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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stimate the hydrocarbon reserves, the porosity of the reservoir must be determined. The porosity of

the area without a well is generally calculated by extrapolating the porosity logs measured at wells. However, if not only

well logs but also seismic data exist on the same site, the more accurate pseudo porosity log can be obtained through

artificial neural network technique by extract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seismic data and well logs at the site. In this

study, we have developed a module which creates pseudo porosity logs by using the polynomial neural network method.

In order to obtain more accurate pseudo porosity logs, we selected the seismic attributes which have high correlation

values in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eismic attributes and the porosity logs. Through the training procedure

between selected seismic attributes and well logs, our module produces the correlation weights which can be used to

generate the pseudo porosity log in the well free area.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developed

module, we have applied the module to the field data acquired from F3 Block in the North Sea and compared the results

to those from the probabilistic neural network method in a commercial program. We could confirm the reliability of our

module because both results showed similar trend. Moreover, since the pseudo porosity logs from polynomial neural

network method are closer to the true porosity logs at the wells than those from probabilistic method, we concluded that

the polynomial neural network method is effective for the data sets with insufficient wells such as F3 Block in the North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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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저류층 내에 부존되어 있는 탄화수소의 매장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저류층의 공극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시추공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극률은 시추공에서 얻은 공극률 검층자료로부터 외삽하여 얻지만, 시추공을 포함한 지

역에서 획득한 탄성파탐사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시추공 자료와 함께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시추공 이외의 지

역에서 보다 정확한 유사 공극률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항식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탄성파 탐사 자

료와 공극률 검층 자료로부터 유사 공극률 검층 자료를 생성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먼저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추

출된 지하매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탄성파 속성(seismic attribute)과 심도에 따른 시간의 자료로 변환된 공극률 검층 자

료로부터 다항식 신경망 기법을 사용하여 상관계수를 추출하였고 이 계수를 이용하여 시추공이 없는 지역에서의 공극

률 정보를 생성하였다. 한편, 개발된 모듈에서는 보다 정확한 공극률을 획득하기 위하여 각각의 탄성파 속성들과 공극

률 검층 자료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상관성이 높은 탄성파 속성들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다항식 신경망 모듈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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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활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된 모듈을 북해 F3 지역의 현장자료에 적용하고, 얻어진 결과를 상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확률론적 신경망 기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였다. 두 방법으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유사한 결과를 보였

으며 이를 통해 개발된 모듈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다항식 신경망 기법으로부터 얻어진 유사 공극률 검

층 자료가 확률론적 신경망 기법을 통해 얻어진 결과보다 실제 값에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해 F3 지

역과 같이 시추공 자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다항식 신경망 기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다항식 신경망 기법, 탄성파 속성, 유사 공극률 검층, 탄화수소 매장량

서 론

저류층의 물성정보를 획득하는 작업은 석유·천연

가스의 매장량 평가를 위해 필수적이다. 저류층 물성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코어분석이나 검층을 통해

계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이 경우 시추공 위

치나 그 주변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으므로 다른

위치에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추가 시추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비경제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시

추공이 없는 지역의 저류층 물성정보를 추출하는 방

법이 필요한데, 이 때 시추공 자료로부터의 단순한

외삽보다는 탄성파 탐사 자료가 있을 경우 이로부터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와 비교할 만한 매질의 물성정

보를 추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공신경망 방법은 우선 물리검층 자료를 심도에

따른 시간의 자료로 변환하고, 변환된 물리검층 자료

와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추출된 탄성파 속성

(seismic attributes) 값의 관계들로부터 계수들을 계산

한 후 이를 다시 탄성파 탐사 자료에 적용하여 유사

저류층 물성정보 값을 얻어내는 기법이다.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물리검층 자료와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시추공

간 저류층 물성정보를 얻어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Russell et al.(1997)은 코크리깅, 공분산 행렬

기법과 함께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저류층 공극

률의 추정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Hampson et al.

(2001)은 탄성파 속성들로부터 multi-attribute 선형회

귀법과 확률론적 신경망 기법의 두 가지 방법을 이

용하여 공극률을 획득하였다.

