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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velops a surrogate model to predict water saturation from well log data using
neural-network-based deep learning algorithms. The model performance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water saturation estimates obtained using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Archie’s law. The
surrogate model evaluates the water saturation of a target reservoir using four well-log data types
(density, porosity, resistivity, and gamma ray). Long Short-Term Memory (LSTM) is employed as the
deep neural network algorithm, and its performance is compared with that of a multi-layer artificial
neural network. Prediction via the LSTM based model showed outstanding results with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above 0.7. Sensitivity analysis is conducted through sequence tuning, switching of
well type, and k-fold cross-valida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model has been validated for the Volve
oilfield in the North Sea and an offshore oilfield in Vietnam.
Key words : Well log data, Water saturation, Long Short-Term Memory, Sensitivity analysis

요약
이 연구는 다양한 물리검층자료를 학습한 딥러닝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저류층의 수포화도를 예측
하는 대리 모델을 구축한다. 딥러닝 알고리듬으로 계산한 수포화도 추정치를 Archie 방정식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개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4가지 물리검층자료(밀도, 공극률,
비저항, 감마선)를 심층신경망의 입력인자로 활용하여 수포화도를 평가하였다, 심층신경망 기법
으로는 장단기메모리학습법을 사용하였으며 전형적인 다층 인공신경망과의 비교를 통해 성능을
확인하였다. 장단기메모리학습법을 기반으로 수포화도를 예측한 결과, 결정계수의 값이 0.7 이상
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모델의 민감도 분석으로는 시퀀스 조정, 유정 역할
전환, k-폴드 교차검증을 시행하였다. 모델의 적용 가능성은 북해 Volve 유전과 베트남 해상 유전에
적용하여 성능을 검증하였다.

주요어 : 물리검층자료, 수포화도, 장단기메모리학습법,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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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석유탐사단계에서 물리탐사는 물리검층, 탄성파 자료 등
다양한 유형의 저류층 자료를 제공한다. 물리탐사는 ‘비파괴
탐사’라고도 불리며 지반을 파괴하지 않고 물리적 성질인 밀
도(density), 공극률(porosity), 유체투과율(permeability),
비저항(resistivity) 등의 정보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획득
한 저류층 물성을 통해 저류층을 평가한다. 수포화도(water
saturation)는 탄화수소 생산을 위한 저류층 평가에 핵심 인
자로 활용되며 수포화도를 추정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식이
활용된다(Miah et al., 2020). 사암층에서는 주로 Archie 방
정식(Archie, 1952), 셰일층에서는 Simandoux 모델(Simandoux, 1963) 등이 활용된다. 하지만, 경험식을 활용하여
수포화도를 추정할 경우, 지층의 이방성과 비균질성을 고
려한 보정인자(비틀림 계수, 고결 지수 등) 선정에 어려움
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정인자를 특정하지 않고 비선형 관
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계학습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Al-Bulushi et al., 2009; Park et al., 2021).
최근 석유 산업에서는 물리검층 경험식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퍼지
로직(fuzzy logic),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등 다양한 기계학습법을 활용하여 공극률, 유체투과
율 등 저류층의 물성을 추정하고 있다. Akinnikawe et al.
(2018)은 다양한 종류의 기계학습 선형회귀(linear regression),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기울기 부스팅(gradient
boosting),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ANN의 성능을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기법의 결과를 채택하는 앙상블 학
습법을 활용하여 합성 물리검층자료(synthetic well log)를
생성하였다. Onalo et al.(2018)은 셰일층에서 음파 검층
(sonic log)을 추정하기 위해 밀도, 셰일의 부피, 감마선을
입력인자로 사용했다. Dalvand and Falahat(2020)은 P파
속도, 공극률, 밀도, 감마선을 입력인자로 사용하여 S파 속
도를 도출하였다. 하지만, ANN 모델은 전형적인 점대점
(point-to-point)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도출한 값
은 동일 심도에서의 입력인자와만 관계를 갖게 되어 물리
검층자료의 깊이에 따른 유기적 성질을 보존하기 어렵다
(Zhang et al., 2018). 상기 연구들에서 사용하여 온 ANN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Sherstinsky(2020)는 신경망을 구
성하는 노드(node) 또는 뉴런(neuron)들의 내부순환 구조
를 통해 이전단계의 정보를 기억하는 순환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을 활용하였다.
RNN은 한 노드에서 연결이 양방향이며 순환 구조를 띄
는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이다. 시계열 정보의 양방향 흐름
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입력인자와의 내부 경향을 고려하
한국자원공학회지

