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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 

감압에 따른 생산성 전산분석

문 서 윤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양에너지자원공학과

초 록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물 분자의 물리적 결합에 의해 형성된 고체 상

태의 결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구동토층이나 심해퇴적층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주로 감압법을 적용하

여 퇴적층 내 압력을 낮춰 고체 상태의 결정을 해리시켜 생산한다. 이에 감압법 

적용에 따른 생산 효율 분석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및 전산분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하지만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는 물질 전달과 열 전달이 복합적으로 발생하

는 현상이므로 실험실 규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교호 퇴적층 구조 및 확장된  

현장 규모에서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공저압과 감압율과 같은 감압조건에 따라 

생산 경향 및 해리유동이 상이해 질 수 있으므로,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해

서는 퇴적층 내 감압조건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여 가스하

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 감압조건에 따른 생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vii

위해 현장 규모의 전산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공저압과 감압율 별 산출량 및 해리

유동 비교･분석을 통해 감압조건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공저압이 낮고 감압율이 클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 및 가스하이레이트 해리영

역이 크게 나타나 생산율 및 누적생산량이 증가하였다. 감압 생산 시 가스하이드

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에서 감압율은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초기에 영향이 크게 

나타나며 공저압에 따라 최종 가스생산량이 상이해 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

한 연구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파악하고자 다중생산정에 대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다중생산정 적용 시 단일생산정보다 압력 

전파 영향 반경 및 해리영역이 넓어져 가스생산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중생산

정 간격에 따라 해리유동이 상이하게 나타나 가스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 연구결과는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시 감압조건에 따

른 생산성 분석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KEY WORDS: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감압조건; 다중생산정; 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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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n Productivity of Multi Layered 

Gas Hydrate Bearing Sediments by Depressurization 

Seo-Yoon Moon

Department of Ocean Energy & Resources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 Ocean University

Abstract

Gas hydrates are solid crystals formed by the physical combination of 

natural gas and water molecules, and are widely distributed in permafrost and 

deep sea sediments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it has an eco-friendly 

feature that emits less carbon dioxide during combustion, making it a popular 

future energy source. Gas hydrates are mainly produced by depressurization, 

applying a reduced pressure in the sediments layer to dissociate the solid 

state crystals. Production analysis studies about depressurization are in 

progress and various experiments and numerical analyses are also conducting 

in domestic to develop gas hydrates of the Ulleung Basin in the East Sea. 

However, since gas hydrate dissociation is a combination of mass transfer and 

heat transfer, analyses are required in multi layered sediments structures and 

extended field scales based on laboratory-scale results. For gas hydrate 

development,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depressurization conditions on 

productivity is needed because the production tendency and di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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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could be differ by the depressurization conditions such as bottom 

hole pressure and depressurization rate. 

In this study, a numerical model was constructed to reflect the conditions of 

the Ulleung Basin in the East Sea to investigate the productivity in the multi 

layered gas hydrate bearing sediments according to the depressurization 

conditions. The effect of depressurization conditions on productivity was 

verifi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roduction and dissociation behavior 

according to various bottom hole pressure and depressurization rates using the 

field-scale numerical model. As the bottom hole pressure went lower and the 

depressurization rate went higher, the radius of pressure propagation effect 

and the dissociation area were widened, and thus the production rate and 

cumulative production increased. During the depressurization production in the 

multi layered gas hydrate bearing sediments, it was found that the 

depressurization rate was highly affected at the beginning, and the final gas 

production could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bottom hole pressure. In 

addition, numerical analysis of multi production well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ways to improve the productivity in the study area. As a result, when the 

multi production wells were applied, the gas production increased since the 

radius of pressure propagation effect and dissociation area were wider than the 

single well. It was confirmed that dissociation behavior were different due to 

the interval between multi production wells and thus affected the gas 

production. In the future, the results in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productivity analysis according to depressurization conditions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gas hydrate.

KEY WORDS: Gas hydrate; Multi layered sediments; Depressurization conditions; Multi 

production wells; Numerical analysis.



1

제 1 장   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GH)는 저온･고압 조건하에서 천연가스와 물 분

자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얼음과 같은 고체 상태의 결정이다. 주로 유기

물이 풍부하고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에 적절한 온도 및 압력을 가진 영구동토

층(permafrost)이나 심해퇴적층(deep ocean sediment)에 부존되어 있다(Merey, 

2016).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약 10조톤 이상의 양이 부존되어 있으며(Collett, 

2002),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Fig. 1). 가스하이드레이트는 

1m3 당 약 164m3의 가스를 함유하고 있으며(Goh et al., 2017), 주 구성성분인 

메탄(CH4)은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한다는 친환경적인 특

성을 가지고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미

래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안정성 및 경제성이 확보된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하다(허대기와 이주용, 2017). 