국내의 경우 인공신경망 법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시추공간 저류층 물성정보를 얻어내는 연

구는 전무하지만, 임종세와 박희준(2005)이 코어자료

와 물리검층 자료로부터 Oh and Pedrycz(2002)가 고

안한 다항식 신경망 기법(Polynomial Neural Network;

PNN)을 이용하여 시추공 위치에서 검층자료로부터

코어자료에 대응되는 지하물성을 추출하는 연구는 수

행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추출된 탄

성파 속성과 밀도공극률 검층 자료와의 상관성을 구

하고, 이로부터 다항식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

공극률 검층자료를 생성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또

한, 개발된 모듈을 북해 광구의 현장자료에 적용하여

모듈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였다.

다항식 신경망 기법

인간의 신경 시스템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뉴

런(Neuron)이라는 세포이다. 각각의 뉴런은 신경 시

스템에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Fig.

1과 같이 뇌는 다수의 뉴런이 서로 연결된 신경망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신경망 기법은 이 뉴런의 연

결 관계를 모방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한 모델로서 수

학적 알고리듬에 의해 해를 계산하는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램과는 달리 대규모 병렬처리 방식에 의해 자

료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인공신경망 기법들 중 다항식 신경망 기법(Oh and

Pedrycz, 2002)은 Ivakhnenko(1971)에 의해 소개된

Group Method of Data Handling(GMDH) 타입 알고

리듬의 한 형태이다. 이 기법은 입출력 자료를 분할

하고, 입력 변수를 선택하며, 선택된 입력변수로 구

성된 부분표현식을 이용하여 비선형 시스템을 모델링

하는 방법이다. 다항식 신경망의 구조는 기존의 신경

망 기법처럼 층과 노드로 구성되며 각 노드의 출력

은 다수의 입력 변수들의 1차, 2차 또는 변형된 2차

다항식으로 계산된다. 그러므로 노드의 입력 변수와

차수는 부분표현식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다항식 신

경망 모델의 구조와 성능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GMDH 알고리듬에 기반한 다항식 신경망 모델은

복잡하고 비선형성이 강한 문제의 내부적인 자료구조

해석에 적합한 모델을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귀납적

추론방법으로 기존 신경망 기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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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동화는 모델 설계 시에 입력 자료 및 설계 변

수 설정의 편향성이나 오판으로 인한 국소 최적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입출력간의 상관관계

가 큰 입력 변수를 자동적으로 선택하고 입출력 관

계 표현에 회귀분석을 적용함으로써 적은 자료로도

복잡하고 비선형성이 강한 문제의 효율적인 학습과

모델 추정이 가능하다. 게다가 입출력 관계를 다항식

형태로 표현하므로 기존의 다른 모델들에 비하여 비

선형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 알고리듬에서는 먼저 모델링 하고자 하는 대상

시스템의 입력변수 xi와 xj, 그리고 출력 y의 쌍에 대

해서 식 (1)과 같은 회귀방정식(Quadratic polynomial)

을 계산한다.

(1)

이 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존의 n개의 입력 x1, x2,

…, xn과 이에 대한 m개의 출력 y를 예측하는 n(n-

1)/2개의 변수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은 입출력

집합으로부터 회귀 다항식을 찾은 후 어느 다항식이

살아남아야 하는지 판단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y를 가장 잘 예측하는 2차 회귀 모델들의

집합을 얻을 수 있다. 다시 이 새로운 집합으로 앞에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 변수들을 다시 한번 조

합시킨다. 즉, 2차 회귀 다항식들로 구성된 변수들로

부터 새로운 y를 구한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얻

어진 다항식들 중에서 가장 오차가 적은 이차 다항

식을 선택한다. 최종적으로 얻은 다항식은 두 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이차 다항식의 계산 결과이다. 이

변수들은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의 2차식으로 구성되

어 있고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2)

이 식을 Ivakhnenko 다항식이라고 한다.

다항식 신경망 기법 모듈 개발

Fig. 2는 유사 공극률 검층자료를 생성시키기 위해

개발된 가중치를 추출하는 다항식 신경망 기법의 알

고리듬 순서도이고,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1] 층의 개수와 각 층에서 선택되어질 노드

의 개수 등 변수를 설정하고, 탄성파 속성들과 공극

률 검층 자료의 배열을 생성시킨다. 각 자료는 학습

용 자료와 평가용 자료로 분할하는데, 이 때, 평가용

자료는 학습용 자료를 통해 얻어진 가중치를 평가하

기 위해 사용된다.

[단계 2] 각각의 탄성파 속성과 공극률 검층 자료

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한다. 이를 통하여 공극률 검

층자료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탄성파 속성을 선정

하여 사용할 개수를 설정한다.