여 생성되기 때문에 심도에 따른 지층 물성의 순차적인 변
화를 보존해야 하는 지질학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 접근법
으로 볼 수 있다. 최근 RNN의 일종인 장단기메모리(Long
Short-Term Memory, LSTM) 알고리듬이 다양한 순차 자
료(sequential data) 해석연구에 적용되고 있다. Sun et al.
(2018)과 Lee et al.(2019)는 전통적인 생산감퇴곡선분석
(Decline Curve Analysis, DCA)과 LSTM을 사용하여 각
각 생산량을 예측한 결과, LSTM의 생산량 예측치가 DCA
의 예측치에 비하여 생산량 관측치와의 부합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Zhang et al.(2018)은 LSTM을 활용하여 감마
선, 공극률, P파 속도로부터 비저항과 S파 속도를 예측하였
다. Temizel et al.(2020)은 DCA와 LSTM 기법을 사용하
여 탄화수소 종류(휘발성 오일, 경질유, 콘덴세이트, 건성
가스)별 생산비율을 예측하였다. Ki et al.(2019)은 동적자
료(가스생산량, 정저압)를 입력자료로 하여 LSTM을 통한
미측정 구간의 정두압 예측을 시행하였다. Pham et al.
(2020)은 감마선, 밀도, 공극률을 LSTM의 입력자료로 활
용하여 P파 속도를 추정한 후, Gardner 방정식(Gardner et
al., 1974)과 비교하여 LSTM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보정인자를 특정하지 않고 비선형 관계를 분
석하기 위해 물리검층자료를 활용하는 딥러닝 기반 수포화
도 예측 신경망 모델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고 실행한다. 첫
째, 딥러닝 알고리듬의 입력인자는 수포화도를 도출하는
방정식인 Archie 방정식을 바탕으로 밀도, 공극률, 셰일 부
피를 추정할 수 있는 4가지 인자(밀도 검층, 비저항 검층, 중
성자 공극률 검층, 감마선 검층)를 선정한다. 둘째, 선정된
인자들에 대응하는 물리검층자료를 바탕으로 ANN과
LSTM 모델을 구축하여 학습한 후 각 모델의 성능을 비교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듬들은 ANN, LSTM
으로 지칭한다. 셋째, 신경망 모델의 하이퍼파라미터 조정,
유정 역할 전환(학습, 시험), k-fold 교차검증(k-fold cross
validation)을 시행하여 모델의 일관성을 검증한다. 개발한
LSTM 신경망 기반 모델은 노르웨이 Volve 해상 유전과 베트
남 해상 유전의 현장 자료를 활용하여 그 신뢰도를 평가한다.

연구 방법
Archie 방정식
수포화도()를 도출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Archie
방정식을 사용하는 것이다(Archie, 1952). Archie 방정식
은 암석의 공극률, 비저항, 수포화도 사이의 양적 관계를 보
이는 수식으로 식 (1)과 같이 표현한다(Agbasi,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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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는 비틀림 계수(tortuosity factor), 은 교결 지수
(cementation exponent), 은 포화 지수(saturation exponent),
는 공극률, 는 유체 포화 암석 비저항, 는 물의 비저
항을 의미한다.
공극률(ϕ)은 암석의 총 부피(Vb) 대비 암석 내 공극 부피
(Vp)의 비로 정의되며 식 (2)와 같이 계산한다. 공극률을 추
정할 수 있는 중성자 공극률(Neutron Porosity, NPHI) 검층
값을 수포화도 예측에 사용한다. 중성자 검층은 공극률을 반
영할 수 있는 셰일 또는 점토암에 따른 중성자 검층 값이다.

