 Boxplots on cumulative oil and water productions in Case 2. .... 66 

Figure 3.17 Examples of six Egg model (Jansen et al., 2014). ...................... 68 

Figure 3.18 Positions of injectors and producers in Egg model (Jansen et al., 

2014). ..................................................................................................... 69 

Figure 3.19 Initial simulation of WOPR and WWCT results in Egg model. . 72 

Figure 3.20 Oil production rates after the EnKF in Egg model. .................... 76 

Figure 3.21 Watercuts after the EnKF in Egg model. .................................... 78 

Figure 3.22 Boxplots on cumulative productions in Egg model. ................... 82 

Figure B.1 Six different permeability models. ............................................. 100 

Figure B.2 Projection of the 6 models on the 2D space. .............................. 102 

 



 

1 

 

1. 서론 

 

원유 및 천연가스는 상업시추가 이루어진 1850년대 이후 전세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석유자원의 고갈 우려와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 Figure 1.1은 2018년 BP(British Petroleum)에서 발표한 전세계 

및 국내 에너지원별 소비량에 대한 그래프이다. 2017년 전세계 

1차에너지 소비량은 135억 TOE(tons of oil equivalent)이고 그 중 

원유와 천연가스는 각각 34.2%와 23.4% 이다(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국내의 경우 전체 2억 9600만 TOE에 대해 원유는 43.7%, 

천연가스는 14.3%를 소비하였다. 두 경우 모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소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렇듯 원유와 천연가스는 

국내∙외 수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서는 석유자원이 묻혀있을 지역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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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rld 

 
(b) Korea 

 

Figure 1.1 Primary energy consumption in 2017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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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는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여 온도, 압력, 조성에 따라 액체, 

기체, 반고체의 상을 갖는 탄화수소 혼합물이다(최종근, 2017). 

저류층에 석유가 얼마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저류층의 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저류층 정보로는 시추를 통해 얻은 코어나 

광역지질조사, 탄성파 탐사자료와 같은 정적자료와 석유 및 물 

생산량, 공저압력과 같은 동적자료가 있다. 저류층에 관한 

정적자료와 동적자료를 많이 알수록 신뢰할 수 있는 저류층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저류층 정보를 활용해 관심있는 

저류층의 물성을 알아내는 과정을 저류층특성화(reservoir 

characterization)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저류층은 사암과 셰일과 같이 서로 

다른 암상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분포하는 채널저류층(channel 

reservoir)이다. 유체투과율이 높은 사암이 채널을 형성하여 유체가 

주로 사암을 따라 유동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채널저류층에서 

유체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사암이 분포하는 방향과 모양, 

연결성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전세계 존재하는 채널저류층의 사례는 매우 많다. Table 

1.1은 매장량 기준 상위 10개의 분지이다(Selley and Sonnenberg, 2015). 

해당 분지 내 저류층에 사암이 채널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조사해본 결과 9개의 지역에서 채널층이 있었다. 이처럼 

채널저류층은 전세계적으로 여러 지역에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채널이 존재하는 저류층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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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op 10 resources in the world(Unconventional resources are excluded) 

(Selley and Sonnenberg, 2015) 

Name 
Total BOE 

(MMBOE) 

Existence of channels 

in the reservoir 

West Siberian Basin 140,526 Yes 

Santos Basin 100,826 Yes 

Zagros Fold Belt 74,459 No 

Arctic Alaska 72,766 Yes 

West-Central Coastal 65,245 Yes 

East Barents Basins 61,755 Yes 

South Caspian Basin 49,479 Yes 

Nile Delta Basin 44,944 Yes 

Mesopotamian Foredeep Basin 36,970 Yes 

Morondava 35,037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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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속에 존재하는 저류층의 특성상,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류층모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특히 암상에 따라 유체투과율이나 공극률과 같은 물성이 

크게 다른 채널저류층의 경우 저류층 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채널저류층특성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생산이력을 바탕으로 모델을 개선시키는 과정인 히스토리매칭 

(history matching)이 반드시 필요하다. 

히스토리매칭은 주어진 관측값을 바탕으로 저류층의 물성을 

역으로 찾는다. 주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유체투과율이나 

공극률, 상대유체투과율 등의 요소를 바꿔가며 생산이력과 유사한 

결과를 갖는 저류층모델을 찾는다. 과거에는 앞서 언급한 저류층 

인자들을 주로 수동으로 바꿔가며 찾았다면, 근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최적화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기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역산기법이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역산기법은 앙상블기반방법(ensemble-based 

method)이다. 여기서 앙상블이란 최적화할 요소를 나타내는 

상태벡터(state vector)의 집합이다. 상태벡터에는 수치화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원소로 구성할 수 있다. 앙상블기반방법은 다수의 

상태벡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앙상블기반방법을 이용해 관심있는 다양한 종류의 

저류층 인자를 특성화할 수 있다. 또한 앙상블기반방법을 통해 

개선된 다수의 저류층모델을 활용하여 저류층 인자의 불확실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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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앙상블기반방법으로는 Evensen(1994)이 제안한 

앙상블칼만필터(ensemble Kalman filter, EnKF)와 Van Leeuwen과 

Evensen(1996)이 제안한 앙상블스무더(ensemble smoother, ES)가 있다. 

EnKF는 Kalman(1960)이 제안한 칼만필터(Kalman filter)를 개선한 

방법이다. 선형문제에만 적용이 가능한 칼만필터에 비해 EnKF는 

비선형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 Nævdal 등(2002)은 저류공학에서 

EnKF를 처음 적용하여 유체투과율을 특성화하였다. 

EnKF는 전위시뮬레이터와 쉽게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인자를 한꺼번에 특성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nKF는 예측과 교정단계를 번갈아가며 모델을 개선시키므로 실시간 

교정에 적합하지만 두 단계의 반복은 계산시간을 늘린다. 게다가 

앙상블기반방법은 다수의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전위시뮬레이션의 횟수가 많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 번의 광역교정(global 

update)으로 모델을 개선하는 ES가 제안되었다. ES는 EnKF에 비해 

계산시간을 대폭 줄였으나 한 번의 광역교정으로 인해 최적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Skjervheim과 Evensen, 2011; Chen과 

Oliver, 2012, 2014; Emerick과 Reynolds, 2013; Lee 등, 2014, 2016a). 

앙상블기반방법을 이용한 히스토리매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오버슈팅(overshooting)과 필터발산(filter divergence)이 

있다. 오버슈팅은 교정되어 얻은 결과값이 물리적으로 적절한 



 

7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클 때를 말한다. 필터발산은 모델이 

참값으로부터 발산하여 교정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Houtekamer와 

Mitchell, 1998). 

오버슈팅과 필터발산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앙상블의 크기나 

교정인자의 특성이 있다. 모델의 수가 너무 적으면 교정이 잘 되지 

않으므로 충분한 수의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적합한 앙상블의 

크기는 교정할 인자의 개수나 지질학적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100개 내외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rroyo-Negrete 등, 2008; Nævdal 등, 2011). 

채널저류층과 같이 유체투과율의 분포가 불균질한 경우 해에 

수렴하지 못해 오버슈팅이나 필터발산이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모델의 예측성능이 떨어져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앙상블기반방법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종류의 연구가 시도되었다. 

 먼저 앙상블기반방법 내의 수식을 일부 수정하여 교정결과를 

개선한 연구가 있었다. Lee 등(2013)은 특징이 비슷한 모델끼리 

그룹을 만들고, 앙상블기반방법 수식 내에 있는 칼만게인(Kalman 

gain) 값을 그룹 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Jung과 

Choe(2012)는 유선(streamline)을 이용하여 유체가 이동하는 구역에 

따라 가중치를 주어 모델을 교정하였다. Yeo 등(2014)은 생산정의 

배수구역에 따라 모델을 교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앞선 두 

방법은 교정을 할 격자에는 1을, 그렇지 않을 격자에는 0을 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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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렬계산식을 추가하여 앙상블기반방법을 개선하였다. Emerick과 

Reynolds(2013)는 ES의 광역교정을 여러 번 실시하는 ES-MDA 

(ensemble smoother with multiple data assimilation)를 제안하였다. 

기존의 앙상블기반방법에 다른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예측성능을 

향상시킨 연구가 있었다. Jafarpour과 McLaughlin(2009)과 Kim 

등(2016a)은 이산코사인변환(discrete cosine transform)으로, Shin 

등(2010)은 정규수치변환으로 모델을 전처리하여 앙상블기반방법의 

계산결과를 개선시켰다. Jung 등(2017)은 이산코사인변환과 

누적분포함수매핑을 EnKF에 결합하였다. Kang 등(2016)은 

특이값분해(singular value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모델의 차원을 

축소시켜 계산효율을 높였다. 

앙상블기반방법은 계산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교정을 할 인자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으로 유체투과율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유체투과율에 로그를 취해준 값을 사용하면 

앙상블기반방법 내 가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널저류층과 

같이 유체투과율의 불균질성이 큰 경우, 그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므로 채널저류층에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학적 한계가 있다. 만약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저류층 인자를 앙상블기반방법으로 교정할 경우 결과값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변화된다. 

두 번째로는 모델의 평균이 가장 정확한 추정치라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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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sen, 2009). 앙상블기반방법은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칼만게인과 추정오차공분산을 이용해 줄여나간다. 이 때 참값을 

대신하여 모델의 평균을 가장 정확한 추정치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교정을 거듭할수록 모델이 평균값에 수렴하는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교정된 결과는 초기모델과 선형관계를 갖는다 

(Evensen, 2004; Aanonsen 등, 2009; Jafarpour와 McLaughlin, 2009; Kang 

등, 2017). 다시 말해, 초기모델에 따라 교정결과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다. 이는 앙상블기반방법에서 초기모델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정적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필드와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앙상블기반방법을 이용한 

히스토리매칭 결과에도 중요하다. 

한정된 자료로 저류층모델을 구성하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에서 지구통계적 기법 중 

하나인 조건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을 만든다. 조건부 

시뮬레이션이란 주어진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변수의 분포특징을 

유지하면서 자료를 생성하는 기법이다(최종근, 2013). 대표적인 

조건부 시뮬레이션 기법으로는 순차가우스 시뮬레이션(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과 단일정규방정식 시뮬레이션(single normal 

equation simulation) 등이 있다. 조건부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면 주어진 

자료의 특징을 보존하면서 확률적 등가의 다수 모델을 생성할 수 

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등가의 확률을 갖는다고 모든 모델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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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와 유사한 것은 아니다. Figure 1.2는 동일한 정적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8개의 등가확률 모델이다. 좌측에 있는 모델이 

실제라고 가정한 참조모델이다. 참조모델 하단에는 채널이 서로 

교차하고 있고 상단에는 수평형태의 채널이 있다. 

똑같은 정적자료를 가지고 지구통계기법으로 생성하였지만 8개 

모델은 서로 다르다. Group A에 있는 4개 모델은 참조모델의 사암의 

방향과 채널 연결성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Group B의 모델은 

참조모델의 사암 분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등가확률의 모델일지라도 참조모델과 유사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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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ight equi-probable channel reservoir models using the same static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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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에서 Group A와 B 모델을 모두 사용하는 것 보다 

Group A에 있는 모델만을 가지고 히스토리매칭 한다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참조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선별하여 히스토리매칭 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고차원 자료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는데 

용이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적용하였다. 

초기에 생성된 저류층모델에 대해 참조모델과 사암 분포 특징이 

비슷한 모델을 PCA를 이용해 선별하였다. 선별된 모델들에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하여 히스토리매칭 하였다. 단순히 많은 수의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PCA를 이용해 선별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미래 생산량 예측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PCA 외에 다른 

모델선별기법을 이용한 히스토리매칭 결과와 제안한 방법 간의 

예측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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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히스토리매칭 기법 및 모델선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한다. 연구흐름에 맞게 먼저 PCA와 K-평균 

군집법을 이용한 모델선별기법을 설명하고 뒤이어 앙상블기반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각 기법에 관한 수학적 원리와 효과 등을 

설명하되, 자세한 증명과 예시 등은 부록에서 설명하였다. 