[단계 3] 탄성파 속성의 개수에 따른 조합

(Combination) 값을 생성시킨다. 이 때, 식 (3)과 같

이 생성된 조합 값에 따라 전체 반복연산 수가 정해

진다.

총 반복연산 수= (3)

여기서, N은 사용하는 탄성파 속성의 개수이다.

[단계 4] 사용하는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식 (4)와

(5)를 구성하는 배열들을 생성시키고, LU 분해법으로

가중치를 구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다항식은 2변수 2

차식( )을 사용

하였다.

(4)

(5)

여기서, Y와 Xi는 각각 공극률 검층 자료와 사용

할 탄성파 속성들의 배열이고, Ci는 여기서 구해지는

가중치이다.

[단계 5] 단계 4에서 구해진 가중치로 얻어낸 공극

률 검층 값과 실제 공극률 검층 값과 오차를 식 (6)

과 같이 계산한다.

Trainning error= (6)

여기서, NTr는 학습 자료의 개수이고, yi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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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5xj
2

+ + + + +=

y a bi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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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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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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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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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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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X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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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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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diagram of Human neur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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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률 검층 값, f(xi)는 구해진 가중치로 계산된 공

극률 검층 값이다.

[단계 6] 평가 자료에 훈련 자료를 통해 구해진 가

중치를 적용하여 공극률 검층 값을 구하고, 이를 다

시 실제 공극률 검층 값과 비교하여 식 (7)과 같이

오차를 계산한다.

Testing error= (7)

여기서, NTe는 평가 자료의 개수이고, yj는 실제

공극률 검층 값, f(xj)는 구해진 가중치로 계산된 공

극률 검층 값이다.

[단계 7] 각 조합별로 계산된 학습 자료와 시험 자

료의 오차를 통해 식 (8)과 같이 각각의 성능지수

(Performance Index, PI)를 결정한다.

Performance index (PI)=

η(Trainning error)+(1−η) (Testing error) (8)

여기서 η는 성능지수에서의 학습용 자료와 평가용

자료의 가중치이다.

[단계 8] 단계 7에서 구한 성능지수를 통하여 다음

단계에서 쓰일 노드 개수를 성능지수가 낮은 순으로

선택한다.

[단계 9] 선택되어진 조합의 가중치로 계산된 값을

다음 층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여 같은 과정을 총 층

의 수만큼 반복한다.

[단계 10] 마지막 층을 통과한 후 결정된 성능지수

값으로 최종 가중치를 선정한다.

이 모듈은 선택 기준인 성능지수로 우수한 노드들

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삭제한다. 이러한 층의 생성을

모델의 정지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수행하는데,

이 모듈에서는 3개의 층만을 통과하게 하였다. 이는

다항식을 2변수 2차식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각 층

을 통과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비선형 방정식의 차수

는 2의 배수로 증가하고, 6차 이상의 방정식까지 표현

하는 것은 과도학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탐사자료 적용 및 고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다항식 신경망 기법의

장점은 비교적 적은 자료(학습에 사용되는 시추공의

개수가 적은 경우)로도 복잡하고 비선형성이 강한 문

yj f xj( )–( )
2

j 1=

N
Te

∑

NTe

-------------------------------

Fig. 2. Flowchart of polynomial neural network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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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효율적인 학습과 모델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

발된 다항식 신경망 모듈을 시추공의 개수가 적은

북해 Block F3 지역의 현장자료에 적용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유사 공극률 검층 값을 상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성된 유사 공극률 검층 값과

비교해 보았다.

북해 탐사자료의 특성

Block F3는 북해 네덜란드 구역에 있는 지역으로

쥬라기 상부와 백악기 하부에 위치하는 석유와 가스

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해 3D 탄성파 탐사가 수행된

지역이다. Fig. 3은 북해지역 Block F3 현장의 3D

탄성파 탐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자료 자료획

득에 사용된 탐사변수들은 Table 1에 도시하였다. 이

지역에는 F02-1, F03-2, F06-1의 3개 시추공이 존재

하며, 각 시추공의 위치는 탄성파 탐사자료의 측선

위치와 함께 Fig. 4에 나타내었고, Table 2는 각 시

추공 위치와 획득된 물리검층 자료의 종류를 보여준

다. 이 시추공들 중 F02-1 공과 F03-2 공의 경우에

는 밀도 검층을 수행하여 밀도공극률 검층 자료가

존재한다. 반면에 F06-1 공의 경우에는 밀도 검층이

수행되지 않아 밀도공극률 검층 자료가 존재하지 않

는 대신 F02-1 공과 F03-2 공의 음파 검층 값과 자

연감마선 검층 값으로부터 인공신경망 기법을 수행하

여 얻은 밀도공극률 자료가 존재한다.