 


(2)

암석 내 셰일 함량은 공극률, 유체투과율, 수포화도 등 저
류층 물성에 영향을 끼친다(Moradi et al., 2016). 저류층 내
셰일의 부피 비율()은 식 (3)과 같이 감마선(Natural
Gamma ray, GR)을 통해 도출할 수 있다(Szabó, 2011).
  min
  
max  min

(3)

이때, min 과 max는 각각 감마선의 최솟값과 최댓값
을 의미한다.
인공신경망
ANN은 인간의 뉴런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바탕으
로 만들어졌으며 인자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
거나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때 많이 활용되는 알
고리듬이다. ANN은 McCulloch와 Pitts가 1943년에 최초
로 개발하였다(McCulloch and Pitts, 1943). 자료 간의 관
계나 패턴을 인식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로 입
력인자와 출력인자 간의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관계를 수치
적으로 풀어나간다는 특징을 갖는다(Agatonovic-Kustrin
and Beresford, 2000).
ANN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층(input layer), 입력값
이 변환되는 은닉층(hidden layer), 결과를 출력하는 출력
층(output layer)으로 구성되며 각 층은 다수의 노드로 구성
된다(Fig. 1). 은닉층은 1개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은닉
층의 개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으로 지칭하지만 ANN과 DNN은 혼용되
어 사용되기 때문에 ANN과 DNN의 용어 중 편의상 ANN
으로 지칭한다. 각 노드는 인접한 층과 가중치(weight, )
로 연결되며 최적의 가중치 배열을 찾기 위해 모델을 학습
시킨다. 각 노드는 식 (4)와 같이 이전 층으로부터 전달받은
입력값 에 가중치 를 곱하고 편향값 를 더한 후, 활성화

Fig. 1. Schema of the ANN architecture.

함수(activation function, )가 적용된 출력값 를 할당받
는다. 다음 층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출력층에서의 출력값을 도출한다.
    

(4)

활성화함수의 종류에는 선형 전달 함수, 시그모이드 함
수, 쌍곡 탄젠트 함수(hyperbolic tangent, tanh), ReLU
(Rectified Linear Unit) 등이 있으며, 최근 심층신경망에서
는 ReLU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Lin and Shen, 2018). 신경
망 알고리듬은 자료 간 알려지지 않은 관계를 분석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료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전처리 과정이 필수적이다(Chitsazan et al., 2015).
장단기메모리학습법
LSTM은 RNN의 한 종류로 전통적인 RNN의 단점을 보
완한 학습법이다. 전통적인 RNN은 순환적인 네트워크 흐
름을 통해 이전 단계를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값을 선정한
다는 특징을 갖는다. 길이가 긴 시계열 자료를 활용할 시 멀
리 떨어진 자료의 영향력이 미약하게 작용하여 학습 능력
이 저하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LSTM 학습법이 등장하
였다(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LSTM은 RNN
과 유사하게 시계열 자료에서 정보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전 단계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시계열 자료와 유사하게 연속성,
연결성을 갖는 물리검층자료에 적합하며, 합성 물리검층
자료를 생성하기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Zhang et
al., 2018).
Fig. 2는 LSTM의 기본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LSTM은
제58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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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 of the LSTM unit cell architecture.

