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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부가스(shallow gas)는 1,500 m 이하의 심도에 부존되

어 있는 천연가스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광범

위하게 분포하고 있다(Norwegian Polar Research Institute, 

1987; Davis, 1992; Yang et al., 2011). 천부가스는 생성 기

원에 따라 열기원 가스(thermogenic gas)와 생물기원 가스

(biogenic gas)로 분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천부에서 생

성되는 생물기원 가스로 이루어져 있다(Laier et al., 1992; 

Sheng et al., 2003). 일반적으로 천부가스는 심부가스에 비

해 규모가 작고 저류층 압력이 낮으며, 과거부터 심부가스 

개발 시 유정폭발(blowout)을 유발하는 위험요소로 분류

되었다. 하지만 신규 가스전 발견이 감소하고 천연가스 수

요가 증가함에 따라 천부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으며, 현재 북미, 유럽, 아시아 등의 다양한 부존 지역

에서 상업적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Fig. 1). 또한 2017년 3

월 포항 대잠동의 지하수 시추과정에서 천부가스가 발견되

어 국내에서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으

며, 개발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Moon et al., 

2018).

일반적으로 가스전 개발 시 저류층 특성과 생산설비의 

구성요소들을 상호 결합하여 생산량을 예측하고, 경제성 

평가(economic analysis)를 수행하여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

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Kim and Huh, 1997; Tavakkolian 

et al., 2004; Park et al., 2010). 하지만 천부가스는 심부가

스에 비해 개발 사례가 적고, 가스전 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

당성을 결정하는 저류층 물성과 경제성 평가 인자들의 불

확실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Gunaw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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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r, 1996; Alqahtani et al., 2012; Ding et al., 2019).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육상 천부가스 개발 시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저류층 물성과 경제성 평가 인자들의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부가스전에 비해 원시가스부

존량이 적고 저류층 압력이 낮은 천부가스 부존 지역의 특

성을 반영한 저류층 모델을 구축하고, 생산운영조건에 따

른 생산성 분석을 통해 매장량 및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하

였다. 또한 생산성(deliverability)에 대한 저류층 물성의 영

향과 경제성에 대한 경제성 평가 인자들의 영향을 분석하

고, 개발계획에 따라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매장량인 

MEFS(Minimum Economic Field Size)를 파악하여 육상 

천부가스전 개발 시 저류층 물성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저류층 모델 구축

포항 대잠동 천부가스는 2017년 3월 지하수 시추 과정에

서 천연가스 유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서 존재가 확인

되었다(Park et al., 2018; Moon et al., 2018). 이 연구에서

는 현재까지 탐사를 통해 파악한 국내 천부가스 부존 지역

의 형태 및 물성을 반영하여 심부가스전에 비해 원시가스

부존량이 적고 저류층 압력이 낮은 천부가스 저류층의 특

징을 적용한 모델을 구축하였다. 

저류층 모델의 면적은 9 km2이며, 저류층은 심도 74∼

257 m 부근에 위치해 있다. 저류층의 심도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점차 깊어지는 형태를 보이며, 4.2∼12 m의 두

께로 남동쪽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점차 얇아지는 양상을 

보인다(Fig. 2). 현장자료 확보 및 정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극률, 유체투과도, 초기가스포화율 등의 저류층의 

초기 물성은 개발이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 중국 천부가스 

저류층의 특성을 참고하여 전체 저류층 모델에 균질하게 

설정하였으며(Moon et al., 2018). 또한, 42.9°C/km의 포

항지역 지열구배(geothermal gradient)를 이용하여 저류층 

온도를 설정하였으며(Table 1), 천부가스전의 낮은 저류층 

초기압력은 0.0981 bar/m의 압력구배(pressure gradient)

를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입력하였다(Cannon, 2015). 격자 

시스템은 Schlumberger의 Petrel을 이용하여 총 36,000개

(60×60×10)의 격자로 구성하였다. 

Fig. 2. Reservoir model.

