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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청정에너지이며 거대 신자원이라는 점 해,
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의한 해저사태 등 자연발생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 해양과 대기에서의 메탄가스의 순환경로를 파악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기,
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부존 현황과 특성 파악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해양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개발,
을 위한 생산기술의 확보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배출에 기인한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추적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
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생산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굴착 시험생(1) , (2) ,․
산 및 경제성 평가 단계의 사업으로 전환되면 개발광구를 확보하고 상업적인 생산을 수

행함과 동시에 개발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를 추적할 기반을 마(3)
련하는데 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년 이래로 동해 울릉분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1996
층의 부존 확인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리탐사와 시추 퇴적물 시료들을 획득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은 수심 정도에서 해저면하 약 의 깊이2,100 m 200 m
에 위치함을 밝혔다 따라서 체계적인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 조사를 실시하여 가스 하이.
드레이트의 성질과 기원 그리고 특성 분포 배태조건 매장량 등 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 , , )
가 필요하다.
색 인 어

각 개( 5
이상)

한 글 가스 하이드레이트 청정 에너지 개발 사면 안정성 지구온난화 동해, , , , ,

영 어
Gas Hydrate, Clean Energy, Exploration, Slope Stability, Global Warming,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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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 대형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전략 및 관리대책 수립방안

기획 연구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가스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 혹은 메탄 수화물 는 천연가스가 얼음 속1. ( )
에 포획되어 나타나는 고체 물질로 온도 압력 조건 변화시 분해되어 가스로 분·
출된다 전 세계 추정 매장량은 약 조톤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에 포함된 메탄. 10
매장량의 약 배이다 또한 환경 친화적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주목 받는 차세대25 .
미래 에너지로서 우리나라 동해의 수심 약 이상 심해저 지역에 수백1,000 m m
의 두께로 넓게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첫째 청정에너지이며 거대 신자원2. ,
이라는 점 둘째 해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의한 해저사태 등 자연발생,
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양과 대기에서의 메탄가,
스의 순환경로를 파악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과정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은 국방을 위한 음파탐3.
지기 개발이나 극한환경 수십 수백 기압 에서 이용 가능한 내구성 탐사장비의( )～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 파급 효과가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도4.
주변 해역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연구.
원은 해양 선진국 몇 개 나라만이 보유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Deep-Tow .

는 수심 이상의 심해 해저면 근사접근 예인방식으로 탐사가Deep-Tow 1,0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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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여 정밀 집중탐사 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이다 또한 천부가스(site survey) .
상태 및 성분 조사는 한국해양연구원만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선 온누리호의 12
피스톤 코아 장비로 시추에 필요한 기본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m , Deep Sea

등을 사용하여 메탄가스 분출 주변 해역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Camera
다 해양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해양 연 에서는 고체 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 )
의 해리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 분출로 인한 시추공의 훼손이나 지층의 붕괴에

따른 해저 사면사태 등의 시추 위험성 등에 대비한 해저지질 재해정보 (Seafloor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에 따른 해양변화를 예측하여Geo-hazard Information)

사전에 해양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장기 대형화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한5.
연구 전략 기획팀을 구성하여 해수부 산자부 및 과기부에 적극적인 대응할 시점,
이다 참고로 산자( 부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을 만들어 단계 년 동안 총1 3
예산 억 지원 예정임713 ). 따라서 지금까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과 관련된 연

구들은 대부분 각 기관별로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국가 차원에

서 산학연 공동 기반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을 대형화 시켜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주관이 되어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6. ,
자원연구원 및 민간 회사가 사업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므로 한국해양연구

원은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 물리 생물 화학 공학 해양안전시스템연구소 극, , , , , ,
지연구소 등 해양 연 부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연구 기획을( )
추진해야 한다.
가7. 스 하이드레이트 사업 대형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응전략 및 관리대책 수

립방안을 위해서는

가 장기 대형화 사업으로 전환될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비하여 국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사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라 해양 전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유관기간 효율적인 연구 분야 개발 정부 부처의 협조 및 지원 방안,
대책을 수립하고,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한 연구 전략 기획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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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 물리 생물 화학 공학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극지연구1. , , , , , ,
소 등 해양 전 분야의 장점을 활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연구 기획 추진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사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시 해양환경 변화 조사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연관된 지구 온난화 및 해저 사면안정성 등 해양연에

알맞은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및 기술 개발

라. 고체 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에 따른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 분출로
인한 시추공의 훼손이나 지층의 붕괴 등의 향후 시험 평가 시추 위험성에( )
대비한 해저지질 재해정보 구축(Seafloor Geo-hazard Information)

마.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이산화탄소 해양 처리 저장 격리 수송 및 개, , , GTL
발기술 등을 활용

년도에 도입 예정인 새로운 탄성파 장비 피스톤 코아 장비2. 2007 , 12 m , Deep
등 해양 연 의 우세 장비 활용 방안 모색Tow, Deep Sea Camera. ROV ( )

산학연 및 해외 공동연구기관 활용 방안 수립3.
4. 추진전략 및 방법으로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설정함으로서 단계 개년 사업1 3
이 종료되면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개발생산에 필요한 단계 연구2․
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예측 기획을 한다 이때 검층기술 심부 굴착 기술 시험. , ,
굴착 채취를 위한 압력식 채취기 개발 생산 기술 개발 등을 기획 내용에 첨부, ,
한다 굴착 시험생산 및 경제성 평가의 단계 사업으로 전환되면 정부출연연. , 3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 , ), ( ,
사 등 및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광구를 확보하고)
상업적인 생산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을 한다.
5.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협조 방안 모색
가 해양에서의 광물자원 개발은 육상 광업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할 사안이기보다.
는 해양개발의 형태로 보아 그 관련 기술개발 및 탐사와 분석을 해야 함으로,
해양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서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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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효율적임

나 해양자원의 경제적인 채취 및 활용 해양환경 등 경제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 ,
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인 해양 관리정책 (OMS: Ocean management

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관리를strategy)
수행해야 함

6. 연구비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대국민 설득력이 강한 연구 분야를 집중 부각시키,
고 기획 결과물도 대형 컬러 인쇄물 등으로 만드는 등 기획 결과가 차기 본 연,
구과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

연구개발결과.Ⅳ

1.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청정에너지이며 거대 신자원이라

는 점 해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의한 해저사태 등 자연발생적인 재,
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 해양과 대기에서의 메탄가스의 순환경로를,
파악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부존 현황과 특성 파악 및 활용.
에 관한 연구 해양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개발을 위한 생산기술의 확보, ,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배출에 기인한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 추적 및 기

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등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하.
여 이 기획 사업의 목적은 개발생산에 필요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굴착, ,․
시험생산 및 경제성 평가 단계의 사업으로 전환되면 개발광구를 확보하고 상업

적인 생산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

를 추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동해 울릉분지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부존 확인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물리탐사와 시추

퇴적물 시료들을 획득하여 분석함으로써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질과 기원 그

리고 특성 분포 배태조건 매장량 등 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 ) .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년 이래로 동해 울릉분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2. 1996
부존 확인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중채널 반사파 탐사 고해상 천부지층,
탐사 등의 지구물리 자료와 길이의 시추 퇴적물 시료들을 획득, SeaBeam 1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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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해 울릉분지 남부 해역에는 대규모 천부 가스층이 배태되어 있는데.
고해상 천부 탄성파자료에 나타나는 음향이상인 음향 공백상 음향 혼탁상 그리,
고 포크마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해역에서 채취된 시추 퇴적물들은 대기.
하에서 가스팽창으로 야기된 균열조직을 보이는데 이는 퇴적물내 가스함유를,
지시한다 이 시추 퇴적물들은 저해수면 시기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로 인하.
여 생성된 사면사태에 의해서 공급된 암설류와 질량류 퇴적물들로 구성되어 있

다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는 해저면 모방 반사면 진폭 공백 및 위상 반. (BSR),
전 현상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은 수심 정도. 2,100 m
에서 해저면하 약 의 깊이에 위치하며 상부에는 대규모 천부가스가200 m BSR
존재한다 탄성파 자료 해석에 의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은 시대적으로 플라.
이스토세와 홀로세층 사이에 존재한다 이와 같이 울릉분지 남부 해역에서 관찰.
되는 가스함유 퇴적물 음향이상 등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부존 특성, , BSR
을 보여주고 있다.

3. 동해 울릉분지 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천부 가스층은 수심 의 해저면 하1,900 m
부 에 부존하며 피스톤 코아러로 직접 채취했다 취득한 시추 코5-15 m , 12 m .
아 시료에서 가스팽창으로 야기된 균열 조직을 발견하였다 고해상 천부 탄성파.
자료에 나타나는 음향이상으로서 천부 가스층에 의한 음향 혼탁상은 암설류나

층리가 발달한 반사면 하부에 검고 길게 확산된 반사특성을 가진다 음향 공백.
상은 주로 배개형으로 나타나며 천부가스의 상승에 의한 팽창의 결과로 해석된,
다 해저면이 원형으로 움푹하게 파인 형태의 포크마크는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
면에서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해저면으로 천부가스 또는 가스 하이드레이,
트가 분출되어 생성되었으리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에.
서는 주기적인 제 기 해수면 변화로써 야기된 해침과 해퇴의 영향을 받아 가스4
하이드레이트 층이 해리되어 사면사태에 의한 퇴적물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폭 공4. BSR,
백 위상 반전 및 트랩된 유리가스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스 하이드레이, .
트층은 수심 정도에서 해저면하 약 의 깊이에 위치하며 상2,100 m 200 m BSR
부에는 대규모 천부가스가 존재한다 탄성파 자료 해석에 의하면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은 홀로세와 플라이스토세 사이의 저탁류 퇴적층내에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울릉분지 남부 해역에서 관찰되는 가스함유 퇴적물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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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상 등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부존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울릉분, BSR .
지 남부 사면에 분포하는 광범위한 천부가스의 확인을 토대로 체계적인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조사를 실시하여 천부가스의 성질과 기원 그리고 가스 하이드

레이트의 특성 분포 배태조건 매장량 등 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 )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1.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해수부 과기부 산자부 등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
예정이므로 과제 신청시 계획서로 활용

2.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해양의 핵심 분야의 종합적인 사업이므로 추후 다른

정부 부처 사업이나 연구원 기본사업 등 신규 추진과제 계획서의 연구 분야로

활용

3.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 대형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전략 및 관리대책 수립

방안 기획 연구

가 기획 연구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나 기획 내용의 보편성 독창성 및 한국해양연구원 고유 업무와의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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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된다spot) (Holbrook et al. 2002). ·······················································66
그림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 상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19. Blake Ridge .BSR

안정역 내에서 가스 침니가 관찰된다 (Holbrook et al. 2002). ····················67
그림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내의20. Blake Rid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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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서 론1

가스 하이드레이트 는 메탄분자가 물 분자에 의해 포획되어 형(gas hydrates)
성된 고체 상태의 물질로 퇴적물 내에서 얼음과 유사한 결빙 상태의 결정으로 산출

