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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난카이 해구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으로부터의 

가스 시험생산 사례분석

김아람, 이종원, 김형목*

A Case Study of Test Production of Gas from Hydrate Bearing 

Sediments on Nankai Trough in Japan

A-Ram Kim, Jong-Won Lee, Hyung-Mok Kim*

Abstract Gas hydrate is a solid substance composed of natural gas constrained in water molecules under low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The existence of hydrates has been reported to be world-widely distributed, 

mainly at permafrost and deep ocean floor. Test productions of small amount of natural gas from the on-shore 

permafrost have been accomplished in U.S.A and Canada, but, world-first and the only production case from 

off-shore hydrate bearing sediments was in Nankai trough, Japan. In this study, we introduce key technologies in 

gas production from hydrates by analyzing the Japanese off-shore gas production project in Nankai trough in terms 

of depressurization- induced dissociation so as to utilize planned domestic gas production test in Ulleung basin.

Key words Gas hydrate, Subsea beds, Hydrate-bearing sediments, Depressurization, Dissociation

초  록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되는 고체 물질로 전세계 영구동

토 및 심해저 퇴적층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육상 영구동토에서 소량의 

가스 생산 실증시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나 심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로부터의 해상 가스 생산 사례는 일본 

난카이 해구에서의 시험 생산이 유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난카이 해구에서 실시된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층으로부터 감암법을 이용한 해리 가스 생산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핵심기술을 파악함으로써 국내에서 

준비 중인 동해 울릉분지 유망 부지에서의 가스 시험생산에 활용코자 하였다.

핵심어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저 지반, 하이드레이트 함유 퇴적층, 감압법, 해리

1. 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하여 생기는 고체 형태로 영구동토층 및 심해

저 퇴적층에 전 세계적으로 약 10조 톤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양이 부존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최근 이슈가 되

고 있는 셰일가스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원 수급의 다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청정에너지원으로 전망되

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로부터 천연가스의 생산은 감압, 열

공급 및 억제제(inhibitor) 주입 등을 통해 해리(dissoci-

ation)라는 상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천연가스를 가스

상태로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해리 과정에서 시추공 

붕괴 및 지반 침하와 같은 지질 재해와 메탄 가스 누출

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로 쉽게 상용화되지 못하

고 있다. 최근에는 가스 생산 과정에서의 지반 침하를 

방지할 목적으로 CO2를 주입하여 메탄가스를 치환하는 

방법이 제안된 바 있으나 상용화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기술적 난제를 안고 있다.

상용화 생산의 전 단계로 가스하이드레이트층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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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H21 Consortium working groups and taskforces (JOGMEC, 2008)

분야 수행기관 역할

Resources assessment JOGMEC

∙ Researches for exploration techniques of methane hydrate-bearing layers

∙ Developments and evaluations of technologies for resource assessment

∙ Researches for technologies of well drilling/ completions/production

Production and modeling AIST
∙ Investigation of fundamental properties of methane hydrate-bearing layers

∙ Developments of production simulator and various recovery technologies

Environment impact ENAA
∙ Investigation of offshore environment

∙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Consortium for Methane Hydrate 

Resources in Japan
JOGMEC

∙ Administering, budgeting and contracting projects of the Research 

Consortium of Methane Hydrate Resources in Japan

∙ Management of public affairs, promotion of achievements, and other 

activities

터 소량의 가스를 시험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미국, 캐

나다 및 일본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2013년 3월 일본 난카이 해

구에서 실시된 가스하이드레이트 해상 생산 시험으로, 

기존 미국 Alaska 및 캐나다 Mallik 프로젝트는 육상 생

산 시험임에 반해 세계 최초로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

층으로부터 가스 생산에 성공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이

다. 전 세계적으로 약 90% 이상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해저에 부존되어 있음이 확인된 현재 상황에서 해상 생

