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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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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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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TIME 표지



셰일가스

§ 셰일가스는 탄화수소가 풍부한 셰일층에 매장되어있는

천연가스로 기술적 제약 때문에 오랫동안 채굴이 이뤄지지

못하다가 2000년대 들어 수평정시추 등이 상용화되며

신에너지원으로급부상하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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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 특히 미국에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어 2018년 미국은 러시아와

사우디를제치고석유매장량세계 1위국가에오르게되었음. 이는

곧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었던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 의존할

필요가없음을의미하기도함. 세계에너지판도를바꾸는획기적인

사건이며세계정치의판도도많이바뀌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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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생산

§ 하지만 셰일가스를 채취하는 수압파쇄법은 지하수 오염, 지진 등의

공해의우려가상당히높아법적규제가강해지고있는추세임. 이로

인해 셰일가스 채취비용도 올라가고 있음. 따라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생산량 예측을 바탕으로 보다 정교한

계획하에셰일가스를채취하는것이중요해질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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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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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자료

– 한국에너지공단블로그
“에너지혁명의중심 ‘셰일가스’가뭐에요?”
(http://blog.energy.or.kr/?p=4700)

– 유투브세상의모든지식
“당신이몰랐던셰일가스(천연가스)의역사”
(https://youtu.be/A0CT0ZWZ0ME)

– 유투브 KBS 다큐
“셰일가스가세계경제에미치는여파(2012) | 
KBS 스페셜 - 21세기골드러쉬셰일가스 (KBS 121125 방송)”
(https://youtu.be/Svk461QKeHk)

– 유투브슈카월드
“미국셰일가스, 세계을뒤흔들다. 압도적인힘으로!”
(https://youtu.be/ojzem0Of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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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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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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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 1

생산정 2

생산정 3

생산정 4

생산정 5

생산정 k

생산정 6

§ N개의셰일가스생산정

생산정 N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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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 N

시추공 위치: (401619.6, 6031353.8)
시추 지점 땅높이: 2888 ft
시추 시작 지점 높이: 2908 ft
시추공 곡면 길이: 20325 ft
시추공 수직깊이: 10015 ft
수압파쇄 유체 종류: Slickwater
프로판트 주입 량: 5082.72 ton
균열을 위해 주입된 유체 양: 40553.7
수압파쇄 지점 수: 40
수압파쇄 지점간 평균 간격: 75.76 m
생산 시작 일자: 2018.02.01
운송라인 연결 일자: 2018.02.04
마지막 측정 일자: 2021.7.31

시계열 자료:
최근 36개월 월별 가스 생산량
최근 36개월 월별 조업 시간

생산정 1

생산정 2

생산정 3

생산정 4

생산정 5

생산정 7

생산정 N
생산정 6

§ N개의셰일가스생산정
– 각생산정에대한데이터가주어짐



문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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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정 1

생산정 2

생산정 3

생산정 4

생산정 5

생산정 7

생산정 6

§ N개의셰일가스생산정
– 각생산정에대한데이터가주어짐
– 각생산정의가격은주어짐

§ Question. X원의예산이주어졌을때어떤생산정을구매해야향후
6개월간생산된셰일가스를팔아가장많은수익을낼수있는가?

총 예산: X 원
셰일가스 기준가격: SS 원

생산정 N

생산정 N

시추공 위치: (401619.6, 6031353.8)
시추 지점 땅높이: 2888 ft
시추 시작 지점 높이: 2908 ft
시추공 곡면 길이: 20325 ft
시추공 수직깊이: 10015 ft
수압파쇄 유체 종류: Slickwater
프로판트 주입 량: 5082.72 ton
균열을 위해 주입된 유체 양: 40553.7
수압파쇄 지점 수: 40
수압파쇄 지점간 평균 간격: 75.76 m
생산 시작 일자: 2018.02.01
운송라인 연결 일자: 2018.02.04
마지막 측정 일자: 2021.7.31