된다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첫째 청정에너지이며 거대 신. ,
자원이라는 점 예상 부존량은( 1012 m3으로 모든 화석연료를 합친 것의 약 배 둘2 ),
째 해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의한 해저사태 등 자연발생적인 재난을 사,
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양과 대기에서의 메탄가스의 순환경로를,
파악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 러시아가 베링해와 오호츠크해 사할

린섬 근처에서 피스톤 코아 퇴적물로부터 수 내에 존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m
를 채취하였다 일본도 난카이 해곡 에서(Ginsburg et al., 1993). (Nankai Trough)
탄성파 탐사 자료와 코아 퇴적물을 취득하여 다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음을 밝혔다 (Sakai et al., 1992).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국1996

내외 연구동향과 탐사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취득된 코아 및 탄성파 탐사자료,
분석 등의 다양한 지질과 지구물리 방법을 동원하여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을 발견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 대수심 해. “
역의 지구적 해저 환경연구 한상준 외 동해분지의 해양환경변화와 지구조” ( , 1997), “
진화 연구 한상준 외 및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유해수 외” ( , 1998) “ ” ( ,

사업 등을 통하여 동해 대륙붕 대륙사면 그리고 대양저에서 획득한 심부 탄2001) ,
성파 자료와 피스톤 코아 시료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을 확12 m
인하였다 탄성파 기록에서 로 추정되는(Huh et al., 1997, 2000, 2001, 2002). BSR
강한 반사기록을 찾아 속도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유해수 외 또한 대륙사( , 2001),
면에서의 퇴적물 이동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표층으로 방출된 메탄가스에 의

한 사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허식 외 그리고 코아 시료에서 가( , 1999).
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이동한 천부가스에 의한 가스맥 의 발견과 코아(gas vein)
퇴적물의 팽창 등을 관측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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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 이래로 포항 남동쪽으로 약 떨어진 해역에서 지구물리 탐사를1998 200 km
수행하고 있다 류병재 외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출연 연 이나 대학을 중심( , 1998). ( )
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물성규명 탐사법 개발 생산 기술개발 기후 온난화 모, , ,
델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

다고 할 수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해되지 않고 지하에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온도 압력 조건 고온 저압 이 필요하므로 부존 여부- ( - ) (Dillon et al., 1995),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형조건 및 안정영역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다 울릉분지.
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된 해저 수온은 0-1 ,℃
지온구배율은 해양퇴적물의 평균 열수지는 로서 다른 분3.7-3.9 /100m, 2.35 HFU℃
지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지보다 심도가 깊어서 압력조건이 온도조건을 보상해 평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류병재 외 코아 퇴적물에서 측정된 평균 유기탄소 함량은( , 1998).
로 충분히 메탄을 산출할 수 있는 분량이다2-3% .
본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분포와

특성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작용과 관련되어 있.
으리라 추정되는 퇴적환경 등을 밝혀 추후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 탐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연구개발 필요성을 살펴보면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 혹은 메탄 수화물 는 천연 가스가 얼. ( )
음 속에 포획되어 나타나는 고체 물질로 온도 압력 조건 변화 시 분해되어 가·
스로 분출된다 전세계 추정 매장량은 약 조 톤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에. 10
포함된 메탄 매장량의 약 배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주25 .
목 받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로서 우리나라 동해의 수심 약 이상 심해1,000 m
저 지역에 수백 의 두께로 넓게 존재한다m .

나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첫째 청정에너지이며 거대 신. ,
자원이라는 점 둘째 해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의한 해저사태 등,
자연발생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양과 대기에,
서의 메탄가스의 순환경로를 파악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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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과정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은 국방을 위한 음파.
탐지기 개발이나 극한환경 수십 수백 기압 에서 이용 가능한 내구성 탐사장( )～
비의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 파급효과가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라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 한반.
도 주변 해역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해.
양연구원은 해양 선진국 몇 개 나라만이 보유한 시스템을 보유하Deep-Tow
고 있다 는 수심 이상의 심해 해저면 근사접근 예인방식. Deep-Tow 1,000 m
으로 탐사가 가능하여 정밀 집중탐사 에 가장 효과적인 장비이(site survey)
다 또한 천부가스 상태 및 성분 조사는 한국해양연구원만 보유하고 있는 온.
누리호의 피스톤 코아 장비로 시추에 필요한 기본 시료를 채취할 수 있12 m
으며 등을 사용하여 메탄가스 분출 주변해역의 해양 생태, Deep Sea Camera
계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고체 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로 막대한. ,
양의 천연가스 분출로 인한 시추공의 훼손이나 지층의 붕괴에 따른 해저 사면

사태 등의 시추 위험성 등에 대비한 해저지질 재해정보 (Seafloor Geo-hazard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에 따른 해양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해Information)

양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마 장기 대형화 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
한 연구 전략 기획팀을 구성하여 해수부 산자부 및 과기부에 적극적으로 대,
응할 시점이다 (산업자원부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단을 만들어 단계 년1 3
동안 총 예산 억 지원 예정713 ). 따라서 지금까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각 기관별로 지엽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향후

국가 차원에서 산학연 공동 기반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을 대형화 시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
바.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한국석유공사가 주관이 되어 한국가스공사 한국지,
질자원연구원 및 민간 회사가 사업단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므로 한국해양연

구원은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 물리 생물 화학 공학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 , , , ,
극지연구소 등 각 부서의 장점을 활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연구 기획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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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기술 개념.

따라서 이 연구의 개발 목표로는

가 장기 대형화 사업으로 전환될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비하여 국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관한 해양 전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유관 기관간 효율적인 연구 분야 개발 정부 부처의 협조 및 지원 방,
안 대책 수립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에 대한 연구 전략 기획팀을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사.
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이 연구의 기획 내용으로는

가.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 물리 생물 화학 공학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극지, , , , , ,
연구소 등 한국해양연구원 부서들의 장점을 활용하여 타 기관과 차별화된 연

구 기획 추진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사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시 해양환경변화 조사
라.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연관된 지구 온난화 및 해저 사면안정성 등 한국해양연
구원에 알맞은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 및 기술 개발

(1) 고체 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에 따른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

분출로 인한 시추공의 훼손이나 지층의 붕괴 등의 향후 시험 평가 시추( )
위험성에 대비한 해저지질 재해정보 (Seafloor Geo-hazard Information)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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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이산화탄소 해양 처리 저장 격리 수송 및, , ,
개발기술 등을 활용GTL (Gas To Liquid)

마. 년도에 도입 예정인 새로운 탄성파 장비 피스톤 코아 장비2005 , 12 m , Deep
등 해양 연 의 우세 장비 활용 방안 모색Tow, Deep Sea Camera, ROV ( )

바. 산학연 및 해외 공동연구기관 활용 방안 수립

이 연구를 위한 추진전략 및 방법으로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가 단계 정밀탐사를 통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 파악. 1 (2005-2007):
및 생산기술 기반연구

나 단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상태와 특성 파악 매장량 평. 2 (2008-2010): ,
가 및 생산기술 실용화 가스 시험 생산( )

다 단계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추적대응 및 상업 생산 시스. 3 (2011-2013): ․
템 확립 등이다.

라 단계 개년 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개발생산에. 1 3 ․
필요한 단계 연구 사업으로 전환을 위한 예측 기획을 한다 이때 검층기술2 . ,
심부 굴착 기술 시험 굴착 채취를 위한 압력식 채취기 개발 생산 기술 개발, , ,
등을 기획 내용에 첨부한다 굴착 시험생산 및 경제성 평가의 단계 사업으로. , 3
전환되면 정부출연 연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공공기관( ) ( , ),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및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 , )
하여 개발광구를 확보하고 상업적인 생산을 수행함과 동시에 개발 주변 해역

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획

을 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부처의 협조방안 모색이 필요

한데,
가 해양에서의 광물자원개발은 육상광업의 연장선상에서 취급할 사안이기보다는.
해양개발의 형태로 보아 그 관련 기술개발 및 탐사와 분석을 해야 함으로 해,
양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에서 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하

는 것이 효율적임

나 해양자원의 경제적인 채취 및 활용 해양환경 등 경제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 ,
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종합적인 해양 관리정책 (OMS: Ocean Management

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관리Strategy)
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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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효율적 사용은 물론 대국민 설득력이 강한 연구 분야를 집중 부각시,
키고 기획 결과물도 대형 컬러 인쇄물 등으로 만드는 등 기획 결과가 차기 본 연,
구과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기획이 필요하다.

CO 2를 해양격리 Methane-hydrate를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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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시스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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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극지연구소 본원 MOERI

오호츠크 북극,
및 남극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현황 연구

조사지역 선정 및 개략 탐사-
해저지형 해저영상 및- ,
지질구조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해저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지구물리- (Deep Tow Sonar,
다중채널 지열류량Chirp, ,

등 탐사를 통한 산출형태)
조사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
퇴적물의 물성 퇴적상, ,
공극가스 및 공극수의

지화학 분석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의한-
대륙 주변부 해저면 안정성

조사 및 안정성 완화기술 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사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시-
해양환경변화 조사

지구규모의 탄소순환과-
기후변동에 대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역할을

정량화

가스 하이드레이트 배출에-
기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환경 변화 규명

이산화탄소의

해양 처리,
저장 격리, ,
수송, pilot

공정plant
기술 개발

부존-
유망지역에서의

정밀탐사3D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 및 경제성

평가 생산모델,
개발

- 시험정 위치 선정,
생산 및 공정 기술

개발

첨단 시추- ,
산출시험 및 가스

생산기술 개발

물리검층 저류층- ,
평가 특성 규명, ,
유정 시험,
저류층 특성화 및

시뮬레이션 회수,
및 기초 생산,
가스전 모사 및

생산공정 설계,
회수 증진 및

생산 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성모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매장 가능한 지역의-
광역 탐사

탐사자료의-
취득처리 및 해석․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의 위치,
퇴적관계 및 물리적

특성 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인 분포 및 잠재,
매장량 평가

- 하이드레이트 물성,
지화학 및 미생물학

연구

하이드레이트-
해리에 의한

유동실험과

전산모델링

하이드레이트-
저류층의 특성 및

열역학적 특성 규명

기술

가스 하이드레이트-
합성실험 기술 개발

극한 환경의 내구성-
탐사장비 개발 및

운용기술 확보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미국( ,
캐나다 일본 러, ,
시아 영국 노르, ,
웨이 이태리 중, ,
국 대만, )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련된

각 분야의 선진기술 도입

대학 서울대( ,
한양대 고려대, ,
인하대, KAIST,
강원대)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련된

기초 연구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

민간 기업

정부출연 연구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는 콘소

시엄을 구성하여 개발광구 확

보 및 상업 생산

그림 3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 추진 체계 및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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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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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외국의 추진 사례1.

가 미국.
년부터 년까지 약 년간 만 를 투입하여 알래스카(1) 1982 1992 10 800 US$
전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 세계 자원 매장량 평가Kuparuk , ,

생산모델 개발을 시도하였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용화를 목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및 개발(2) 「
전략 발표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 및 개발 법안(1998)」 「

통과 등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수행 중이다(1999) .」
주관기관인 에너지성 화석 에너지실을 중심으로 미국지질조사소 미국광(3) ,
물관리국 해군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심해굴착계획 미국천연가스공급협, , , ,
회 가스연구소 아메리카 석유연구소가 주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
광범위한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년까지 해양 및 동토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메탄을 상업적으(4) 2015
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년에 만 년부터1999 500 US$, 2000 5
년간 만 의 예산이 투입 중이다4,750 US$ .

