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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GH)는 저온·고압 조건

에서 물리적으로 물 분자와 천연가스가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상태의 결정이며, 메탄(CH4)이 주 구성 성분으로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Huh, 2005). GH는 주로 영구동토층(permafrost) 및 

심해퇴적층(deep ocean sediments)에 분포하고 있으며

(Fig. 1), 전 세계적으로 약 10조 톤 이상의 양이 부존되어 

있다(Collett, 2002). 이러한 GH가 에너지원으로서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경제성이 확보된 생산기술 개발이 

필요하며(Huh and Lee, 2017), 이를 위해 실험과 전산수치 

해석을 연계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Janicki et al., 

2014; Li et al., 2014; Feng et al., 2017).

국내의 경우 동해 울릉분지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가 공동으로 수행

한 탄성파 탐사 및 시료채취를 통해 GH 부존 가능성과 에

너지원으로서의 개발 잠재력을 인식하였다(Park, 2008; 

감압율에 따른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 내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거동 전산분석 연구

문서윤1) ·신효진1) ·임종세1)*·이재형2)

Numerical Analysis of Depressurization Rate Effects on the Gas Hydrate Dissociation 

Behavior in Core Scale Experimental System

Seo-Yoon Moon, Hyo-Jin Shin, Jong-Se Lim* and Jaehyoung Lee

(Received 4 June 2019; Final version Received 26 July 2019; Accepted 23 August 2019)

Abstract : A numerical analysis integrated with the production experiment is required to analyze the effect of 

depressurization on the production of gas hydrate(GH). In this study, a numerical simulation model considering condition 

of a core scale experimental system was constructed to understand the depressurization rate effect on the production trend 

and GH dissociation behavior. The model was validated by comparing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used to analyze 

depressurization rate. The faster GH dissociation rate as the depressurization rate is increased, which results in the earlier 

beginning of the production and completion of the dissociation. The pressure propagation was delayed above the specific 

depressurization rate. The pressure difference between the production point and the experimental system boundary was 

greater as the depressurization rate and GH saturation is higher. This results can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field production test plan using depressu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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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생산경향과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거동에 대한 감압율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의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였다. 실험결과와의 비교로 검증한 전산수치 모델

을 활용하여 감압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압율이 클수록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속도가 빨라져 생산 시작 

및 해리 완료 시점이 앞당겨졌다. 또한 특정 감압율  이상에서는 압력 전파가 지연되었다. 감압율 및 가스하이드레이

트포화율이 클수록 생산지점과 실험시스템 경계에서의 압력차이가 증가함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감압법을 

적용한 현장 시험생산 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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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 2011). 이후 2차례에 걸친 심부시추를 통해 약 

6.2억 톤의 사질형 GH가 부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2차 심부시추지점에 대한 지질모델, 검층과 코어자료 

등을 종합하여 현장 시험생산 위치를 UBGH(Ulleung 

Basin Gas Hydrate) 2-6으로 결정하였다. 2014년에 UBGH 

2-6에서 감압법(depressurization method)을 적용한 현장 

시험생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낮은 생산량과 시추공 안

정성 문제로 인하여 연기되었다(Huh and Lee, 2017). 

감압법은 GH 함유층의 압력 감소를 통해 해리된 가스를 

생산하는 기법이며, 해리에 의한 생산기법 중 적용 원리가 

가장 간단하고 경제적인 생산기법이다(Boswell and Collett, 

2011). 하지만 감압변수에 따라 생산경향 및 GH 해리거동

이 상이할 수 있으며(Ruan et al., 2012; Wang et al., 2014), 

현장 시험생산을 위해서는 후보지 조건에서 감압변수의 범

위 및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압법 적용 

시 생산효과를 분석하고자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 조건을 

모사한 3D 중규모 생산모사 실험이 수행되었으며(Lee et 

al., 2017), 실험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모델을 활용하여 

감압법 적용에 따른 산출량 및 해리거동을 분석하고 높은 

GH포화율에서 생산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하

였다(Lee, 2016; Gil et al., 2017). 이와 같이 가스 생산이 지

연되기 시작하는 한계 GH포화율에 대한 파악을 위해 국내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 조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GH포화율

에 따른 코어스케일의 GH 생산모사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실험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여 GH포화율