 

2.1. 모델선별기법 

 

2.1.1. 주성분분석 

PCA는 고차원의 자료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적 

기법 중 하나이다. 석유공학 외에 PCA가 사용되는 연구분야로는 

패턴 및 얼굴 인식, 탄성파 자료해석, 데이터 압축 등이 

있다(Scheidt과 Caers, 2009a; Chen 등, 2016). 주로 다수의 고차원 

데이터에 대해 특징을 파악하고 분류하기 위해 PCA를 많이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PCA로 채널저류층모델 내 사암의 

분포특성이 유사한 모델을 분류하였다. 

PCA를 이용하여 자료의 주요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공분산행렬이 필요하다. 공분산행렬 C 에 대해 식 (2.1)과 같이 

고유값분해를 하면 X와 Λ의 고유벡터와 고유값 행렬을 얻을 수 

있다. X는 고유벡터들이 열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행렬이고, 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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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벡터에 대응되는 고유값들이 있는 대각행렬이다. 

 

C = XΛXT (2.1) 

 

고유값과 고유벡터는 서로 일대일대응되며, 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크기가 큰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터의 방향은 

자료가 분포하는 주방향(principal direction)을 나타낸다. 고유벡터는 

서로 직교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공간 

(space)을 만들 수 있다. 

Figure 2.1은 PCA를 이용한 차원축소의 예시이다. Figure 2.1a에는 

3차원 공간에 20개 자료가 있다. 이 자료의 차원을 낮추기 위해 

실선의 방향을 따라 2차원 공간을 만들어 자료를 투영시키면 Figure 

2.1b와 같이 된다. 이 때 자료가 분포해 있는 주된 방향을 따라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의 분포와 유사하다. 이처럼 PCA를 이용하여 

자료의 분포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모델의 차원을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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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taset in 3D space 

 
(b) Data in the PCA-assisted 2D 

 

Figure 2.1 Example dataset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PCA) process 

(Kang and Choe,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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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특징이 없어지기도 한다. 

고차원의 자료를 축소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다. 따라서 

무조건 낮은 차원으로 축소하기 보다는, 사전에 축소할 자료들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차원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소할 차원 수를 정하기 위해 식 (2.2)와 같은 경험식을 사용하기도 

한다(Cox와 Cox, 1994; Jung 등, 2018). 

 

∑ 𝜆𝑖
𝑛
𝑖=1

∑ 𝜆𝑖
N
𝑖=1

> 𝛼 (2.2) 

 

여기서 λ는 고유값, α는 경계값이고, N은 축소되기 전 차원, N > n을 

만족하는 n이 축소된 차원이다. α는 보통 0.8 ~ 0.95 사이의 값을 

사용하지만 자료의 특징과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저류층모델의 유체투과율 값을 대상으로 

PCA를 수행하였다. 이는 사암의 분포형태와 연결성 등의 특징을 

파악하여 비슷한 형태의 채널을 가진 모델끼리 분류하고자 함이다. 

Figure 2.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채널저류층모델에 대해 PCA를 

적용하여 얻은 고유값 그래프이다.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 총 

625개의 고유값이 있다. 고유값 분포를 보면 값이 큰 고유값은 적은 

반면에 대부분의 고유값들은 값이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큰 2개의 고유값에 대응되는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2차원 평면을 만들고 모델들을 그 위에 나타냈다. 차원을 2차원으로 

축소한 이유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투영시키더라도 모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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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효과가 크지 않았고, 시각적으로 모델을 분석하기에 2차원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Figure 2.2 Distribution of 625 eigenvalues of covariance matrix in the 

descending order (K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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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400개 채널저류층모델에 대해 

PCA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다. 각각의 모델은 625개 유체투과율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625차원의 자료이다. 이들 자료의 주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PCA를 사용하였고 2차원 평면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점은 모델을 의미한다. 2차원으로 축소되었지만 자료의 

특징은 유지되어 채널의 분포특성에 따라 모델이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가깝게 위치한 모델은 비슷한 사암 

연결성과 패턴을 갖는다. 

 

 

Figure 2.3 Reservoir models in this study with different channel geometry in 

PCA plane (K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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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비유사성 거리 

PCA로 2차원 평면에 모델을 투영시키면 서로 가깝게 있는 

모델끼리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이를 저류공학에서는 비유사성 

거리(dissimilarity distance)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비유사성 거리란 

서로 다른 두 자료에 대한 비유사성을 정량화하여 나타낸 값이다. 

Table 2.1은 비유사성 거리를 정의하는 다양한 식을 나타낸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거리계산법은 Euclidean 거리로 두 자료간 차이의 

제곱합을 제곱근한 값을 사용한다. Minkowski 거리는 Euclidean 

거리의 일반화된 형태로 차수가 2인 경우 Euclidean 거리와 

동일하다. 차수가 무한대인 경우 Chebyshev 거리와 같아진다. City-

block 거리는 두 자료간 차의 절댓값의 합으로 계산한다. Canberra 

거리와 Bray-Curtis 거리는 두 자료의 합과 차를 이용한다. 

Bhattacharyya 거리는 자료의 제곱근의 차이를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Hausdorff 거리는 point set 자료에 적합한 

거리계산법으로, 저류공학에서는 두개의 암상을 가진 모델에 대해 

Hausdorff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Suzuki 등, 2008; Lee 등,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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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Mathematical formulas of dissimilarity distance 

Distance Mathematical form 

Euclidean {∑ (𝑥𝑖 − 𝑦𝑖)
2

𝑛

𝑖=1
}
1/2

 

Minkowski (order 𝑚) {∑ (𝑥𝑖 − 𝑦𝑖)
𝑚

𝑛

𝑖=1
}
1/𝑚

 

City-block ∑ |𝑥𝑖 − 𝑦𝑖|
𝑛

𝑖=1
 

Chebyshev max
𝑖
|𝑥𝑖 − 𝑦𝑖| 

Canberra ∑
|𝑥𝑖 − 𝑦𝑖|

(𝑥𝑖 + 𝑦𝑖)

𝑛

𝑖=1
 

Bray-Curtis 
∑ |𝑥𝑖 − 𝑦𝑖|
𝑛
𝑖=1

∑ (𝑥𝑖 + 𝑦𝑖)
𝑛
𝑖=1

 

Bhattacharyya {∑ 𝑥𝑖
1/2

− 𝑦𝑖
1/2

𝑛

𝑖=1
}
1/2

 

Hausdorff 
H(X, Y) = max(h(X, Y), h(Y, X)) 

h(X, Y) = maxx∈Xminy∈Y||x −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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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사성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은 Table 2.1에 있는 방법 외에도 

다양하다(Scheidt과 Caers, 2009b; Lee 등, 2013; Patel 등, 2015; Kang 등, 

2017; Kang 등, 2019). 자료의 특성이나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적합한 

거리계산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n개의 모델에 대해 비유사성 

거리를 계산하면 식 (2.3)과 같이 n × n  크기의 거리행렬 D를 얻을 

수 있다. 

 

D = [
𝑑11 ⋯ 𝑑1𝑛
⋮ ⋱ ⋮

𝑑𝑛1 ⋯ 𝑑𝑛𝑛

] (2.3) 

 

여기서 d는 거리계산법으로 구한 두 모델간 거리이다. 

거리행렬은 각각의 모델의 관계를 숫자로 표현한 값이다. 만약 

행렬의 크기가 작다면 그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모델의 

개수가 많다면 모델 간의 비유사성 관계를 한번에 알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거리행렬에 대한 정보를 낮은 차원의 공간에 시각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를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이라고 한다. MDS의 목적은 거리정보의 시각화이므로 주로 

2차원 공간에 자료를 표현한다. 2차원 평면에 투영된 자료들은 

기존의 거리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분포한다. 따라서 MDS를 

이용하면 모델들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낮은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PCA와 MDS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PCA에서는 자료 간의 공분산행렬에 대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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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뒤, 자료가 분포하는 주 방향에 대해 2차원 평면을 만들어 

자료를 투영시켰다. 따라서 PCA는 공분산행렬의 값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원리이다. 이는 MDS의 과정과 

유사하다. 만약 비유사성 거리를 Euclidean 거리로 계산하여 MDS를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PCA로 자료를 2차원 평면에 도시한 것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부록 A에 설명하였다. 

 

2.1.3. K-평균 군집법 

2차원 평면에 투영된 모델들은 서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델끼리 

가깝게 위치해 있지만 어느 모델이 참값과 유사한지는 알 수 없다. 

Kim 등(2017)과 Jung 등(2018)은 초기모델 전체를 시뮬레이션하여 

생산자료간의 오차를 계산하여 모델을 선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초기모델 개수가 많은 경우 모델선별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특성에 따라 분류된 

초기모델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K-평균 군집법은 대표적인 군집화 기법으로 빠르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군집을 나눌 수 있다. K-평균 군집법은 사전에 설정한 

군집의 개수만큼 중심(centroid)을 계산하여 자료와 자료가 속한 

군집의 중심과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N개의 자료를 K개의 

군집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K-평균 군집법은 식 (2.4)의 목적함수 

J를 최소화하는 해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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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𝑥𝑛
(𝑘)

− 𝑐𝑘‖
2

N

𝑛=1

K

k=1

 (2.4) 

 

여기서, 𝑥𝑛
(𝑘)
은 자료, 𝑐𝑘는 군집의 중심을 의미한다. 

Figure 2.4는 K-평균 군집법의 과정을 나타낸다. 3개의 군집으로 

자료를 나눈다고 했을 때, 우선 임의로 3개의 자료를 뽑아 군집 

중심으로 가정한다. 군집의 중심과 거리가 가까운 자료를 그 군집에 

포함시킨 후, 군집마다 평균을 계산하여 새로운 군집의 중심을 

계산한다. 새롭게 얻은 군집의 중심으로부터 다시 자료간 거리를 

계산하면서 위 과정이 수렴할 때까지 반복한다. 

군집의 개수는 자료의 특징이나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군집으로 초기모델을 나누었다. 

군집개수를 설정하는 수학적 방법으로는 gap statistic 방법이나 

silhouette 방법 등이 있다(Rousseeuw, 1987; Ketchen과 Shook, 1996). 

그러나 두 방법 또한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판단으로 군집개수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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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put data 2) Choose centroids randomly 

  

3) Assign clusters 4) Determine new centroids 

  

5) Assign new clusters 

Repeat 4 – 5 

until convergence 

 

Figure 2.4 Steps for the K-means clus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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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주성분분석과 K-평균 군집법을 이용한 모델선별 

앞 절에서 설명한 PCA와 K-평균 군집법을 바탕으로 사암의 

분포특성과 생산거동을 고려하여 모델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모델들에 대해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하여 히스토리매칭 결과를 

얻는다. Table 2.2는 제안한 모델선별기법의 순서를 정리한 목록이다. 

 

Table 2.2 Workflow of the proposed model selection scheme 

Work to do 

1) Generate initial channel reservoir models 

2) Calculate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3) Construct a 2D space by using the two eigenvectors 

4) Project the initial models on the plane 

5) Divide the models into 10 groups by using K-means clustering 

6) Choose 10 representative models to calculate the error of production data 

7) Select reservoir models near the model with the minimum error 

 

1) Generate initial channel reservoir models 

우선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지구통계기법을 적용해 저류층모델을 

만든다. 채널저류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트레이닝이미지 

(training image, TI)와 암상자료 등이 있다. TI란 관심있는 지층에 대한 

지질적 개념도를 말한다(최종근, 2013). TI를 이용하면 지질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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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고려한 저류층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앞 장에서 설명한 조건부 

시뮬레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등가확률을 갖는 다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2) Calculate eigenvalues and eigenvectors 

초기모델에 대해 PCA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내 

격자 별 유체투과율 값을 대상으로 PCA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암의 분포패턴이 유사한 모델끼리 군집으로 묶고자 하였다. 

초기모델에 대해 공분산행렬을 계산하고 고유값분해를 실행하여 

고유벡터와 고유값을 얻는다. 

 

3) Construct a 2D space by using the two eigenvectors 

초기모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2차원 평면에 도시하기 위해 가장 큰 

2개의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벡터의 방향으로 공간을 만든다. 

 

4) Project the initial models on the plane 

2차원 공간 위에 초기모델을 투영시켜 평면 위에 나타낸다. 투영된 

모델들은 각각 (x, y) 좌표를 갖는 점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델을 분류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하다. 