RNN과 다르게 4가지 층(입력 게이트 층, 망각 게이트 층,
출력 게이트 층, tanh 층)과 셀 상태(cell state, )가 추가된
구조를 갖는다. 각 게이트 층은 은닉층에서의 상태에 따라
셀 상태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망
각 게이트는 잊어버릴 정보를 결정하는 층이며 입력 게이
트는 입력된 정보 중 얼마나 셀 상태에 저장할지 결정한다.
망각 게이트 층의 결과값 는 이전단계 은닉층으로부터
받은   과 현재 시점의 입력자료인 에 가중치  를 곱
한 후 편향값 를 합한 값에 활성화함수 를 적용하여 구한
다(식 (5)). 입력게이트의 결과값 는 이전단계 은닉층으로
부터 받은   과 현재 시점의 입력자료인 에 가중치  
를 곱한 후 편향값 를 합한 값에 활성화함수 를 적용한
값이다(식 (6)). 출력게이트의 결과값 는 이전단계 은닉
층으로부터 받은   과 현재 시점의 입력자료인 에 가
중치  가 곱해진 후 편향값 를 더해 전체에 활성화함수
를 적용한 값이다(식 (7)). 이때, 는 출력층에서의 결과
와 셀 상태에 tanh가 적용된 값 tanh  의 아다마르곱
(Hadamard product, ∘)으로 나타낸다(식 (8)). tanh 층은
 를 생성하여 입력 게이트와 함
셀 상태에 더해질 후보 값 
 는 이전 단계
께 다음 셀 상태에 반영할 정보를 결정한다. 


은닉층으로부터 받은   과 현재 시점의 입력자료인 에
가중치  를 곱한 후 편향값 를 합한 값에 활성화함수
tanh를 적용한 값이다(식 (9)). 출력 게이트 층은 얼마나 자
료가 출력될지 결정하는 층으로 셀 상태에 저장된 현 시점
의 자료와 함께 계산되어 결과가 도출된다. 앞의 과정을 바
탕으로 셀 상태  는 망각 게이트에서 계산된 와 이전 상
한국자원공학회지

태의 셀 상태   이 아다마르곱으로 계산된 값과 입력 게
 가 아다마르곱으로 계산된
이트에서 계산된  와 후보 값 




값의 합으로 계산된다(식 (10)). 위와 같은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셀 상태가 변화하며 마지막으로 변경된 셀 상태와 은
닉 상태는 다음 단계로 전송될 출력자료를 결정한다
(Osarogingbon et al., 2020).
    ∙        

(5)

    ∙        

(6)

    ∙        

(7)

   ∘ tanh 

(8)


  tanh   ∙        

(9)

    ∘      ∘ 


(10)

연구 결과
신경망 구조 설계
신경망의 입력인자는 Archie 방정식 식 (1)을 참고하여
밀도, 공극률, 비저항, 감마선의 물리검층 값으로 선정하였
으며 선정된 인자를 바탕으로 수포화도를 예측하는 ANN
과 LSTM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ANN은 1개
의 입력층, 2개의 은닉층, 1개의 출력층으로 총 4개의 층을
가지며, LSTM은 1개의 입력층, 1개의 은닉층, 1개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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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으로 총 3개의 층을 갖는다. ANN과 LSTM의 학습과정
에서 학습인자의 수를 최대한 동등한 조건으로 설정하기
위해 입력층 노드 수는 입력인자의 수에 따라 4가지 인자
(밀도 검층, 비저항 검층, 중성자 공극률 검층, 감마선 검
층), 출력층 노드 수는 수포화도 예측을 위한 1개, ANN의
은닉층 노드 수는 265개와 64개, LSTM의 은닉층 노드 수
는 64개로 설정하였다. ANN의 훈련 파라미터(trainable
parameter)는 17,793개, LSTM은 17,985개로 유사한 구조
임을 확인하였다. ANN의 활성화함수는 ReLU이며 LSTM
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다. 일관적이지 않은 품질
의 자료로 모델을 구축하는 경우 성능이 감소할 수 있으므
로,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결측값이 존재하는 부분은 제외
하고 사용하였다. 물리검층의 자료 유형마다 보이는 범위
가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입력자료의 범위를 0부터 1
까지 표준화한 후 신경망에 입력하였다. LSTM의 경우 입
력시퀀스의 길이는 5로 설정하였다. 입력시퀀스는 다음 깊
이(t+1)의 자료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전 깊이(t)의
연속된 자료의 개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LSTM 기반 모델의 입력시퀀스가 t일때 입력자료로 활용
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4t이다. 본 연구는 다수의 입력인자
로 하나의 출력인자를 도출하는 모델을 사용하므로 출력시
퀀스의 크기는 다음 깊이의 출력값인 1이 된다. 저류층 심
도를 기준으로 물리검층 자료 중 상부 60%는 각 신경망의
학습에 사용하였고 하부 40% 중 20%는 신경망의 검증, 나
머지 20%는 신경망의 시험에 사용하였다.