산 시험을 통해 습득한 생산 기술 및 생산과정에서 습

득한 방대한 데이터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국내에서도 동해 울릉분지 해저 지반에의 가

스하이드레이트층 부존이 확인된 바 있어 성공적 시험 

생산 설계를 위해서는 난카이 해구 생산프로젝트의 벤

치마킹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일본 난카이 해구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시

험 생산 과정에서의 사전 예측 평가, 설계 및 생산 결과

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 분석하여 소개함으로써 향후 계

획되어 있는 국내 가스하이드레이트 시험 생산 및 개발 

사업, 연구 등에 정보 전달과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일본 난카이 해구 가스하이드레이트 시험생산 

프로젝트 (MH21)

2.1 프로젝트 개요

METI(Ministry of Economic Trade and Industry)는 

난카이 해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을 위하여 MH21 

컨소시엄을 조직하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총 18년

간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일본 MH21 프로젝트 분

야별 수행기관으로 JOGMEC(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은 부존량 평가 연구 및 운영을 

수행하고, 생산 기법 및 모델링 연구는 AIST(Advance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환경영향 평가 연

구는 ENAA(Engineering Advancement Association of 

Japan)에서 수행하였다(Table 1).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기본적인 시험 및 

매장량 평가를,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기술적인 연

구와 시험생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상업생산을 준비할 계획이다(Table 2). 가스하

이드레이트 생산의 최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난카

이 해구 부근의 2D/3D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여 16개 

지역 30개의 시추공에서 물리검층과 코어샘플 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스하이드레이트 포화도, 시추공 안정성, 

가스 생산성, 생산시설 설치 공간 등을 고려하여 생산

지역을 선정하였다(Fig. 1).

2.2 시험생산

2012년 2월 일본 난카이해구 최종 확정 시험생산 지

역에서 심해시추선 Chikyu를 사용하여 생산공(P공)과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관측공(MT1공 & MC공)시추와 

물리 검층을 실시하였다. 생산시추공 P공은 지하 277 m

까지 시추를 완료하였으며 MC공은 BSR(Bottom Sim-

ulating Reflector) 하부를 지나 275.3 m, MT1공은 326.5 

m까지 굴착하였다(Fig. 2). 시추를 진행함과 동시에 다

양한 지구물리 검층을 실시하였고 공극률, 가스하이드

레이트 농도, 투수도 등의 지질, 석유물리 데이터를 얻

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코어샘플 채취를 위한 시추공

(C공)을 굴착하였다. 또한 압력코어링장비인 Hybrid 

PCS(Pressure Coring System)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 

분석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시험생산 시 

발생하는 압력의 변화와 유효응력의 변화, 가스 생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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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Japan’s methane hydrate R&D program schedule (JOGMEC, 2008)

Phase 1 (FY2001 to FY2008)

FY2001 First onshore production test in Canada

FY2001-FY2002 3D seismic survey in the eastern Nankai Trough area

FY2003
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exploratory test wells in the eastern Nankai 

Trough area

FY2006 Detailed assessment of reserve volume in Nankai Trough

FY2007-FY2008 Second onshore methane hydrate production test in Canada

FY2008 Final evaluation for Phase 1

Phase 2 (FY2009 to FY2015)

FY2009-FY2011 Onshore methane hydrate production test, Preparation for offshore methane hydrate production test

FY2012 First offshore production test

FY2014 Second offshore production test

FY2015 Final evaluation for Phase 2

Phase 3 (FY2016 to FY2018)

FY2016-FY2018
Preparation for commercial productions, Comprehensive evaluations (economic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Y2018 Final evaluation for project

Fig. 1. Location of the Nankai production test with BSR distribution (left) and the seismic section near the test site (right) 

(Yamamoto et al., 2014)

도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역학적 안정성 연구를 진행

하였고 메탄가스의 누출, 해저면 변형 발생 등을 모니

터링하기 위한 감지기를 설치하였다.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는 방법에는 가스층의 압