 

5) Divide the models into 10 groups by using K-means clustering 

초기모델 중에 생산자료와 거동이 유사한 모델을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K-평균 군집법으로 초기모델을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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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수를 10개로 설정하였다. 만약 군집수를 적게 하면 탐색은 

빠르지만 좋은 모델을 안정적으로 찾기 힘들 수 있고, 반대로 

군집수가 많다면 탐색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초기모델의 

개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군집수를 선택해야 한다. 

 

6) Choose 10 representative models to calculate the error of production data 

K-평균 군집법으로 나눈 군집 별로 대표모델을 선택하여 비교한다. 

대표모델은 군집내 중심과 가장 가까운 모델을 선정하였다. 

대표모델에 대해 전위시뮬레이션을 하여 생산량을 계산하고, 

생산자료와 오차를 비교한다. 식 (2.5)는 시뮬레이션 값과 생산자료 

간의 오차제곱합(root mean square error, RMSE)을 계산하는 수식이다. 

 

RMSE = √
1

Nd
∑(xi − xî)

2

Nd

i=1

 (2.5) 

 

여기서 x는 대표모델의 생산 예측값, x̂는 생산자료이다. Nd는 알고 

있는 생산자료의 개수이다. 

 

7) Select reservoir models near the model with the minimum error 

RMSE를 계산하여 오차가 최소인 대표모델을 찾은 후, 대표모델 

주변의 모델을 사용자가 정한 개수만큼 선택한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군집과는 상관없이 대표모델을 기준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델을 선택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의 모델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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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히스토리매칭에 사용할 수 있다. 

이상 제안한 모델선별기법에 대해 적용한 결과를 Figure 2.5에 

나타내었다. 400개 초기모델에 대해 제안한 방법으로 모델을 100개 

선택했다. Figure 2.5c에서 선택된 대표모델은 2차원 평면 상 좌측 

상단에 위치해있다. 선택된 대표모델을 주변으로 가까운 모델 

100개를 Figure 2.5d와 같이 선택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채널저류층모델의 사암 분포특성을 고려하면서, 생산자료와 유사한 

생산거동을 갖는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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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clusters using K-means clustering (b) Selection of candidate models 

 

 

 

 
(c) The representative model with 

minimum RMSE 

 

(d) 100 initial models selected 

Figure 2.5 The proposed model selection process(The points with × mean the 

centers of the clusters) (K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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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앙상블기반방법 

 

2.2.1. 앙상블칼만필터 

앙상블기반방법에서는 식 (2.6)과 같이 모델인자 m과 예측값 d로 

구성된 상태벡터 y를 이용한다. 각각의 상태벡터는 하나의 모델을 

대표하며, 따라서 모델 개수만큼 상태벡터가 만들어져 실제로는 

행렬로 계산한다. 

 

yt,i = [
mt

dt
]
i
,      i = 1,… , Ne, t = 1,… , Nt (2.6) 

 

여기서, Ne와 Nt는 각각 앙상블의 크기(모델 개수)와 교정 횟수를 

의미한다. 

EnKF는 크게 예측단계와 교정단계로 구분된다. 예측단계에서는 

현재시점에서 다음 관측시점까지 전위시뮬레이션으로 생산량을 

예측한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7)과 같다. 

 

{
mt+1

dt+1
} = 𝑓(mt),      t = 1,… , Nt (2.7) 

 

교정단계에서는 예측단계에서 얻은 생산량 값과 관측값을 

비교하여 모델인자를 교정한다. 구체적으로 칼만게인이라는 행렬값 

K (식 (2.8))를 이용하여 모델을 교정하며 칼만게인은 식 (2.9)의 

추정오차공분산 CY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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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CY
p
HT(HCY

p
HT + CD)

−1 (2.8) 

CY
P =

1

(Ne − 1)
∑(yi

p
− y̅

p
)(yj

p
− y̅

p
)T

Ne

i,j=1

 (2.9) 

 

여기서, 윗첨자 p 는 교정전(priori)을 의미하며, 윗첨자 T 는 

전치(transpose), CD는 관측오차공분산를 의미한다. H는 측정행렬로, 

0과 1로 구성되어 상태벡터에서 예측값만 취하기 위해 사용된다. 

칼만게인을 이용하여 식 (2.10)과 같이 모델을 교정한다. 윗첨자 

a는 교정후(assimilated)를 의미하며 dobs는 관측자료이다. 

 

ya = yp + K(dobs − Hyp) (2.10) 

 

EnKF는 예측단계와 교정단계를 번갈아 진행하여 관측자료가 

있을 때까지 계산을 반복한다. 만약 새로운 관측자료를 얻게 되면 

마지막으로 교정했던 시점에서 새로운 관측시점까지 예측과 

교정단계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EnKF는 모델의 실시간 교정이 

가능하다. Figure 2.6은 EnKF의 계산과정에 관한 개념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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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Process on ensemble Kalman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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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앙상블스무더 

ES와 EnKF의 차이점은 관측시점마다 예측과 교정단계를 

반복하는지 여부이다. ES는 현재 알고있는 모든 관측자료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단 한 번의 교정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관측시점이 많을수록 EnKF와 ES의 계산시간의 차이는 커진다. 

Figure 2.7은 ES의 계산과정을 나타낸다. 마지막 관측시점까지 

전위시뮬레이션하여 생산량을 예측하고 한 번의 광역교정으로 

모델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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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Process on ensemble smo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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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앙상블기반방법에서 초기모델의 중요성 

앞 장에서 앙상블기반방법을 사용할 때 초기모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본 항에서는 교정결과가 초기모델과 선형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하여 본 연구의 중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상태벡터 y의 집합을 식 (2.11)과 같이 행렬 A로 정의하고, 행렬 

A′를 식 (2.12)로 정의하면 추정오차공분산 CY를 식 (2.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 = [y1 ⋯ yNe] (2.11) 

A′ = A− A̅ = A(I − 1Ne
) (2.12) 

CY =
1

Ne − 1
A′A′T (2.13) 

 

여기서, A̅는 전체 모델의 평균값이고 1Ne
는 모든 원소가 1/Ne의 

값을 갖는 정방행렬이다. 

앙상블기반방법의 교정단계에서의 수식을 행렬로 다시 쓰면 식 

(2.14)와 같다. 

 

Aa = Ap + C𝑌H
T(HC𝑌H

T + CD)
−1
(D − HAp) (2.14) 

 

Ne 개의 모델에 대한 측정오차 행렬을 식 (2.15)와 같이 

나타내어 측정오차공분산 CD를 식 (2.16)으로 나타낼 수 있고, 식 



 

36 

 

(2.13)과 식 (2.16)에 의해 식 (2.14)를 정리할 수 있다. 

 

E = (ε1 ⋯ εNe) (2.15) 

CD =
1

Ne − 1
E′E′T (2.16) 

Aa = A+ A′A′
T
HT(HA′A′THT + E′E′T)

−1
D′ (2.17) 

 

이 때, D′ = D −HAp 이다. 윗첨자 p 는 생략하였다. S = HA′ 로 

정의하고, V = HA′A′THT + E′E′T로 놓고 식을 정리하면, 

 

Aa = A+ A(I − 1Ne
)STV−1D′ (2.18) 

Aa = A(I + (I − 1Ne
)STV−1D′) (2.19) 

Aa = A(I + STV−1D′) (2.20) 

Aa = AX (2.21) 

 

여기서 1Ne
ST ≡ 0이다. 식 (2.21)에 의해 교정전 행렬 A와 교정하여 

얻은 Aa 는 선형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초기모델을 

사용해야 더 좋은 교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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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저류층에서의 히스토리매칭 

 

제안한 모델선별기법으로 초기모델을 선별하여 채널저류층에서 

히스토리매칭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저류층에 적용하였다. 총 3개의 케이스에 

대해 사용한 모델의 개수와 샘플링 방법을 다르게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3.1. Case 1 - 2차원 채널저류층모델 

 

3.1.1. 모델 개요 

Figure 3.1은 초기모델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한 TI와 9개 

암상자료이다. TI 하단에 × 자 형태로 채널이 교차하고 있으며 

사인곡선 형태의 채널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생산정과 주입정이 

위치할 자리에서 코어를 얻어 암상을 안다고 가정하였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 SNESIM(single normal equation simulation)으로 총 400개 

초기모델을 만들었다. 저류층모델은 가로 25개, 세로 25개의 격자를 

갖는 정사각형 형태의 모델이다. 사암과 셰일 2개의 암상만 

존재하고 각각 2000 md와 20 md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였다. 그 외 

저류층에 관한 석유물리학적 물성은 Table 3.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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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ining image 

 
(b) Facies data used 

 

Figure 3.1 Input data for generating 400 initial reservoir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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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Petrophysical properties for the simulations 

Property Oil Water 

Density, lb/ft3 48.62 62.31 

Formation volume factor, rb/STB 

1.012 at 0 psig 

1.011 at 1,000 psig 

1.01 at 2,000 psig 

1 at 2,000 psig 

Viscosity, cp 3 1 

Initial reservoir pressure, psig 2,000 

Initial water saturation, fraction 0.25 

Initial porosity, fraction 0.2 

Rock compressibility, 1/psi 3.00E-05 at 2,000 psig 

Water compressibility, 1/psi 5.00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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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는 로그 유체투과율로 표현된 참조모델이다. TI의 

특성을 따라 오른쪽 하단에 ×자 형태로 채널이 교차하고 있다. 

상단에는 수평으로 사암이 띠를 이루어 분포한다. 모델 중앙에 물 

주입정이 있고 가장자리에는 8개의 생산정이 있다. 

400개 초기모델 중에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100개 모델을 

선별하였고 Figure 3.3a는 그 중 6개 모델의 예이다. 선별된 모델들은 

참조모델이 갖는 사암의 패턴과 연결성과 유사한 반면, 선별되지 

않은 Figure 3.3b의 모델은 그렇지 않았다. 비록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등가확률의 모델이지만 채널의 형태가 크게 다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히스토리매칭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제안한 모델선별기법은 짧은 계산시간만으로 신뢰할 수 

있는 초기모델을 선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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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he reference model i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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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mples of models selected 

 
(b) Examples of models excluded 

 

Figure 3.3 Comparison with sampled and non-sampled reservoir models b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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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히스토리매칭 결과 

400개 초기모델을 대상으로 다양한 모델선별기법을 적용하여 

히스토리매칭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동일한 비교를 위해 

히스토리매칭 기법은 모두 EnKF를 사용하였다. 400개 모델을 모두 

사용한 경우를 Case 1-1, 임의로 뽑은 100개 모델을 사용한 경우를 

Case 1-2로 하였다. Case 1-3은 모델 간 Hausdorff 거리를 계산하여 

같은 과정을 따라 선별한 100개 모델을 사용하였고, Case 1-4는 

PCA를 이용해 모델을 선별하여 히스토리매칭한 결과이다. 

EnKF를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관측자료는 유정 별 오일생산량 

(well oil production rates, WOPR)과 전체유량에 대해 물이 차지하는 

비율인 워터컷(well watercut, WWCT)이다. 전체 시뮬레이션 시간은 

1,000일이고, 현재 500일간 생산하였다고 가정하였다. EnKF를 적용할 

교정시점은 100일 간격으로 500일까지 총 5번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3.4는 선별된 모델 중 4개 모델에 대해 EnKF를 이용한 

교정 전후 유체투과율 분포이다. 교정 후 채널의 연결성이 

참조모델과 유사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초기모델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참조모델의 특성을 따라 잘 수렴하였다. 만약 참조모델과는 

다른 채널분포를 갖는 모델을 사용한다면, 모델의 평균값을 최적의 

추정치로 가정하는 EnKF의 특성으로 인해 적절한 해를 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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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Initial and assimilated reservoir models by the propose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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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와 Figure 3.6은 2번과 5번 생산정에서의 WOPR과 

WWCT에 대한 그래프이다. 참조모델의 생산거동은 빨간 실선이고 

초기모델과 교정 후 모델로 나온 생산량은 각각 회색과 파란색 

실선이다. 교정 후 모델의 평균값은 검은 실선으로 나타냈다. 