약 6 km2, 석유 부존 심도는 2,750~3,120 m, 저류층 평균 두
께는 약 20 m이다(Equinor, 2019). Volve 유전의 석유 부존
은 1993년에 확인되었으며 생산은 2008년 시작하여 2016
년 종료되어 약 8년간 지속되었다(Sen and Ganguli, 2019).
Volve 유전의 저류층은 사암, 이암, 셰일, 석회암 등 다양한
암상으로 구성된다(Samo, 2020). 본 연구에서 Volve 유전
의 가스 포화도는 0으로 설정하여 저류층 유체유동을 오일물 이상유동(two phase flow)으로 간주하였다. Volve 유전
에는 3개의 주입정과 7개의 생산정으로 총 10개의 유정이
존재한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산정 3개
(P-F-11B, P-F-5, P-F-1C)의 운영 기간, 입력자료로 활용
한 심도, 신경망 내에서 활용되는 유정의 역할을 나타낸다.
입력자료로 활용된 3개 유정의 심도에서의 지층은 대부분
Hugin forma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P-F-11B 유정에는
미세하게 Heather formation 구간이 존재한다. 유정의 역
할은 모델 구축(neural network design)과 시험(test)으로
구분되며 P-F-11B는 신경망 구축, P-F-1C와 P-F-5는 모델
을 시험하기 위해 활용된다. 모델 구축은 신경망 설계에 활
용한 자료들을 학습(training), 검증(validation), 시험(test)
자료로 세분화하여 진행하였다.
신경망 모델의 성능은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2
Error, MSE)와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
을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Volve 유전에서 제공하는 공공데
이터에는 코어자료가 없어, 이 연구에서는 Volve 유전에서
제공하는 를 참조값(reference data)으로 활용하였다. 제

사례 연구
본 연구는 설계한 신경망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현장 사례에 적용하였다. 사례 연구 1(Case 1)은 노
르웨이 Volve 해상 유전의 3개 유정을 대상으로 신경망을
설계한 경우, 사례 연구 2(Case 2)는 베트남 A 해상 유전의
2개 유정을 대상으로 신경망을 설계한 경우이다.
사례 연구 1 - Volve 유전
개발 기법의 성능은 북해(North Sea) 대륙붕에 위치한 노
르웨이 Volve 유전 현장자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Fig.
3은 Volve 유전의 위치를 나타낸다. Volve 유전의 면적은

Fig. 3. Location of the Volve Oilfield (Ravasi et al., 2015).

Table 1. Well data used for designing a neural network model
Well Name

Purpose

P-F-11B

Neural Network Design

Operation
Start Date

End Date

2014.04.19.

2016.04.28.

Months (Days)
24.6 (740)

True Vertical Depth (TVD)
(m)

Data
Point

3,001.4 – 3,097.1

3,870

P-F-1C

Test

2016.04.18.

2016.04.28.

0.3 (10)

3,047.4 – 3,093.1

1,531

P-F-5

Test

2013.08.12.

2016.09.20.