력을 낮추어 가스를 생산하는 감압법, 저류층의 온도를 

올려 생산하는 열수 주입법, 염수나 염화칼슘을 주입하

여 생산하는 억제제 주입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일본 난카이 해구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에는 감압법이 

사용되었으며 시험생산을 위하여 전기수중펌프(ESP, 

Electrical Submersible Pump)를 가동하여 13.5 MPa의 

저류층 압력을 5 MPa의 공저압(BHP, Bottom Hole Pres-

sure)까지 감압하였다(Fig. 3). 2013년 3월 12일부터 18

일까지 감압법으로 시험생산을 진행하였고 하루 평균 약 

20,000 m
3
을 생산하였으며 누적 생산량은 약 120,000 

m
3
을 기록하였다. 당초에는 2주간 시험생산을 계획했

지만 공저에 모래유입이 확인되면서 물의 생산 비율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공저압이 상승하여 더 이상의 시

험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6일 만에 운영을 종

료하였으며 시험공을 비롯한 모든 모니터링공은 폐공

되었다. Fig. 4는 생산정에서 약 25 m정도 떨어진 관측

공에서의 온도 변화 모니터링 결과로 가스 생산과정 중

에는 흡열(endorthermic) 반응에 해당하는 해리발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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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ailed setting of boreholes in the test site and schematics of boreholes (Yamamoto, 2015)

Fig. 3. Measurements of the production well during the Nankai production test (山本晃司, 2014) (Bottom hole pressure 

(brown), mean water (blue) and gas (red) produc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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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measurements of the monitoring well (left) and its change (right) during the Nankai production test 

(山本晃司, 2014)

Table 3. Research and development issues learnt from the Nankai production test

분류 세부기술

장기 생산에 적합한 해저 및 수중 장비 기술

∙ 긴급시의 복구 및 분리 대응 기술

∙ 하이드레이트 재생성 방지 기술

∙ 물-가스 분리 기술

∙ 생산량 변동 대응 기술

∙ 조류 영향 저감 기술

장기 생산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기술

∙ 생산정 내부 및 해저 시설물 및 장비 개발

∙ 해상 선박과의 통신 기술

∙ 시추공 초기 설계와의 공조

모래 유입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시추공 설계 기술

∙ 저류층 특성을 반영한 시추 구간별 설계 최적화 기술

∙ 최적 시추공 수 및 수평/수직/경사 시추 기술

∙ 모래 유입 대응 기술 및 설계

장기 생산 및 해저 지반/해저 케이블 환경조건을 

고려한 최적 선박 위치 유지 기술
∙ 해저 지반 및 해저 케이블 앵커링 기술

위험 대응 시나리오 개발 ∙ 선박 설비 및 해저 케이블 설계에의 반영

관련 법규 및 환경기준 마련
∙ 생산된 물-가스의 처리 기술

∙ 메탄가스 누출 모니터링 기술

로 인해 온도가 감소하였다가 생산을 중지함에 따라 회

복되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시험 생산을 통해 감압법에 의한 해저 가스하이드레

이트로부터 천연가스의 회수 생산이 가능함을 실증하

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상업적 가스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생산 시스템의 장기 운영 방안 마련 및 안

정성 확보 대책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Table 3).

3.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 시험 생산 과정에서의 

암반공학 관련 기술

가스하이드레이트를 함유한 퇴적층(Hydrate-Bearing 

Sediments, HBS)에서 감압법을 통한 생산 시험 시 시스

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공극압의 감소로 인해 유효응력이 

증가하여 지반의 압축변형(압밀침하)이 발생한다는 것

이고, 두 번째로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리와 퇴적층

의 강성도(stiffness)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저면의 침하, 가스하이드레이트 퇴

적층 내 균열 및 주변 단층의 활성화와 생산 시추공의 

균열 및 케이싱 파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

리 가스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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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a) Faults identified at the Alpha site, (b) Fault slip potential for the Alpha site (Qiu et al., 2012)

3.1 단층 재활성화 평가

시험 생산 지역 선정을 위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지역 (Alpha, Beta, Gamma)을 세분하여 생산시뮬레이

션을 실시하고 적정 후보지역을 선정하였다. Qiu et al. 

