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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오일필드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생산량 제어방법
기술명
기술완성도(TRL)
기술요약

키워드

디지털 오일필드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생산량 제어방법
5단계(유사 환경에서의 Working Model 검증)
디지털 오일필드에 있어서 오일이나 가스의 생산량을 제어하기 위해 유정제어
시 정두에 위치한 초크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한 판단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정두에서의 유량을 입력 자료로 하고 출력자료로서 정두의 온도 및
압력과 저류층 압력 및 초크 사이즈를 예측하여 결정하도록 구성 됨.
디지털오일필드(Digital oil field),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생산량(Out Put)

◾ 기술개요
∙ 내 용
- 오일이나 가스의 생산량을 증감시키기 위해 유정제어를 수행 시, 정두
에 위치한 초크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한 분석과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되며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해결하
기 위해 인공신경망 모델을 이용하여 유정 정두에서의 유량제어를 위한
초크사이즈를 예측하며 생산량 제어방법을 제공함.
- 정두에서의 유량을 입력자료로 하며 정두의 온도 및 압력과 저류층 압
력 및 초크사이즈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출력자료로 하는 인공신경망
모델임. 현장 자료에서 획득한 입력변수를 통해 출력변수로서 유정을 제
어하기 위한 초크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에 의해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오일필드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생산량 제어
방법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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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디지털 오일필드에서의 유정제어

<본 발명의 디지털 오일필드에서 인공신경망을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념도>

이용한 생산량 제어방법의 전체적인 개념도>

◾ 기술의 우수성(특장점)
∙ 장 점
- 본 발명에 따르면, 오일이나 가스의 생산량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유
정 제어를 수행 시 정두에 위치한 초크 사이즈를 조절하기 위한 분석과 판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전문 엔지니어에 의해 수행되어 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던 종래의 유정 제어 시스템 및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 유정제어를 위한 초크 사이즈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있
으므로 초크 사이즈 조절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디지털 오일필드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생산량 제어방법을 수행하도록 구
성되었으므로 초크 사이즈 조절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구성
되는 디지털 오일필드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생산량 제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생산량 제어방법에 적용되는 인공신경망 모델의

<생산량 제어방법에 적용되는 인공신경망 모델을

전체적인 구성도>

통한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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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적용(활용) 가능 분야(타겟 기업군)
∙ [플랜트 부문] : 유정제어를 실시하는 곳에서 적용될 수 있다.
◾ 시장현황
∙ (세계 시장)
- 남미 디지털 오일필드 시장은 2016년 84억 달러에서 2022년 까지 6%의
연평균 성장률로 1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됨.20)

<남미 디지털오일필드 시장규모 및 전망>
출처 : 남미의 디지털 오일필드(DOF) 시장 :경쟁 예측과 기회. TechSci Research.(2017)

∙ (국내 시장)
- 포스코ICT 관계자는 “저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전개발 기업이 자
원개발 운영비 절감을 위해 디지털 오일필드 도입을 검토한다, 중소형
자원개발 현장은 적용된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캐나다 지
역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유정이 4000개에 이른다.21)
- 미국의 유가는 2015년 배럴당 48달러에서 2017년을 지나 2018년에 85
달러로 점차 회복중이지만 저유가 상황이기에 디지털 오일필드의 가능성
이 나타난다. 국내 디지털 오일필드 시장 확인이 불가하며 세계유가변동
은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의 유가 그래프를 가져옴.
20) 남미의 디지털 오일필드(DOF)시장:경쟁예측과기회 Competition Forecast & Opportunities,2012-2022. TechSci Research.(2017)
21) 포스코 ICT, 디지털 오일필드시스템개발...자원개발 현장 적용.CIOBIZ.2017년6월8일 수정.2018년11월15일접속
http://www.ciobiz.co.kr/news/article.html?id=20170608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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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유 시장규모>
출처 : Infomine.com

◾ 관련 지식재산권 현황
구 분
한 국
국 외

발명의 명칭
신경회로망을 이용한 간이상수도 모니터링

특허 등록번호

핵심특허

1009838000000

제어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
SUBSEA PRESSURE CONTROL SYSTEM

US201200168171

(해저의 압력 조절 시스템)

◾ 기술 문의처
구 분
기술보유기관

기관명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름
김기연

부서

직 급

사업화지원실/

기술

기술경영센터

평가사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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