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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량 평가 기술분석 및 적용사례

*신 창훈1), 한 정민2), 이 정환3)

A Case Study and Investigation on the Resource Assesment of Gas Hydrate
*Chang-Hoon Shin, Jeong-Min Han, Jeong-hw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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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everal studies are being carried out to develop the reliable methods
for the gas hydrate resource evaluation around the world. In this study, some 
case studies and investigations on the resource assesment of several advanced 
research teams were tried and then detail information on the evaluation scheme 
and technology of each team and nation are explained and analyzed for the future
study and development. On top of that, main concepts and major parameters which 
can affect the quantity of assessment are examined and arranged for applying to 
our Donghae gas hydrate field case. Finally, the major concepts and methodology 
for this evaluation are brought forth and a schematic diagram for the main steps
are come up with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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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GHIIP : gas hydrate initially in place
GRV : gross rock volume
NTG : net to gross ratio
NT : net thickness
Φ : porosity
Sh : Saturation
VR : volume ratio
CO : cage occupancy

subscript

CZ : concentrate zone
BL : bearing layer
★

1. 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저온․고압 조건하에서 가

스와 물분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상태의 수화

물이다. 전 세계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추정 부존량

은 약 10조 톤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천연가스 확인 부존량의 25배, 석유와 천연가스

와 같은 화석에너지 양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

로 향후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자리매김 할 미래 

에너지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심해저 및 

동토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를 

현실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부존평

가 및 개발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기존의 석유나 천연가

스와 달리 고체상으로 존재하고 물과의 결합 등

에 따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석유‧가
스 부존량 평가와는 차이가 있어 가스하이드레이

트의 부존량 평가와 회수량 평가기술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량 평가에 관한 주요 선진 연구진들의 적용 사례

를 분석하고 기술적 접근방법 및 평가 방법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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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고찰함으로써 아직 정립되지 않은 국내 가

스하이드레이트 부존량 평가 기준 및 방법론 개

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2. 부존량 평가기술 및 사례

  

과거 Kvenvolden 등의 의해 추정된 전 세계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총 자원량은 3 ∼ 7,600 × 

1015 ㎥ 로 매우 넓은 범위로 평가되었다.(1) 이후 

Milkov 등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개선하여 1∼

5×1015 ㎥으로 범위를 좁혀 발표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2)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포괄적인 

추정치이므로 실제적인 개발이나 사업에 있어서, 

특정 지역의 부존평가와는 연구방법이 매우 상이

하다.

실제 상업적 목적을 배경으로 한 가스하이드

레이트 자원량 평가 연구는 1990년대 들어 활발

히 수행되었다. 일반적인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자

원량을 평가 방법은 Collett 등에 의해 제안된 가

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즉 함유지층의 부피와 

공극률을 곱하고, 이를 하이드레이트 포화도를 추

정하여 곱하는 방법이다.(3) 가스하이드레이트 부

존량 평가에 있어서 포화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

이며,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출되며 매

질의 탄성파 전파 속도와 기타 입력 정보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재래형 석유‧가스 자

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에너지 자원의 함유량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개념은 대동소이하나 하이드

레이트의 구조특성상 Cage 효과와 각 하이드레

이트의 함유지층의 부피비율을 별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 등에 차이가 있다.

2.1 미국

미국 지질조사소(United State of Geological 

Survey; USGS)에서는 탄성파 속도를 이용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포화도를 계산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미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원

량을 9,000×1012 ㎥으로 산출하였다.(4) 이 방법

에서는 공극 스케일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이

를 포함하는 퇴적물들의 상호작용을 규명하는 것

이 중요하다. 부존량은 부피와 공극률, 포화도를 

곱하여 계산하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포화도는 탄

성파 구간속도로부터 도출된다. 가스하이드레이

트의 포화도와 탄성파 구간속도의 관계를 결정하

는 방법은 음향파 속도를 고려한 방법(5), 탄성 변

수를 고려한 방법(6) 등이 있으며, 최근에 

Biot-Gassman 관계식을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고, 공극의 20～30% 정도가 가