Fig. 1 Global gas hydrate distribution map (USG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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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생산기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감압법(depressurization 

method)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시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Boswell and 

Collett, 2011), 이에 감압법 적용에 따른 생산 효과를 분석하고자 다양한 연구

가 수행되고 있다. 감압법 적용 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유동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를 파악하고자 저류층 물성 및 감압조건에 따른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

여 감압범위가 해리속도 및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한 바 있다

(Liang et al., 2010; Aghajari et al., 2019). Ruan et al.(2012)은 코어스케일의 실

험시스템을 모사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여 감압율(depressurization rate)이 생

산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처럼 감압법 적용 시 공저압(Bottom 

Hole Pressure, BHP) 및 감압율과 같은 감압조건에 따라 가스 생산속도 및 해

리유동이 상이해져 누적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생산효율

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기법의 현장 적용성 확인을 위해 확장된 

규모에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함유층의 물성이 산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Bhade and Phirani, 2015). 이처럼 함유층 조건에 따라 해

리유동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은 주로 사질층과 점토층

이 교호된 형태로 있으므로 층 구조에서의 해석이 요구된다. 이에 현장 시험생

산 후보지역의 지질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Sun et 

al.(2014)은 중국의 Qilian Mountain permafrost의 조건을 모사한 전산수치해석결

과와 현장 시험생산 결과를 비교하여 구축한 전산수치 모델을 검증하였으며, 이

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추정하고 감압에 따른 가

스 생산 및 해리유동을 파악하였다. 또한 일본 Nankai Trough 지역에서 감압 생

산 효율을 분석하기 위해 후보지의 퇴적층 조건을 모사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

하였으며(Yuan et al., 2017; Feng et al., 2019), 현장 시험생산 시 다중생산정을 

적용할 경우 가스 생산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Yu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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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동해 울릉분지에서 2000~2004년에 탄성파 탐사 및 시료채취를 

수행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였다(허대기, 2005). 탄성파 

탐사를 통해 선정된 5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구조에서 2007년 1차 심

부시추를 수행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의 직접적인 확인 및 기초 생산 기반

기술을 확보하였다(박근필, 2008). 이후 2010년에 2차 심부시추를 통하여 약 6.2

억 톤의 사질형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차 심

부시추지점에 대한 지질모델, 검층자료, 3차원 탄성파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하여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역으로 UBGH(Ulleung Basin Gas Hydrate) 2-6을 선정하였

다(Fig. 2). 2차례에 걸친 심부시추의 물리검층 및 코어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공

극률,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등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의 물성을 추정하였

다(서광원 등, 2010; 신효진 등, 2012; 이동건 등, 2013). 

이후 감압법을 적용한 현장 시험생산 계획 수립 시 생산기법 적용에 따른 

산출능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 및 전산연구가 수행되었다. 후보지역

에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저류층 물성을 활용하여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에 대한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생산 조건 별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감압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파악하였다(김지수 등, 

2014; 신효진 등, 2015).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점토-사질층의 교호층

에 대한 감압 생산효율을 분석하기 위하여 후보지역의 조건을 반영한 3D 중규

모 생산모사 실험을 수행하였다(Lee et al., 2017). 이 실험조건을 이용한 전산

수치해석을 통해 퇴적층 물성 변화에 따른 생산량 및 해리유동을 분석하였으

며,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조건에서 가스생산량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한계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의 존재 가능성을 파악하였다(이성민, 2016; 길성

민 등, 2017). 이에 동해 울릉분지 조건에서 한계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파

악하고자 코어스케일의 감압 생산모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은 실험

을 모사한 전산수치해석을 통해 50~60%에서 한계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존재할 것으로 확인하였다(길성민, 2018; Gil et al., 2019). 이후 한계가스하이

드레이트포화율로 판단되는 범위에서 현장 시험생산 시 감압율의 영향을 파악

하고자 후보지 조건을 반영하여 코어스케일의 감압 생산모사 실험을 수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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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와 같은 실험을 모사한 전산수치해석을 통해 감압율이 클수록 생산 

시작 시점이 빨라지는 것을 파악하였다(문서윤 등, 2019). 하지만 가스하이드레

이트 해리는 물질 전달(mass flow)과 열 전달(heat flow)이 복합적으로 발생하

는 현상이며, 실험실 규모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과정에서는 열 전달이 미

치는 영향이 크지만 현장 규모에서는 물질 전달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

타나므로 실험실 규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확장된 규모에서 생산 기법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Nagao, 2012). 또한 2014년에 예정되어 

있던 현장 시험생산의 경우, 낮은 생산성 문제로 연기된 바 있으며(허대기와 

이주용, 2017), Moridis et al.(2019)은 국내 현장 시험생산에 대한 타당성 분석

을 수행하여 후보지역에서 감압법을 이용한 가스 생산은 가능하나 감압 영향 

반경이 작게 나타나 생산율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국내 가스하이드

레이트 개발･생산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현장 규모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

리에 따른 다상유동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 또한 후

보지역에서 감압법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감압조건에 따른 산출량 및 

해리유동을 분석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의 생산성을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UBGH 2-6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규모의 전산수치해석

을 수행하여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시 교호 퇴적층 내 감압조건이 생산

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해 울릉분지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모델을 활용한 전산수치해석으로 다양한 공저압 및 감압율에 따른 생

산특성(산출량, 해리유동)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

율층 별 해리유동 비교‧분석을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 조건에 따른 감

압 생산효율을 파악하고자 하며, 국내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의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파악하고자 다중생산정 적용 시 생산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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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rilling expedition area of the Ulleung Basin Gas Hydrate (Ryu et al., 2013)



6

제 2 장   가스하이드레이트 감압 생산모사

2.1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기법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부존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Fig. 3). Class 1은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아래의 자유가스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lass 2는 대수층과 그 위에 1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으로 구성

된 형태이다. Class 3은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 아래에 이동성이 있는 유체층

이 없는 경우이며, Class 4는 상･하부에 퇴적층이 없고 낮은 가스하이드레이트

포화율(Sh<10%)을 가진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로만 구성되어 있다(Moridis and 

Sloan, 2007). 

(a) Class 1 (b) Class 2

(c) Class 3 (d) Class 4

Fig. 3 Classes of hydrate reservoir (Cui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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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주로 저류층 온도 및 압력조건을 가스하이드레이트

가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gas hydrate stability 

zone)에서 해리영역(dissociation zone)으로 변화시켜 가스 형태로 생산한다(Fig. 4). 