37.8 (1,135)

2,831.2 – 2,972.3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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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된  는 Archie 방정식 식 (1)으로 계산되었다. 손실함수
는 MSE와 L2 정규화 항이 더해진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는 가중치를 의미한다(식 (11)). 신경망 모델의 예측값과
2
참조값의 비교를 위한 지표는 R 으로 설정하였다(식 (12)).
  MSE  L  

(11)

 

    
     ∥∥
  








 

   




 


 
  
 



(a) ANN

(12)

 는 예측값, 는 평균
이때, 은 자료의 개수, 는 참조값, 
을 의미한다.
Fig. 4는 각각 ANN과 LSTM 모델의 학습, 검증, 시험 결
과를 비교한다. 점선은 과적합 방지를 위해 학습의 조기 종
료(early stopping)된 시점을 나타낸다. 조기 종료는 검증
오차를 기준으로 20회 이상 J가 개선되지 않을 시에 적용된
다. 두 신경망 모델 모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손실함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5는 P-F-11B 시험 자료로
ANN과 LSTM을 통한 수포화도의 예측값과 참조값을 비
교한 산포도를 보여준다. Fig. 4와 Fig. 5의 결과를 바탕으
로 ANN과 LSTM의 평가 성능을 비교한 결과, LSTM을 사
2
용했을 때 R 은 0.152에서 0.864로 0.70 이상 향상되었으
며 MSE는 0.07 이상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LSTM이 ANN

(b) LSTM

Fig. 4. Trend of loss function values for the training and validation data of ANN and LSTM.

(a) ANN

(b) LSTM

Fig. 5. Scatter plot to compare the reference and prediction results of water saturation on the P-F-11B test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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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물리검층자료를 활용한 수포화도 예측에 적합함을 확
인하였다. 이는 시계열 자료와 마찬가지로 순차 자료에 해
당하는 심도별 물리검층자료의 해석의 경우, LSTM이 전
통적인 신경망에 비해 구조적 장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2는 세 개의 유정 자료로 LSTM을 학습, 검증 및 시
험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다. P-F-11B의 물리검층 자료는
2
모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학습, 검증, 시험의 R 모
두 0.70 이상의 값을 갖고, MSE 또한 0.025 이하의 값을 갖

는다. LSTM이 ANN에 비해 우월한 평가 성능을 보임에 따
라 P-F-11B의 자료를 바탕으로 LSTM을 사용하여 학습 및
검증에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유정(P-F-1C, P-F-5)
에 대해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모델을 적용한 결과, 두 유정
2
모두 0.80 이상의 R 을 보여 우수한 평가 성능을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참조값과 예측값이 비교적 일치한다고 판단
하였으며 설계된 모델은 일반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였다(Fig. 6).