나 일본.
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일본석유공사 일본총합조사소와 개의 민(1) 1995 , 10

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자국 해역의 개, 12
지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하였고 자국 년 사용량 시( 100 )
추기술 검토 및 기술개발을 수행중이다.

년 통상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석유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스 하이드(2) 1995
레이트 기술개발을 위해 일본 석유공단 의 국내외 석유 천연가(JNOC) 『
스 기초조사 제 차 개년 계획 안에 메탄 하이드레이트 자원조사 연구8 5 』
를 하도록 위탁하여 국내외의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약 년간 약5 5,000
만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US$ .

년 상업생산 목표로 주체의 단계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3) 2016 NEDO 2 .
일본주변 해역의 매장량은 조6 m3으로 일본 천연가스 년간 소비량 억540
m3의 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 조선 주 등에서는100 . Mitsu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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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신하는 새로운 천연 가스 운송 및 저장 방법으로 천연가스LNG
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Hydrate (NGH: Natural Gas Hydrate)

으며 기존의 선을 대체하는 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LNG NGH .

다 러시아.
러시아의 메소야키아 가스전에서 감압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레이트를 해(1)
리시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라 노르웨이.
년 북해의 천연가스 생산과 수송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대한 연(1) 1994

구 및 효율적인 방지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년 노르웨이 과학, 1996
기술대학에서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천연가스 수송 및 저장에 대한 연

구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마 영국.
년 중반 가스회사인 가 자체기술로 가스 하이드레이트(1) 1997 , British Gas

를 하루 톤 생산할 수 있는 인공 하이드레이트 생산 파일럿 공장을 건1
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 캐나다 인도 중국 대만 등도 국가차원에서 주관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 , ,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기술협력 강화로 기술이전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추진 사례2.

가 년부터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초보단. 1995
계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정부 및 한국가스공사의 지원 하에 국내,
동해지역의 하이드레이트 탐사 사업을 수행되고 있다.

나 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기초 조사연. 1996 "
구 를 년부터 년까지 년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성 규명" 1997 1999 3 "
을 위한 기초탐사 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동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
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 한국가스공사가 신에너지 선점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하에 산업자. ․
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 동해안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역물리탐사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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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개발 단계 을 수행 중이다 한국가스공사 억원 정(1 2000 2004)” . 15 ,～
부 지원금 억원 등 총 억원의 예산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학계에서11 26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탐사 분야는 동해의 울릉 분지를 개 구역으로. 5
구분한 광역탐사를 통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부존 유망지역을 선정할BSR
예정이다.

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국. 1997
내외 연구동향과 탐사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양자원조사에서 취, EEZ
득된 코아 및 탄성파 탐사자료 분석 등의 다양한 지질 및 지구물리 방법을 동

원하여 우리나라 해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을 발견하고 평가하기EEZ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동해 울릉분지와.
독도 주변해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 관련 연구로서 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사업인. 2005 CO2의 해양격리에 관한 연
구가 한국해양연구원 주도로 수행될 계획이다 국내 일부 대학에서. CO2 천연,
가스 등의 가스 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 중이다Hydrate .

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해양공학수조와 선형예인수조 등 실.
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고유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성능평가 시험기법과 신 선형개발 연구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해

왔으며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 개발 사업 과 심해무인잠수정 개발 사업, “ ” “ ”
등의 수행을 통하여 심해 라이저 거동 해석기법 심해작업 장비기술 등의 관,
련 기초기술을 개발하였다 한편 심해고압 시뮬레이터인 고압챔버 실험설비의. ,
설계 제작을 추진 중으로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원천기반 연구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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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일반적 성질과 특성1

서론1.

세계는 지금 세기로 매년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21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화석연료의 고갈과 환경오염문제에 직면한 현재 새로운. ,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선진국들에 대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의 세부실행방안이 확정됨으로써 금년도 남아공화국의 세“ ”
계환경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년 이. 1999
산화탄소 (CO2 배출량이 억 톤 으로 세계 위에 위치하고 있) 1.1 (Ton of Carbon) 11
어 저감대책 의무부담 압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오진규 이런 상황에서( , 2001).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환경친

화적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메탄은 청정 에너지로서 온실효과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에너지 생산량. ,
을 감소시키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현재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석유나 석탄을 천연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석탄. ,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얻을 수 있는 단위열량 당 탄소, (1 Kcal)
의 방출량은 각각 이다 따라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석탄이0.09 g, 0.085 g, 0.056 g .
나 석유로부터 천연가스로 바꾼다면 그만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억제할 수 있

다 에너지 효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석유 및 석탄을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에 탄소방출량을 각각 약 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 유해수와 현상민66%, 57% ( ,
2001).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자원으로 개발되어 천연가스

의 가채매장량이 증가한다면 지금까지 주가 되었던 화석연료에서 천연가스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어 화석연료의 소비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크게 삭감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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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원과 지구환경변화와 관련된 측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구온난화와 메탄2.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프론의 농도증가가 주목되기

시작함과 동시에 온실효과 가스로서의 메탄의 역할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메탄에.
의한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와 비교하면 분자당 배 또는 질량당 배가 크고 또21 , 58
한 연간 증가율이 약 로 이산화탄소의 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큰 점으로부터1% 0.35%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중요한 온실가스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대기 중 메탄의 농도는 으로 세기중의 농도와 비교했을 때 배1.7 ppm 18 2
이상 증가한 상태다 이처럼 메탄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것.
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도 메탄농

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그 원인이 명료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다 그(
림 4).

그림 4 온실효과 가스인 이산화탄소 및 메탄.
의 과거 만년에 걸친 거동20

인간활동에 의한 농지의 증가 목축 바이오메스 의 연소 석탄 석유, , (bioma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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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의 채굴 등에 의해서도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이것들이 메탄의 증가에 큰

원인이 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각각의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비율을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중요한 발생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추정치가 나와 있

다 그 중에 주요한 것은 자연습지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이 억톤 농작지대의 수. 1.15 ,
전으로부터 발생하는 메탄이 억톤이다 탄소동위원소를 연구한 결과 일부의 메탄1.1 .
농도 증가원인에 대해서는 화석연료의 채굴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추정되

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화석연료기원이 되는 메탄전부를 설명하기는 곤란하여 결국,
극지방의 동토지역이나 빙상의 융해에 의해 고정되었던 메탄이 일부 방출되는 것으

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 특히 근년 지구온난화경향에 대응해서 극지의 빙상후퇴나 동,

토의 융해가 진행됨에 따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일부도 지역적으로 온도조건이 변

화함에 따라 분해가 진행되고 있다고 추정되어 그 결과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

이 메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 그림 와 그림 에. 5 6
서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지시하는 산소동위원소 기록과 대기 중 메탄의 농도가 어

떻게 동조현상을 보이며 변화하고 있는지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과거 만년간의. 40
기후변동과 메탄농도의 변화곡선 중에서 기처럼 지구의 기후변동이Younger Dryas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점에서는 역시 대기 중 메탄농도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

어 지구의 기후변동과 대기 중 메탄농도가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지시하고 있

음과 동시에 이과 관련하여 메탄의 농도 변화는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동과 메탄농도.
의 정량적인 관계는 연구되어져야 할 부분이며 기후변동의 기작도 더불어 연구되어

야 할 부분이다.
다음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메탄 방출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대해 간략히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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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에서 얻어진 과거 만년간에 걸친 메. GISP2 ice core 11
탄과 산소동위원소의 기록. YD = Younger Dryas (Brook et
al., 1999)

그림 6 에서 얻어진 과거 만년간에. GRIP ice core 40
걸친 메탄농도의 변화 산소동위원소의 변화는.

의 기후변화를 지시하며 동위원소기록과 메Greeland
탄기록이 동조현상을 보이는 것은 전지구적 현상임

을 지시한다 (Raynaud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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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베넷트섬의 수연.
년 미국 석유지질학회에서 시베리아 대륙의 북방약 부근에 위치1986 500 km

하는 베넷트섬 북위 도 분 동경 도 분 부근 해면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67 7 , 149 3 )
자연적으로 융해되어 대량의 메탄이 용출된다는 보고가 미국 지질조사소의 크라크

박사 등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수연 이상은 발생지점에서 약 의 폭이 있고. 30 km ,
수백 의 길이로 관측되었다 그 경계는 상당히 명료하여 화상처리에 의하면 이km .
수연의 온도는 -4o 정도로 이것이 하이드레이트층의 분해에 따른 온도저하인 것으C
로 추정되고 있다.

베넷트섬의 지질을 개관하면 시베리아의 가스지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저류층 하이드레이트 저류층을 포함 과 유사한 백악기초기의 사암층이 고생대 캄( )
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의 퇴적암 및 화산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백악기층의- .
기저부에는 가스저류층이 될 수 있는 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사암 흑색공암20 , ,
탄층이 발달하여 있다 베넷트 섬은 이처럼 시베리아 가스전과 유사한 지질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대륙으로부터 약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나 과거500 km . 500
만 년간의 지질시대의 대부분의 기간은 이 지역이 시베리아 대륙과 일체가 되어 연

결되어 있어 해안선은 베넷트섬의 북방 약 에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35 km .
사이에는 영구동토가 베넷트섬 주변지역 전체를 덮어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악

기의 석탄층기원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었다고 추정된다.
제 기에 들어와서 최종빙하기가 끝나고 해면이 상승함과 동시에 대륙 또는 대4

륙붕의 빙상이 융해되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수십 미터의 해수로 덮여지게 되.
어 이러한 환경으로 변화되어 결국 영구동토와 그에 수반되는 하이드레이트가 불안

정하게 되어 하이드레이트의 분해가 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크라크 박사 등은 영구동토와 그에 수반되는 하이드레이트층의 붕괴에 의해

주기적으로 메탄이 해수 중이나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고 더욱이 이러한 과정에서

하이드레이트의 분해성분 및 점토성분이 수연이 되어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

것이 위성에 의해 관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유해수와 현상민( , 2001).
나 시베리아 상공의 메탄.
러일공동연구에 의하면 항공기 관측결과 시베리아 동토지대의 상공에 메탄농‧

도 이상이 발견되었다 현재까지 대기 중 메탄이상이 동토에서의 메탄방출에 기인.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농도이상은 보통 석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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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전의 분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동토지역 토양.
에 포함되어있던 메탄이 융해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었다고 추측되고 있다.

자원으로서의 메탄과 환경과 관련된 메탄3.

자원으로서의 메탄을 고려할 때 지층중에 고체상태로 저류되어있는 가스 하이,
드레이트 자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 매장량이 막대한 점 영구동토 지역과 해저 퇴적물중에 포함되는 가스 하이드. :
레이트를 합치면 대략적인 추정으로 조 입방미터 정도의 원시 매장량이2000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나 표층부근에 분포하고 있는 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지표나 해저로부터 수 백. :
미터의 얕은 퇴적물중에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종래의 석유 천연가스 광상의. ,
부존 심도보다 얕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개발가능한 심도다.