다수의 모델을 활용하여 미래 생산량 불확실성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 주요 사항이 있다. 먼저 생산량 예측범위 안에 참값이 

포함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모델의 예측 불확실성 범위가 적절한 

수준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예측범위가 너무 넓다면 참값이 

포함되기는 쉽지만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고, 반대로 예측범위가 

너무 좁다면 불확실성 평가도구로서 부적절하다. 

Case 1-1은 초기 생성된 400개 모델을 모두 사용하여 EnKF를 

적용한 결과이다. 다른 세 케이스와는 다르게 400개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참값이 불확실성 폭 안에 비교적 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EnKF를 적용하였음에도 여전히 넓은 

불확실성 범위로 인해 미래 생산량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2번 유정의 경우 참값이 불확실성 범위 내에서 다소 

치우쳐져 있다. 따라서 Case 1-1은 EnKF로 인한 교정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앙상블의 크기가 커서 EnKF 내 

최적해에 아직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400개 

모델에 대해 추가적으로 교정하려면 더 많은 계산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Case 1-1을 활용한 미래 생산량 예측은 적합하지 못하다. 

Case 1-2는 400개 모델 중 임의로 선택한 100개 모델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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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은 결과이다. 등가확률로 생성한 400개 모델에 대해 임의로 

선택하였으므로 결국 Case 1-1에서 앙상블 크기만 줄여 

히스토리매칭한 결과이다. 그래프를 보면 Case 1-1에 비해 확연히 

불확실성 예측 띠가 얇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교정결과가 특별히 

개선되었다기보다 단순히 적은 수의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이 좀 더 

빠르게 되었다. 그러나 2번 유정에서는 WOPR과 WWCT 모두 

참값이 예측범위 폭에서 벗어났다. Case 1-2는 참조모델과 다른 

채널특성을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채 

히스토리매칭 하였고 이로 인해 EnKF를 이용한 교정이 잘 되지 

않았다. 

Case 1-1과 Case 1-2를 통해 적절한 수의 앙상블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많은 모델은 오히려 최적해에 

수렴하기 어렵고 계산비용 또한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선별된 

모델을 이용하여 히스토리매칭 한다면, 계산시간을 절약하면서 

최적해 수렴효율을 높일 수 있다. 

Case 1-3과 Case 1-4는 모델간의 비유사성을 고려하여 선별한 

100개 모델을 이용해 얻은 결과이다. Case 1-3은 Hausdorff 거리를 

이용하여, Case 1-4는 제안한 방법인 PCA를 바탕으로 모델을 

선별하였다. Case 1-4 결과를 보면 2번과 5번 유정 모두 미래 생산량 

잘 예측하고 있다. 교정전 모델에 비해 줄어든 불확실성 폭을 

가지면서도 모델의 평균값인 검은 실선은 참값과 거의 유사하다. 

Case 1-3의 결과 또한 Case 1-1과 Case 1-2에 비해선 개선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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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CT의 결과가 부정확하게 예측되었다. 이를 통해 제안한 방법은 

채널저류층에서의 히스토리매칭 결과 개선에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기법임을 알 수 있다. 

생산량 예측결과에 대해 좀 더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igure 3.7에 누적 오일 및 물 생산량에 대한 박스그림을 그렸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참값으로 정규화 하여 1이 참값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박스그림을 보면 제안한 방법인 Case 1-4의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Case 1-1과 Case 1-3에서의 박스도 참값을 

포함하지만 치우쳐져 있고 꼬리의 길이 또한 다소 길다. 똑같이 

100개 모델만을 사용하였지만 Case 1-2와는 다르게 채널의 패턴을 

고려하여 더 좋은 히스토리매칭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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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WOPR results at wells P2 and P5 in Ca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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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WWCT results at wells P2 and P5 in Case 1. 

 



 

50 

 

 
(a) Oil 

 
(b) Water 

 

Figure 3.7 Boxplots on cumulative oil and water productions in Case 1. 

 

 

 



 

51 

 

3.2. Case 2 - 지질학적 자료가 부족한 2차원 채널저류

층모델 

 

3.2.1. 모델 개요 

본 케이스에서는 Case 1과 다르게 초기모델을 만들 때 필요한 

지질학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을 가정하였다. 지질학적 개념도인 

TI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히스토리매칭 할 때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TI가 다르다면 채널저류층 모델이 갖는 

채널의 방향이나 연결성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참조모델과 다른 

채널 형태를 갖는 모델이 많아져 좋은 초기모델을 선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Figure 3.8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3개의 TI와 이를 이용해 만든 

모델의 예이다. 채널의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가정하여 

60도, 90도, 120도 방향으로 TI를 만들었다. TI 속 채널의 방향에 따라 

저류층모델내 채널의 방향성이 결정된다. Figure 3.9는 본 연구의 

참조모델로 Case 1과 마찬가지로 가로와 세로 모두 25개의 격자를 

갖는 정사각형 형태의 모델이다. 주입정과 생산정의 위치는 Case 1과 

동일하고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석유물리학적 물성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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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Examples of reservoir models from different training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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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The reference model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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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히스토리매칭 결과 

본 연구에서는 EnKF와 ES에 따른 결과 차이도 비교하고자 총 

5가지의 케이스를 설정하였다. Case 2-1은 400개 초기모델을 모두 

사용하여 EnKF를 적용하였다. Case 2-2와 Case 2-3은 임의로 선택한 

100개 모델에 대해 각각 EnKF와 ES를 이용해 히스토리매칭 하였다. 

Case 2-4와 Case 2-5는 모두 ES를 사용하였고 400개 초기모델 중 

100개 모델을 비유사성 거리를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Case 2-4는 

Hausdorff 거리를 이용하여, Case 2-5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선별하였다. Table 3.2는 본 연구의 케이스에 대한 설명과 

히스토리매칭에 걸린 총 시간에 관한 표이다. 

시뮬레이션은 총 1,000일이고 현재 500일까지 생산하였다고 

가정하였다. 앙상블기반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100일 간격으로 

500일까지의 각 유정 별 오일생산량과 워터컷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EnKF를 사용한 Case 2-1과 Case 2-2는 100일 간격으로 

500일까지 5번 교정하여 1,000일까지 예측하였다. Case 2-3, Case 2-4, 

Case 2-5는 500일까지의 관측자료를 이용해 한 번의 광역교정을 한 

후 1,000일까지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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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Summary on simulation setup and the simulation time in Case 2 

 Case 2-1 Case 2-2 Case 2-3 Case 2-4 Case 2-5 

Number of 

models 

used 

400 100 100 100 100 

Sampling 

scheme 
- uniform uniform 

Hausdorff 

distance 

the 

proposed 

method 

Models 

updated 

by 

EnKF EnKF ES ES ES 

Simulation 

time (min) 
209 53 15 19 16 

Time 

reduction 

(%) 

0.00 74.64 92.82 90.91 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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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은 참조모델의 유체투과율 분포와 히스토그램이다. 

Figure 3.11은 각 케이스 별 교정전후 평균 유체투과율 분포이다. 

좌측에 있는 참조모델을 보면 왼쪽 상단에 채널이 교차하고, 

하단에는 생산정 주변 위주로 사암이 분포한다. 저류층 상단과 

하단에 채널이 끊어진 부분이 있어 올바른 오일생산량 예측을 

위해서는 채널의 연결성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교정 후 

유체투과율 분포를 보면 Case 2-1과 Case 2-2, Case 2-5는 참조모델의 

채널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Case 2-3과 Case 2-4는 

모델 하단의 채널패턴과 다를 뿐만 아니라 상단에 교차하는 채널의 

연결성도 잘 모사하지 못했다. 

위 두 케이스는 ES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수의 모델이지만 

EnKF를 이용한 Case 2-2와 비교하여 좋지 못한 결과를 주었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ES는 한 번의 광역교정으로 인해 불안정한 

결과를 주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관측자료를 사용하거나 앙상블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애초에 초기모델의 신뢰도가 낮다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못한다.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얻은 결과인 Case 2-5의 유체투과율 

분포를 보면 EnKF를 이용해 얻은 Case 2-1과 Case 2-2와 유사하다. 

이렇듯 좋은 초기모델을 사용하면 ES를 사용하더라도 채널의 

패턴과 연결성을 잘 모사할 수 있다. 

Figure 3.12는 Figure 3.11의 유체투과율 자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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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그램이다. 참조모델은 사암과 셰일이 각각 균일한 값으로 

되어있어 히스토그램에는 두 개의 막대가 있다. 각 케이스 내 교정 

전 모델들도 2개 값만을 가지지만 히스토그램을 그린 자료는 여러 

모델의 평균 유체투과율 분포이므로 히스토그램 양상이 참조모델과 

다소 다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Case 2-

5에서는 사암과 셰일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참조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뽑힌 

모델들은 서로 비슷한 채널분포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평균 

유체투과율을 구했음에도 비교적 사암과 셰일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뉠 수 있었다. 

교정 후 결과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모든 케이스에서 전반적으로 

부드러운 이봉분포의 형태를 띠었다. 그러나 Case 2-4는 교정 전에는 

없었던 매우 큰 값과 매우 작은 유체투과율 값이 생겨났다. 이것을 

오버슈팅이라 하며 앙상블기반방법을 사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칼만게인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추정오차공분산을 최소로 하는 값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 발생한다. 

오버슈팅이 발생하면 모델은 본래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물리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값으로 계산된다. 이로 인해 Case 2-4는 채널의 

연결성을 잃고 과도하게 크고 작은 유체투과율 값이 생겼다. 

Hausdorff 거리는 자료의 이미지에 대한 비유사성을 측정한다. 

그러나 지질학적 불확실성이 높아 채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Hausdorff 거리는 모델들이 갖는 비유사성을 잘 측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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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다. 따라서 참조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잘 선별하지 못하였고 

오버슈팅 문제도 발생하였다. 

앙상블기반방법은 모델의 평균이 최적의 추정치라는 가정과 

모델인자가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다. 따라서 채널저류층을 

특성화하는 것은 앙상블기반방법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면 적은 수의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비교적 간단한 ES를 적용해도 채널의 연결성과 패턴을 특성화할 수 

있다. 

제안한 방법을 통해 얻은 교정된 모델에 대해 사후처리(post-

processing)를 한다면 더욱 참조모델과 유사한 채널저류층모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im 등(2016b)은 암상비율보존법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암상비율에 맞게 유체투과율 값을 조정하였다. Jung 

등(2017)은 교정된 모델에 대해 이산코사인변환을 활용하여 

유체투과율 분포를 변환하였다. 

 

 

Figure 3.10 Permeability distribution and its histogram of the reference model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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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Permeability distribution before and after the updates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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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Histogram before and after the updates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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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과 Figure 3.14는 각각 WOPR과 WWCT에 대한 

결과이다. 8개의 생산정 중 2번, 4번, 6번 생산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빨간 실선은 참조모델의 생산거동이고 회색 실선은 

교정 전, 파란 실선은 교정 후 모델의 생산거동이다. 교정 후 

모델에 대한 평균값은 검은 실선으로 표시하였다. 

각 유정에서 회색 실선의 경향을 보면, 히스토리매칭 전이라 

초기모델의 불확실성이 크고 채널의 연결성이 달라 생산거동이 

다양하다.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하면 모델이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교정되므로 불확실성이 감소하고 참조모델의 생산거동과 

유사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Figure 3.11에서 보았듯이 Case 2-

4는 오버슈팅이 발생하여 채널패턴을 올바르게 모사하지 못하여 

생산거동 또한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6번 생산정에서의 

오일 및 물 생산량은 틀린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400개 초기모델 중 임의로 100개를 선별하여 히스토리매칭한 

Case 2-2와 Case 2-3은 비교적 오일생산량을 잘 예측하였다. 그러나 

6번 생산정에서의 워터컷은 물 돌파(water breakthrough)가 발생한 

이후 잘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Case 2-5는 

WOPR과 WWCT 모두 적절한 불확실성 예측범위 내에서 

참조모델의 생산거동과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6번 

생산정에서의 예측치가 다른 케이스에 비해 개선되어 모델선별 

방법의 효과를 알 수 있었다. 