Table 2. Results of LSTM for the Volve Oilfield
2

Well Name

Purpose

R

MSE

P-F-11B

Neural Network Design

P-F-1C

Test

0.952

0.007

P-F-5

Test

0.897

0.011

Train

0.839

0.015

Validation

0.729

0.022

Test

0.864

0.010

Fig. 6. Comparison of the reference and predicted water saturation profiles for the three production wells of the Volve Oil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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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된 신경망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k-폴드 교
차검증을 시행하였다. k-폴드 교차검증은 신경망의 일반화
검증을 위한 방법으로 전체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 검증 및
시험을 진행한다. 전제 데이터를 k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
(k-1)개의 학습 자료와 1개의 시험 자료로 선정한 후 총 k번
의 검증을 실행한다(Kwon et al., 2020). 신경망의 궁극적
인 목표는 모든 자료에 대해 높은 정확도로 균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고정된 학습자료로 신경망을 구축
할 경우, 특정 자료에 대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k-폴드 교차검증은 모든 자료를 활용
하여 자료에 대한 편중과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다.
Fig. 7은 사례 연구 1을 바탕으로 구축된 신경망에 k-폴드
교차검증을 시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k = 10으로 설정하였
2
으며 총 10개의 폴드로 구성된다. 각 폴드의 학습, 시험 R
과 손실함수의 값은 평균적으로 0.844±0.007, 0.865±
0.009, 0.015±0.0007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계수와 적은
편차를 보인다. 따라서 구축된 신경망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기존에 구축되었던 신경망과 동일한 조건으로
P-F-11B 대신 P-F-1C를 통해 학습, 검증 및 시험한 후 유정
P-F-11B와 P-F-5에 적용한 결과를 나타낸다. 모든 경우의
2
R 이 0.75 이상, MSE는 0.030 이하의 값을 갖는 것을 통해
사례 연구 1이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
다. 일반적으로 학습 구간의 결정계수가 시험 구간보다 높
게 나타나지만, P-F-1C는 특히 시험 구간의 결과가 좋은 특
징을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계된 모델이 수포화도 범
위의 경곗값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경곗값인 0과 1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시험 구간의
성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P-F-11B로 설계한 결과와
P-F-1C로 설계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지정학적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능을 보여줌을 통해 신경망이
특정 자료에 편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Table 4는 구축된 신경망의 입력시퀀스를 변화시킬때
P-F-11B 유정으로 신경망을 학습, 검증 시험한 민감도 분

Table 3. Results of a LSTM model designed with P-F-1C for the Volve Oilfield
Well Name

2

Purpose

R

MSE

Train

0.820

0.021

Validation

0.840

0.026

P-F-1C

Neural Network Design

P-F-11B

Test

0.850

0.020

P-F-5

Test

0.752

0.029

Test

0.957

Fig. 7. Performance of ten-fold cross validation for Case 1.

한국자원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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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결과를 나타낸다. 입력시퀀스를 5에서 150까지 변화
2
시킨 결과 시퀀스 길이가 5 이상인 경우 모두 R 이 0.70 이
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5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5로
선정한 결과와 비슷한 성능을 보이지만 학습에 걸리는 시
간은 124초로 두 배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시퀀스 길이를 5
로 선정하는 것이 신경망에 가장 적합함을 판단하였다. 모
든 계산과정은 다음의 컴퓨터 하드웨어 사양 하에 진행되
었다: AMD Ryzen 7 3700X 8-Core Processor CPU @ 3.6
GHz, 32.0 GB RAM, NVIDIA GeForce RTX 2080 SUPER.

자료는 대부분 Hugin formation을 통과하며 P-F-11B에 미
세하게 Heather formation이 존재하였다. 이에 사례 연구 1
은 지질학적으로 유사한 지층에서의 자료로 학습하였기에

사례 연구 2 - 베트남 A 유전
사례 연구 2는 베트남 A 해상 유전에 위치한 2개의 유정
에 사례연구 1과 동일한 조건의 LSTM 모델을 적용한 결과
를 나타낸다. Table 4의 결과에 따라 사례 연구 2는 입력시
퀀스를 5로 고정하여 적용하였다. 사용된 유정 WA와 WB
는 각 8,880개와 7,813개의 자료를 포함한다. 사례 연구 2
는 Archie 방정식을 바탕으로 총 4가지 입력인자(밀도, 유
효 공극률, 비저항, 감마선)를 선정하였으며 Fig. 8은 선정
된 입력인자를 바탕으로 유정 WA를 통해 학습한 후 유정
2
WB에 적용한 결과이다. WA의 학습, 검증, 시험 모두 R 이
0.78 이상, MSE는 0.016 이하의 값을 갖는 것을 통해 사례
1에서 구축된 신경망의 구조는 Volve 유전에 국한되지 않
으며 다른 유전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Table 5).
반면, WB에 적용한 결과와 다른 결과들을 비교하였을때
상대적으로 낮은  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수포화도가 높
은 경우 비저항 값은 낮은 양상을 보인다. WB의 비저항값
과 수포화도를 비교하였을 때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이
지만, 2,600 m 부근에서의 비저항값이 변동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수포화도는 대부분 1의 값을 나타낸다(Fig. 9). 이로
인해 WB는 기존에 학습되었던 패턴과 다른 데이터 양상을
갖기 때문에 다른 유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를 보이
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Volve 유전 자료에 신경망 모델을 적용하였
을 때 모두 0.7 이상의 높은 R2의 값을 갖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Volve 자료에 편중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 유전의 자료에 적용하였다. 활용된 Volve 유전의

Fig. 8. Comparison of the reference and predicted water
saturation profiles for the two wells in the A field, Vietnam.