다 청정한 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메탄양은 석유 석탄 보다. : ,
적고 에너지 단위당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각각 로 추정되고 있다 따68-53% .
라서 누출 메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온실효과는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

다 약 분의 정도 수준이다3 1 .
라 분포역이 편중되지 않는 점 영구동토와 유기물을 풍부하게 함유하는 대륙붕. :
이나 대륙사변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세계의 모든 지역에 분포.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석유 대체에너지 자원으로서 이용

되게 된다면 자원과 환경이 직면하는 위기를 크게 경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심해굴착과 해저조사에 의해 천연 하이드레이트에 관해서는 더욱더 잘.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상을 개발하고 가스를 장기적으.
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꼭 염두해 두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

지층 중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양이 어느 정도 있으며 또한 그 중에 어느

정도의 메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탐광의 계기가 되는.
에 대해서도 지진탐사 데이터가 수집됨에 따라 가스 하이드레이트와의 관계가BSR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나오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물성이나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도 더욱 연구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으며 본격적인 개발에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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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깊게 연구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환경과 관련된 가스 하이드레이트4.

환경과 연관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특성은 대기 중에 잔류시간이 년 정1) 10
도로 다른 것에 비해 짧아 빙상코아에 기록된 기후변동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하다는

점 메탄은 강한 온실가스라는 점 해저퇴적물이나 영구동토에는 잠재적으로. 2) . 3)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거대한 양의 메탄이 있다는 점 지질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4)
메탄을 함유한 퇴적물은 최종 간빙기에 불안정해지면서 방출한 메탄은 4-8 Gt (1Gt
= 1015 정도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과 관련되어 메탄을g) .
연구한다면 우선 메탄방출에 대한 메카니즘을 밝힐 필요가 있다.
가 대륙 주변부의 안정성과 기후변화. (marginal stability and climatic changes)
현재 정상상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해양으로부터 방출되고 있다는 것은 잘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기후변동에 영향을 주고 대륙사면에서의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큰 붕괴 등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광범(giant slides) .
위하게 조사된 음향측심의 연구결과 특히 북대서양의 연변부에서는 대규모의 slide
와 가 일어났던 증거가 포착되었다 실제로 해양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slumps .
빠져 나오게 되면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대륙사면이 불안정화를 초래sodium
하게 된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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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륙사면상에서 중력류에 의한 퇴적물의 이동 가. .
스 하이드레이트의 용해에 의해 퇴적물강도가 약해지고

그 결과 대륙사면의 안정성이 약해진다.

빙기 간빙기간에 일어난 기후변동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증가 및 메탄가스-
의 증가현상은 하이드레이트의 대량 방출 과(CHR : Catastrophic Hydrate Release)
기후변동간에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Thorpe et al., 1998).
빙상코아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각각의 에 대해서 고분해의 기후변동events
기록과 과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를 느낀다CHR .
나. Negative-positive feedback loop
최근 과거의 에서 보여지는 과거 만년간 고기후의 기록은 확실하게ice core 20

빙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간빙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갑작스럽고 급격한 증가가 보여진다 해.
양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만으로는 빙기에서 간빙기로 전이되는 기간에 나타나

는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가 없다 이러한 설명를 위해서는 빙기에 낮아진 해수.
면으로 인해 가 불안정하게 되고 이는 저위도 지방에서의 온난화를 야기하hydrate
며 고위도지방에서 메탄이 방출하게 된다는 개념으로서 은Haq (1998)

모델을 만들었다 그림 이 개념도는 해수면 하강으“negative-positive feedback” ( 8).
로 대륙붕이나 대륙사면의 안정성이 약해지고 대기중으로 메탄이 방출하게되는 지

구기후 한냉화에 대한 개념과 고위도 지역의 동토지역이나 천Negative Feedback ,
해역에 존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해됨에 따라 지구기후 온난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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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대별된다 그림 따라서 메탄방출과 기후변동과의 인Positive Feedback ( 8).
과관계 및 기작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Glaciation,  and/or

Sea-level Fall

Reduced

Hydrostatic

Pressure on

Shelf/Slope

Hydrate

Melting near

the Base

Relatively Abrupt

Temination of

Glacial Cycle

Release of

Methane into

Atmosphere

Negative

Feedback to

Glacial Cooling

Reversal of

Glaciation and

Warming of high

Latitudes

Dissociation of

Permafrost and

Shallow Margin

Hydrates

Positive

Feedback to

Warming

Low-Mid Latitudes

Low-angle

Faulting and large-

scale Slumping

High Latitudes

그림 8 해수면 하강에 따른. negative-positive feedback loop.
저위도 및 고위도에서 메탄방출에따른 기후변화와 하이드레이

트 분해의 모식도 (Haq, 1998).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질과 특성5.

메탄 하이드레이트 는 수화물을 의미하며 메탄은 물과 결“ (Methan Hydrate)” ,
합하여 고체 결정을 만드는 물질로서 수많은 탄화수소 화합물 중에서도 가장 단순

한 물질이다 일반적으로 복잡한 탄화수소 화합물인 유기물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데 그 직전의 물질이 바로 메탄가스이다 하이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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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리적으로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은 조건하에서 만들어지며 체적의 약 배에200
달하는 메탄이 포함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포하고 있는 해저지층은 압력이.
높으므로 그리 온도가 낮지 않더라도 하이드레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을 갖추고 있어 실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은 해저면 하부 수백 까지 전 세계적, m
으로 분포하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얼음과 같은 고체이므로 해저지층과 물.
리적 성질 등이 다르며 특히 탄성파의 전달속도가 다른 지층에 비해 매우 낮게 나

타나 해양조사를 위해 획득된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해저면과 거의 평행한 강한 반,
사 이벤트들이 자주 관측되는데 이 반사이벤트들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가스 하이드

레이트를 탐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년 영국의 화학자인 험프리 경에 의해 처1810 (Humphry)

음 발견되었으며 년에는 러시아의 마코곤 에 의해 시베리아에서 천1964 (Makogon)
연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확인되었다 이 후 가스 하이드레이트 속에 존재하는 탄소.
의 양은 지구상의 모든 화석연료의 두 배정도로 알려져 세기 거대 청정 에너지원21
이자 지구 기후 온난화 물질로 지목되면서 관심이 증폭되어 선진국에서는 국가 정

책 사업으로 장기 계획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심층에 부존하는 천연가스는 지구 생성 시부터 지하 심부에 대량으로 존재하

고 있다고 생각되는 메탄가스이며 코르벳트 메탄은 석유층의 공극 중에 포함된 것,
을 말한다 천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 등의 천연가스가 얼음 중에 포획되어.
형성되는 샤벳트 형태의 물질로 북극이나 남극권의 동토지역 대륙 부근의 대륙사,
면에 넓게 존재하고 있다 미국 지질학자인 잔 크라손 박사. (Krason, 1992)가 세계
여러 해역에 존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량을 산출하면서 미래의 유망한 자

원임을 발표하여 세계 해역의 자원량은 조 내지 조, 221 1,650 m3에 달한다고 주장하
고 있는데 이 양은 년 현재 세계 천연가스의 확인매장량 약 조1993 138 m3의 약 1.6
배에서 배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대량적이며 자원으로서 존재하12 .
는 해역의 수심이 최소한 이상이라는 것이다 하이드레이트 광상의 성질이1,000 m .
나 부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시추 개발 생산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기술을 그대, ,
로 이용하기는 곤란하여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
한 동토의 융해와 그 융해에 의해 대기로 방출되는 메탄가스가 문제되고 있는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동토와 그 하부의 지층에는 생물 발효기원 메탄이 다량으로 포함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서부 시베리아의 메소야하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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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강하게 지시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고 년경에는 서부 시베리아 메소야하1970 ,
의 가스광상이 세계 처음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상 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매장“ ” .
량을 확인하기 위해 시추한 결과 가스 회수량이나 저류층의 심도분포가 이상치를

보였고 생산에 의해 감소한 저류층의 가스압력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등 몇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 이상 현상은 동토의 하부에 두꺼운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이 존재하고 있고 그 하부에 유리가스 를 포함한 가스 저류층이 존재한(free gas)
다는 모델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년경에는 흑해나 가스피해의 퇴적물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하고1970
그 결정을 회수하여 그 곳에 포함된 가스의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러시아 천연가스

연구소의 긴스버그 에 의해 상세하게 공표되었다(Ginsburg) (Ginsburg et al.,
흑해는 동해와 유사하게 최고 수심 로 표층수와 저층수의 교환이 극1993). 2,211 m

히 불량한 폐쇄 해양특성을 가지고 있다 저층수 중에는 유화수소 가스가 그리고.
유기물과 유화철을 다량 함유한 퇴적물에서는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수중 카메라에.
의해 조사한 결과 해저로부터 메탄가스의 기포가 상승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 한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수심 약 에서 퇴적물을 채취하여 그 중에 포. 2,000 m
함된 얼음형태의 작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 집합물을 대량으로 발견했다 그곳.
에는 기포가 발생할 정도로 많은 메탄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압력은 기압이고 수200
온은 수 o 정도였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을 포함하는 해저나 호수의 기저 퇴적물C .
중에는 박테리아의 활동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고 그 과정에서 메탄이 발생한다.
발생량이 적은 경우에는 메탄의 대부분이 수중으로 용해되지만 다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메탄이 퇴적물중의 틈을 따라 상승하고 그 대부분은 표층부근의 퇴적물중

에 유산이온이나 유리산소에 의해 산화된다 그러나 흑해와 같이 저층수가 환원적.
이며 유산이온이나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나 메탄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경우

에 메탄은 그대로 해저나 호수의 기저에 도달하게 되며 저층수중에 기포로서 상승

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층수는 포화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메탄을 용해시키.
고 적당한 온도와 압력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으로 추출된다.
결국 환원적 환경이 유지되는 호수나 해수는 가스를 용존상태나 하이드레이트의,
형태로 함유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저류조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흑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된 후 카스피해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 카스피해는 염분농도가 해수의 정도인 염호이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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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심이 로 대부분은 보다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지만 호수의 중앙209 m 100 m
부와 남부에서는 수심이 에 달한다 면적은 북해도나 큐슈정도이며 그곳700-900 m .
에는 크고 작은 니화산이 무수히 많이 발견된다 해양판이 섭입되는 해구역이나 대.
륙이 충돌하는 곳 카스피해는 후자에 해당한다 에서는 큰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
퇴적물내부의 유체가 압축되어 니질과 섞여서 지표나 호수의 기저 혹은 해저에 우

뚝 솟아오른 니질로 된 산을 형성하게 된다 긴스버그 등은 수심 에서. 475-660 m
길이 의 중력코아 중력식 주상 채니기 에 의해 지질시료를 채취하여 얻은1.2 m ( ) 27
개의 코아 중에서 개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24 .
결정은 얼음과 같은 반투명물질로 점토질의 니질 중에 포함되어 있어 두께 수, mm
길이 의 판상으로 된 것과 장경 의 괴상으로 된 것 매우 작은 인편상으12 cm , 5 cm ,
로 된 것 그리고 침상으로 된 것 등 형태나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카스피해에서, .
회수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해되어 발생한 가스를 분석한 결과 메탄 (C1 에 대)
해 에탄 (C2 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심부에서 열) .
분해된 가스가 카스피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기원임을 지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흑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해저퇴적물중에서 발생된 박테리아성 메탄 기원임에