Case 2-1은 400개 모델을 모두 사용한 결과이다. 그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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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KF를 적용했음에도 불확실성 예측범위가 넓었다. 예측범위가 

넓으면 참값을 포함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미래 생산량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Case 2-1의 모델을 이용하여 

오일과 물 생산거동을 예측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Case 2-1의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모델의 수를 줄이거나 더 많은 

관측자료를 이용해 교정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모델 수를 줄이는 것은 Case 2-2의 결과와 유사해질 것이며, 

교정횟수를 늘리는 것은 더 많은 계산비용이 들 것이다. 

앙상블기반방법을 사용하여 히스토리매칭 할 때 걸리는 

시뮬레이션 시간은 (모델 수) ×  (교정횟수)로 유추할 수 있다. Case 

2-4와 Case 2-5의 경우 모델을 선별하는 계산시간이 추가된다. Table 

3.2에 각 케이스 별 시뮬레이션 시간이 있다. 400개 모델과 5번의 

교정을 한 Case 2-1은 시뮬레이션 시간이 다른 케이스에 비해 최대 

13배나 많이 걸렸다. 동일한 개수의 모델을 사용한 나머지 네 

케이스 중 EnKF를 사용한 Case 2-2는 나머지 세 케이스에 비해 약 

3배정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Case 2-4와 Case 2-5는 같은 수의 모델과 동일한 히스토리매칭 

기법을 사용한 Case 2-3에 비해 계산시간이 더 길었다. 이는 

히스토리매칭에 앞서 모델선별에 걸리는 계산시간 때문이다. 하지만 

제안한 방법은 10번의 추가적인 전위시뮬레이션만 소요되므로 Case 

2-3과 계산시간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Case 2-4에서는 Hausdorff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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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버슈팅이 발생하여 전위시뮬레이션을 할 때 수치적으로 

계산이 오래 걸렸다. 따라서 참조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선별하여 

사용하면 시뮬레이션 시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내 

수치계산의 안정성을 높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 

Figure 3.15는 누적 오일 및 물 생산량에 대한 박스그림이다. Case 

1과 마찬가지로 비교의 편의를 위해 참값으로 정규화하여 1이 

참값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총 5개의 케이스 중 참값을 박스에 

포함하는 케이스는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Case 2-5가 유일하였다. 

Case 2-3과 Case 2-4는 박스의 범위가 클 뿐만 아니라 참값이 박스 

바깥에 위치해 있어 올바르게 추정하기 힘들다. EnKF를 사용한 Case 

2-1과 Case 2-2는 다수의 교정으로 인해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지만 다소 편향되게 예측하였다. 

본 케이스에서는 TI에 대한 불확실성을 추가하여 히스토리매칭 

하기 더 어려운 상황을 가정하였다. 저류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제안한 

방법은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효과적으로 히스토리매칭의 결과를 

개선하고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미래 생산량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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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WOPR results at wells P2, P4, and P6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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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WWCT results at wells P2, P4, and P6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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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il 

 
(b) Water 

 

Figure 3.15 Boxplots on cumulative oil and water productions in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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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ase 3 - 3차원 채널저류층모델 

 

3.3.1. 모델 개요 

앞선 두 케이스는 2차원 모델에 대한 히스토리매칭이다. 층이 여러 

개인 3차원 모델은 복잡하고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연산이 많아져 히스토리매칭이 어렵다. 그러나 제안한 

모델선별기법은 모델의 차원 수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3차원 모델일지라도 제안한 방법을 이용해 히스토리매칭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은 저류공학에서 벤치마크 모델로 널리 

알려진 Egg model이다(Jansen 등, 2014; Kang 등, 2018). Egg model은 

알고리즘의 현장적용성을 알아보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총 101개 모델이 있으며 각각의 모델은 60 ×  60 ×  7 크기를 

갖는다. 한 격자의 크기는 8 m ×  8 m ×  4 m이다. 총 25,200개의 

격자 중 실제로 사용되는 격자 수는 18,533개이며 Figure 3.16은 

101개 Egg model 중 6개 모델을 나타냈다. 높은 유체투과율 띠를 

따라 채널을 형성하고 있으며 모델은 각각 서로 다른 형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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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Examples of six Egg model (Janse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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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model에는 8개의 주입정과 4개의 생산정이 있다. 

주입정에서는 79.5 sm3/day 의 유량으로 물을 주입하고 420 

bar만큼의 공저압력 조건이 있다. 생산정에서는 395 bar의 

공저압력으로 오일을 생산한다. Figure 3.17은 Egg model에서의 주입정 

및 생산정의 이름과 (X, Y) 좌표를 나타냈다. 그 외 Jansen 

등(2014)에 의해 제시된 Egg model의 석유물리학적 물성은 Table 

3.3에 나타냈다. 

 

 

 

Figure 3.17 Positions of injectors and producers in Egg model (Janse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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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Petrophysical properties of Egg model 

Property Oil Water 

Density, kg/m3 900 1,000 

Formation volume factor, rm3/sm3 1 at 400 barsa 1 at 400 barsa 

Viscosity, cp 5 1 

Datum depth, m 4,000 

Pressure at the datum depth, barsa 400 

Initial porosity, fraction 0.2 

Rock compressibility, 1/barsa 0 at 400 barsa 

Water compressibility, 1/barsa 1.00E-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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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수가 101개이므로 이 중 하나를 

참조모델로 가정하고 100개 초기모델을 사용하여 히스토리매칭 

하였다. 히스토리매칭에 앞서 먼저 100개 초기모델이 얼마나 

참조모델과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전위시뮬레이션 

을 하였다(Figure 3.18). Figure 3.18a는 각 생산정에서 오일생산량에 

대한 그래프이다. 빨간 점선은 참조모델로 가정한 모델의 

생산거동이고 회색 실선은 100개 초기모델의 결과이다. 파란 실선은 

100개 모델의 평균값이다. 

100개 모델은 대체로 초기에는 오일이 많이 생산되다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대략 1,000일이 지나면 오일이 거의 생산되지 

않았다. 생산초기의 불확실성 예측 폭이 큰 편이었으나 평균값은 

대체로 참조모델의 거동과 유사하였다. Figure 3.18b는 워터컷에 대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생산초기에 불확실한 생산 예측을 하다가 약 

1,000일 지난 시점 이후로는 참조모델과 100개 모델이 유사했다. 

앙상블기반방법을 이용한 히스토리매칭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100개 초기모델은 대체로 참조모델과 비슷한 생산거동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gg model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델선별기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생산량 

추정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실제로 결과를 

확인해보기 위해 100개 초기모델에 대해 케이스를 나누어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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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l oil productions 

 
(b) Well watercuts 

 

Figure 3.18 Initial simulation of WOPR and WWCT results in Eg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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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model에서의 미래 생산량을 예측하기 위해 3개의 케이스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Case 3-1에서는 주어진 100개 초기모델을 모두 

사용하여 히스토리매칭 하였다. Case 3-2는 임의로 30개 모델을 

선택하였고, Case 3-3은 제안한 방법으로 30개 모델을 선별하였다. 세 

케이스 모두 동일하게 EnKF를 이용하여 모델을 교정하였다. 교정은 

360일 간격으로 총 4회 실시하였다(360일, 720일, 1,080일, 1,440일). 

4개의 생산정으로부터 나오는 오일의 양과 워터컷 자료를 이용하여 

EnKF를 적용했다. 

Figure 3.19와 Figure 3.20은 세 케이스에 대해 EnKF를 적용하여 

얻은 WOPR과 WWCT 결과이다. 빨간 점선은 참조모델의 

생산거동을 의미하고 회색 실선은 교정된 모델의 생산량, 파란 

실선은 모델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1,440일까지 생산하였다고 가정하였고 해당 시점을 점선으로 

표기하였다. 주어진 100개 모델을 모두 사용한 Case 3-1은 전 

생산정에 대해 오일과 물 생산량을 잘 예측하였다. 교정 전 

모델에서 보였던 생산초기의 높은 불확실성도 교정 후 크게 

감소하였다. 

30개 모델을 사용한 Case 3-2와 Case 3-3을 비교하면 2번 

생산정에서 결과가 차이난다. 임의로 모델을 선택한 Case 3-2에서는 

참조모델에 비해 30개 모델이 생산량을 높게 예측하였다. 반대로 

워터컷은 참조모델에 비해 작게 예측하여 전체적으로 2번 생산정에 

대한 생산거동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Case 3-3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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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과 물 생산량 모두 참조모델의 거동을 잘 예측하였다. 

Figure 3.18에서 보았듯이 100개 초기모델은 대체로 참조모델과 

유사한 생산거동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적은 수의 모델을 임의로 

선별하여 히스토리매칭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비교 결과, 임의로 모델을 선별한 Case 3-

2에서는 생산량을 올바르게 예측하지 못했다. 30개 모델만으로는 

앙상블기반방법에서 안정적인 해를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PCA로 

모델의 유체투과율 특성과 생산자료를 기반으로 모델을 선별하면 

적은 수의 모델로도 참조모델의 거동을 불확실성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예측하였다. Case 3-1에 비해 70% 적은 모델만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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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3-1 

 
(b) Ca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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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3 

Figure 3.19 Oil production rates after the EnKF in Egg model. 

 

 

 

 

 

 

 

 

 

 

 

 



 

77 

 

 
(a) Case 3-1 

 
(b) Cas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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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3-3 

Figure 3.20 Watercuts after the EnKF in Eg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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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g model에서 제안한 방법을 활용한 히스토리매칭 결과가 

정량적으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비교하였다. Table 3.4는 

오일생산량과 워터컷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범위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100개 모델을 사용한 Case 3-1을 기준으로 Case 3-2와 Case 

3-3의 예측범위의 감소율을 계산했다.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Case 3-

3은 Case 3-2에 비해 1번 생산정에서 예측범위를 크게 감소시켰다. 

3번 생산정에서의 오일생산량 예측범위는 오히려 늘어나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3번 생산정에서의 생산량이 매우 작아 

계산된 결과이다. Figure 3.19와 Figure 3.20에서 보았듯이 애초에 적은 

수의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범위보다는 

오차제곱합을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하다. 

Table 3.5는 동일한 생산자료에 대해 오차제곱합을 계산하여 

나타냈다. 2번 생산정에서 예측치가 크게 벗어났던 Case 3-2의 경우 

오차제곱합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에 제안한 방법을 사용한 Case 3-

3은 전반적으로 오차가 작았다. 불확실성 감소율이 마이너스였던 

3번 생산정에서의 오차제곱합을 비교해보면 Case 3-1과 Case 3-2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3,600일 시점에서 누적 오일 및 물 생산량에 대한 

박스그림을 그려 Figure 3.21에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참조모델의 

생산량에 대해 정규화를 하였다. Case 3-2는 오일과 물 생산량 모두 

참조모델의 생산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 Case 3-1과 Case 3-

3만이 참값이 박스 안에 포함되어 미래 생산량을 올바르게 추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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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Case 3-3은 적은 수의 모델을 사용하고도 Case 3-1의 

예측성능과 유사하여 효율적이다.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3차원 

채널저류층모델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하여 빠르면서도 

안정적으로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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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Reduction ratio (%) of the prediction ranges compared to Case 3-1 in 

Egg model 

Wells Oil production rates Watercuts 

 Case 3-1 Case 3-2 Case 3-3 Case 3-1 Case 3-2 Case 3-3 

P1 100. 12.68 34.17 100. 29.31 29.06 

P2 100. 56.99 31.59 100. 43.12 15.93 

P3 100. 8.32 -8.31 100. 17.78 15.15 

P4 100. 59.39 48.93 100. 31.84 36.51 

 

 

Table 3.5 RMSE of the oil production rates and watercuts in Egg model 

Wells Oil production rates Watercuts 

 Case 3-1 Case 3-2 Case 3-3 Case 3-1 Case 3-2 Case 3-3 

P1 0.88 1.49 0.33 0.0029 0.018 0.0031 

P2 3.25 8.30 2.31 0.0130 0.032 0.0120 

P3 0.94 0.93 0.99 0.0430 0.012 0.0270 

P4 2.10 1.49 2.67 0.0240 0.023 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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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il 

 
(b) Water 

 

Figure 3.21 Boxplots on cumulative productions in Eg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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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CA와 K-평균 군집법을 이용하여 참조모델과 

채널의 패턴 및 연결성이 유사한 모델을 선별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선별된 모델은 앙상블기반방법을 이용하여 

히스토리매칭 하였고 다양한 상황에서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1. PCA는 고차원의 자료에 대해 주요한 성분을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체투과율 자료에 대해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계산하여 

초기에 생성된 모델이 분포해 있는 주 방향을 찾아 2차원 

평면을 만들었다. 2차원 공간에 투영된 모델은 유체투과율 

특징이 유사한 모델끼리 가깝게 위치하여 모델 간 

비유사성을 계산할 수 있었다. 