다항식 신경망 기법 모듈의 적용

북해 지역에서 획득된 현장자료에 본 연구에서 개

발된 다항식 신경망 기법 모듈을 적용한 후 공극률

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F02-1, F03-2 시추공들에서

획득한 밀도 검층 값들로부터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밀도공극률 검층 값을 계산하였다.

(9)

이 때, ρobs는 심도별 측정 밀도 값이며, 매트릭스

밀도 값, ρma와 공극유체의 밀도 값, ρf는 각각 2.65

와 1.05 g/cm
3
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계산된 밀도공극률 검층 값을 체크샷 자

료를 이용하여 탄성파 탐사 자료와 비교할 수 있도

록 심도를 시간 값으로 자료를 변환하였다. 한편, 탄

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탄성파 속성들을 추출한 뒤

밀도공극률과의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여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음향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

instantaneous envelope weighted phase, Ln(Energy),

φ
ρma ρobs–

ρma ρf–
---------------------=

Fig. 3. 3D seismic fence diagram of Block F3.

Table 1. Survey parameters for 3D seismic survey used in

Block F3.

Inline number range 100-750

Cossline number range 300-1250

Bin size (m) 25

Recording time (ms) 1848

Sampling interval (ms) 4

Survey size (km) 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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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rt(Energy), 순간진폭(instantaneous amplitude), 순간

위상(instantaneous phase) 6개의 탄성파 속성을 선정

하였다. 선정된 탄성파 속성 값들과 밀도공극률 검층

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가 Table 3에 나타나있다.

탄성파 속성들 중 음향임피던스 값과 밀도공극률 검

층 값과의 상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음향임피던스가 밀도와 속도의 곱

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밀도를 통해 계산

된 밀도공극률 검층 값과 음향임피던스는 높은 음의

상관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사 밀도공극률 검층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 전

체 탄성파 탐사 자료에서 지층의 연속성을 잘 나타

내고 있는 216-1200 ms 구간만을 사용하여 다항식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였다. Fig. 5는 이 구간에 다항

식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얻은 3D 공극률 큐브이

다. 추출된 유사공극률 검층자료는 전체적으로 지층

의 경계면들과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모듈의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해 F02-1,

F03-2, 두 시추공 위치에서 획득한 실제 밀도공극률

검층자료와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시추공위치에서

탄성파탐사자료로부터 얻은 유사공극률 검층 값을 비

Fig. 4. A plane view of 3D seismic survey lines and well locations of Block F3.

Table 2. Locations and acquired logs at the wells in Block

F3

Well

location

F02-1
Inline 361

Crossline 336

F03-2
Inline 722

Crossline 848

F06-1
Inline 243

Crossline 387

Logs

F02-1 Gamma-ray, Sonic, Caliper, Density

F03-2 Gamma-ray, Sonic, Density

F06-1
Gamma-ray, Sonic, Density

(by neural network)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density-porosity logs and

selected seismic attributes

Well Attributes Correlation

F02-1

Acoustic impedance -0.87

Instantaneous envelope weighted phase 0.19

Ln (Energy) 0.16

Sqrt (Energy) 0.15

Instantaneous amplitude -0.12

Instantaneous phase -0.09

F03-2

Acoustic impedance -0.95

Ln (Energy) 0.53

Sqrt (Energy) 0.52

Instantaneous amplitude 0.41

Instantaneous envelope weighted phase 0.25

Instantaneous phase 0.19

F06-1

Acoustic impedance -0.97

Instantaneous envelope weighted phase 0.24

Ln (Energy) 0.17

Sqrt (Energy) 0.16

Instantaneous amplitude 0.14

Instantaneous phase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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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결과가 Fig. 6에 나타나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부 구간들에서 추출한 유사공극률 검층값들은 실제

검층값들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지만 공극률의 심도에

따른 전체적인 경향은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검층자료들로부터 얻은 유사공극률 검층과의 비교