이 50~60%인 경우에 가스 생산이 지연됨을 파악하였다

(Gil et al., 2019). 파악한 한계 GH포화율 결과를 바탕으로 

KIGAM은 동해 울릉분지 현장조건에서 다양한 감압율에 

따른 코어스케일의 GH 생산모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감압법 적용 시 GH 함유층 내 감압율의 영

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 조건을 반

영한 GH 생산모사 실험과 연계하여 전산수치 연구를 수행

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해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여 전산수치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검증된 전산수

치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감압율과 GH포화율에 따른 가

스·물 산출량과 GH 해리거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

KIGAM은 동해 울릉분지 현장 조건을 반영한 코어스케

일 실험시스템을 제작하여 GH 생산모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시스템은 크게 시료장착부, 유체 주입부, 유체 배출

부, X선 컴퓨터 단층촬영기(X-ray Computed Tomography, 

X-ray CT)로 구성되어 있다(Fig. 2). X-ray CT는 실험시스

템 내 퇴적시료의 위치, GH 및 유체 분포를 가시화하기 위

해 이용하였다(Suk et al., 2018). 또한 소형셀은 고압(20 

MPa)조건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감

압율에 따른 실험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총 10개의 

실험셀을 구성하였다. 

GH 생산모사 실험은 현장 시험생산 후보지의 환경을 모

사하기 위해 현장 퇴적 시료와 유사한 입도분포를 가진 모

래 시료를 셀 내에 충진 한 후 진행하였으며, 실험셀 내 퇴적

입자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X-ray CT을 이용하였다(Suk 

Fig. 1. Distribution map of gas hydrate (USG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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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7). 이후 동해 울릉분지의 염농도를 고려하여 

NaCl 3%의 염수와 메탄가스를 주입하고 가압을 통해 실험

시스템 내 GH를 생성하였으며, GH 생성 후에는 퇴적층 공

극 내에 물과 GH만 존재하도록 실험셀 내 남아있는 메탄가

스를 물로 치환하였다. 이후 10개의 실험셀을 이용하여 초

기 압력 및 온도가 최대한 일정한 상태에서 다양한 감압율

(0.25, 0.50, 1.00, 1.50, 2.00 MPa/hr) 조건으로 GH 생산모

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시스템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해석

이 연구에서는 10개의 GH 생산모사 실험 중 감압이 진행

됨에 따라 CT값 분포가 불균질하게 나타나는 8개 실험셀

의 결과를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CT값 분포가 균질하게 나

타나는 2개의 실험셀 중 계측된 압력 및 온도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1개의 실험셀 조건을 반영하여 전산수치 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전산수치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

여 실험에서 측정된 실험시스템 내 밀도를 의미하는 CT값 

변화와 전산수치 해석을 통해 파악한 유체밀도 변화를 비

교·분석하였다. 

전산수치 모델 구축

이 연구에서는 실험시스템 조건을 반영한 전산수치 모델

을 구축하기 위해 GH 함유 퇴적층 내에서의 가스 생산 거

동을 모사할 수 있는 TOUGH+HYDRATE(T+H) 시뮬레

이터를 이용하였다. T+H는 영구동토층 및 심해 퇴적층에

서 온도에 따른 GH 해리, 수화반응(hydration), 상거동

(phase behavior)이나 유체유동(flow of fluids) 등의 해석

이 가능하다(Moridis et al., 2008). 

내부 직경이 2.54 cm(1in)이며 길이가 5.08 cm(2in)인 원

통형 모양의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을 모사하기 위하여 실

험셀과 동일한 크기의 2D 전산수치 모델을 구성하였다. 또

한 코어스케일 GH 생산모사 실험 중 셀 내 온도를 유지하

기 위해 설치된 순환시스템은 격자시스템 바깥경계에 가상

격자를 만들어 모사하였다. 전산수치 모델의 입력변수는 

실험셀의 GH포화율, 실험에서 측정된 공극률, 염농도, 절

대유체투과도, 초기온도 등을 활용하였으며(Table 1), 실

험시스템 왼쪽 경계면 중간에 생산지점을 설정하였다. 실

험셀의 초기압력을 반영하여 감압을 수행하기 전 전산수치 

모델의 초기압력은 20 MPa로 설정하였으며, 실험셀에서 

적용한 감압율을 이용하여 전산수치 모델의 감압 조건을 

설정하였다.