Fig. 1. Distribution of global shallow gas fields (Moo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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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류층 모델의 생산운영조건 선정

생산정 위치

이 연구에서는 구축한 저류층 모델에 대하여 적합한 생

산운영조건(생산정 위치, 규격, 생산 유량)을 파악하기 위

해 생산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경제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먼저, 생산정 위치를 선정하고자 단계별로 격자

시스템을 구성하여 누적가스생산량을 산출하는 계층적 격

자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Kang, 2018), 이를 활용하여 생

산정 위치 별 누적가스생산량과 생산성 분포도를 도출하였

다. 누적가스생산량을 동일한 조건에서 예측하기 위해 

openflow 상태에서의 10년 간 누적가스생산량을 산출하

였으며, 생산정 수가 1개인 경우의 위치를 결정한 후 2개인 

경우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생산정 수가 1개일 때는 2단계

의 계층적 격자 시스템, 생산정 수가 2개 일 때는 3단계의 

계층적 격자 시스템을 거쳐 적합한 생산정 위치를 파악하

였으며(Fig. 3), 이를 통해 생산정 수 별 누적가스생산량이 

높았던 최종 후보지역을 선정하였다. 

생산정 규격 및 생산 유량

일반적으로 가스전 개발 초기단계에는 저류층 평가

(reservoir evaluation), 저류층 관리(reservoir management) 

등을 위해 유정시험(well testing)을 수행하며, 이를 활용한 

노달분석(nodal analysis)을 통해 생산정 규격 및 생산 유량

을 설정한다(Nnadi and Onyekonwu, 2004; Back et al., 

2019). 

이 연구에서는 앞서 파악한 최종 후보 생산정 위치에 대

해 유정시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유정시험 결과

를 반영한 노달분석을 통해 생산정 규격별 운영점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유정시험 시뮬레이션에는 유동 시간을 6시

간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유동 단계는 4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노달분석은 유정시험 결과를 Schlumberger

의 Pipesim 시뮬레이터에 입력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때 압

력은 생산정 내 압력 손실을 고려하여 3.4 bar로 설정하였

다. 또한, 생산정 규격은 시추공 규격을 고려하여 1.049 in, 

1.610 in, 2.441 in로 입력하였다. 

(a) Single well

(b) Double wells

Fig. 3. Final global solution for placement of single and 

double wells.

Fig. 4. Results of nodal analysis in single well.

Table 1. Properties of reservoir model

Parameter Value

Gas initially in place 10.06 × 107SCM (3.5BSCF)

Reservoir thickness 4.2~12 m (13.8~39.3 ft)

Reservoir area 9 km2 (2,224 ac)

Reservoir depth 74∼257 m (242.8~843.2 ft)

Reservoir initial pressure at 

top of domain
8 bar (116 psi)

Reservoir temperature 26.9°C (80.4°F)

Porosity 20%

Permeability 75 md

Initial gas saturation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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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달분석을 수행한 결과, 생산정 위치 별 생산정 규격에 

따른 IPR(Inflow Performance Relationship)과 TPR(Tubing 

Performance Relationship)을 파악하였으며(Figs. 4, 5), 이

를 통해 절대개방유동(Absolute Open Flow, AOF)과 생산

정 규격에 따른 운영점을 파악하였다(Table 2). 

매장량 및 경제성 평가 결과

매장량 평가

일정기간 동안 지정된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가스전 계약

상의 특징을 고려하고(Kim et al., 2005), 저류층 모델에 적

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앞서 파악한 Table 3의 생

산운영조건을 반영하여 생산 유량 유지기간 및 매장량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점 유량의 10∼100%로 생산 

유량을 설정하였으며, 유동 공저압은 생산정 내 압력 손실

을 고려하여 3.4 bar로 입력하였다. 이때, 생산운영조건에 

따라 유량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의 누적가스생산량을 매장

량이라 가정하였다. 

그 결과 생산 유량 유지기간은 특정 유량 조건 이상에서 

공저압이 한계유동공저압에 빠르게 도달하여 지정한 생산 

유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생산정 규격 

별 생산유량이 증가할수록 짧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Table 2. Operating point according to well location

Gas production rate

(MSCF/d)

Bottom-hole pressure

(bar)

Tubing size 1.049 in 1.610 in 2.441 in 1.049 in 1.610 in 2.441 in

Single well 313 635 836 7.3 5.5 4.0

Double

wells

1st well 336 650 818 7.1 5.3 3.9

2nd well 310 622 810 7.2 5.5 4.0

Table 3. Parameter for production operating conditions

Well 

number

Well 

location

(m)

Tubing inside diameter

(in)

Operating point

Gas production rate

(MSCF/d)

Flowing BHP

(bar)

Single well
X : 2,534

Y : 1,029

1.049 313 7.3

1.610 635 5.5

2.441 836 4.0

Double

wells

1st 

well

X : 2,083

Y :  527

1.049 336 7.1

1.610 649 5.3

2.441 818 3.9

2nd 

well

X : 2,083

Y : 1,882

1.049 310 7.2

1.610 622 5.5

2.441 810 4.0

(a) 1st well

(b) 2nd well

Fig. 5. Results of nodal analysis in double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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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또한, 생산운영조건 별 매장량은 생산정 수에 상관

없이 2.441 in 규격의 생산정을 적용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생산정 수 별 최대 매장량 간의 차이는 생산정 수

가 2개일 때 1.44배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Fig. 7). 