비해 카스피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그 기원이 심부로부터 유출된 가스라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은 심해저 특히 상

부대륙사면과 그 연해의 지진탐사와 시추조사를 통해서였다 북미 플로리다반도의.
동쪽 조지아주 외해 약 에는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으로 불리는 해저로부터, 400 km
높이 약 의 대지가 존재한다 이 대지는 가스 하이드레1,500 m (Dillon et al., 1980).
이트의 연구사 중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년 콜럼비아대학의 라몬트도하티 지질관측소에 근무하는 마크루는 그때까1970 ,
지 얻어진 에 해당하는 해상탄성파 탐사기록자료를 해석하여 브레이크아28,000 km
우타 해령의 퇴적물중 해저로부터 약 되는 곳의 해저에서 평행하고 층500-600 m
리면 지층경계면 에 사교하는 이상한 반사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이( ) .
상한 반사면이 바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안정영역과 그 하위 분해영역의 경계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저에 부존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에 중요한 실마리가 되

었다 발견당시 이 반사면은 오래된 침식면 부정합면 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퇴적. ( )
물의 속성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초기에는 그냥 반사면 라고“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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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다 퇴적구조나 지층과 사교하고 있으며 해저면에 거의 평행한 반사면을 일반.
적으로 이라 부르는데 반사면 도 의 일종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 Y BSR
이다 시추된 개의 주상시료에서는 어느 주상시료에나 유기탄소가 풍부하게 함유. 3
되어 있었으며 천연가스 특히 메탄 가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가스의 양이 상( ) .
당히 많아 선상에 회수된 플라스틱제 용기내의 시료는 가스의 팽창에 의해 주상시

료가 밖으로 나왔다 메탄가스를 풍부하게 포함하는 부분의 지층은 약 로 그. 600 m ,
기저의 심도는 탄성파 단면도에 나타난 이상한 반사면 의 심도와 일치하고(BSR)
있다 게다가 그 부분의 지진파속도는 로 일반적으로 해저면 직하부에 존. 2.2 km/s
재하는 퇴적물 매초 과 비교해 볼 때 이상하리만치 높은 값을 보였다( 1.5-1.8 km) .

은 동결된 퇴적물의 기저면에 대응하고 있다 동결되어 침투율이 저하된BSR .
퇴적물은 그 하부에 존재하는 유리가스가 상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
서 의 하부는 높은 압력의 유리가스가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 이상 고압대의, BSR (
존재 이 있다 이러한 장소를 조심성 없이 시추한다면 대량의 가스가 분출하게 되고) .
그 결과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상의 문제로 심해시추계획에서는

을 관통하는 시추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해저면으로부터 까지는BSR . 152 m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를 지시하는 징후가 전혀 없었지만 심도 사이152-288 m
에서는 곳의 심도에서 하이드레이트의 분해로 생긴 퇴적물의 액상화 및 교란이 관4
찰되었고 심도 에서는 압력코아 바렐로부터 두께 수 의 동결 니질 퇴적물, 238 m cm
이 회수되었다 그리고 가스를 분출하면서 분해되는 시료를 진공용기로 옮기고 시.
료에 포함된 가스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이 시료 중에는 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물의 약 배에 해당하는 가스가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심도에서 물에 용20 .
해되는 메탄가스의 양은 체적으로 물의 약 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료는 용존4 .
하는 양의 약 배에 해당하는 가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가스5 ,
하이드레이트로서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되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는 퇴적물에 포함된 물이나 간극수의 화학조성으로

부터도 알 수 있었다 간극수의 조성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적물 코아시료로.
부터 물을 짜내는데 시료중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으면 간극수와 함께

하이드레이트로서 포함되어져 있던 물이 간극수로서 채취된다 퇴적물의 화학조성.
에 관여되지 않은 염소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하이드레이.
트의 존재가 거의 확실한 심도 부근과 그 하부에서는 염소량이 급격히 감소1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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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염분량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염소량 염분량의 적은 물이 혼입된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 물이 얼음이 될, .
때와 같이 물과 가스가 하이드레이트를 만들 때는 본래 물에 포함되어 있던 염분은

배제되어 하이드레이트 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하이드레이트를 용해시.
킨 물은 기본적으로 담수이다 따라서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의 간극수에서 관찰되는.
염소량 및 염분량의 감소는 퇴적물 중에 포함되어있던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에서

유래되는 담수에 의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퇴적물 중에 존재하는 가스의 기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기물이 박테.

리아에 의해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스로 거의 메탄으로 구성된다 다른 하나100% .
는 유기물이나 원유가 열분해 할 때 생기는 가스로서 메탄 (C1 외에 에탄) (C2 부),
탄 (C3 등 무거운 탄화수소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같은 메탄에서도 생물) . ,
발효기원의 메탄은 탄소동위원소 조성이 작고 열분해기원의 메탄은(-50 -60 ),～ ‰
동위원소조성이 크다 이상 는 특징을 가진다(-50 ) .‰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분자와 메탄가스 분자로부터 형성되는 얼음의 고체결

정이다 물분자는 그 내부에 억분의 크기의 공극을 가지는 입체망상. 5-6 (1 1 cm)Å
구조이며 그 공극에 메탄가스 분자가 들어가 포접되어 있다 이라는 것은, ( ) . 5-6Å
너무 작은 크기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결정에 있어서 이 크기는 매우 큰 것으로 결

정의 내부에 이처럼 큰 공극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정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가스분자가 필요한데 이러한 구조를 한 화합물을.
일반적으로 포접화합물 크라스레이트 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 골격이( , chathrate)
되는 망상구조를 포접격자라 한다.

심해 퇴적물에서 발견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서 물의 염분농도는 일반적인

해수에서 볼 수 있는 염분도의 수 에서 까지 존재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화1/ 0 .‰ ‰
에 따른 담수화작용은 퇴적물 중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판단하

는 간접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간극수의 값을 이용해서 어디에 가스 하이.
드레이트가 존재했던가를 추정할 수 있다 퇴적물 중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
성되면 그곳에서 배제된 염류가 남게 되어 간극수에 농집되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
레이트가 성장함에 따라 간극수의 염분농도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
러나 실제 이러한 경우는 보고된 적이 없다 이는 퇴적물의 압밀작용에 의해 간극.
수가 압축되어 위쪽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용존염류가 간극수 중으로 확산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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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설명된다.
온도나 압력의 변화에 민감한 것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특징이다 가스 하이.

드레이트도 얼음과 같이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압력조건에서 벗어나면 즉,
시 분해되기 시작된다 이렇게 온도 압력변화에 민감한 성질에 주목하면 가스 하이. ,
드레이트가 존재하는 지층은 온도계 및 압력계로서 이용될 수 있다 가스 하이드레.
이트가 안정하게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그 두께를 알 수 있다면 그 심도에서의 지

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그 곳에 대한 지온구배 열류량 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한. ( )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의 물에 대한 산소동위원소 조성은 그와 평형상태에 있

는 주위의 물에 대한 산소동위원소 조성보다 수 정도가 무거워진다 심도. 250 m‰
까지는 동위원소 조성이 감소하지만 이 심도를 넘어서면 심도 까지는 동위원400 m
소 조성이 무거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에서는 현저하게 무거운 값을300 m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무거운 산소동위원소를 가지는 가스 하이드레이.
트가 그 심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환경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스와 물이1)
존재해야 하며 온도 압력이 생성조건을 충족시키고 생성되기 위한 공간이 있2) , 3)
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중 어느 한 조건이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가스 하이드레.
이트는 형성되지 않는다 호수나 해저 퇴적물 중에는 충분한 물이 있고 육지에서는.
지하수면보다 밑에 있는 지층의 입자간극은 간극수로 채워져 있다 영구동토지역에.
는 입자간극에 얼음 고체상태의 물 이 존재하고 있으며 동토의 하부에는 보통 물( )
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장소에서는 충분한 가스 온도 압력과 공간 조건. , ,
이 충족된다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된다 지구표층부에 존재하는 메탄 에탄. ,
등의 탄화수소가스의 기원으로는 생물발효기원의 가스 열분해 기원 가스1) 2) 3)
화산성 가스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과 는 육상에 생육하고 있던 식물. 1) 2)
이나 해양생물의 사해 등 본래 퇴적물에 포함되어 있던 유기물로부터 생성된 것이

다 생물발효기원 가스는 유기물이 박테이라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 것으로 온도.
가 그리 높지 않고 매몰속성과정의 초기에 발생되는 가스이다 열기원 가스는 박테.
리아에 의해 분해되지 않았던 유기물이나 석유 석탄이 높은 열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 것이다 화산성 가스는 지구내부에 그 기원을 가지는 것으로 마그마의 분출. ,
냉각 등의 화성활동 열수활동에 의해 지구표층 지각천부에서 생성된 것이다 대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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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이나 대륙사면에 분포하고 있는 표층퇴적물 중에 있는 유기탄소량은 일반적으로

건조 중량당 정도이다 이것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분해되고 감소되어 부존1-5% ( ) .
심도 에서는 이하로 된다 보통 유기탄소량이 를 넘으면 비교200-300 m 0.5-1% . 1%
적 유기물이 풍부한 퇴적물이라고 볼 수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이 다수 회.
수되고 있는 중미해구 대륙사면 퇴적물에서는 심도 에서 그 이하에서250 m 2-3%,
도 의 유기물이 존재한다 천연가스가 생물발효 열분해의 어느 쪽에 기1-2% . 1) , 2)
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은 가스의 조성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유기물이 박테.
리아의 분해에 의해 생성하는 가스는 거의가 메탄 (C1 이다 그런데 높은 온도에서) .
분해되면 메탄 외에도 에탄 (C2 이나 이소부탄) (C3 등 탄소량이 많은 탄화수소도)
생성된다 여기서. C1/C2 또는 C1/C3, C1/ (C2+C3 의 비로부터 과 의 어느 쪽의) 1) 2)
기여가 큰지를 판단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C1/C2 비가 이상인 것은 생물발효1,000
기원 미만인 것은 열분해기원으로 판단된다 은 양자가 혼합된 혼합가, 50 . 50 1,000～
스로 생각된다.

또 다른 판단기준은 메탄 중의 탄소동위원소 조성이다 탄소는 질량수 와. 12 13
의 안정동위원소를 가지는 것으로 질량수 를 가지는 탄소가 압도적으로 많고 질12
량수 을 가지는 탄소는 전체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표준 시료중에13 1.1% .
질량수 인 탄소와 질량수 인 탄소의 비 탄소동위원소 비 를 기준으로 하여 물13 12 ( )
질중의 탄소동위원소 비가 이 값보다 큰지 작은지를 나타내는 것이 탄소동위원소

조성으로 보통 퍼밀 천분율 로 표기한다( ; ) .‰
탄소동위원소 조성은 육상식물의 탄소는 -22～ 정도이고 해양의 플랑크톤-30‰

은 정도이다 이들 유기물이 분해되어 메탄이 될 때 메탄에 들어가는 탄-18 -24 .～ ‰
소동위원소 조성은 이 값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것을 동위원소 분별반응이라 한다. .
보통 저온에서 생성된 생물발효기원의 메탄은 로 고온에서 분해된 열기-50 -90～ ‰
원 메탄의 보다 무겁다 이렇게 가스의 조성과 탄소동위원소의 조성을 기준으-45 .‰
로 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만드는 가스의 기원을 추정할 수가 있다.