 

2. 참조모델과 생산거동이 유사한 모델을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K-평균 군집법으로 초기모델을 10개 군집으로 

나누었다. 각 군집당 대표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생산량을 

비교함으로써 관측값과 오차가 제일 작은 모델을 찾았다. 

해당 모델 주변으로 앙상블기반방법을 적용할 모델을 

선별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모델을 모두 시뮬레이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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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필요없이 참조모델과 유사한 생산거동을 갖는 

모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었다. 위 과정을 통해 유체투과율 

자료와 생산거동 자료를 고려하여 초기모델을 선별할 수 

있었다. 

 

3. 성공적인 히스토리매칭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초기모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제한된 자료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다수의 등가확률 모델 중에 참조모델의 특징과 유사한 

모델을 선별함으로써 초기모델의 질을 향상시켰다. 

 

4. 앙상블기반방법은 교정결과가 초기값과 선형관계를 

가지므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초기값이 매우 

중요하다. 관측값과 시뮬레이션 예측값의 차이가 너무 커서 

칼만게인이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면 오버슈팅이나 

필터발산과 같은 수치해석 문제가 발생한다. 제안한 방법은 

좋은 초기모델을 선별하여 앙상블기반방법의 수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 

 

5. 2차원 채널저류층모델, 지질학적 자료가 부족한 2차원 

채널저류층모델, 그리고 3차원 채널저류층모델인 Egg 

model에 대해 제안한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단순히 

많은 수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시간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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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 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이 컸다. 

좋은 초기모델을 선별함으로써 계산시간을 줄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선별기법은 히스토리매칭 외에 다른 

연구분야에서도 적용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산최적화분야나 

유전개발최적화에서 지질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다수의 모델을 

활용한다. 이 때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초기모델의 정확성을 

높인다면 보다 개선된 최적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PCA에 사용된 모델 내 저류층 인자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널저류층의 채널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체투과율 

자료로 PCA를 실시하였다. 그 외에 저류층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저류층 인자를 활용한다면 모델 간의 비유사성을 효율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모델을 분류할 다른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이다. 

PCA는 생산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유정주변에 대한 고려를 

추가적으로 하기 어려우므로, 공간적인 특징을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면 모델분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기계학습 및 인공신경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석유공학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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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PCA와 MDS의 유사성 

 

본 장에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과 

다차원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정리하였다. 앞장에서 언급하였듯이 PCA와 MDS는 고차원의 자료를 

낮은 차원으로 축소하여 나타내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때 만일 

비유사성 거리를 Euclidean 거리로 정의하여 MDS를 사용할 경우, 

PCA로 자료의 차원을 축소한 것과 동일하다. 

p차원의 자료 X가 있다고 하면, 𝑥𝑛의 평균값을 식 (A.2)와 같이 

�̂�𝑛으로 나타낼 수 있다. 

 

X = [𝑥1 ⋯ 𝑥𝑛]𝑝×𝑛 (A.1) 

�̂�𝑛 =
1

𝑛
∑𝑥𝑖

𝑛

𝑖=1

=
1

𝑛
∙ X ∙ 𝟏 (A.2) 

 

여기서, 𝟏 = (1 ⋯ 1)T ∈ ℝ𝑛 이다. 

식 (A.3), 식 (A.4)와 같이 X̃와 P̂를 정의한다. 

 

X̃ = X −
1

𝑛
∙ X ∙ 𝟏 ∙ 𝟏T (A.3) 

P̂ =
1

𝑛 − 1
∑(𝑥𝑖 − �̂�𝑛)(𝑥𝑖 − �̂�𝑛)

T

𝑛

𝑖=1

=
1

𝑛 − 1
(X̃ ∙ X̃T)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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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에서는 X̃ ∙ X̃T를 고유값분해하여 얻는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낮은 차원으로 투영시킨다. 고유값이 큰 m개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m차원의 공간을 만든다. 식 (A.3)에서 X̃는 X내 

원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Euclidean 거리를 계산한 값을 나타낸다. 

본 장에서는 classical MDS(metric MDS)에 대한 수학적 원리를 

설명하였다. Classical MDS의 기본원리는 제곱화된 거리행렬을 

내적형태로 변환하고, 이것을 고유값분해를 한다. 

먼저 𝑥𝑖와 𝑥𝑗사이의 거리의 제곱 𝑑𝑖𝑗
2 을 식 (A.5)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해 거리행렬 D를 구성할 수 있다. 

 

𝑑𝑖𝑗
2 = ‖𝑥𝑖 − 𝑥𝑗‖

2
 

= (𝑥𝑖 − 𝑥𝑗)
T
(𝑥𝑖 − 𝑥𝑗) 

= 𝑥𝑖
T𝑥𝑖 + 𝑥𝑗

T𝑥𝑗 − 2𝑥𝑖
T𝑥𝑗 

(A.5) 

 

식 (A.1)로 정의된 X 에 대해 내적행렬 K 를 나타내고, K 의 

대각원소로 이루어진 벡터를 k로 정의하여 D를 나타낼 수 있다. 

 

K = XTX (A.6) 

D = k ∙ 𝟏T + 𝟏 ∙ kT − 2K (A.7) 

 

식 (A.3)을 이용하여 K̃를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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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X̃ ∙ X̃T 

= (X −
1

𝑛
∙ X ∙ 𝟏 ∙ 𝟏T)

T

(X −
1

𝑛
∙ X ∙ 𝟏 ∙ 𝟏T) 

= K −
1

𝑛
K ∙ 𝟏 ∙ 𝟏T −

1

𝑛
𝟏 ∙ 𝟏T ∙ K +

1

𝑛2
𝟏 ∙ 𝟏T ∙ K ∙ 𝟏 ∙ 𝟏T 

(A.8) 

 

행렬 B와 H를 각각 식 (A.9)와 식 (A.10)과 같이 정의한다. 

 

B = −
1

2
H ∙ D ∙ HT (A.9) 

H = I −
1

𝑛
𝟏 ∙ 𝟏T (A.10) 

 

식 (A.9)에 식(A.7)을 대입하면, 

 

B = −
1

2
H ∙ (k ∙ 𝟏T + 𝟏 ∙ kT − 2K) ∙ HT (A.11) 

 

이 때, k ∙ 𝟏T ∙ HT는 식 (A.12)와 같이 정리되어 0이 되므로 식 

(A.11)의 행렬 B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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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𝟏T ∙ HT = k ∙ 𝟏T ∙ (I −
1

𝑛
𝟏 ∙ 𝟏T)

T

 

= k ∙ 𝟏T ∙ (I −
1

𝑛
𝟏 ∙ 𝟏T) 

= k ∙ (𝟏T −
(𝟏T ∙ 𝟏)

𝑛
∙ 𝟏T) 

= k ∙ (𝟏T − 𝟏T) 

= 0 

(A.12) 

B = H ∙ K ∙ HT (A.13) 

 

행렬 B를 식 (A.10)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K̃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B = H ∙ K ∙ HT 

= (I −
1

𝑛
𝟏 ∙ 𝟏T) ∙ K ∙ (I −

1

𝑛
𝟏 ∙ 𝟏T)

T

 

= K −
1

𝑛
𝟏 ∙ 𝟏T ∙ K −

1

𝑛
∙ K ∙ 𝟏 ∙ 𝟏T +

1

𝑛2
𝟏(𝟏T ∙ K ∙ 𝟏) ∙ 𝟏T 

= K̃ 

(A.14) 

 

따라서 행렬 B는, 

 

B = −
1

2
H ∙ D ∙ HT = K̃ = X̃ ∙ X̃T (A.15) 

 

위 과정을 정리하면 먼저 제곱화된 거리행렬 D에 대해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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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내적행렬의 형태로 변환하였다. 행렬 B를 고유값분해를 

하면 자료의 Euclidean 공간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X̃ ∙ X̃T 와 X̃T ∙ X̃ 의 고유벡터가 선형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간단한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다. 

 

X̃ ∙ X̃Tv𝑖 = 𝜆𝑖v𝑖 (A.16) 

 

여기서, λ는 X̃ ∙ X̃T의 고유값, v는 고유벡터를 의미한다. 식 (A.16) 

양변에 X̃T를 곱하면, 

 

(X̃T ∙ X̃)(X̃Tv𝑖) = 𝜆𝑖(X̃
Tv𝑖) (A.17) 

X̃T ∙ X̃𝑤𝑖 = 𝜆𝑖𝑤𝑖 (A.18) 

 

따라서 𝑤𝑖 = X̃Tv𝑖이므로 고유벡터간 선형관계를 갖는다. X̃ ∙ X̃T와 

X̃T ∙ X̃의 고유값은 동일하며, X̃T ∙ X̃는 n − p개의 0인 고유값을 추가로 

갖는다. 이를 통해 PCA와 MDS는 비유사성 거리를 Euclidean 거리로 

정의했을 경우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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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거리기반 군집화 과정 예제 

 

저류층모델은 격자마다 유체투과율 값을 가진다. 균질한 저류층은 

없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그 값은 다르다. 유체투과율의 분포에 

따라 유체의 생산거동이 달라지므로, 유체투과율 분포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리기반 군집화 기법을 이용하면 다수의 

등가모델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원하는 모델만을 찾아 선택할 수 

있다. 

Figure B.1과 같이 6개의 3 ×  3 크기 저류층모델을 가정하자. 

각각의 모델은 저마다 좌측, 중앙, 우측에 세로축을 따라 높은 

유체투과율 띠를 가지고 있다. 모델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 

Euclidean 거리를 계산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해 model ①과 ②, 

model ①과 ③의 거리계산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값은 Table 

B.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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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B.1 Six different permeabilit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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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1 Permeability values of 6 different models 

Number Values 

① [
3 1 8
2 2 9
2 3 8

] 

② [
2 1 7
1 1 9
2 3 9

] 

③ [
1 7 3
2 8 3
1 7 1

] 

④ [
2 9 3
1 7 2
3 8 2

] 

⑤ [
9 1 2
9 3 2
8 2 1

] 

⑥ [
8 2 3
7 1 1
9 1 2

] 

 

Model ①과 ②의 Euclidean 거리 d12는, 

 

d12 = √(3 − 2)2 + (2 − 1)2 +⋯+ (9 − 9)2 + (8 − 9)2 = 2.34 (B.1) 

 

마찬가지 방법으로 model ①과 ③의 Euclidean 거리 d13을 구해보면, 

 

d13 = √(3 − 1)2 + (2 − 2)2 +⋯+ (9 − 3)2 + (8 − 1)2 = 14.25 (B.2) 

 



 

102 

 

이다. ①, ②번 모델은 비슷한 유체투과율 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다. 하지만 ①, ③번 모델은 서로 다른 분포를 갖기 

때문에 그 거리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거리행렬을 구성할 수 있다. 