가스하이드레이트를 해리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감압법, 열

주입법(thermal stimulation), 억제제주입법(inhibitor injection method)이 있다. 

열주입법은 열수나 증기 등을 주입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저류층의 온도를 증

가시켜 해리를 촉진하는 방법이다. 열주입법은 다른 방법에 비하여 에너지 효율

면에서 우수하나(Bayles et al., 1986), 주입된 열이 가스하이드레이트 저류층에 

도달하기 전에 해수의 온도로 인하여 손실되어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억제제주입법은 메탄올, 글리콜, 염화칼슘 등과 같은 하이드레이트 억제제를 

주입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평형압력을 올리거나 평형온도를 낮추어 해리를 발

생시킨다. 이 방법은 추운 지역에서 수화물화(hydrate)를 막기 위하여 사용된 기

술로써 기존의 석유개발 과정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스 및 컨덴세이트가 유

동할 때 가스하이드레이트에 의해 파이프라인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

용되던 기술을 응용한 것이다(이정환, 2009). 

감압법은 가스하이드레이트 저류층의 압력 감소를 통해 해리된 가스를 생산하

는 기법이다. 감압법 적용 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높은 함유층에서는 해

리에 따른 흡열반응과 생산정 부근에서 Joule-Thompson 냉각 효과로 인하여 가

스하이드레이트가 재형성 될 수도 있다(Moridis and Reagan, 2007). 하지만 감압

법은 해리에 의한 생산기법 중 적용 원리가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열주입

법과 억제제주입법과 달리 지속적인 가스 생산이 가능하여 많이 적용되고 있다

(Boswell and Collett, 2011). 또한 연구대상지역인 동해 울릉분지와 같이 Class 3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에서는 감압법을 이용한 생산이 

효율적이다(Moridis and Reag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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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as hydrate dissociation principle (Kurihara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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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감압 생산모사를 위한 전산수치 시뮬레이터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시 적용되는 감압법에 대한 생산 효과를 파악하고자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산수치해석을 이용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Janicki et al., 2014; Yin et al., 2018),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를 모사하기 

위해 TOUGH+HYDRATE(T+H), MH21-HYDES 등의 전산수치 시뮬레이터가 사용되

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를 구현할 수 있으며 감압모사에 대

한 적용사례가 많은 T+H를 활용하여 감압에 따른 생산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T+H는 미국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NL)에서 개발하였으며, 

영구동토층 및 심해퇴적층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가스 해리(non-isothermal 

gas release), 수화 반응(hydration), 상거동(phase behavior)이나 유체유동(flow of 

fluids), 열적(thermal) 해석이 가능하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 퇴적층에서의 다

상 유동(multiphase flow)을 모사할 수 있다. 유한한 체적에서 4종류의 조성(H2O, 

CH4, CH4-hydrate, water-soluble inhibitors : salt 또는 alcohols)에 대해 모사할 

수 있으며, 각 조성은 gas, aqueous liquid, ice, hydrate 4종류 상에 대해 시뮬레

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T+H는 감압법, 열주입법, 억제제주입법에 따른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모

사가 가능하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형성 및 해리 특성에 따라 평형 모델(equilibrium 

model)과 동적 모델(kinetic model)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모델의 차이는 물과 메탄 

조성 구성에 필요한 변수 개수이며, 평형 모델의 경우 필요한 입력변수가 3개, 

동적 모델의 경우에는 4개의 입력변수가 필요하다. 동적 모델을 이용한 경우에 

더 정확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모델링이 가능할 수 있지만, 평형 모델의 계산 

효율성과 두 모델을 이용한 해리유동 예측이 유사한 경우가 많아 평형 모델의 

사용이 정당화 될 수도 있다(Kowalsky and Moridis, 2007). 이와 같은 모델을 통

해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를 유도하며, 해리된 메탄가스의 생산량은 식 (1)을 통

해 산출된다(Moridis et al., 2008). 

 ∙     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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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Nm은 Hydrate Number로써 격자구조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때 

가스 한 분자에 필요한 물 분자 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메탄가스는 6의 값

을 갖는다. 또한 T+H는 격자 상을 따라 물질 평형 및 에너지평형방정식(mass 

and energy balance term), 질량유속 방정식(mass flux term), 열누적방정식(heat 

accumulation term) 3개의 지배방정식을 사용한다. 이 때 식 (2)과 같이 적분유

한차분법(integral finite difference method)을 이용하여 물질 평형 및 열평형의 

관계를 나타내며(Pruess et al., 1999), 식 (3)과 같이 Darcy 법칙에 의해 질량유

속을 모사할 수 있다(Moridis et al., 2008). 



 
 

    


  ∙  
 

  (2)

  : surface area, surface area of subdomain  [m2]

  : Darcy flux of component  [kg/m2·s]

  : mass accumulation term of component  [kg/m3]

 : inward unit normal vector

 : source/sink term of component  [kg/m3·s]

 : time [s]

 ,  : volume, volume of subdomain  [m3]

  
    


 , 

 
   ≡ 

   


∇   

(3)

 : gravitational acceleration [m/s2]

 : absolute permeability [m2]

 : relative permeability of the aqueous phase [dimensionless]

 : pressure of the aqueous phase [Pa]

 : pressure of the aqueous phase [Pa]

 : viscosity of the aqueous phase [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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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전산수치 모델 및 입력변수

이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모델을 구축하여 울릉분

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 감압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의 경우, 수심 2,157m 해저면 하부 140mbsf(meter below sea floor) 부근에 