시계열 자료:
최근 36개월 월별 가스 생산량
최근 36개월 월별 조업 시간

XXX 원

XXY 원

XXZ 원

XYX 원

ZYX 원

YYZ 원

YZX 원

XYZ 원



문제정의

§ 두가지유형의생산정이존재

– 1. 시추까지만완료되고아직생산을시작하지않은생산정
• 시추공, 유정완결관련데이터만존재

– 2. 생산시작후최소 30개월이지난생산정
• 시추공, 유정완결관련데이터

+ 지난 30개월생산량, 조업시간시계열데이터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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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

§ 두가지유형의생산정이존재

– 1. 시추까지만완료되고아직생산을시작하지않은생산정
• 시추공, 유정완결관련데이터만존재
• 학습용데이터: 초기 6개월평균생산량데이터존재

– 2. 생산시작후최소 30개월이지난생산정
• 시추공, 유정완결관련데이터

+ 지난 30개월생산량, 조업시간시계열데이터존재
• 학습용데이터: 총 36개월생산량, 조업시간시계열데이터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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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포인트

§ 각생산정마다향후 6개월셰일가스생산량예측
– 생산이시작되지않은생산정의경우 static 예측
– 생산시작후 30개월이상경과된생산정의경우시계열예측

§ 생산정가격대비기대수익을계산하고이를바탕으로
예산내에서어떠한생산정을구입할것인지의사결정

§ 데이터기반 “예측”과 “의사결정”이결합된전형적인
산업공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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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평가기준

§ 1.생산량예측정확도
– 주어진생산정에대한향후 6개월생산량예측정확도

§ 2.구입한생산정에서의수익
– 구입을결정한생산정들에서향후 6개월동안생산된
셰일가스판매를통해얻은수익

§ 각생산정에대한정확한생산량예측
+ 이를바탕으로한정확한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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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프리젠테이션

§ 문제풀이과정에대한상세한프리젠테이션
– 데이터전처리, 예측모델선택, 의사결정도출과정등에
대한논리적인설명

§ 추가문제
– 생산량예측, 생산정구매의사결정도출과정에서
현실적으로추가고려되어야할요소들이어떤것들이
있을지, 이를고려한다면예측,의사결정과정에어떤
변화가있을지에대해자유롭게가능한한구체적으로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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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평가기준

§ 1.생산량예측정확도
– 주어진생산정에대한향후 6개월생산량예측정확도

§ 2.구입한생산정에서의수익
– 구입을결정한생산정들에서향후 6개월동안생산된
셰일가스판매를통해얻은수익

§ 3.프리젠테이션
– 예측모델선택, 의사결정도출과정에대한논리전개과정
– 추가문제에서의창의성, 논리전개의완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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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데이터

UNIST 산업공학과 19



데이터
§ 한국석유공사제공

§ 약 340여개의셰일가스생산정데이터
– 시추공데이터

• 시추공위치 (x, y 좌표)
• 시추공길이
• 대상저류층등

– 유정완결데이터
• 파쇄지점수
• 파쇄지점간격
• Cluster 수 / 파쇄지점
• 천공수 / cluster
• 주입프로판트양
• Frac 유체타입등

– 생산시계열데이터
• 월별가스/오일생산량
• 월별운영일수등

§ 데이터는대회참여신청후슬랙에참여하면주최측에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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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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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유정 완결
데이터

최근 36개월
셰일 가스 생산 데이터

최근 36개월
조업시간 및 CND 생산 데이터

초기 6개월 셰일가스 생산량

최근 6개월 셰일가스 생산량



데이터샘플:생산정유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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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유정 완결
데이터

초기 6개월 셰일가스 생산량

아직 생산이 시작되지 않은 생산정의 경우
시추공, 유정완결 데이터를 통해 초기 6개월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



데이터샘플:생산정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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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 유정 완결
데이터

30개월
셰일 가스 생산

데이터

30개월
조업시간
데이터

최근 6개월 셰일가스 생산량

30개월
CND 생산

데이터

생산 시작 후 36개월 이상 지난 생산정의 경우
시추공, 유정완결 데이터 + 30개월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
최근 6개월 셰일가스 생산량을 예측



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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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각항목별설명

– 석유공사제공



대회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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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진행관련세부사항은아래참조

– 대회홈페이지 (https://datascience-contest.com)

– 오픈카톡방 (대회참여전)

– 슬랙 (대회참여후)

§ 질문사항은오픈카톡방과슬랙통해서편하게물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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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list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