보통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회수되는 심도는 수 백 이고 온도가m 20oC 30～ oC
정도인데 이러한 곳에서는 열기원의 가스를 포함하는 하이드레이트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그 장소에 존재하는 가스만으로 생성된 것이 아님.
을 지시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원래 존재하는 유기물 양이 적더라도 가스 하이.
드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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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속에서 유체는 상대적으로 침투율이 높은 조립퇴적물 단층면 쇄설암, ,
맥 깨어진 틈 등 다이아필 심부로부터 분출되는 암염이나 가스 물을 포함하는 지, ( ,
층이 가벼운 퇴적물이 만드는 첨탑상태의 돔 을 통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
통로가 심부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 비교적 천부의 퇴적물까지 연결

되어 발달하고 있으면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대 쪽으로 가스공급이 효율적으로 이

루어질 수 있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밀집되어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표층해수의 온도는 대체로 5 15～ o 정도이고 수심 에서는C 500 m 5o 정도가 되C

며 를 넘는 수심에서는3,000 m 0 4～ o 정도가 된다 퇴적물에서는 심도가 증가함에C .
따라 온도가 상승한다 상승하는 비율을 지하증온율 또는 지온구배 라 한. ( /100m)℃
다 대륙붕이나 대륙사면에서 지온구배는. 2 3～ o 정도지만 판이 섭입하고 있는 활C ,
동적인 연변부나 확장하고 있는 해저 해령 에서는( ) 5 10～ o 정도가 된다 이러한 비C .
율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심도 에서는500 m 10 50～ o 정도가 된다C .

퇴적물 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입자간극과 공극률이 크고 침투율도 큰 사

암이나 조립의 화산재 등 조립퇴적물 중에서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온도와 압력조.
건을 충족하고 가스 양이 충분하더라도 세립질 니암 중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지 않고 니암 중에 협재하는 얇은 사암에서만 발달하는 예도 보고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제심해 시추계획에 의해 브레크아우타해령을 비롯하여 중미해구,

페루외해 북해도 오꾸시리 해령 등의 곳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가 회수되, 14
었다 선상으로 회수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부드러운 세립 퇴적물중에 매몰되어.
직경 의 부정형의 백색 불투명한 괴상 덩어리 으로 산출되고 있고 조립1 2 cm ( ) ,～
사의 간극을 메우는 것과 같이 성장하는 결정질로 다양한 산상을 보이고 있다 심.
해퇴적물중에는 고체였던 것이 시추 회수중에 분해되어 물과 메탄가스로 되어버렸-
기 때문에 그 주위의 퇴적물이 액상화된 것이다 완전히 분해된 후에 남은 물의 양.
을 측정하고 가스의 양과 비교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 결정중의 메탄가스분자 개1
에 대한 물분자의 수 수화수 를 알 수 있다( ) .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에서의 시추에서는 평균수심 의 지점에서 해저면3,600 m
하부 이상에 걸쳐 다량의 가스를 포함하는 암석이 시추되었다 회수된 코아600 m .
는 다량의 가스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아가 가스의 팽창에 의해

파열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탄성파탐사 자료로부터 거의 같은 공극률과 입도를. ,
갖는 가스를 포함하지 않은 지층에 대해서 가스가 풍부한 해저직하부의 지층이 대



- 35 -

단히 빠른 약 의 탄성파속도를 가지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해저면에 거2.2 km/sec .
의 평행하여 나타나는 반사면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도 있어

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반사면의 극성을 양 또는 음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
해저시추의 성과와 콜롬비아대학 라몬트도하티 지질관측소의 연구에 의해

년까지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안정영역의 기저에 대응한다는 모델이 수1977 BSR
용되었다 그 은 층리면과 사교한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해저로부터. BSR 1) . 2)
심도가 깊어진다 유리가스의 트랩을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3)
밝혀졌다.

처음으로 콜롬비아대학 연구진이 사용했던 반사법탐사 시스템은 아날로그 방

식이었다 년이 되어 텍사스대학의 시프레이가 발표한 디지털 자료처리를 실시. 1979
한 다중채널 탄성파기록단면은 분해능이 높고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에서 하이드레이

트층의 특징을 상세히 표현하였다.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의 은 수심 약 의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의 최BSR 3,000 m

정부로부터 동측사면에 걸친 채널 중합 탄성파기록으로 이 남서측에 경사하12 BSR
는 층리면과 사교하는 모양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저와 간의 가스. BSR
하이드레이트의 안정영역에서는 층리면으로부터 반사파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 탄성

파기록단면의 특징이다.
시프레이는 브레이크아우타 해령 등에서 의 극성을 조사하여 하이드레이BSR

트의 안정영역으로부터 반사되는 반사파가 해저면으로부터의 반사파에 대해 반전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해수와 해저퇴적물 사이에는 후자가 한층 더 큰.
음향 인피던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저면의 반사계수는 양의 값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의 은 반대의 극성 즉 음의 반사계수를 가지고 있BSR
어 을 경계로 급격히 음향 인피던스의 값이 작아지는 사실이 탄성파기록의 해BSR
석에 의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하위 부분에는 유.
리가스 또는 물로 공극을 채우고 있는 퇴적물이 존재한다는 모델이 제시되었다.

또한 시프레이에 의하면 브레이크아우타 해령에서는 해저면의 반사계수가 약

의 반사계수가 약 로 되어있다 절대치로 라는 반사계수 값은 보0.21, BSR -0.12 . 0.12
통 지층경계의 반사계수와 비교해서 수 배정도 큰 것으로 이것은 을 경계로 해BSR
서 음향인피던스의 차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심해에서 해수의 온도는 비교적 일정 거의( 0 4～ o 하다는 점으로부터 역으로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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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심도를 이용하여 지온구배 또는 지각 열류량을 구해보고자 하는BSR
시도가 이루어졌다 은 뉴저지주의 외해 수심 부근의 천부 대륙대에도. BSR 3,000 m
분포하고 있다 뉴저지주 외해의 대륙붕은 퇴적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해수면 변동.
의 영향이 퇴적물의 층위에 확실하게 남아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엑슨사의 베이루와

미챠므는 반사탄성파 기록으로부터 과거의 해수면의 변동을 알아내는 연구를 수행

하기도 하였다 해저부근으로부터 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장소도 다수 보고되었다. .
이 분포하고 있는 것은 대륙사면 하부의 완만하게 솟아있는 부분이며 브레이크BSR

아우타 해령은 해저면이 일관되게 경사되어 있는 곳에 분포하고 있다.
해저면에 거의 평행하게 나타나고 강한 진폭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가스 하이

드레이트의 안정영역의 기저를 표현하는 과 대단히 비슷한 반사면으로 오팔BSR
라 불리는 실리카 이산화규소 의 결정구조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있다A/CT ( ) .

해저에 퇴적되는 규조의 각이나 방산충을 주성분으로 하는 규질연니는 본래 비결정

질 오팔 로 전환되어 밀도와 탄성파속도가 증가한다 이러한 퇴적물이 퇴적 후( A) .
에 고화되어 지층이 되기까지의 일련의 변화과정을 속성작용이라고 부르는데 물리

적 화학적 조건에 의해 작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지층경계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
오팔 로부터 오팔 로의 전이도 거의 등온면을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탄성파기A CT
록 단면상에서는 자주 지층경계와 사교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반사면이 된다 미.
국 지질조사소의 쇼루와 크리거는 베링해의 우무나크 해대에서 발견한 이 특징적인

반사면에 대해 처음으로 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기원하BSR .
는 의 명칭이 년에 시프레이의 탄성파 기록단면의 연구에 의해 일반적인BSR 1979
것으로 되기 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탄성파기록 단면상에는 아주 비슷한 두 종류6 .
의 이 존재하므로 양자를 특별히 구별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가스 하이드레이트BSR

또는 오팔 이라고 부르기로 하였다BSR A/CT BSR .
탄성파반사 기록단면은 트레이스라 불리는 많은 탄성파기록을 정렬하여 지층

단면을 도시하는데 트레이스의 간격이 보통 정도이므로 이 이하의 크기12.5 25 m～
를 가지는 기록단면은 읽어낼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까지. ,
회수되었다고 보고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크기는 탄성파 반사법의 분해능보다 작

으므로 이 한도에서는 탄성파기록상의 과 회수된 시료의 분포가 일치하지 않은BSR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왜 광대한 범위에 이 나타나는 것일까 이 의문을 설. BSR ?
명하기 위해 몇 개의 모델이 제안되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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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공극을 메우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불투수층을 형성함에 의해 하부에

유리가스를 집적시키는 것으로 모델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유리가스층의 두

께가 기본 변수가 된다.
년에 캐나다 지질조사소의 힌드만과 데비스가 제안한 모델은 반사파의 강1992

도가 반사파의 입사각 즉 발파점과 수진점 사이의 거리 에 따라 변화한다는(offset)
점을 해석에 이용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해석법은. AVO (Amplitude

라 불리며 최근 멕시코만 등에서 수행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탐사에Versus Offset)
널리 이용되는 방법이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이드레이트층은 정. 7 m
도의 두께로 그 하부에 유리가스층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어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나 압력조건을 충족시킴과 더불어 충분한 양의 메탄이 공급되어야 하고 지층

중에 공극률이 커야 한다 대륙붕이나 대륙사면의 퇴적물은 주로 육지에 기원을 둔.
쇄설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기물 함유량이 높고 천연가스 근원암

천연가스의 기원이 되는 유기물을 충분히 함유하는 암석 일 가능성이 높다 퇴적물( ) .
중의 유기물은 퇴적과정 초기에는 산화나 유산환원에 의해 분해되어 결국 염기적으

로 발효되어 메탄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퇴적이 진행되면서 열분해되어 석유나.
천연가스로 변화된다 또한 대륙주변부에서는 퇴적물 중의 입도도 비교적 조립질이.
므로 메탄의 이동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

일반적인 천연가스 광상은 공극률이 큰 사암을 저류층으로 하고 있다 종래의.
천연가스광상을 수반하는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캐나다 등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
상은 지질시대가 오래된 고결사암이나 역암중에 존재하며 사암 및 역암의 공극률은

대략 정도다 그러나 미고결 퇴적층의 경우는 사암과 비교했을 때 니암이15 40% .～
공극률이 크기 때문에 대양저에서 발견되는 하이드레이트는 니암층에서 자주 발견

된다 대양에서 니암층의 공극률은 정도로 그 범위가 크다 일반적으로 이. 30 80% .～
러한 니암층은 석유지질학적으로 침투율이 나쁘다고 보고 있어 현재까지의 관례대