13m 두께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이 있다. 퇴적층은 Fig. 5와 같이 점토층과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함유되어 있는 사질층이 교호되어 있는 형태이다(문서윤과 

임종세, 2019). 총 14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이 있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포화율이 40% 이하인 3~5번째 층과 55% 이하인 6, 10번째 층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층은 70% 이상의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질 조건을 반영하여 원통형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전산모사 영역은 

140m의 상부퇴적층, 하부퇴적층 300m까지로 설정하여 생산기간 동안 가스하이

드레이트 부존층과 상‧하부퇴적층 경계면 사이의 열적 요소와 유체들 사이에 발

생하는 열적 교환 현상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원통형 모델의 반지름은 250m, 생

산정은 반지름이 0.1m인 한 개의 수직정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경계면에서는 어

떠한 유동도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하였다. 또한 정수압(hydrostatic pressure)을 

활용하여 지질학적 구조 깊이에 따른 격자의 압력을 입력하였으며, 해당지역에

서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0.112℃/m의 지열구배(geothermal gradient)

를 활용하여 각 격자의 온도를 설정하였다. 이외의 퇴적층의 열전도도, 공극률, 

유체투과도 등과 같은 변수는 Table 1과 같이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에서의 물리

검층 및 코어분석을 통해 추정되고 실험 및 전산 연구를 통해 검증된 값을 활

용하여 설정하였다(Moridi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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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diagram of numerical simulation model reflecting UBGH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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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Initial pressure at top of domain 22.26MPa

Initial temperature at top of domain 0.482℃

Initial temperature at base of domain 51.18℃

Temperature gradient 0.112℃/m

Anisotropy 1 (all formation)

Intrinsic permeability of sand 1.78x10-13m2

Intrinsic permeability mud 2.04x10-16m2

Grain density (all formations)
2650kg/m3 (sand)

2620～2660kg/m3 (mud)

Porosity
45% (sand)

67% (mud)

Wet thermal conductivity
1.45W/m/K (sand)

1.0W/m/K (mud)

Dry thermal conductivity 1.0W/m/K 

Rock grain specific het 800J/kg/℃

NaCl concentration 3.45%

Production time 30day

Table 1 TOUGH+HYDRATE input parameters reflecting UBGH 2-6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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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형 모델을 이용하여 감압에 따른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를 구현하였으

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시 공극률 및 유체투과도 변화를 모사하기 위해 

T+H의 EPM(Evolving Porous Medium) 방식을 설정하였다. EPM 방식은 가스하이

드레이트 해리에 상관없이 초기에 설정한 공극률과 유체투과도가 유지되는 

OPM(Original Porous Medium)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이며(Moridis 

and Pruess, 2014),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에 따라 공극률 및 유체투과도가 변화

하며 해리 과정을 모사한다. 또한 교호 퇴적층 내 유체유동과 관련이 있는 모세

관압은 식 (4)와 같이 van Genuchten 모델(van Genuchten, 1980)을 사용하였으

며, 가스 및 물의 상대유체투과도는 식 (5)와 같이 Modified Stone 모델(Stone, 

1970)을 사용하였다. 모세관압과 상대유체투과도 곡선에 사용한 변수는 Table 2

와 같이 점토층과 사질층에 따라 각각 설정하였으며(Moridis et al., 2014),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함유하고 있는 사질층에 사용한 상대유체투과도 곡선은 Fig. 6

과 같다.

    
    

  
,     

   
(4)

 maxmin
  






 maxmin

   






(5)

 : relative permeability for aqueous

 : relative permeability for gas 

   : exponent

  : capillary pressure

 : initial capillary pressure

 : saturations for aqueous

 : saturations for gas 

 : irreducible aqueous saturations

 : irreducible gas saturations

 : maximum aqueous sat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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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Capillary 

pressure 

model 

 104 Pa (sand), 105 Pa (mud)

 0.45 (sand), 0.15 (mud)

Relative 

permeability 

model 

 3.5 (sand), 5.0 (mud)

 2.5 (sand), 3.0 (mud)

 0.25 (sand), 0.55 (mud)

 0.01 (sand), 0.05 (mud)

Table 2 Parameters of capillary pressure and relative permeability 

Fig. 6 Relative permeability curves of sand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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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압조건 선정 

이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 공저압, 감압율, 

생산정 수에 따른 생산 효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역의 현

장 시험생산에서 예정되어 있던 감압조건(공저압 : 9MPa, 감압율 : 0.50MPa/hr)을 

고려하여 다양한 생산조건에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9MPa의 공저압, 0.50MPa/hr의 감압율을 base 감압조건으로 설정하여 각각 6가

지 경우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공저압의 경우, 0.50MPa/hr의 감압율로 7, 8, 9, 

10, 11, 12MPa의 공저압 조건, 감압율의 경우, 9MPa의 공저압으로 0.25, 0.50, 

0.75, 1.00, 1.25, 1.50MPa/hr에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Fig. 7). 이 

때 목표 공저압에 도달한 이후에는 설정한 공저압이 생산 기간 동안 유지되는 

감압조건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후 감압에 따른 산출량 및 해리유동을 비교･

분석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 감압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한 동해 울릉분지의 경우 후보지에 대한 생산 타당성 분석을 통해 현장 시험생

산동안 가스 생산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Moridis et al., 2019).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파악하

고자 base 감압조건을 적용하여 생산정 2개의 감압 생산성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a) BHP (b) Depressurization rate

Fig. 7 Conditions of BHP and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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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저압에 따른 생산성 분석

3.1 공저압 별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의 생산특성

공저압에 따른 생산 경향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감압율이 적용됨에 따라 목

표 공저압에 도달한 시점부터 각 조건별 생산율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

며, 공저압이 낮을수록 가스 및 물 생산율이 높게 나타났다(Fig. 8). 이로 인해 

공저압이 낮을수록 누적 가스 및 물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생산이 지속될수

록 생산량 차이가 커져 가장 낮은 공저압 조건인 7MPa과 가장 높은 조건인 

12MPa일 때 누적 가스 및 물 생산량 차이가 최대 2.4배, 1.7배 발생하였다(Fig. 