경제성 평가

생산운영조건의 경제적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조

건에 따른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를 예측하

였다. NPV는 운영조건 별 매장량을 누적가스생산량으로 

고려하였으며, Table 4의 경제성 평가 인자를 식 (1)에 대입

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가스 가격은 LNG 형태로 가스를 

수입하는 국내 가스거래의 특징을 고려하여 2019년 1월부

터 12월까지의 평균 LNG 거래가격을 이용하였다(Ycharts, 

2020). 기간을 1년, 3년, 5년, 7년, 9년으로 설정하여 NPV

를 예측하였으며, 각 생산 기간보다 유량 유지기간이 짧은 

경우의 누적가스생산량은 생략하였다. 

(a) Single well (b) Double wells

Fig. 6. Production rate maintain period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a) Single well (b) Double wells

Fig. 7. Results of reserve estimation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Table 4. Parameters for economic analysis (EIA, 2016; 

Ychart, 2020)

Parameter Value

Drilling cost ($/ft) 150

Completion cost ($million) 1

Gas price ($/MSCF) 11.9

Operating cost ($/MSCF) 2

Discount rate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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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과정을 통해 운영조건 별 유량 유지기간 동안의 NPV

를 예측하였으며, 운영조건에 따라 매장량이 차이나는 영

향으로 인해 최대 NPV는 생산정 수에 관계없이 2.441 in 규

격의 생산정을 적용하였을 때 나타났다(Fig. 8). 또한 1.049 

in 규격의 생산정 설치 시 운영점의 10%로 생산할 때 NPV

가 0 이하로 예측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2.441 in 생산정 2개를 설치하여 운영점의 20%로 9

년간 생산할 때 NPV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천부가스전 특성의 영향 분석

경제성 평가 영향 인자

NPV가 가장 높았던 생산운영조건을 이용하여 천부가스

전 개발 시 경제성 평가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운영조건 적용 시 NPV에 대한 변수들

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가스가격, 운

영비용(Operating Expenditure, OPEX) 자본비용(Capital 

Expenditure, CAPEX), 할인율의 NPV에 대한 민감도를 

예측하였으며, 변수들의 범위는 NPV 산출 시 적용했던 변

수를 기준으로 Fig. 9와 같이 –50%에서 +50%으로 변화되

는 범위로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천부가스전 개발 시 운영조건에 대한 변수들의 영향은 

Fig. 10과 같이 나타났으며, 운영조건의 경제성에는 가스

가격, 할인율, CAPEX, OPEX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Fig. 10). 민감도가 가장 높은 가스가격의 경우 

CAPEX, OPEX보다 민감도가 4.1배, 5.9배 높은 것을 확인

하였다.

생산성에 대한 저류층 물성의 영향

천부가스전 개발 시 생산성에 대한 저류층 물성의 불확

실성을 고려하고자 물성에 대한 민감도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해 NPV가 가장 높았던 생산운영조건을 적용하여 가

스 생산율 및 누적가스생산량을 예측하였으며, 물성은 가

(a) Single well (b) Double wells

Fig. 8. Results of economic analysis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at production maintain period.

Fig. 9. Description of economic parameters used in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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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전 개발 시 생산성 및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진 공극률, 유체투과도, 저류층 초기압력을 달리하여 생

산성을 분석하였다. 물성의 범위는 모델 구축에 적용한 각 

물성에 대한 현장자료 확보 및 정밀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

은 것을 고려하여 Table 1 물성의 –30%와 +30% 값으로 설

정하여 저류층 규모를 고려하고자 하였다(Fig. 11). 

