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  론

유전의 생산성 예측은 의사결정 및 개발방법, 투
자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유전 탐사 및 개발 
계획에 있어 필수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석유공
학에서 미래 생산예측은 시뮬레이션, 감퇴곡선법, 
물질평형법, 부피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중 감퇴곡선법은 시간에 따른 생산량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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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삽법으로 방정식을 통해 간단히 예측이 가능하
한데 전통적인 저류층과 비전통 저류층에서 생산
되는 탄화수소 생산 메커니즘이 상이하여 적용되
는 감퇴곡선법 종류가 각각 다르다[1].  최근 머신
러닝을 이용하여 치밀오일 저류층의 생산거동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2]. 이 기술
은 비전통 저류층의 미래개발 계획 수립 시 다양
한 목적에 부합하는 프록시 모델(proxy model)로 
입력 및 출력의 선정에 따라 변경이 용이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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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치밀오일 미래 생산성 예측은 잔류오일 회수량 및 저류층 거동 분석을 위해 중요한 작업이다. 일반
적으로 석유공학적 관점에서 감퇴곡선법을 이용하여 생산성 예측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데이터기반
의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순환신경망과 LSTM, 
GR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래 생산량 예측을 위한 효과적인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입력변수로는 
치밀오일 생산 시 산출되는 오일, 가스, 물과 이와 더불어 다양한 군집분석을 통해 산출된 표준곡선이 
주요 매개변수이고, 출력변수는 월별 오일 생산량이다. 기존의 경험적 모델인 감퇴곡선법과 순환신경망 
모델들을 비교하였으며, 모델의 예측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최적 모델을 
도출하였다. 

ABSTRACT

Predicting future productivity of tight oil is an important task for analyzing residual oil recovery and reservoir 
behavior. In general, productivity prediction is made using the decline curve analysis(DCA). In this study, we intend to 
propose an effective model for predicting future production using deep learning-based recurrent neural networks(RNN), 
LSTM, and GRU algorithms. As input variables, the main parameters are oil, gas, water, which are calculated during 
the production of tight oil, and the type curve calculated through various cluster analyzes. the output variable is the 
monthly oil production. Existing empirical models, the DCA and RNN models, were compared, and an optimal model 
was derived through hyperparameter tuning to improve the predictive performance of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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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기반의 모델링을 대체 및 보완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 생산거동 예측 문제에 
시계열 자료 딥러닝 알고리즘인 LSTM(Long 
Short-Term Memory) 과 GRU(Gated Recurrent Unit)
를 이용하여 오일 및 가스 생산량 예측 연구들이 
수행되었다[3][4]. 본 연구에서는 수평시추가 적용
된 치밀오일 저류층에서 미래 생산거동을 예측하
기 위해 순환신경망인 LSTM과 GRU를 이용한 딥
러닝 프록시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모델의 정확도
를 향상시키기 위해 입력자료로 비지도학습 중 하
나인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 별 표준곡선(Type 
curve)을 입력 변수로 추가하여 모델의 정확도와 
변수의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Ⅱ. 생산성 예측 기술

1945년 Arps가 제안한 감퇴곡선법은 생산감퇴 
경향을 모사한 경험식이다. 전통적인 감퇴곡선법
은 운영조건이나 생산제약에 대한 변수를 반영하
지 못하거나 숙련된 엔지니어의 경험에 의해 분석
을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시뮬레이션 모델
은 저류층의 정적, 동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질 모
델을 구현하고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생산이 변화하
는 양상을 모사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으나 경제
적인 문제와 모델 입력자료의 획득 문제로 모든 
저류층에 활용하기 힘든 제약이 존재한다. 최근 4
차산업혁명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의 폭증으로 데
이터에 기반한 생산성 예측 모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디지털오일필드라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석유공학 연구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초기 머신러닝 
지도학습 기반의 랜덤포레스트, 서포트벡터머신, 
인공신경망 모델을 다양한 석유공학에서 구하고자 
하는 목적함수를 출력자료로 하여 프록시 모델에 
활용하였다. 딥러닝 알고리즘에 제안된 이후 다층
신경망(MLP), 순환신경망(RNN), 컨볼루션신경망
(CNN) 등이 연구에 적용되었다. 생산성 예측 및 
물리검층 자료의 경우 시간이나 심도에 따라 매개
변수들이 취득되는데 순환신경망의 개념이 적용가
능하며 본 연구에 예측기법으로 그림 1과 같은 
LSTM, GRU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Ⅲ. 학습 및 예측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 Bakken 치밀 오일 생산 저류층의 2011년부터 
생산중인 9년 이상의 399개의 생산정 자료를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입력자료 이상치 분석이나 결
측치 대체 및 data smoothing, 분석 활용 가능여부
를 확인결과 388개 생산정이 최종 선정되었다. 딥
러닝 모델의 입력변수는 유정의 오일, 가스, 물, 