스하이드레이트로 포화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2.2 일본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 Nankai Trough 

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원량은 0.4∼4×1012 

㎥(14∼141 TCF)으로 보고되었으나(7), 이후 

Satoh 등은 Nankai Trough 동측 전지역을 

7,000 ㎢ 면적으로 계산할 경우, 20 TCF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할 것으로 추정하였다(8). 최

근 JOGMEC에서는, Nankai Trough지역의 평가

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가 고농도로 집적된 집적

층(CZ, concentrated zone)과 이를 제외한 단순 

함유층(BL, bearing layer)으로 대상영역을 구분

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원량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는 확률분

포에 따라 10% 시 10 TCF, 90% 시 82 TCF로, 

평균 40 TCF가 부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9).

이들은 가스하이드레이트 집적층은 높은 비저

항 로그 값을 보이며, 반사파 상부의 극성이 해저

면과 같고 하부 극성은 반대가 되는 탄성파 단면

상의 강한 반사가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고 주

장하였다. 또한, 조사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속도을 가지고 BSR의 상부

지역에 위치하며 퇴적학적으로 Submarine Fan

의 Trubidite 사암층 분포지역의 특성을 나타내

었다고 기술하였다. 반면에 가스하이드레이트 함

유층은 상대적으로 얇고 포화도가 낮은 지층으로 

하이드레이트 집적층을 제외한 지역이 해당되며, 

이들의 구분에 따른 지역별 자원량은 식(1)과 식

(2)를 통해 계산하고 있다.

 ××× ××  (1)

 ××× ××   (2)

Fig. 1 Procedure of GRV evaluation at Nankai Trough(9)

집적층의 경우, 시추공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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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 지층부피(gross rock volume)를 이용한 

비교적 정확한 계산으로 볼 수 있으며, 함유층의 

경우, BSR(bottom simulating reflector) 분포도

와 LWD(logging while drilling) 비저항값을 통

하여 산정된 부피로 개략적 계산값으로 여겨진다. 

CO 값의 경우, Cascadia, Kitami, Lake Baikal 

및 Okhotsk Sea 지역의 시추 코어로부터 관측된 

0.96을 적용하였다. 체적계산은 주관적인 해석의 

영향과 단일 구간속도 적용으로 인한 오차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Monte Carlo 시뮬레이션

을 통한 확률분포를 따르는 체적을 적용하였다. 

집적층 부존량 평가 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주요 영향 변수는 NTG, 공극률, 포화도, 

체적비 및 CO 등으로 나타났다. NTG의 산정은 

시추공이 있는지역은 GR 로그와 비저항로그 및 

코어자료를 활용하였고 시추공이 없는 지역에서

는 탄성파 순차층서면 분포해석을 바탕으로 5가

지 등급을 적용하였다. 공극률의 경우에도 

Density 로그를 기본으로 자료가 미비된 지역은

40%, 50%의 정규분포를 적용하였으며, 포화도는 

Density-porosity 로그를 기반으로 탐사속도 분

석을 통한 대체적용을 고안하였다. 함유층의 경우

는 Net Thickness의 결정이 주요하며, 공극률 및 

포화도 등의 인자는 집적층과 유사한 방법을 적

용하였다.(9)

2.3 중국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s)에서 남중국해 가스하이

드레이트 안정영역 자원량 평가를 수행하여,  남

중국해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원량을 3.2∼

4.0×1012 ㎥ 으로 발표한 바 있다.(10) 이들은 

Milkov와 Sassen의 모델, 즉 수심에 따른 온도감

소 구배를 이용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층의 

두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계산

된 안정층의 두께와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 추정

면적을 곱한 부피에 지역적인 공극률을 대표값으

로으로 적용하였으며, 포화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부존 전지역에 1.2 %의 고정된 포화도를 적