이때, 누적가스생산량 및 가스생산율을 이용하여 민감도

를 분석할 경우 저류층 물성에 따라 변하는 규모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식 (2)와 같이 특정 물성 에 대해 정규

화 된 누적가스생산량 값을 이용하여 산출한 영향치

(impact value)를 통해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Khan et 

al., 2014). 그 결과, 천부가스전 개발 시 생산성에 대한 각 

저류층 물성들의 민감도를 산출하였으며, 생산성에는 저

류층 초기압력, 유체투과도, 공극률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파악하였다(Fig. 12). 









 


 


  

 (2)

MEFS 분석 결과

천부가스전 개발에는 생산운영조건에 대한 저류층 규모

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 연구에서는 저류층 규모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고자 Table 5와 같이 생산정 수 별 NPV가 

가장 높았던 2개의 생산운영조건을 선정하여 MEFS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운영조건 별 NPV가 0이 될 것으

로 예상되는 매장량을 선정하여 선정된 매장량에 대해 

NPV 예측을 반복해서 수행하였다. 이때, 매장량은 누적가

스생산량과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 결과, 생산운영조건에 따라 NPV가 0 $million와 유사

한 매장량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Fig. 13), 이에 대한 회귀

선을 그려 MEFS를 산출하였다. MEFS는 생산정이 2개일 

경우보다 1개일 때 48% 낮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앞서 산출한 MEFS는 경제성 평가 변수에 따라 값이 바

뀔 수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MEFS 분석 시 경제성 평가 변

수들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NPV가 가장 높았던 생산

운영조건의 MEFS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민

감도 분석은 가스가격, OPEX, CAPEX, 할인율에 대해 수

Fig. 10. NPV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of economic 

parameters.

Fig. 11. Description of reservoir properties used in sensitivity 

analysis.

Fig. 12. Impact value of reservoir properties on productivity.

Table 5. Production operating conditions with the highest NPV

Well number
Tubing inside diameter

(in)

Operating point
NPV

($million)Gas production rate

(MSCF/d)

Flowing BHP

(bar)

Single well 2.441 250
3.4

3.8

Double wells 2.441 329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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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으며, 각 변수의 범위는 NPV 산출 시 적용한 변수를 

기준으로 –50%에서 +50%로 설정하였다(Fig. 9). 

이를 통해 천부가스전 개발 시 운영조건의 MEFS에는 가

스가격, CAPEX, 할인율, OPEX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파악하였으며, 영향이 가장 높았던 가스가격의 경우 할

인율과 OPEX에 비해 민감도가 6.5배, 9.4배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천부가스 부존 지역의 형태 및 물성을 반

영한 저류층 모델을 구축하여 생산운영조건에 따른 생산성 

분석 및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생산성에 대한 저류

층 물성의 영향과 경제성에 대한 경제성 평가 변수들의 영

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순현재가치가 0이 되는 매장량인 

MEFS를 예측하여 천부가스전 개발 시 저류층 특성의 불확

실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생산운영조건에 따라 유량 유지기간 및 매장량

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특정 유량 조건 

이상에서는 공저압이 한계유동공저압에 빠르게 도달하여 

지정한 생산 유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운

영조건의 NPV에 대한 경제성 평가 변수들의 민감도를 파

악하였으며, 천부가스전의 생산성에는 저류층 초기압력, 

유체투과도, 공극률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천부가스 개발 시 저류층 규모의 불확실성을 고려

하기 위해 운영조건에 대한 MEFS 분석을 수행하여 생산정 

수 별 NPV가 높게 나타나는 운영조건에 대한 MEFS를 파

악하였으며, 경제성 평가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하여 운영조건의 MEFS에는 가스가격, CAPEX, 할인율, 

OPEX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생산운영조건에 대한 생산성 및 경제성을 분

석하여 천부가스전 개발 시 운영조건 선정에 영향을 미치

는 저류층 물성 및 경제성 평가 변수들의 영향을 파악하였

으며, 이는 국내 천부가스전 개발을 위한 운영조선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천부가

스 부존지역의 물성 정보를 추가한 생산성 및 경제성 분석

을 통해 생산 기간, 공급량 등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생산운

영조건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

(No. 20172510102160).

Nomenclature




: Maximum normalized cumulative production


 

: Minimum normalized cumulative production


 

: Maximum normalized cumulative production 

for parameter 


  

: Minimum normalized cumulative production 

for parameter 

 : Cash flow ($)




: Impact value for par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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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roduction time (year)

Fig. 13. Results of MEFS analysis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Fig. 14. MEFS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of economic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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