전산수치 해석 결과 및 실험결과 비교·검증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을 모사하여 구축한 전산수치 모

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에서 측정된 CT값과 전산수치 

해석을 통해 도출한 유체밀도 변화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실험시스템 내 유체의 유동과 관련 있는 가스 및 물 상대유

체투과도 곡선을 변화시켜 CT값과 유체밀도에 대한 히스

토리 매칭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가스 및 물 상

대유체투과도의 끝점(end point) 값을 참조하여 상대유체

투과도 곡선을 도출하였다(Fig. 3). 이 때 가스 상대유체투

과도 곡선은 Modified Stone 모델(Stone, 1970), 물에 대

한 상대유체투과도 곡선은 van Genuchten-Mualem 모델

(Mualem, 1976; van Genuchten, 1980)을 이용하였다. 

GH 해리 압력조건 및 GH 해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의 

CT값과 유체밀도에 대한 정규화를 수행하였으며, 감압이 

진행됨에 따라 실험에서 측정된 CT값 변화와 전산수치 해

Table 1. Input parameters of T+H simulation

Parameters Value

Porosity (%) 35.00

Absolute permeability (md) 1,200

NaCl concentration (%) 3.00

Rock grain density (kg/m3) 2,695

Rock grain specific heat (J/kg/°C) 800

Thermal conductivity of fully saturated 

rocks (Wm-1K-1)
1.45

Thermal conductivity of dry rocks 

(Wm-1K-1)
1.00

Initial pressure (MPa) 20.00

Initial temperature (°C) 16.70

Gas hydrate saturation (%) 54.30

Depressurization rate (MPa/hr) 2.00

Fig. 2. Core scale gas hydrate experimental production 

system (Suk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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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얻어진 유체밀도의 변화가 일치하였다(Fig. 4). 

또한 실험시스템 내 감압에 따른 GH 해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X-ray CT를 통해 파악된 CT값 분포와 감압에 따라 전

산수치 해석을 통해 얻어진 유체밀도 분포 변화를 비교하

였으며, GH 해리 시작 및 완료 시점의 압력이 실험결과와 

전산수치 해석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5). 

감압율 및 GH포화율에 따른 전산수치 해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실험결과로부터 검증된 전산수치 모델을 

활용하여 감압율(0.25, 0.50, 1.00, 1.50, 2.00 MPa/hr) 및 

GH포화율(40, 45, 50, 55%)에 따른 산출량과 GH 해리거

동을 분석하였다.

감압율에 따른 전산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한계 GH포화율 범위를 고려하여 GH포

화율 50%에서 감압율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스 및 

물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감압율이 클수록 생산 시작 시점

이 앞당겨지며, 가스 생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Fig. 6).

Fig. 3. Relative permeability curves of gas and water with 

history matching.

Fig.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simulation results.

Pres-
sure

(MPa)
CT Value

Pres-
sure

(MPa)
Fluid Density

19.99 19.99

18.00 17.95

16.00 16.01

15.24 15.20

14.49 14.55

14.00 14.02

13.56 13.56

12.89 12.85

12.00 12.05

8.00 8.06

0.00 0.00

Fig. 5. Normalized CT value and fluid density dis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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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s (b) Water

Fig. 6. Cumulative productions of 50% gas hydrate saturation. 

Time 

(hr)

Depressurization rate (MPa/hr)

0.25 0.50 1.00 1.50 2.00

1

2

2.5

3

4

5

7

8

9

10

20

48

80

Fig. 7. Pressure distributions depending on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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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스템 내 감압에 따른 GH 해리거동을 파악하고자 

압력, 온도, GH포화율 분포를 확인하였다. 압력 분포를 통

해 감압율이 높을수록 실험시스템 내 압력 전파 속도가 빨

라지는 것을 파악하였다(Fig. 7). 감압율이 0.25, 0.50 MPa/hr

인 경우에는 압력 전파가 지연되지 않았으나 1.00 MPa/hr 

이상인 조건에서는 감압 적용 1~4시간 사이에서 압력 전파

가 지연되어 실험시스템 내 압력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감

압율이 클수록 실험시스템 내 압력차이는 더 크게 발생하

였다. GH 해리 시 흡열반응에 따라 실험시스템 내 온도

가 저하되었으며, 감압율이 0.25 MPa/hr인 경우에는 약 

0.1°C, 2.00 MP/hr인 경우에는 약 1°C까지 감소하여 감압

율이 클수록 온도감소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8). 이와 같은 온도 감소는 GH 재형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시험생산에 있어서는 감압율에 따른 함유층 

내 온도 감소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압율

이 클수록 압력 전파 속도가 빨라져 GH 해리 시작 시점이 

앞당겨지고, 해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이로 인해 실험시스템 내 최대 누적가스 생산량에 도달하

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9). 