계산한 거리행렬을 바탕으로 MDS를 이용해 2차원 평면에 

나타내면 Figure B.2와 같다. MDS를 적용한 결과를 보면 높은 

유체투과율 값을 갖는 구역이 비슷한 모델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B.1과 같이 모델이 간단한 

경우 직관적으로도 model ①과 ②, ③과 ④, ⑤와 ⑥이 서로 

비슷하다. Figure B.2는 이러한 관계를 수치화된 거리를 바탕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Figure B.2 Projection of the 6 models on the 2D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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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프로그램 코드 

 

본 연구에서 사용한 ES 프로그램 코드를 첨부하였다. MATLAB기반 

코드이며 ‘MainForES.m’ 파일과 11개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저류층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유체투과율과 저류층모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프로그램 코드 

내에 유체투과율 자료는 ‘channel401’, 저류층모델은 ‘ECL_channel’ 

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MainForES.m> 

fclose('all'); close all; clear; clc; 

global EnsembleNum SamplingNum ClusterNum WellNum nx ny nz ngrid 

Ptime_last P_interval A_Num 

 

%% Input simulation settings 

EnsembleNum = 400; 

IsSampling = 1; 

IsES = 1; 

SamplingNum = 100; 

ClusterNum = 10; 

WellNum = 8; 

nx = 25; ny = 25; nz = 1; 

ngrid = nx*ny*nz; 

Atime_start = 100; Atime_last = 500; 

A_Num = Atime_last/Atime_start; 

Ptime_start = 20; Ptime_last = 1000; P_interval = 20; 

M_Variable = {'Permx'}; D_Variable = {'WOPR'}; 

ecldata = 'ECL_channel'; 

Permdata = 'channel401'; 

Atime = linspace(Atime_start,Atime_last,A_Num); 

Ptime = (Ptime_start : P_interval : Ptime_last); 

PtimeNum = length(Ptime); 

M_VariableNum = length(M_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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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_VariableNum = length(D_Variable); 

 

tic 

%% Assign reservoir parameter 

Perm = GetParameters(['ECLIPSE FILES/' Permdata '.DAT'], true, 2000, 20, 2); 

refPerm = Perm(1:ngrid); 

EnPerm = reshape(Perm((ngrid+1):end), ngrid, EnsembleNum); 

 

%% Simulate reference model 

mkdir('RESULT/ref'); 

copyfile(['ECLIPSE FILES/' ecldata '.DATA'], ['RESULT/ref/' ecldata 

'.DATA']); 

SetPermx(1, refPerm, 'RESULT/ref/PERMX.DAT'); 

disp('>>>> Reference') 

RunECLIPSE('RESULT/ref', ecldata); 

[refWOPR_A, refWWCT_A, refFPT_A, refWOPR_P, refWWCT_P, refFPT_P] 

= GetPredictiondata(['RESULT/ref/' ecldata], Atime, false); 

 

if IsSampling == 1 

%% PCA 

[Cluster_EnPerm, projected_data, clusteridx, C, Main_EnPerm_idx] = 

PCA_Ensemble_Sampling(EnPerm); 

 

Kmeansfigure(projected_data, clusteridx, C); 

Clusterfigure(projected_data, clusteridx, Main_EnPerm_idx, C, false); 

 

%% Generate folders 

mkdir('RESULT/ini_1'); 

copyfile(['ECLIPSE FILES/' ecldata '.DATA'], ['RESULT/ini_1/' ecldata 

'.DATA']); 

 

i = 2; 

while i <= ClusterNum 

    copyfile('RESULT/ini_1', ['RESULT/ini_' int2str(i)]); 

    i = i+1; 

end 

 

%% Simulate representative models 

i = 1; 

while i <= ClusterNum 

    SetPermx(i, Cluster_EnPerm, ['RESULT/ini_' int2str(i)'/PERMX.DAT']); 

    i = i+1;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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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 Representative Ensembles Simulation <<<<') 

disp('>>>> Representative Ensembles') 

RepWOPR_A = zeros(A_Num*ClusterNum,WellNum); 

RepWOPR_P = zeros(PtimeNum*ClusterNum,WellNum); 

RepWWCT_A = zeros(A_Num*ClusterNum,WellNum); 

RepWWCT_P = zeros(PtimeNum*ClusterNum,WellNum); 

RepFPT_A = zeros(A_Num*ClusterNum,2); 

RepFPT_P = zeros(PtimeNum*ClusterNum,2); 

 

i = 1; 

while i <= ClusterNum 

    RunECLIPSE(['RESULT/ini_' int2str(i) '/' ecldata]); 

    [RepWOPR_A(A_Num*(i-1)+1:A_Num*i,:), 

RepWWCT_A(A_Num*(i-1)+1:A_Num*i,:), RepFPT_A(A_Num*(i-

1)+1:A_Num*i,:), RepWOPR_P(PtimeNum*(i-1)+1:PtimeNum*i,:), 

RepWWCT_P(PtimeNum*(i-1)+1:PtimeNum*i,:), RepFPT_P(PtimeNum*(i-

1)+1:PtimeNum*i,:)] = GetPredictiondata(['RESULT/ini_' int2str(i) '/' ecldata], 

Atime, false); 

    disp(['(Ensemble Dyanmic Data) RSM file close success ' int2str(i)]) 

    i = i+1; 

end 

disp('>>> Representative Ensembles Simulation Complete <<<') 

 

%% Find the model with the minimum error 

rmserror1 = CalculateError(refWOPR_A, RepWOPR_A,1); 

rmserror2 = CalculateError(refWWCT_A, RepWWCT_A,1); 

rmserror3 = CalculateError(refFPT_A(:,1), RepFPT_A(:,1),2); 

rmserror4 = CalculateError(refFPT_A(:,2), RepFPT_A(:,2),2); 

rmserror = [rmserror1 rmserror2 rmserror3 rmserror4]; 

avgerror = mean(rmserror,2); 

minerridx = find(avgerror == min(avgerror)); 

 

Clusterfigure(projected_data, clusteridx, Main_EnPerm_idx, C, true, 

minerridx); 

 

%% Select good initial models 

sampled_distance = zeros(EnsembleNum,1); 

for i = 1:EnsembleNum 

    sampled_distance(i) = sqrt((projected_data(i,1)-projected_data 

(Main_EnPerm_idx(minerridx),1))^2 + (projected_data(i,2)-projected_data 

(Main_EnPerm_idx(minerridx),2))^2); 

end 

rank_distance = sort(sampled_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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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d_idx = zeros(SamplingNum,1); 

sampled_EnPerm = zeros(ngrid,SamplingNum); 

for n = 1:SamplingNum 

    En_idx = find(sampled_distance == rank_distance(n), 1); 

    sampled_EnPerm(:,n) = EnPerm(:,En_idx); 

    sampled_idx(n) = En_idx; 

end 

SampledEnfigure(projected_data, sampled_idx, C, true, minerridx); 

disp('>>> Sampling Procedures Complete <<<') 

else 

    sampled_EnPerm = EnPerm; 

end 

 

%% Generate folders 

mkdir('RESULT/sampled_ini_1'); 

copyfile(['ECLIPSE FILES/' ecldata '.DATA'], ['RESULT/sampled_ini_1/' 

ecldata '.DATA']); 

 

i = 2; 

while i <= SamplingNum 

    copyfile('RESULT/sampled_ini_1', ['RESULT/sampled_ini_' int2str(i)]); 

    i = i+1; 

end 

 

i = 1; 

while i <= SamplingNum 

    SetPermx(i, sampled_EnPerm, ['RESULT/sampled_ini_' int2str(i) 

'/PERMX.DAT']); 

    i = i+1; 

end 

 

%% Simulate sampled models 

disp('>>>> Initial ensembles') 

WOPR_A = zeros(A_Num*SamplingNum,WellNum); 

WWCT_A = zeros(A_Num*SamplingNum,WellNum); 

FPT_A = zeros(A_Num*SamplingNum,2); 

WOPR_P = zeros(PtimeNum*SamplingNum,WellNum); 

WWCT_P = zeros(PtimeNum*SamplingNum,WellNum); 

FPT_P = zeros(PtimeNum*SamplingNum,2); 

 

i = 1; 

while i <= Sampling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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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ECLIPSE(['RESULT/sampled_ini_' int2str(i) '/' ecldata]);    

    [WOPR_A(A_Num*(i-1)+1:A_Num*i,:), WWCT_A(A_Num*(i-1)+1: 

A_Num*i,:),FPT_A(A_Num*(i-1)+1:A_Num*i,:), WOPR_P(PtimeNum*(i-

1)+1:PtimeNum*i,:),WWCT_P(PtimeNum*(i-1)+1:PtimeNum*i,:), 

FPT_P(PtimeNum*(i-1)+1:PtimeNum*i,:)] = 

GetPredictiondata(['RESULT/sampled_ini_' int2str(i) '/' ecldata], Atime, false); 

    copyfile(['RESULT/sampled_ini_' int2str(i)],['RESULT/ES_' int2str(i)]); 

    disp(['(Ensemble Dyanmic Data) RSM file close success ' int2str(i)]) 

    i = i+1; 

end 

disp('>>> Sampled Ensembles Initial Simulation Complete <<<') 

 

if IsES == 1 

%% Assimilation 

disp('>>>> Assimilation <<<<') 

OBS = reshape(refWOPR_A,WellNum*A_Num,1); 

[EnMean, En] = EnsembleMean(sampled_EnPerm, WOPR_A, Atime, ecldata); 

EnPerm_ = ES(EnMean, En, OBS, D_VariableNum, M_VariableNum, 0.01); 

end 

disp('>>>> Assimilation Complete <<<<') 

 

%% Prediction 

disp('>>>> Future Prediction <<<<') 

disp('Resimulation using assimilated parameters from zero') 

WOPR_P_ = zeros(PtimeNum*SamplingNum,WellNum); 

WWCT_P_ = zeros(PtimeNum*SamplingNum,WellNum); 

FPT_P_ = zeros(PtimeNum*SamplingNum,2); 

 

i = 1; 

while i <= SamplingNum 

    SetPermx(i, EnPerm_, ['RESULT/ES_' int2str(i) '/PERMX.DAT']); 

    RunECLIPSE(['RESULT/ES_' int2str(i) '_' ecldata]); 

    [nodata, nodata2, nodata3, WOPR_P_(PtimeNum*(i-1)+1:PtimeNum* 

i,:), WWCT_P_(PtimeNum*(i-1)+1:PtimeNum*i,:), FPT_P_(PtimeNum*(i-

1)+1:PtimeNum*i,:)] = GetPredictiondata(['RESULT/ES_' int2str(i) '/' ecldata], 

Ptime, false); 

    disp(['(Future Dynamic Prediction) RSM file close success ' int2str(i)]) 

    i = i+1; 

end 

toc 

time = toc; 

 

disp('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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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Error.m> 

function rmserror = CalculateError(RefData, RepData, i) 

global ClusterNum WellNum AtimeNum 

 

switch i 

    case 1 

        rmserror = zeros(ClusterNum,WellNum); 

        for n = 1:WellNum 

            value = RepData(:,n); 

            value = reshape(value,AtimeNum,ClusterNum); 

            ref = repmat(RefData(:,n),1,ClusterNum); 

            error = abs(value - ref); 

            rmserror(:,n) = rms(error',2); 

            m = rmserror(:,n)/mean(rmserror(:,n)); 

            rmserror(:,n) = m; 

        end 

 

    case 2 

            rmserror = zeros(ClusterNum,1); 

            value = RepData; 

            value = reshape(value,AtimeNum,ClusterNum); 

            ref = repmat(RefData,1,ClusterNum); 

            error = abs(value - ref); 

            rmserror = rms(error',2); 

            m = rmserror/mean(rmserror); 

            rmserror = m;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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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figure.m> 

function h = Clusterfigure(projected_data, clusteridx, idx, C, IsMaincluster, 

Mainclusteridx) 

global ClusterNum 

 

h = figure; 

hold on 

plot(projected_data(:,1),projected_data(:,2), '*','color', [213/255 213/255 

213/255],'MarkerSize',8) 

 

for n = 1:ClusterNum 

    i = clusteridx(idx(n)); 

    [r,g,b] = select_color(i); 

    plot(projected_data(idx(n),1),projected_data(idx(n),2), '*', 'color', [r/255 

g/255 b/255], 'MarkerSize',8,'LineWidth',1.5) 

end 

plot(C(:,1),C(:,2),'kx','MarkerSize',10,'LineWidth',3) 

 

if IsMaincluster 

plot(projected_data(idx(Mainclusteridx),1),projected_data(idx(Mainclusteridx

),2), 'rx', 'MarkerSize',11,'LineWidth',5) 

end 

set(gca,'FontSize',13) 

hold off 

end 

function [r, g, b] = select_color(i) 

switch i 

        case 1             r = 237; g = 0; b = 0; 

        case 2             r = 255; g = 112; b = 18; 

        case 3             r = 255; g = 228; b = 0; 

        case 4             r = 159; g = 201; b = 60; 

        case 5             r = 47; g = 157; b = 39; 

        case 6             r = 0; g = 216; b = 255; 

        case 7             r = 0; g = 84; b = 255; 

        case 8             r = 165; g = 102; b = 255; 

        case 9             r = 153; g = 56; b = 0; 

        case 10            r = 243; g = 97; b = 220;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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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embleMean.m> 

function [ EnMean, Ensemble ] = EnsembleMean(S_parameter, D_data, Atime, 

ecldata) 

global ngrid WellNum SamplingNum A_Num 

 