Table 4. Comparison of the performances with sequence variation
P-F-11B

Train (R2) / Data Points Validation (R2) / Data Points

Test (R2) / Data Points

Computational Time
(Sec.)

Lag 5

0.839 / 2,320

0.728 / 772

0.859 / 772

24.9

Lag 50

0.832 / 2,923

0.728 / 763

0.859 / 763

124

Lag 100

0.839 / 2,263

0.727 / 753

0.863 / 753

260

Lag 150

0.839 / 2,233

0.727 / 743

0.863 / 743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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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LSTM for A Oilfield in Vietnam
Well Name

Purpose

WA

Neural Network Design

WB

Test

2

R

MSE

Train

0.778

0.008

Validation

0.842

0.017

Test

0.780

0.020

0.486

0.023

Fig. 9. Trend of resistivity and water saturation for the WB well in A oilfield.

모델의 좋은 성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례 연구 2
는 활용된 유전에 대한 지질학적 정보를 미확보하였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자료로 인해 다소 낮은 R2
의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지층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한
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코어에서 채취한 수포화도
참값 비교 또는 코어 자료 및 지층정보를 신경망 학습에 활
용할 수 있다면 제안한 신경망 알고리듬의 성능을 보다 개
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코어자료와 검
층자료 간 해상도 매칭을 위해 Sw의 고해상도 검층 곡선 생
성 후, 코어자료를 활용하여 Sw를 보정한 검층 곡선을 생성
하는 연구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이 연구는 물리검층자료로 설계한 장단기메모리학습법
을 사용하여 북해 Volve 유전과 베트남 유전의 유정에서 심
도별 수포화도를 추정한 후, 모델의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수포화도를 추정하기 위해 Archie 방정식을 바탕으로
4가지 물리검층 인자(암석의 밀도, 공극률, 비저항, 감
한국자원공학회지

마선)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입력인자들을 기반으로
수포화도를 예측하는 ANN과 LSTM 모델을 설계하였
고, 두 모델의 비교를 통해 순차적 자료에 해당하는 물
리검층 해석에서 LSTM의 우수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LSTM 모델을 학습에서 배제한
유정에 적용하여 일반화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유정의 수포화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2) 구축된 신경망을 Volve 유전에 적용한 결과, 모든 경우
에 대해 결정계수가 0.7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모델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k-폴드 교차검증을 시
행하였으며 LSTM의 하이퍼파라미터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력시퀀스를 변화시켰을 때 모든 경우에
대해 0.7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k-폴드 교차검
증을 적용한 경우, 모든 폴드에서의 학습 결과가 균일
하였으며 0.8 이상의 성능을 보였다. 학습에 적용한 유
정과 성능 평가에 활용된 유정들의 역할을 전환했을 때
또한 일관적인 성능을 보였다.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의 유전에 신경망을 적용하였으
며 이를 통해 구축된 모델이 특정 자료에 편중되지 않
고 타 유전에 대한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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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연구는 설계한 LSTM을 기반으로 수포화도를 예측
할 때 지층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채취한 수포화도 참값 비교 또는 코어 자료 및 지층정
보를 신경망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면 제안한 신경망
알고리듬의 성능을 보다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향
후 국내외 석유·가스전의 물리검층 자료로 확장해나갈
뿐만 아니라 코어 자료 및 지층정보를 함께 활용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의 효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기술은 국내 강점 산업인 IT와의 연
계를 통해 디지털 오일필드 등 다양한 국내외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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