9). 또한 공저압이 낮아질수록 가스생산율이 불안정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감압

범위가 커지고 다양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층이 교호되어 있어 발생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생산기간 동안의 감압에 따른 압력분포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감압율이 적

용됨에 따라 생산 1일 일 때 모든 조건의 압력 전파 양상이 유사하였으나, 모

든 조건이 목표 공저압에 도달하는 시점 이후인 3일부터는 압력 전파 영향 반

경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공저압이 낮을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

어지며 압력 전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0). 또한 가스하이드

레이트포화율이 약 70% 이상인 함유층에서는 압력 전파가 지연되며, 가스하이

드레이트포화율이 55% 이하인 함유층에서 압력 전파가 주로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 기간 동안 압력 전파가 진행되는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55% 이

하인 함유층에서 해리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공저압이 클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작게 나타나 해리가 발생하는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 이처럼 공저압 별 해리유동이 상이하게 나타남에 따라 가스하이드레

이트 개발 시 공저압은 생산율 및 최종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파

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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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8 Gas and water flow rate according to B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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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9 Cumulative gas and water production according to B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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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ay)

Bottom hole pressure (MPa)

7 8 9 10 11 12

1

3

5

10

15

20

25

30

Fig. 10 Pressure distributions according to BHP



21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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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hole pressure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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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as saturation distributions according to B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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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층 별 공저압에 따른 해리유동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다양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층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생산 기간 동안 함유층 별 공저압이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감압 생산 시 해리가 주로 발생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55% 이하인 4번

째(Sh=38.8%), 10번째(Sh=55.1%) 함유층에서 압력 및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변

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저압이 낮을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

어지며, 생산정에서 수평거리에 따른 압력 변화속도가 빨라졌다(Fig. 12). 이로 

인해 공저압이 낮을수록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발생하는 영역이 증가하였다

(Fig. 13). 생산 기간 동안 4번째 층에서는 약 60m, 10번째 층에서는 약 40m까

지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나타났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낮을수록 압

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게 나타났다. 이에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발생하는 

영역도 각각 23.3m, 21.9m로 1.4m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생산 기간 동

안 감압조건에 따라 해리영역이 상이해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가스하이

드레이트 개발 시 관측공과 생산정의 이격거리나 다중생산정 간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저압이 생산 기간 동안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모든 공저압 조건에서 30일 동안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완료되

는 생산정부터 2m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율 및 온도 변

화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저압이 낮을수록 압력 전파가 빨라짐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율도 증가하였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낮은 함

유층에서 해리가 완료되는 시점이 더 앞당겨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4) 또

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시 흡열반응으로 인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 내 

온도저하는 공저압이 낮을수록 더 크게 발생하였으며, 10번째 함유층에서는 최

대 4.6℃, 4번째 층에서는 최대 2.8℃ 저하되어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높을

수록 더 낮은 온도까지 감소하는 것을 파악하였다(Fig. 15). 두 개의 가스하이드

레이트 함유층에서 모두 해당 지점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완료된 이후에

는 지온의 영향으로 온도가 다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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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12 Pressure according to distance from well at 30 day production each B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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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13 Gas hydrate saturation according to distance from well at 30 da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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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14 Dissociation rate at distance of 2m from production well each B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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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15 Temperature at distance of 2m from production well each BHP



27

또한 연구대상지역의 경우 14개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 중 9개의 층이 

70% 이상의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층은 감압법 

적용 시 압력 전파가 지연되는 것을 압력 분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약 

70% 이상의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함유층에서 생산 기간 동안 공저압

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11번째 함유층(Sh=71.1%)에서 30일 일 때 압력 및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비교･분석하였다. 생산정에서 수평거리에 따른 압력 

변화를 통해 공저압이 낮을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게 나타나며, 30일 

동안 압력 전파가 지연됨에 따라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10m로 4, 10번째 함유

층보다 작았으며, 이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영역은 3m로 4, 10번째 함

유층에 비해 7배 작게 나타났다.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변화를 통해 해

당 층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재형성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16).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함유층에서 공저압이 해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30일 동안 모든 조건에서 목표 공저압까지 도달하며 해리가 완료

되는 0.5m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 및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 공저압이 낮을수록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속도가 빨라졌지만, 모

든 공저압 조건에서 압력 전파가 지연됨에 따라 압력 변화가 불안정하게 나타

났다(Fig. 17). 또한 생산 기간 동안 해리가 모두 발생하는 지점인 0.5m에서 연

구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 중 가장 낮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가

지는 4번째 함유층과 11번째 함유층에서 압력변화를 비교하였으며, 4번째 층에

서는 압력 변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나지만 11번째 함유층에서는 압력 변화가 불

안정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18). 이는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일 때 초기 

유체투과도가 낮아 압력 전파가 지연되는 한계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의 영향

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높은 함유층에서 공저압

이 낮을수록 불안정한 압력 변화가 더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한계 가스하이

드레이트포화율을 가진 함유층에서 감압법 적용 시 적정 공저압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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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b) Gas hydrate saturation