S_parameter(1:ngrid,:) = log(S_parameter(1:ngrid,:)); 

WOPR = zeros(WellNum*A_Num,SamplingNum); 

 

i = 1; 

while i <= SamplingNum 

    temp = D_data(A_Num*(i-1)+1:A_Num*i,:); 

    WOPR(:,i) = reshape(temp,WellNum*A_Num,1); 

    i = i+1; 

end 

 

Ensemble = [S_parameter; WOPR]; 

EnMean = mean(Ensemble, 2); 

MeanPermx = EnMean(1:ngrid); 

mkdir('RESULT/EnsembleMean'); 

copyfile(['ECLIPSE FILES/' ecldata '.DATA'], ['RESULT/EnsembleMean/' 

ecldata '.DATA']); 

SetPermx(1, exp(MeanPermx), 'RESULT/EnsembleMean/PERMX.DAT'); 

RunECLIPSE(['RESULT/EnsembleMean/' ecldata]); 

Mean_WOPR_A = GetPredictiondata(['RESULT/EnsembleMean/' ecldata], 

Atime, false); 

WOPR_A = reshape(Mean_WOPR_A,A_Num*WellNum,1); 

EnMean(length(S_parameter)+1:length(S_parameter)+A_Num*WellNum) = 

WOPR_A;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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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m> 

function M_parameter_ = ES(EnMean, Ensemble, OBS, D_VariableNum, 

M_VariableNum, Std_dynamic) 

global ngrid SamplingNum WellNum A_Num 

 

Cd = eye(D_VariableNum*WellNum*A_Num)*Std_dynamic^2; 

temp = zeros(D_VariableNum*WellNum*A_Num,M_VariableNum*ngrid); 

H = [temp eye(D_VariableNum*WellNum*A_Num)]; 

temp2 = repmat(EnMean,1,SamplingNum); 

L = 1/(sqrt(SamplingNum-1))*(Ensemble - temp2); 

K = L*(H*L)'/((H*L)*(H*L)'+Cd); 

 

OBS = repmat(OBS,1,SamplingNum); 

OBS = OBS + ones(D_VariableNum*WellNum*A_Num,SamplingNum).* 

normrnd(0,Std_dynamic,[D_VariableNum*WellNum*A_Num,SamplingNum 

]); 

Ensemble_ = Ensemble + K*(OBS - H*Ensemble); 

 

M_parameter_ = Ensemble_(1:M_VariableNum*ngrid,:); 

logperm = M_parameter_(1:ngrid,:); M_parameter_(1:ngrid,:) = []; 

 

if size(M_parameter_) ~= 0 

    disp('Not enough model parameter definition') 

    return; 

end 

exp_perm = exp(logperm); 

M_parameter_ = [exp_perm; M_parameter_];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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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Parameters.m> 

function Parameters = GetParameters(filename, BoolofChannel, k_sand, 

k_clay, mode) 

 

fid = fopen(filename, 'r'); 

for i=1:1 

    fgetl(fid); 

end 

Parameters = fscanf(fid, '%f', inf); 

fclose(fid); 

 

if BoolofChannel 

    switch mode 

        case 1 

            index_sand = (Parameters(:, 1)==1); 

            Parameters(index_sand) = normrnd(log(k_sand), 0.484, 

[sum(index_sand),1]); 

            index_clay = (Parameters(:, 1)==0); 

            Parameters(index_clay) = normrnd(log(k_clay), 0.568, 

[sum(index_clay),1]); 

 

            Parameters = exp(Parameters); 

             

        case 2 

            index_sand = (Parameters(:, 1)==1); 

            Parameters(index_sand) = k_sand; 

            index_clay = (Parameters(:, 1)==0); 

            Parameters(index_clay) = k_clay; 

    end 

else 

    Parameters = exp(Parameters);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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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Predictiondata.m> 

function [ WOPR_A, WWCT_A, FPT_A, WOPR_P, WWCT_P, FPT_P] = 

GetPredictiondata(filename, Atime, h, Aidx) 

global Ptime_last P_interval A_Num WellNum 

 

fid = fopen([filename '.RSM'], 'r'); 

if fid == -1 

    disp('File open not successful') 

else 

 

if h 

    if Aidx == 1 

        iter = 2; 

    else 

        iter = 1; 

    end 

else 

    iter = Ptime_last/P_interval + 1; 

end 

 

for i = 1:9 

    fgetl(fid); end 

a = fscanf(fid, '%f', [10 iter])'; 

for i = 1:10 

    fgetl(fid); end 

b = fscanf(fid, '%f', [10 iter])'; 

for i = 1:10 

    fgetl(fid); end 

c = fscanf(fid, '%f', [3 iter])'; 

 

if h 

    if Aidx == 1 

        a(1,:) = []; b(1,:) = []; c(1,:) = []; 

    end         

else 

    a(1,:) = []; b(1,:) = []; c(1,:) = []; 

end 

 

WOPR_P = a(:,3:end); 

WWCT_P = b(:,2:end-1); 

FPT_P = c(:,2:end); 

 



 

114 

 

if h  

    WOPR_A = WOPR_P; 

    WWCT_A = WWCT_P; 

    FPT_A = FPT_P; 

else 

     

t = 1; 

WOPR_A = zeros(A_Num,WellNum); 

WWCT_A = zeros(A_Num,WellNum); 

FPT_A = zeros(A_Num,2); 

while t <= A_Num 

    i = Atime(t)/P_interval; 

    WOPR_A(t,:) =  WOPR_P(i,:); 

    WWCT_A(t,:) =  WWCT_P(i,:); 

    FPT_A(t,:) = FPT_P(i,:); 

    t = t+1; 

end 

end 

 

closeresult = fclose(fid); 

if closeresult == 0 

else 

    disp('RSM file close fail') 

end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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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sfigure.m> 

function h = Kmeansfigure(projected_data, clusteridx, C) 

global ClusterNum 

 

h = figure; 

hold on 

for i = 1:ClusterNum 

    [r,g,b] = select_color(i);   

    plot(projected_data(clusteridx==i,1),projected_data(clusteridx==i,2),'*', 

'color', [r/255 g/255 b/255], 'MarkerSize',8) 

end 

plot(C(:,1),C(:,2),'kx','MarkerSize',10,'LineWidth',3) 

set(gca,'FontSize',13) 

hold off 

 

function [r, g, b] = select_color(i) 

switch i 

        case 1             r = 237; g = 0; b = 0; 

        case 2             r = 255; g = 112; b = 18; 

        case 3             r = 255; g = 228; b = 0; 

        case 4             r = 159; g = 201; b = 60; 

        case 5             r = 47; g = 157; b = 39; 

        case 6             r = 0; g = 216; b = 255; 

        case 7             r = 0; g = 84; b = 255; 

        case 8             r = 165; g = 102; b = 255; 

        case 9             r = 153; g = 56; b = 0; 

        case 10            r = 243; g = 97; b = 220; 

end    

e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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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_Ensemble_Sampling.m> 

function [selective_En, projected_data, clusteridx, C, Main_Enidx] = 

PCA_Ensemble_Sampling(EnPerm) 

global EnsembleNum ClusterNum ngrid 

 

MeanPerm = mean(EnPerm,2); 

CopyMean = repmat(MeanPerm,1,EnsembleNum); 

Y = EnPerm - CopyMean; 

covEn = 1/(EnsembleNum-1)*Y*Y'; 

[Vec,D] = eig(covEn); 

sortD = sort(diag(D), 'descend'); 

Vec_array = [Vec(:,sortD(1) == diag(D)) Vec(:,sortD(2) == diag(D))]; 

 

projected_data = Vec_array'*Y; 

projected_data = projected_data'; 

[clusteridx,C] = kmeans(projected_data,ClusterNum); 

 

d = zeros(EnsembleNum,1); 

Main_Enidx = zeros(ClusterNum,1); 

Main_En = zeros(ngrid,ClusterNum); 

for i = 1:ClusterNum 

    for j = 1:EnsembleNum 

        d(j) = sqrt((projected_data(j,1)-C(i,1))^2 + (projected_data(j,2)-C(i, 

2))^2); 

    end 

    Main_Enidx(i) = find(d == min(d),1); 

    Main_En(:,i) = EnPerm(:,Main_Enidx(i)); 

end 

selective_En = Main_E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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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ECLIPSE.m> 

function [ ] = RunECLIPSE(eclDataFile) 

 

dos(['eclrun eclipse ' eclDataFile ' > NUL']); 

k = 0.; 

while ~ exist([eclDataFile '.RSM'],'file') 

    k = k + 1.0; 

    disp(['FLEXLM error: ' num2str(k)]); 

    pause(k); 

    dos(['eclrun eclipse ' eclDataFile ' > ERROR.LOG']);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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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dEnfigure.m> 

function h = SampledEnfigure(projected_data, idx, C, IsMaincluster, 

Mainclusteridx) 

global SamplingNum 

 

h = figure; 

hold on 

plot(projected_data(:,1),projected_data(:,2), '*','color', [155/255 155/255 

155/255],'MarkerSize',8) 

for n = 1:SamplingNum 

    plot(projected_data(idx(n),1),projected_data(idx(n),2), 'r*',  

'MarkerSize',5,'LineWidth',1.5) 

end 

plot(C(:,1),C(:,2),'kx','MarkerSize',10,'LineWidth',3) 

if IsMaincluster 

plot(projected_data(idx(Mainclusteridx),1),projected_data(idx(Mainclusteridx

),2), 'rx', 'MarkerSize',11,'LineWidth',5) 

end 

 

set(gca,'FontSize',13) 

hold off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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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Permx.m> 

function [ ] = SetPermx(i, permx, filename) 

 

fid = fopen(filename, 'w'); 

fprintf(fid, '%s\n', 'PERMX'); 

fprintf(fid, '%d\n', permx(:,i)); 

fprintf(fid, '/\n'); 

fprintf(fid, '/'); 

fclose(fi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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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icient History Matching of Channel Reservoirs 

Using Initial Models Select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yeongcheol Kang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nsemble-based methods such as ensemble Kalman filter (EnKF) and 

ensemble smoother (ES) are popular reservoir characterization methods in 

petroleum engineering. They use multiple realizations of reservoir models for 

stochastic analysis and update unknown reservoir parameters by integrating 

available data. The methods assume that the optimizing parameters are 

following a Gaussian distribution and the mean value is the best estimate. Also, 

it is mathematically proven that there is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and 

updated values. Therefore, for reliable characterization using EnKF or ES, there 

should be enough number of well-designed initial models, reflecting true 

reservoir propert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duce number of ensemble members but 

preserve prediction quality at the same time. We us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or managing high dimensional data. Initially generated models 

are projected on 2 dimension (2D) principal component plane and separated 

into 10 clusters by K-means clustering. Production histories of 10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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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one from each cluster, are compared to the observed data to find out 

the best model for the reference. As a result, good initial ensemble models can 

be selected near the best model on the plane and they are used in the ensemble-

based methods. 

The proposed method is applied to 3 different channel reservoir cases: 2D 

models, 2D models with geological uncertainty, and 3D benchmark models 

called Egg model. In the 2D cases, 100 reservoir models are selected from 400 

initial models so that the total simulation time is reduced to about 75%, using 

the same history matching method. Even though, the ensemble size is reduced 

to a quarter, the history matching quality is improved by excluding badly-

designed models. In 3D Egg model, 30 models are selected from 100 initial 

models and they still give reliable estimations on future oil and water 

productions. 

The model selection scheme reduces the simulation time as well as 

improves history matching results. It considers both permeability distribution 

and production history so that the numerical problems such as overshooting or 

filter divergence can be prevented in the ensemble-based methods. The 

proposed method is expected for efficient and stable history matching process. 

 

 

Keywords: history matching, channel reservoir, ensemble-based method, 

model selecti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K-means clustering 

Student number: 2014-2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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