용한 개략적인 평가방법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단일지역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평가 결과는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의 지층 매개변수가 충분한 경우, 정밀한 

자원량의 평가가 가능하지만 통상 시추공이 없는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매개변수는 탄성파 탐

사로부터 도출되는 탄성파 지층 전파속도 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단계의 부존평가는 가스하이드

레이트가 퇴적층에 포화된 비율을 제시하는 정도

가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3. 국내 현황 및 적용 방안

본 연구에서는 아직 매우 초기단계에 있는 가

스하이드레이트 부존량 평가에 대한 기술과 사례

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응용함으로써 우리의 부존량 평가방법

을 확립하는데 그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에 따

라, 상기에서 조사, 분석된 사례와 기술을 타당으

로 국내 적용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

국내의 경우, 2007년 11월 동해안 가스하이

드레이트 부존추정 지역에서 5개 지역에 대한 심

해시추가 시행되었다. 시추를 통해 동해안 울릉분

지 해저층에서 구간의 폭이 130m에 달하는 초대

형 가스하이드레이트 구조발견 및 실물을 채취하

는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당초, 기초탐사 자료에

만 근거해 예상했던 자원량보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신

뢰성 있는 부존량 재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나 이 때, 동해안에서 가스하이드레이

트 시추시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극히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추가 수행되어 동해 

전체 지역에서의 실물확인으로 단정하기에는 무

리가 있으므로 발견지역과 미발견지역에 대해 광

의의 총 자원량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1993년 Collett이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영역의 체적계산과 자원량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존 평가에 필요한 입력자료는 탄성파 탐사

자료의 해석을 통해 얻어진 지층 단면적과 두께 

및 속도분석으로부터 도출된 포화도, 로깅 및 시

추분석 결과 얻어진 물성자료(광물조성 및 공극

률) 등 이다. 추정 자원량의 계산과정에 적용되는 

상수로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고체 상태에서 기

체상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약 172배로 부피변

화가 발생하므로 부피변화 상수가 필요하고 입방

미터를 입방피트로 변환하는 단위변환 상수와 

CO와 관련된 상수를 산정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부존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가스하이드레이

트의 포화도 산출을 위하여, 지구물리 탐사자료와 

물성자료는 통합되어야 하며 공극률과 속도-포화

도의 관계는 가중계산식을 이용하여 탄성파 구간

속도로부터 포화도를 얻을 수 있다.(11) Fig. 2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취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

존평가를 수행하는 순서도로써 탐사자료 해석을 

통해 추정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의 면적

계산, 자료처리를 통한 속도정보 입력, 공극률 등

의 물성 입력, 관계식을 통한 가스하이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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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도 산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피 계산 및 추

정자원량 도출과정 전반을 도시하였다.

Fig. 2. Flowchart of resources estimation for gas 
hydrate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유․가스부존에 대한 부존량 

체계를 기반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자원량 접

근방식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분야 주요 선진국가에서 시

행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량 평가 기술과 사례

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자

원량 계산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를 

분류하고 국내 동해안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원량 

평가 방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

였다. 도출된 세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경우, 현재까지 상업

적 생산기술의 개발, 생산 사례가 없으므로 부존

량 평가 보다는 광의의 총 자원량 평가를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기본적으로 재래형 석유‧가스 자원의 부존

량 평가개념의 확장이 가능하나 평가방법에 있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체적평가 특성과 별도의 포

화도 및 공극률 산출방법, 구조특성상 Cage 효과 

등의 고려와 적용이 중요하다. 특히, 체적, 가스하

이드레이트 포화도, 공극률 등은 탄성파 자료와 

직,간접적으로 상관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으며 

관련기술의 적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3) 국내적용의 경우, 현 상황에서는 시추자료

의 부족에 따라 앞서 소개한 각국의 사례 중 미국

의 경우에 잘 부합되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궁극

적으로, 향후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에 따른 보다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서는 현재 가장 체계

적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방법 혹은 보

다 향상된 기법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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