(2012)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단

층 재활성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

로 저류층 규모의 4D 지오메카닉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평 및 수직 응력 이방성을 고려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 수행된 Alpha 지역에는 다수의 단층이 분포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시 단층 

재활성화의 위험성이 염려되었다. Alpha 지역의 대부

분의 단층은 W55E ~ W80E의 방향을 가지며 Alpha-1 

시추공에 가장 가깝게 위치한 T6_NF02 단층을 대상으

로 해석을 실시하였다(Fig. 5(a)).

단층의 미끄러짐 발생가능성(Slip Potential)은 Mohr- 

Coulomb 파괴기준식을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표시하

였다.

  (1)

여기서, σn은 단층면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σs은 단층

면에서의 전단응력, ϕ는 내부마찰각, c는 점착력을 나타

낸다. SP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며, 값이 1에 가까워

질수록 단층의 미끄러짐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Fig. 5(b)은 단층 T6_NF02의 미끄러짐 가능성을 나

타낸다. 생산정인 Alpha-1 시추공 부근에 위치한 단층

이 다른 단층에 비해 중간 지점 및 하부 지점에서 훨씬 

높은 미끄러짐 가능성을 보였다. 이들 지역에서의 활성

화 가능성 지수는 1에 가까운 값을 보여 주어진 응력 

조건하에서 T6_NF02 단층의 미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층의 미끄러짐 정도에 따라서는 해저면 생산 시설

에의 피해뿐만 아니라 단층 활성화에 따른 투과특성 증

가로 해리 가스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다.

3.2 생산정 주변 퇴적층의 역학적 변형 평가

생산정 주변 퇴적층의 역학적 변형은 가스하이드레이

트의 해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역학적 

변형 예측을 위해 유체 흐름, 열전달, 가스하이드레이트

의 해리를 연계해석하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CMHGS 

(Cambridge Methane Hydrate Geomechanics Simulator)

을 이용하여 Zhou et al.(2014)는 저류층 규모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공극률이 40 % 정도인 난카이 해구의 가

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은 암반적 특성보다는 토질에 

가까운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지반의 역학적 거동을 모

사하는 데 적절한 MCC(Modified Cam Clay) model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2013년 해상 생산 시험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2 가지의 생산 수치 모델(3 m 두께의 생산 지

층을 모델링한 Case 1과 1 m 두께의 생산 지층을 모델

링한 Case 2)을 구축하고 실제 생산 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30 일 동안의 생산 시험 과정 중 지층 

투과계수, 생산 압력, 가스 생산량, 물 생산량 등을 비교

한 결과, Case 1의 유효응력 증가폭이 Case 2보다 상대

적으로 크게 예측되었고, 이로 인해 수직 방향의 압밀

변형에 의한 침하량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 7은 심도에 따른 수직방향 변위 발생 양상을 나

타낸 것으로 하이드레이트 함유층 상부에서 60 c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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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n Effective Stress

(b) Vertical Displacement

Fig. 6. Mean effective stress and displacement evolution during 30-day production (Zhou et al., 2014)

Fig. 7. Vertical displacements along wellbore over 30 days of gas production (Zhou et al, 2014)

가까운 침하가 발생하고, 관통(perforation)이 실시된 하

부층에서는 반대방향으로 80 cm의 융기가 발생하는 결

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대 변위량은 시추공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케이싱과 시추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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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ing and completion design (b) Schematics of gravel packing

Fig. 8. Specification of production wellbore for wellbore stability analysis (Qiu et al., 2014)

(a) Equivalent plastic strain of 

the casing

(b) Effective vertical stress of 

the casing

(c) Equivalent plastic strain of 

the gravel packer

Fig. 9. Estimated stress and strain distribution for the wellbore stability analysis (Qiu et al., 2014)

이탈될 경우, 해리된 가스의 유력한 누출 경로가 될 수 

있다.