로 상업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토지대에서 현재까지 얻어진 시추 자료에 근거하면 하이드레이트층은 이 안

정영역의 하부에 집중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을 상업적.
으로 개발하기 위한 경제적인 범위는 이 안정영역의 하부에 있다 한편 해역의 가.
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은 수심과 해수의 온도 지온구배에 의해 결정된다 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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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도에 대한 온도단면으로부터 해저의 온도를 구하고 해저로부터 지온구배선을,
그려 이것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온도 압력에 관한 생성조건곡선과의 교차점을 구

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안정영역의 심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어.
지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은 일반적으로 해수온도가 낮을수록 수심이 깊을,
수록 넓어지고 지온구배가 클수록 좁아진다 중위도지역에서는 대체로 수심. 500 m
보다 깊은 곳의 해저면 하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어 수심이 깊은 곳일

수록 메탄 하이드레이층이 두껍게 발달한다 현재까지 해양지질조사에서는 해저 직.
하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얻어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흑해에서는 주상채.
니기에서 얻어진 시료 중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다 또한 한국의 남극.
기지주변 브랜스필드 해역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주상채니 시료 중에서 메탄가스

가 발견됐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해가스라고 추정할 수 있

다.
현재까지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층만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메탄가스의 생산

은 수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베리아나 캐나다 등의 영.
구동토지역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에서 분해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시. ,
베리아와 캐나다 등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을 시추한 경험에 의하면 실제 시추시

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해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시추를 수행할 때에는 지하의 압력을 억제하거나 비트 선단부의. (
회전시추기 를 냉각하기 위해 벤트나이트 등을 포함하는 니수를 순환시키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을 시추할 때에는 이 니수의 제어방법은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추하

는 경우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저투수성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저류층에서는 시추.
정에 점토막이 형성되기 때문에 니수가 침투되지 못하므로 시추정 부근의 하이드레

이트층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결국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해가 촉진되어 분해.
된 가스가 시추정중으로 들어와 니수압을 저하시키고 더욱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해가 촉진된다 이러한 결과로 가스킹 시추정내의 가스가 폭발 분출하는 것 이. ( )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하이드레이트층을 시추 할 때에는 하이드레이트의 분해속.
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니수 비중 및 니수냉각의 제어 아뉴라스 굴관의 내측을 순, (
환하고 있는 니수 의 층류상태 제어 케이싱 시추정 보호를 위해 시추중에 시추정) , (
내로 강하하는 관 의 설치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에서) .
가스를 생산할 때는 반대로 하이드레이트의 분해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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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서는 증기나 열수 염수 메탄올 그리콜 등을 주입함에 의해 가스 하이드레이, , ,
트의 분해를 촉진시키면서 생산하고 있다.

영구동토 지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을 시추할 때는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메켄지 삼각주에서는 하이드레이트층을 시추하는 중에 니.
수의 가스화에 의해 니수관리의 어려움과 하이드레이트의 분해에 의해 상당한 가스

킹이 수 차례 발생하여 리그상에서도 화염이 분출하였다 또한 러시아의 메켄지 삼.
각주에서는 하이드레이트층을 시추하는중에 시추시 파손된 부스러기가 고압으로 분

출되거나 시추정이 동결하거나 케이싱이 파손되어 지표에서 폭발에 가까운 상태로

되었던 예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니수는 저투수성의 하이드레이트 저류층 중에.
는 침투하기 어렵고 시추정에 두꺼운 점토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추정 부근에서

하이드레이트층의 온도를 상승시켜 하이드레이트의 분해를 촉진시키고 분해된 메탄

가스는 시추정으로 가스 플럭스로서 유입되게 된다 이 때문에 니수컬럼의 수두압.
력 갱저에 있어서의 니수압력 이 감소하여 시추정 부근의 하이드레이트층의 분해( )
를 더욱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시추시에는 활발하게 발생한 하이드레이트층의 분.
해가 가스킹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를 분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개발생산할 때는 가스 하이드레이. ‧
트 저류층의 부존에 관한 자료 층의 두께 넓이 등 에 기초하여 생산정의 배치나( , )
예측생산량을 결정하고 생산개시 이후에 승온 감압 등의 방법에 의해 가스 하이드,
레이트의 분해를 진행시키므로 정해진 생산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가스생산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하이드레이트의 분해속도 분해유역확대 채취방법 등에 관한 검토가, ,
필요하다.

극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할 때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

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반침하에 관한 것이다 이는 동토가 융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현재까지 개발되어 생산된 하이드레.
이트 광상은 백악기층 등의 비교적 견고한 기반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생산에 따른

큰 지반침하는 발생하지 않으나 연약층에서 하이드레이트 광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동토지대의 융해가 생기면 환경의 영향뿐 만 아.
니라 지표의 생산시설에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도 있으므로 생산에 앞서 지반침하에

대한 수치모델링을 사전에 충분히 수행하여 지반침하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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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시에 시추정에 양질의 단열 케이싱을 사용하는 등 환경에의 영향을 가능한 적

게 하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생산개시 전부터 환경 모니터링을 계.
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저류층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것은 개발.
에 앞서 실시되는 것이지만 환경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저류층이나 동토층의 거동변

화를 항상 감시하기 위해서는 생산기간에도 물리탐사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최근에 지구온난화의 요인으로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나 프론의 농도증가가 주

목되기 시작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온실효과 가스로서의 메탄의 역할도 논의되기 시

작하였다 메탄에 의한 온실효과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와 비교하면 분자당.
배 또는 질량당 배가 크고 또한 연간 증가율이 약 로 이산화탄소의21 , 58 1% 0.35%

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크므로 메탄은 이산화탄소와 더불어 중요한 온실가스로 판단

된다 현재 대기 중 메탄의 농도는 으로 세기중의 농도와 비교했을 때. 1.7 ppm 18 2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이처럼 메탄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자연환경에 의한 것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모른다.
지층중에 고체상태로 저류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 매장량이 막대한 점 영구동토 지대와 해저퇴적물에 포함되는 가스 하이드레. :
이트를 합치면 대략적인 추정으로 조2,000 m3 정도의 원시매장량이 있다는 설
이 있다.

나 표층부근에 분포하고 있는 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지표 해저로부터 수백. : ,
의 얕은 퇴적물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종래의 석유 천연가스 광상의m . ,
부존심도보다 얕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개발가능 한 심도다.

다 청정한 에너지라는 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메탄량은 석유. : ,
석탄 보다 적고 에너지 단위당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각각 로 추정되고68-53%
있다 따라서 누출 메탄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온실효과는 석유를 사용.
하는 것의 약 정도 수준이다1/3 .

라 분포지역이 편중되지 않는 점 영구동토와 유기물을 풍부하게 함유하는 대륙. :
붕이나 대륙사면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거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분.
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대채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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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과 환경이 직면하는 위기를 크게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심해시추와 해저조사.
가 진행됨에 따라 천연 하이드레이트에 관해서 더욱 더 잘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
러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상을 개발하고 가스를 장기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

결해야 할 문제와 꼭 염두해 두어야할 문제가 많이 있다.
세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총 매장량은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추정 할4

수 있다 첫째 탄성파 탐사에 의한 양상 둘째 대상지역의 오일과 가스정에서. , BSR ,
채취한 샘플분석 세째 대상지역의 지질학적 자료와 셈플관찰 결과에 기초한 경험,
자료 네째 기존에 알려진 오일가스 생산지역에서 발견된 하이드레이트의 정보, ․
등 현재까지 추정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원시매장량은 영구동토지역에 5.0×102～
1.2× 106 심해저 하부퇴적층에tcf (trillion cubic feet), 1.1×105 2.7×10～ 8 로 전 세tcf
계적으로 평균할 때 대략 7×105 이다 이 부존량은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하는 지tcf . ,
구상의 전체 화석에너지 매장량의 약 배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다 그림 표2 ( 9, 1,
표 2 ).

그림 9 지구상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 탄소의 양.
(Dillon, 1995) (unit : 1015 으로서 해양ton) 983
유기물과 생물상에 용해된 것을 포함 육상( ),

토양 생물상 토탄 유기퇴적물 포함 화석2,790 ( , , , ),
연료 가스 하이드레이트 대기5,000, 10,000, 3.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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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매장량

(bil. Bbl) 비율 (%) 사용기한 년( )
북아메리카 88.3 8.7 18.9
중남미 78.3 7.8 41.1

유럽OECD 16.5 1.6 7.6
비 유럽OECD 59.2 5.9 21.6

중동 660.3 65.4 93.4
아프리카 62.2 6.2 25.2
아시아 44.5 4.4 17.6
총계 1009.3 100.0 43.0

표 현재까지 확인된 석유의 매장량과 사용기한1. (BP, 1995)

지역
매장량

(1012 )㎥ 비율 (%) 사용기한 년( )
북아메리카 8.8 6.3 12.7
중남미 5.4 3.8 76.1

유럽OECD 5.4 3.8 24.7
비 유럽OECD 56.7 40.2 76.9

중동 45.2 32.0 *
아프리카 9.6 6.8 *
아시아 9.9 7.1 49.7
총계 141.0 100.0 66.4

표 현재까지 확인된 천연가스의 매장량과 사용기한2. (BP, 1995)

년 미 에너지성의 발표에 따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총 매장량은1998 1996
년 세계의 에너지소비량 을 기준으로 할 때 약 만년 정도까375 quadrillion (Btus) 7
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미국지질조사소 는 년 보고서에서미. (USGS) 1995
국주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은 약 이며 이 양은 현재 회수 가능한320,220tcf
미국의 천연가스자원의 약 배에 해당하는 양이고 약 년 동안 사용할 수200 16,000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밝혔다.

년대 이래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산업체 대학 등이1980 ,
서로 협력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년 월1998 7
일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촉진법안 을 통과시켜 장17 (Senate Bill S.1418)

기적인 연구개발 토대를 형성하였다 그림 표(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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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대학, 기업협력

DOE/FE

Management Steering Committee
DOE/FE, DOE/ER, USGS, MMS, NRL,

NSF, ODP, NGSA, GRI, API

Biannual Peer Review

National Research Council

International

Industry- 

  National Laboratory 

Partnership

Grants/Contracts:
    -Universities             

-Industry               

-National Labs     

    -FE In-House R&D  

Other Federal

Organizations
USGS,  NRL, 

MMS, NSF, ODP

University 

Consortium

미국 에너지부서

 연구 협의회 검토

 연구 주관 위원회

그림 10 미국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조직도.

기술적 진보2000 2010

자원특성
지화학 탄성파 탐사, 실험치와 비교

전체 매장량 규명

지질학적 통제 예측모델

생산
생산모델 광구 시뮬레이션 현장 에 적용Well

표본특성 일반적인 처리모델 생산방법 결정

지구 탄소순환

모니터링 생물학적 모델링

통합된 기후모델지질학적 데이터

수집
해양 대기모델/

사면안정성

해양에서의 위험모델 모델 종합위험예측

하이드레이트 퇴적물-

상호작용
모델퇴적물 안정요인분석 침하 예측

표 미국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및 개발 계획3.