그리고 생산거동 예측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
해 군집분석을 통한 전체 학습자료의 군집 별 표
준곡선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학습자료의 조
건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 90개월의 자료를 분석자
료로 하고 이 중 63개월을 학습자료로 27개월을 
테스트자료로 하여 실제 생산량과 비교하였다. 제
안한 LSTM/GRU 기반 모델의 예측성능을 비교하
기 위해 감퇴곡선법 및 LSTM, GRU 모델을 비교
분석하였다. 테스트자료의 실제 생산량과 LSTM, 
GRU 알고리즘의 예측값을 비교하기 위해 회귀모
델 평가지표를 사용하였다.

군집분석은 K-mean, K-medoids(PAM), 밀도기반 
군집법(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DBSCAN)
을 이용하였으며 최적 군집개수를 산출하기 위해 
silhouette 기법을 적용하였다. K-mean 군집의 경우 
4개, PAM은 2개, DBSCAN 군집은 개수를 자동적
으로 선정해주므로 요구되지 않으며, 분석결과 군
집의 개수가 4개로 산출되었다. 하지만 DBSCAN
은 silhouette 계수가 현저히 낮아 본 학습자료의 
군집분석으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PAM 기법을 이용하여 군집을 수
행하였으며 군집의 개수는 2개로 설정하였다.

표 1은 입력변수의 다양한 조합에 따른 5개의 
케이스 모델이며, 각각의 생산 예측 모델의 평가
지표 비교를 통해 최적의 입력변수 조합 케이스를 
찾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1. 딥러닝 기반 순환신경망

표 1. 입력변수 종류에 따른 학습 모델 케이스

Type Type of input variable

Case 1 Oil

Case 2 Oil+Gas

Case 3 Oil+Water

Case 4 Oil+Water+Gas

Case 5 Oil+Water+Gas+
Type curve(clustering)

그림 2는 Test 1 well의 생산거동 예측 결과 비
교 결과이다. 군집 1의 표준곡선을 입력변수로 추
가한 Case 5번의 경우 예측성능이 가장 우수하였
으며, LSTM, GRU 알고리즘 비교결과 MAE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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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2.60, 17.40 bbl이며, MAPE는 6.33%, 3.36%이
다. 그림 2는 Test 2 well 비교 결과이고 군집 2의 
표준곡선을 입력변수로 추가하였을 때 예측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LSTM, GRU 알
고리즘 비교결과 MAE가 각각 67.22, 26.31 bbl이
며, MAPE는 10.05%, 3.95%으로 두 테스트 자료 
비교결과 군집분석을 통해 구현한 표준곡선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 GRU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모델의 예측성능이 MAE의 경우 최소 15 bbl, 최
대 41 bbl, MAPE의 경우 최소 3%, 최대 7%이상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Test 1 well의 생산거동 예측 결과 비교

그림 3. Test 2 well의 생산거동 예측 결과 비교

Ⅳ.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준곡
선을 입력변수로 추가하여 순환신경망인 딥러닝 
기반 LSTM, GRU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미래생산
거동을 예측할 수 있는 지도학습 모델을 제안하였
다. 미국 Bakken 치밀오일의 현장자료를 데이터 전
처리 기법을 통해 최종 388개의 유정을 학습자료
로 선정하였다. PAM 군집분석을 통해 2개의 군집
이 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test data는 군집 별 

상이한 표준곡선 입력변수를 적용하였다. 다양한 
케이스의 입력변수 및 LSTM, GRU 알고리즘 민감
도 분석을 통해 군집 별 표준곡선을 적용한 Case 
5일 경우, GRU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모델의 예
측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
해 딥러닝 모델의 Regularization이나, CNN 알고리
즘과의 결합모델, 주성분 분석과 같은 다른 비지도
학습 적용에 따라 을 통한 데이터 전처리를 적용
하여 예측성능을 더욱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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