3.3 시추공 안정성 평가

Qiu et al.(2014)는 3D 유한요소 해석기법인 MH21- 

HYDRES를 이용하여 20 일 동안 가스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멘트와 케이싱에서의 응

력변화 및 변형 발생 양상을 해석하였다. Fig. 8은 해석

에서 고려한 생산정에서의 케이싱 사양을 나타낸 것으

로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에 설치된 관통 구간에서의 케

이싱 내경은 12.43 cm(4.892 in)로 설계되었다. 또한, 

유가스정 완결(completion) 방식의 하나인 자갈충진

(gravel packing)을 관통 구간에 시공하여 시추공 안정

성 향상뿐만 아니라 및 기존 시험 생산사례를 통해 관

측된 시추공 내부로의 모래 유입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Fig 9는 해저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시추공의 안정

성 평가를 목적으로 AT1-P공을 대상으로 응력과 변형

률에 대한 해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다. 케이싱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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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가능성 평가에는 Von Mises 기준식을 적용하였다. 

Von Mises 응력은 등가응력이라고도 하며, 비틀림에너

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케이싱과 같은 금속의 파

괴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on Mises 응력과 함께 등가소성변형률(Equivalent plastic 

strain)을 이용해서도 시추공 변형 및 파괴를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ε1, ε2, ε3은 각각 주변형률을 나타낸다. 


 





 
  

 
  

 
    (2)

Fig. 9(a)는 등가소성변형률 분포를 나타낸다. 가스 생

산지역 및 하부 퇴적층 구간의 케이싱은 높은 저류층 압

력임에도 케이싱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압축응력과 인

장응력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등가소성변형률의 값은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Veeken et 

al.(1994)이 수행했던 시험에서의 안정범위 값인 10%

미만에 해당하는 값으로 시추공 주변 지층 변형이 위험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 9(b)는 케이싱의 유효수직응력을 나타내는데 최

대 인장응력은 439 MPa이고, 최대 압축응력은 394 MPa 

임을 알 수 있다. 케이싱의 강성이 시멘트의 강성보다 

크기 때문에 시멘트에서의 응력은 훨씬 적은 범위로 증

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자갈충진 내 소성변형률의 

경우에 있어서 스크린(screen) 중간 부분에서의 최대수

직소성변형률은 1.1% 값으로 파괴를 초래하지 않는 충

분히 작은 값으로 계산되었다(Fig. 9(c)).

4. 요약 및 시사점

2013년 3월 일본 난카이 해구에서 세계 최초로 수행

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상 생산 시험에 관한 데이터

들이 최근 활발히 공개 보고되고 있다. 전 세계 가스하

이드레이트 부존량의 약 90% 이상이 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성공적인 해상 생산 시

험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데이터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동해 울릉분지 유망 