Fig. 16 Changes of pressure and gas hydrate saturation 

at 30 day production in 11th gas hydrat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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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b) Dissociation rate

Fig. 17 Changes of pressure and dissociation rate

at distance of 0.5m from production well in 11th gas hydrat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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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MPa (b) 8MPa

(c) 9MPa (d) 10MPa

(e) 11MPa (f) 12MPa

Fig. 18 Pressure change according to BHP each gas hydrate sat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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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감압율에 따른 생산성 분석

4.1 감압율 별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의 생산특성

감압율 별 가스 및 물 생산 경향을 분석한 결과, 감압율이 증가할수록 생산 

초기에 생산율이 높게 나타났으며(Fig. 19), 생산 시작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0). 이로 인해 감압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누적 가스 및 물 생

산량이 크게 나타났다. 모든 감압율 조건에서 목표 공저압까지 감압이 진행된 

이후 가스 및 물 생산율 변화가 감소하였으며, 가장 느린 감압율 0.25MPa/hr의 

조건이 목표 공저압에 도달하는 2.5일 이후부터는 감압율 간의 생산율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감압율 별 생산 경향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감압율의 영향은 생산 후반부보다는 생산 초기에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에 감압율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생산 초기에 압력 및 가스포화율 분포

를 확인하였다. 먼저 압력 분포를 통해 감압율이 증가할수록 압력 전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며,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은 것을 확인하였다(Fig. 21). 2.5일 

이후에는 생산율 변화가 감소함에 따라서 감압율 별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유

사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감압율 조건에서 약 70% 이상의 가스하

이드레이트포화율을 가진 9개의 함유층에서는 압력 전파가 지연되었으며, 주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55% 이하인 층에서 압력이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주로 3~5번째 층과 6, 10번째 층에서 발생함에 따라 

해당 층의 가스포화율이 증가하였다(Fig. 22). 이를 통해 감압율이 클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 및 해리영역이 증가하여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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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19 Gas and water flow rate depending on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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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20 Cumulative gas and water production depending on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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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ay)

Depressurization rate (MPa/hr)

0.25 0.50 0.75 1.00 1.25 1.50

0.50

1.00

1.50

2.00

2.50

3.00

Fig. 21 Pressure distributions according to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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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day)

Depressurization rate (MPa/hr)

0.25 0.50 0.75 1.00 1.25 1.50

0.50

1.00

1.50

2.00

2.50

3.00

Fig. 22 Gas saturation distributions according to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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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층 별 감압율에 따른 해리유동

다양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층들에서 생산 초기에 감압율이 해리에 미치

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감압법 적용 시 압력 전파가 주로 

발생하는 4번째(Sh=38.8%), 10번째(Sh=55.1%)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에서 생산 

시작 1일 일 때 압력 및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압율이 증가할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어지며, 생산정에서 수평거리에 

따른 압력 변화 속도가 빨라졌다(Fig. 23). 이로 인해 감압율이 클수록 가스하이

드레이트 해리가 발생하는 영역이 넓어져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4). 또한 4번째 층에서는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15m, 10번째 층에서는 

7m로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낮을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게 나타났

으며, 이에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발생하는 영역이 각각 3.5m, 2.5m로 1m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감압율 0.75MPa/hr 이상부터는 감압율 조건 사이에 차

이가 점차 줄어들어 1.25MPa/hr와 1.50MPa/hr의 압력 및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

율 변화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생산 초기에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주로 발생하는 생산정에서부터 2m 지

점에서 감압율 별 시간에 따른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율 및 온도를 비교･분석

하였다. 그 결과 감압율이 증가할수록 압력 전파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두 

개의 함유층에서 모두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낮을수록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율이 컸다(Fig. 

25).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시 흡열반응으로 인한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

층 내 온도저하는 감압율이 증가할수록 더 크게 발생하였다(Fig. 26). 10번째 함

유층에서는 흡열반응으로 인한 온도저하가 최대 4.3℃ 나타났으며, 4번째 함유

층에서는 최대 2.6℃ 저하되어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높을수록 가스하이드

레이트 함유층 내 온도가 더 낮은 온도까지 감소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두 함

유층 모두 해당 지점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온도가 다

시 상승하였으며, 이는 지온의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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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23 Pressure according to distance from well at 1 da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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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24 Gas hydrate saturation according to distance from well at 1 day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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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25 Gas hydrate dissociation rate at distance of 2m from production well 

each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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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th layer(Sh=38.8%)

(b) 10th layer(Sh=55.1%)

Fig. 26 Temperature at distance of 2m from production well

each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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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대상지역에서 감압법 적용 시 압력 전파가 지연되는 약 70% 이상

의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함유층에서 생산 초기에 감압율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1번째 함유층(Sh=71.1%)에서 생산 시작 1일 일 

때 압력 및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을 비교･분석하였다(Fig. 27). 생산정에서 수

평거리에 따른 압력 변화를 통해 생산 시작 1일 일 때 0.75MPa/hr 이상의 감압

율 조건에서는 압력 변화 양상이 유사하고 해당 층의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은 

1.6m로 나타났다.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55% 이하인 층에 비해 압력 전파

가 지연됨에 따라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작았으며, 이로 인해 가스하이드레이

트 해리가 발생하는 영역이 0.5m로 4번째, 10번째 함유층에 비해 적은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생산 초기에 생산정에서부터 0.2~0.4m 부근에 가스하이드레이

트가 재형성되었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변화가 발생하는 0.4m에서 시간

에 따른 압력 변화를 비교한 결과, 두 지점 모두 높은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