감압에 따른 산출량 및 실험시스템 내 유동분포를 통해 

GH 해리 속도에 대한 감압율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특정 감압율 이상에서는 압력 전파가 지연됨으로써 감

압율에 따른 생산 속도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파악

하였다. 또한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 규모에서는 각 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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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urization rate (MPa/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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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s depending on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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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서 실험시스템 내 압력 전파가 모두 이루어져 총 가스 

생산량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 시험생산을 수

행할 경우, 감압율에 따른 압력 전파 속도 차이로 인하여 단

기간의 누적 가스 생산량이 상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GH포화율에 따른 전산분석 결과

다양한 GH포화율(40, 45, 50, 55%)에서 감압율에 따른 

전산수치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험시스템 오른쪽 경계

면 중간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GH 해리율을 나타내었다

(Fig. 10). 이를 통해 GH 해리 시작 및 완료 시점을 파악하

였으며, 그 결과 감압율이 크고 GH포화율이 낮을수록 GH 

해리 속도가 빨라지고 GH 해리가 완료되는 시간이 감소하

였다. GH포화율이 40, 45, 50, 55%일 때 0.25 MPa/hr와 

2.00 MPa/hr의 감압율에서 해리 완료 시간의 차이가 최대 

8.8, 9.8, 10.4, 10.5 시간 발생하였다. 또한, 1.00 MPa/hr 이

상에서는 생산 초기 압력 전파가 지연됨에 따라 모든 GH포

화율 조건에서 감압율 증가에 따른 GH 해리 시작 시점의 

변화가 지수적으로 감소하였다. 

감압이 시작되는 실험시스템의 생산지점과 실험시스템 

오른쪽 경계면 중간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압력 변화를 비

교하였다(Fig. 11). GH 해리가 발생하는 시간부터 두 지점

에서 압력차가 발생하였으며, GH 해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두 지점의 압력은 동일하게 감소하였다. 두 지점의 압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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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as hydrate saturation distributions depending on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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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압율 및 GH포화율이 클수록 크게 나타났으나, 1.00 

MPa/hr 이상인 감압율 조건에서는 생산 초기 실험시스템 

내 압력전파가 지연됨에 따라 GH 해리 시작 시점 이전부터 

두 지점에서의 압력차가 발생함을 파악하였다. 한계 GH포

화율로 예측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55%에서는 높은 GH포

화율로 인하여 실험시스템 내 유체투과도가 감소하여 모든 

(a) 0.25 MPa/hr (b) 0.50 MPa/hr (c) 1.00 MPa/hr

(d) 1.50 MPa/hr (e) 2.00 MPa/hr

Fig. 10. Gas hydrate dissociation rate depending on depressurization rate.

(a) 0.25 MPa/hr (b) 0.50 MPa/hr (c) 1.00 MPa/hr

(d) 1.50 MPa/hr (e) 2.00 MPa/hr

Fig. 11. Pressure difference according to depressuriz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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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압율 조건에서 생산 시작 직후부터 두 지점에서 압력 차

이가 발생하였으며, 감압율이 2.00 MPa/hr인 경우에는 두 

지점의 압력이 최대 4 MPa까지 차이가 발생하였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코어스케일 실험시스템을 바탕으로 구축

한 전산수치 모델의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검증하

였다. 감압율 및 GH포화율에 따른 전산수치 해석을 통해 

가스·물 산출량과 GH 해리거동을 분석하여 감압율의 영향

을 파악하였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전산수치 해석을 통해 감압법 적용 

시 감압율과 GH포화율이 가스·물 생산 시작 시점 및 GH 해

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정 감압율 

이상 조건에서는 생산 초기에 실험시스템 내 압력 전파가 

지연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실험시스템 내 온도는 감

압율이 클수록 더 낮은 온도까지 감소하였으며, 감압율이 

크고 GH포화율이 낮을수록 GH 해리 속도가 빨라져 GH 

해리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파악하였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통해 확장된 규모의 실험시스템 내 

감압율에 따른 GH 생산모사 실험 시 적정 감압율 범위 및 

실험결과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감압법을 적

용한 국내 현장 시험생산 계획 수립 시 감압율의 영향 파악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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