앞서 기술한 대로 F06-1 공의 밀도공극률 검층 값

은 F02-1 과 F03-2 공들에서의 음파검층과 자연감마

선검층, 그리고 밀도검층 값으로부터 인공신경망 기

법을 통해 계산된 정보이다. 이렇게 기존의 검층자료

들을 사용하여 인공신경망 기법을 통해 계산된 F06-

1 공의 밀도공극률 검층 값과 F02-1, F03-2 두 공의

탄성파 속성들을 훈련자료로 사용하여 개발된 다항식

신경망 모듈을 통해 계산된 F06-1 공의 유사 밀도공

극률 검층자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Fig. 7은 F06-1 공 위치에서 각각의 방법으로 얻은

유사 밀도공극률 검층 값을 비교한 그림이다. 이 두

그래프를 비교해본 결과, RMS 오차가 0.049로써 두

방법으로 나온 결과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

Fig. 5. 3D porosity fence diagram constructed by using polynomial neural network method from seismic attributes.

Fig. 6. Comparison between pseudo-porosity log and real

density-porosity log at the well F02-1 (a) and at the well

F03-2 (b). The red colored logs indicate the porosities esti-

mated by polynomial neural network, and the black colored

logs represent real density porosities acquired at the bore-

holes.

Fig. 7. Comparison of pseudo density-porosity logs at the

well F06-1. The red colored log is estimated by using poly-

nomial neural network from seismic attributes, and the black

colored log is calculated by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from sonic and gamma ray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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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와 같이 다른 시추공 검층 자료들에 의해 얻

어진 유사 밀도공극률 자료와 탄성파 속성들을 이용

해 얻은 유사 밀도공극률 검층 자료가 유사한 결과

를 보이는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다항식 신경망

모듈을 이용하면 시추공 자료가 없는 지역에서도 탄

성파 속성들을 이용하여 유사 밀도공극률 자료를 얻

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확률론적 신경망 기법과의 비교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다항식 신경망 기

법을 통해 얻어진 3D 공극률 큐브의 결과를 상용프

로그램(Hampson & Russell, CGGVeritas)을 통해 얻

어진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상용 프로그램에서 사

용된 방법은 시추공의 개수가 많을 경우 유리한 확

률론적 신경망 기법이다.

Fig. 8은 다항식 신경망 기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

과와 상용프로그램으로 얻은 결과 중 F03-2를 포함

한 단면도를 각각 보여주고 있다. 두 결과는 서로 유

사하지만 다항식 신경망 기법의 결과가 확률론적 신

경망 기법에 비해서 실제 값에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Fig.

9에 시추공 F02-1과 F03-2의 위치에서 다항식 신경

망 기법과 확률론적 신경망 기법에 의해 구해진 공

극률을 시추공 자료들과 함께 도시하였다. 두 결과

모두 실제 검층 값의 경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

지만 다항식 신경망 기법의 경우 실제 값에 더 가까

운 값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F02-1 공의 결과에 점

선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다항식 신경망 기법으로 얻

은 결과가 밀도공극률 검층 값을 더 잘 반영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다항식 신경망 기법이 다른 알고리듬에 비해

적은 자료로도 복잡하고 다변수인 비선형계의 예측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 현장 자료와 같이 시추공의 개수가 적은 경우에

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다항식 신경망이 보다 합리

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 Pseudo density-porosity log sections by using polynomial neural network method (a) and probabilistic neural network

method (b) at inline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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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에서는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다항식 신

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유사 공극률 검층 값을 생성

하는 모듈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듈의 검증을 위하여 북해 현장자료에 적

용하여 유사 공극률 검층 값을 획득하였다. 시추공

위치에서 실제 얻은 밀도공극률 검층과 획득한 유사

공극률 검층을 비교한 결과 유사공극률 검층은 실제

값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보였고, 유사한 변화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른 시추공들에서 얻은 검층값들

을 이용하여 얻은 유사공극률 검층 값과 탄성파 탐

사 자료의 탄성파 속성 값들로부터 추출한 유사공극

률 검층 값들은 매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확률론적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는 상용프로그램과

다항식 신경망 기법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다항식

신경망 기법의 결과가 실제 공극률 검층 값을 보다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 결

과를 비교해봄으로써 북해 현장자료와 같이 시추공의

개수가 적을 경우에는 다항식 신경망 기법이 확률론

적 신경망 기법에 비해 효과적임을 추정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개발된 모듈의 더 확실한 검증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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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pseudo density-porosity logs at the

well F02-1 (a) and the well F03-2 (b). The red colored logs

indicate the porosities estimated by polynomial neural net-

work, and the blue colored logs represent those by probabi-

listic neural network. The black logs are true density-porosity

logs at the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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