로 인하여 압력 변화가 불안정하게 나타났다(Fig. 28). 0.4m 지점에서는 

0.75MPa/hr 이상부터 압력 전파 지연이 더 크게 발생하여 0.50MPa/hr 조건보다 

압력 변화가 느리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압율이 0.75MPa/hr 이상의 감

압율 조건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속도가 0.50MPa/hr인 경우보다 더 느려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높은 함유층에서는 큰 

감압율에서 오히려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율이 낮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

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높은 함유층에 대한 감압법 적용 시 적정한 감압율을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0.4m 지점에서 4번째 층과 11번째 

층의 감압율 별 압력 변화를 비교한 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40% 이하

인 4번째 층에서는 압력 변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나, 11번째 층에서는 압력 

변화가 불안정하였다(Fig. 29). 또한 4번째 층에서는 생산 초기에 가스하이드레

이트가 해리됨에 따라 함유층 내 가스포화율이 증가하여 목표 공저압보다 압력

이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약 70% 이상인 함유층에

서는 한계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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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b) Gas hydrate saturation

Fig. 27 Changes of pressure and gas hydrate saturation 

at 1 day production in 11th gas hydrate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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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b) Dissociation rate

Fig. 28 Pressure and dissociation rate in 11th gas hydrate layer 

according to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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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25MPa/hr (b) 0.50MPa/hr

(c) 0.75MPa/hr (d) 1.00MPa/hr

(e)1.25MPa/hr (f) 1.50MPa/hr

Fig. 29 Pressure change according to depressurization rate

each gas hydrate saturation at 0.4m from production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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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다중생산정 적용 시 생산성 분석

5.1 다중생산정 전산수치 모델 구축

다중생산정에 대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T+H를 활용하여 직각좌

표계(cartesian)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였다(Fig. 30). 직각좌표계 모델의 전산

모사 영역은 감압조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구축한 원통형 모델과 같이 상

부퇴적층은 140m, 하부퇴적층 300m로 설정하였으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

은 연구대상지역의 지질 조건을 반영하여 구축하였다. 전산수치 입력변수는 원

통형 모델과 같이 UBGH 2-6 조건을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단일생산정의 경우 

전산수치 모델 정중앙에 설정하였으며, 다중생산정 전산수치 모델은 단일생산

정일 때 최대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반경을 고려하여 2개의 생산정 간격을 

20m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0.50MPa/hr의 감압율과 9MPa의 공

저압을 적용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직좌표계 모델은 전산수치 프

로그램의 격자 수 제한으로 인하여 생산정을 기준으로 경계 영역에 가까워질수

록 X축의 격자크기를 증가시켜 구성하였다. 이 때 격자크기는 생산정의 반지름

을 고려하여 0.2m부터 증가시켜 최대 4.5m까지 설정하였다. 격자 수 한계로 인

하여 원통형 모델의 단일생산정을 통해 산출한 누적가스생산량보다 직각좌표계 

단일생산정의 생산량이 16%정도 낮았으며, 이로 인해 향후 다중생산정을 이용

한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 수립 시에는 이를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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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Schematic diagram of cartesian numerical simulation model



47

5.2 단일생산정과 해리유동 비교‧분석

다중생산정의 생산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단일생산정과의 산출량 및 해리

유동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생산율 및 누적생산량을 분석한 결과, 다중생산

정인 경우에 각 생산정에서의 가스 생산율이 생산 초기(0~10일)에는 단일생산

정보다 낮으나 10일 이후에는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31). 다중생산정인 경우에 

각 생산정에서의 물 생산율은 단일생산정보다 낮게 발생하였으며, 생산정 간의 

감압 영역이 중첩됨에 따라 물 생산율 변화가 단일생산정인 경우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총 가스 및 물 생산율의 경우에는 단일생산정인 경우보다 다중생산

정인 경우에 높게 나타났으며, 2개 생산정을 이용한 경우의 30일 동안 가스 및 

물 누적생산량은 각각 27,611m3, 1,444m3로 단일생산정인 경우보다 1.92배, 1.65

배 컸다(Fig. 32). 또한 다중생산정을 이용할 경우, 단일생산정의 30일 생산량을 

1.73배 빠른 생산 시작 17일에 생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압에 따른 유동분포를 비교한 결과, 다중생산정 적용 시 단일생산정보다 

압력 전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55% 이하인 함유층에서 압력 전파가 주로 발생하였다(Fig. 33). 이로 인해 생산 

기간 동안 해당 층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가 대부분 발생하며, 단일생산정

보다 다중생산정인 경우에 해리 영역이 3배 넓고 가스포화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Fig. 34, Fig. 35). 해리 시 흡열반응으로 인한 함유층 내 온도저하는 

다중생산정인 경우에 해리율이 높아짐에 따라 단일생산정보다 더 크게 발생하

였다(Fig. 36). 또한 다중생산정인 경우에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40% 이하

인 함유층(3~5번째)에서는 생산 시작 5일, 55% 이하인 함유층(10번째)에서는 10

일 이후부터 각 층 조건에서 해리가 발생하는 압력인 약 17, 18MPa에 도달하

는 감압 영역이 중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 이후부터 생산정 간의 감압이 

중첩됨에 따라 해리율이 증가하여 해당 함유층에서의 가스포화율이 단일생산정

보다 더 높게 나타나 가스생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각 

층의 해리가 발생하는 압력은 CSMHYD(Colorado School of Mines Hydrate) 프

로그램을 활용하여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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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31 Flow rate depending on production wel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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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32 Cumulative production depending on production wel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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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ressure distributions depending on production wel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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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Gas hydrate saturation distributions depending on production wel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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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Gas saturation distributions depending on production wel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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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Temperature distributions depending on production well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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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중생산정 간격에 따른 생산특성