지역에서 해상 시험 생산이 계획되고 있으므로 본 사례 

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 및 실증시험을 통해 얻은 교

훈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실증실험 결과 이외에도 사전 평가과정

에서 적용된 다양한 암반공학 기술을 조사하여 소개하

였다. 감암법을 이용한 가스생산 과정에서 공극압의 감

소 및 유효 응력의 증가로 인해 주변 퇴적층의 압밀 변

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고체 하이드레이트에서 기체 

가스로의 해리로 인한 퇴적층의 강성도 감소는 저류층 

스케일의 해석에서도 과다한 변형 발생의 원인으로 파

악되었다. 이러한 압밀변형은 생산 지층의 두께에 따라

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과

정에서의 예측 정밀도 향상을 위해서는 물리 탐사 및 

검층 자료의 통합적 분석을 통한 하이드레이트 부존 퇴

적층의 기하학적 특징 파악 및 파라미터 추정과 실내 

및 파일럿 스케일의 실험을 통해 해리 과정에서의 물성 

변화 특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주변 퇴

적층의 압밀 변형 이외에도 생산 도중 시추공 내부로의 

모래 유입, 물 유입량 증가, 공저 압력 상승 등으로 인

해 생산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종료되는 문제도 확인되

었다. 따라서, 생산 시추공 및 케이싱의 역학적 변형 평

가에서는 자갈충진(gravel packer) 적용 효과 및 모래 

생산(sand production)에 대한 면밀한 해석적 검토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단층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해

석적 평가에서는 생산정과 교차하는 일부 단층에서 미

끄러짐이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단층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투과 특성의 변화는 해리 가스가 

누출되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업적 장기 생

산 과정에서는 주변 퇴적층에 위치한 단층들에까지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밀 부지조사 및 면밀한 데이

터 분석을 통한 사전분석이 필수적이다. 해저 환경에서

의 사면 붕괴는 육상에 비해 훨씬 불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난카이 해구 생산 사례에서는 검토되지 않았

으나 생산 시스템의 통합 안정성 분석을 위해서는 해저

면의 경사도를 고려한 해석이 추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저 지반 가스하이트레이트로부터 천연가스의 대규

모 상업적 생산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는 최초의 시

험생산 실증을 통해 파악된 이러한 제반 문제를 극복하

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추가 연구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재생

성, 해리 가스의 유동 및 이에 따른 주변 지반 입자의 

상호 분리와 같은 미시적 현상에서부터 생산용 시추공 

붕괴 및 퇴적층 지반 변형과 같은 거시적 현상을 동시

에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증사례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스 회수 생산 과정은 감압에 의한 유체의 수

리적 유동,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해리에 의한 열전달, 

해리 가스에 의한 유효 응력 변화 및 변형 특성의 변화

에 기인한 역학적 변형이 복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대

표적인 예로는 퇴적층 압밀에 의한 주변 퇴적층의 투과

특성의 감소에 따른 물/가스 유동 양상의 변화와 해리 

및 하이드레이트 재생성에 따른 지반 변형 및 강도 특

성의 변화, 유체 압력 변화에 따른 퇴적층 내 유효 응력

의 변화에 기인한 인장/전단파괴 및 단층의 재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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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해리 가스 누출 등을 들 수 있다. 

열-수리-역학적으로 상호 연계된 복합거동 및 장기적 

변화 양상의 파악을 위해서는 실내 및 현장실험과 병행

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효과적일 수 있다. 최근 국내에

서도 가스 회수 생산 모사를 위한 연계 해석 사례(Lim, 

2013; Kim et al., 2014; Kim & Rutqvist, 2014)를 비

롯하여 입자유동 해석을 이용한 모래 유입 모사 연구결

과(송종우 & 송재준, 2015)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해석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해석은 퇴적 지층

의 상세 지질조건 및 생산과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한 사전 설계 대응에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 퇴적층의 물성 추정

값은 대상 지역에 따라 상당한 변화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Shin et al., 2012; Lee et al., 2013), 상

기 해석들의 입력 물성치로 활용되는 지층 물성의 불확

실성 평가는 국내 가스 시험생산의 성능 예측 및 성공

도 향상 측면에서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연계 해석기

법 중에서도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재성성 및 해리 가

스의 유동 해석과 주변 퇴적층 지반의 역학적 변형을 

모사하는 해석을 개별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

한 스케일의 복합거동 시뮬레이션의 예측 정밀도 향상

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현장실증 데이터는 이러한 

해석 기법에 의한 예측 결과와의 비교 검증 자료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끝으로 본 사례분석이 향후의 국내 동해 울릉분지 시

험 생산 계획 수립, 설계 및 시공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

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암반공학 전공자들이 성공적인 

국내 시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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