다중생산정 적용 시 생산정 간격은 가스생산량 및 해리유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Sun et al., 2016), 연구대상지역에서 생산정 간격에 따른 생산성을 

파악하고자 생산정 간격 별 전산수치해석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생산정 간격 별 시간에 따른 가스생산량의 경우 생산정 간격이 멀어질

수록 누적가스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특정 조건 이상에서는 누적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을 파악하였다(Fig. 37). 생산 시작 25일까지는 생산정 거

리가 20m일 때 최대 누적가스생산량이 나타났으나, 생산 30일 일 때는 25m인 

경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생산 기간에 따라서 최대 누적가스생산량

이 나타나는 생산정 간격이 상이해질 수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누적물생산

량은 생산정 간격이 멀어질수록 감압으로 인하여 물 생산이 발생할 수 있는 영

역이 넓어짐에 따라 증가하였다. 하지만 생산 기간 동안 압력 전파가 발생할 

수 있는 최대 반경이 존재하므로 생산정 거리 증가에 따른 물 생산량 변화량이 

줄어드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생산정 간격이 생산 경향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자 생산 

기간 동안 최대 누적가스생산량이 나타난 20, 25m에 대하여 생산 기간이 초반

(0~10일), 중반(10~20일), 후반(20~30일)일 때 산출량 및 해리유동을 비교･분석하

였다. 생산 초반에는 생산정 간격이 20m인 경우가 25m인 경우보다 가스 생산

율이 높게 나타나 누적가스생산량이 크게 나타났다(Fig. 38, Fig. 39). 또한 생산 

시작 15일부터는 생산정 간격이 20m인 경우보다 25m인 경우에 가스 생산율이 

높아졌으며 생산율 변화량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생산 시작 25일 이후부터는 

생산정 거리가 25m인 경우에 누적가스생산량이 최대로 발생하였다. 

또한 압력 분포를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40% 이하인 함유층에서 

해리가 발생하는 압력까지 저하되는 영역이 생산정 거리가 20m인 경우에는 생

산 초반에 중첩되었으나, 25m인 경우에는 10일부터 중첩되기 시작하는 것을 파

악하였다(Fig. 40). 이로 인해 생산 초반에 생산정 거리가 20m인 경우에 가스 

생산율 및 누적생산량이 높게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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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율이 55% 이하인 함유층에서는 생산정 간격이 20m인 경우에는 10일, 25m

인 경우에는 15일부터 압력이 중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점 이후부터 해당 함

유층의 해리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포화율이 높아졌으며(Fig. 41), 이에 생산 

시작 15일 이후부터 가스 생산율이 20m인 경우보다 25m인 경우에 더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생산 기간과 함유층의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에 따라서 

생산정 간격에 따른 감압효과가 상이해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중생

산정 적용 시 적정 생산정 간격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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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37 Cumulative production according to wel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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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arly in production (0~10day)

(b) Mid production (10~20day)

(c) Late production (20~30day)

Fig. 38 Gas flow rate according to produ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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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arly in production (0~10day)

(b) Mid production (10~20day)

(c) Late production (20~30day)

Fig. 39 Cumulative gas production according to produc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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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Pressure distributions depending on wel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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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Gas saturation distributions depending on wel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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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조건을 반영하

여 현장 규모의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확장된 규모에

서 공저압, 감압율, 다중생산정에 대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감압

에 따른 산출량 및 해리유동을 비교‧분석하여 감압조건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였다. 

1. 동해 울릉분지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 조건에서 공저압의 영향을 파악하고

자 다양한 공저압에 따른 산출량 및 해리유동을 분석한 결과, 공저압이 낮

을수록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어짐에 따라 생산율 및 누적생산량이 증

가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감압율에 비해 누적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이를 통해 공저압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현장 시험생산 

시 최종 가스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시 감압율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다

양한 감압율에서 전산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감압율이 클수록 생산 초기

에 압력 전파 영향 반경이 넓게 나타남에 따라 생산율 및 누적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감압율은 단기간의 현장 시험생산 

시 감압 생산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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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해 울릉분지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의 경우 대부분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이 70% 이상의 포화율을 가지고 있어 높은 포화율 조건에서 감압조

건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70% 

이상인 함유층에서는 압력 전파가 지연되고 압력 변화가 불안정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산 초기에 특정 감압율 조건 이상에서는 압

력 전파가 더 크게 지연되어 해리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에 동해 울릉분지의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이 70% 이상의 층에서는 감

압법 적용 시 한계 가스하이드레이트포화율의 영향을 받아 생산성이 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4. 다중생산정 적용에 따른 산출량 및 해리유동을 분석하여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 생산성을 파악한 결과, 단일생산정보다 

2개의 생산정을 이용한 경우에 가스 생산율 및 누적가스생산량이 크게 나

타났다. 또한 다중생산정 간격에 따라 감압효과가 상이한 것을 파악하였으

며, 생산 기간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 조건을 고려하여 다중생산정 

간격을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공저압, 감압율, 다중생산정에 따른 산출량 및 해리유동 분석

하여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교호 퇴적층 내 생산성을 파악할 수 있

었다. 감압법 적용 시 공저압과 감압율에 따라 해리율이 변화하여 생산성이 상

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중생산정을 이용할 경우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국

내 현장 시험생산에서 효과적인 감압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시험생산 시 감압법 적용에 따른 생산성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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