년이래 통산성의 지원 하에1995 일본석유공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해

양지질 및 지구물리조사를 일본해역에서 수행하였다. 년 일본의 홋까이도에 대1999



- 44 -

한 탄성파 탐사와 지점의 시추정 테스트를 실시하였으며 년에는 상업적인 생2 2010
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의 의 양만 회수하여도 약. 1/10
년간 일본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림100 ( 11).

TRC의 메탄수화물
    공동연구개발

 통산성 (MITI)
    (자원에너지국)

일본석유공사  (JNOC)

지구물리 예비조사
      층서시추

 메탄수화물 개발
      촉진위원회

메탄 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

메탄수화물 Well Joint
            Project

Well 시추 테스트
과학적 프로그렘

   캐나다 지질조사소
    협력
       (수행 : JAPEX)

    10개 일본 개인회사
• 일본석유개발 

• Teikako 오일 

• 인도네시아 석유
• AOC 에너지 개발
• 도쿄 가스
• 오사카 가스
• 도고 가스
• 전력 개발
• 일본 시추
•  Telnile 

메탄 하이드레이트 개발 촉진지구물리조사 / Well 시추탐사

그림 11 일본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체계.

대륙사면 사태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메탄가스는 수심이 이상인 대양, 300 m
저 퇴적층에서 매우 안정하며 이는 수백 두께의 느슨한 표층 퇴적물들을 교결시m
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통의 해양지질구조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에서 많.
이 이용되고 있는 해양탄성파 탐사 단면도에서 강한 진폭을 갖는 반사이벤트들이

나타나는데 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의해 퇴적물이 교결되어 높은 속도를 갖는,
층과 그 아래에 낮은 속도를 갖는 가스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주로 대륙의 경계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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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실이다 이러한 분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해양판의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 지질조사소의 조사에 의하면 대서양판의 경계부는. 5o 이하
의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퇴적물은 매우 안정하지만 사태의 흔적이 발견된 바

있다 사태의 흔적이 관찰된 지역에서 획득된 탄성파 단면도를 살펴보면 흔적이 일.
어난 부분의 윗부분이 하이드레이트 안정지역의 윗부분과 일치하며 사태가 일어났

던 지역의 퇴적물에서는 하이드레이트가 훨씬 적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대륙 주변부에서의 사태를 하이드레이트의 불안정성과 연관시킬 수 있는 증거가

되며 따라서 하이드레이트층의 기저에서 하이드레이트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붕괴는 고결된 지역이 가스로 포화되면서 힘이 적어져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이드레이트의 붕괴 원인으로는 빙하기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해수면 하강 등에 의한 하이드레이트의 압력 감소나 지진 등을 들 수 있다.
지구온난화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만 년 전에 있었던 지구온난화는 거대, 5,550

한 메탄의 방출과 관련이 있다 이 거대한 메탄의 방출은 심해에 살고 있는 종들을.
멸종시키고 지상의 동물들이 번성하게 하였다. “Latest Paleocene thermal

으로 알려진 온난화는 만년에서 억만년 정도의 기간에 일어났으며 영maximum" 1 2
장류를 비롯한 수많은 포유류의 출현과 심해종의 소멸시기와 일치한다 이와같이.
지구온난화와 메탄의 방출을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은 심해저에서 채취한 퇴적

물 코아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이 퇴적물 코아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가설에 대한.
최초의 증거였다 가설에 따르면 거대한 양의 메탄이. latest Paleocene

해수의 온도를thermalmaximum ( 7 14～ o 정도 상승시켰음 이전에는 대륙사면의C )
상부 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태로 저장되어 있었다고 한다 해수온도의 상457 m .
승은 고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유리가스로 변환시켰으며 이렇게 방출된 메탄가스

는 산소와 결합하여 결국 전 지구적인 탄소순환에 탄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탄소에 의해 육지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지고 기온이 높아졌으며

기온 상승은 포유류들을 고위도 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 수십 만년 동안.
탄소와 산소는 점차적으로 평형상태에 도달하게 되었다.

퇴적물 코아는 플로리다 해안에서 좀 떨어진 대륙사면인 에서 채취Blake Nose
되었다 코아는 교란된 퇴적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얼음과 같은 고체가.
가스로 방출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해 이론과 잘 맞아떨어지는 해저지층의 사

태에 대한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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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채취하는 것은 가스가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북극지방이나 깊은 해저환경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쉽

지가 않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가스 하이드레.
이트를 해리시키거나 녹이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형성 온도 이상으로 가열하거.
나평형조건 이하로 압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메탄올과 같은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 ,
따뜻한 물이나 증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생산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그 결과를 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충분한 정도로 가스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유사하게.
메탄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이용하는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거대한 양의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현장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로부터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다양한 방법 중 가장 경제성이 기대되는 방법은 압력

강하법이다 러시아 북부 메소야하 가스전에서 이미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생산한 예가 있다 물론 이는 탄화수소 가스전을 개발.
하던 중 우연히 회수된 것이었지만 메소야하 가스전의 생산기록은 가스 하이드레이

트로부터 거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금후의 연구 과제6.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자원량이나 그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연구

해야 될 과제가 많다 크게 대별한다면 우선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
가 인류는 지금 세계의 석유매장량이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에 의한 기후온난화와.
지구환경의 파괴라는 심각한 자원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인류- .
에 대한 지구과학으로부터의 도전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나 기후변동기간에 빙상 코아에 기록된 대기 중 기온상승과 메탄방출 변화를 결.
합하여 보다 자세한 기후모델 및 메탄방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수십년 단위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대 명제를 밝히기 위해서 접근해야할 연구의 성격을 고찰해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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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 할 것 같다.
가 공동연구의 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이다. .
석유자원의 감소 이산화탄소의 온실효과와 지구환경의 파괴 등과 같은 문제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중요한 문제임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편중된 면을 떠

나서 전 지구적이며 인류에 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한 나.
라가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세기에 에너지자원으로서. 21
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데는 국제공동연구나 공동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국제적 학술적 연구가 불가결하다. , .
천연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산상과 성질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실제

로 영구동토역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상에 대한 개발 생산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다 해역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회수한 것도 러시아가 최초로.
성공했다 천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산상 하이드레이트가스 광상의 개발에 관한. ,
마코곤의 일련의 논문 및 보고서는 현재까지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러시.
아의 지질 해양광물자원연구소 상트페테루부르크 에 근무하는 긴스바크 등이 정력, ( )
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 년에 일본 교또에서 열린 세계지질학회에서는 러1992
시아에 있어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를 소개함과 함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목표로 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그룹을 결성하자고 제안하기도 했

다.
한편 심해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해서는 국제 심해시추계획이 최신의 자,

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지구화학자들을 중심으로 자료의 정리 및 해석

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엑슨모빌 등의 석유회사가 알래스카나 북극해연안에서.
영구동토의 하부에 하이드레이트가스 광상의 시추를 수행하여 상당히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이들 회사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 에너지성도 가스 하이드레.
이트 광상에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몇 가지 보고서가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러시아문헌의 번역과 소개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

다.
일찍부터 천연가스자원으로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주목한 것은 미국 지질

조사소 멘로파크 의 유기지구화학자인 크벤호르덴이였다 크벤호르덴은 해저퇴적물( ) .
중의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중의 한사람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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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국제 심해시추계획의 정식 가맹국으로서 심도 및 간극수의 화학조BSR
성 등에 관한 자료는 즉시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독자적으로 가스 하이드.
레이트광상의 시추조사를 한 예는 없다 일본의 조사선이 주상채니기로 하이드레이.
트 결정을 간혹 회수한 경험은 있지만 천연 하이드레이트의 본격적인 조사 및 시추

는 아직 시작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조이디스 레졸루션급의 시추선.
을 건조할 계획으로 이 시추선이 건조되면 난까이 해구 등 일본근해의 가스 하이드

레이트 조사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해잠수정에 의한 조사로 해저열수공 부.
근에서 천연의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을 발견한 것은 하이드레이트 연구에 큰 영

향을 주었다.
최근 일본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시베리아의 메탄누출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

다 기후온난화에 의해 동토에 폐쇄되었던 메탄가스가 대기로 방출되면 기후온난화.
가 촉진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구온난화가 얼마만큼 메탄의 방출에 영향받고 있.
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동토의 하부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고.
려되지 않았지만 메탄의 플럭스 년간 방출되는 메탄량 을 고려할 때는 가스 하이(1 )
드레이트의 분해반응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처럼 동토역의 가스 하이드레.
이트의 국제공동연구가 이미 시작되었다 한편 심해 하이드레이트에 관해서는 국제. ,
심해시추계획이 공동연구의 성과를 착실하게 올리고 있다 러시아의 긴스파크에 의.
해 제안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앞으로도 국제공동연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

면 안된다.
국제공동연구을 쌍방향 즉 우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정보,

를 얻는 데만 주력하지 않고 상호간에 적극적으로 기여가능한 체제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새롭게 건조되는 대형 시추선은 심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 ,
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BSR .
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과 방향.
특히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에 관해서 진전되었으며 대학이나 정부 및 연구

소등의 몇 개의 연구 그룹에 의해 선도적으로 연구를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이산.
화탄소 하이드레이트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후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수

단으로 생각되고 있다 대기중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하이드레이트로 만들어 영.
구히 심해저에 고정할 수 있다면 지구온난화문제에 대한 큰 진전이 될 것이다 대.
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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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킨다(1) .
이산화탄소의 방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나 원자력 등의 에너지원을 전환(2)
한다.
연소로 생긴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고정한다(3) .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상의 개발은 상기의 세 개중 에 해당하는 것 이였지만2)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는 에 대한 대응책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으로 낮은 가3) .
격에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알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합성실험이 수행되었다 여기서 이용되는 실험방법은.
기본적으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합성실험에 사용될 수 있으며 조금만 개조한다

면 혼합가스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에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산화탄소.
하이드레이트의 합성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합성 양쪽의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그

룹도 많다.
하이드레이트 생성에 관한 분자역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만을 또

는 메탄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불충분하여 다양한 가스조성의 가스 하이드레

이트을 합성하여 그 결정구조 가스분자의 배열을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연의, .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질 생성조건에 관한 풍부한 정보와 합성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를 종합하여 하이드레이트의 생성기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경계영역 의 연구대상에 속한다 최근의 내외적 연구 보“ ” .
고서에서도 지질학 지구화학 지구물리학 자원공학 화학 해양학 광상학 해양구조, , , , , , ,
학 설빙학 토질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 , .
면 지금부터는 학제적인 연구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

음을 느낀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광상 이 단지 꿈에 불과한 자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 “
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연구기관이 교류와 공동연구를 활발히 함과 동시에․ ․
중 단기적인 연구조사 및 실시계획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자원적인 입장에서 현재까지 하이드레이트층만을 개발대상으로 하는 가스전은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층만을 개발대상으로하는 탐광과 개발이

거대 석유회사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미국 에너지성이 주.
체가 되어 년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2015
고 있다.



- 50 -

일본의 경우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은 주변 해역에 방대한 자원량이 기대되

기는 하지만 그 개발은 위험부담이 크고 민간기업에서는 재래형의 천연가스개발에

예정되어 있었던 자금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에 돌리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디까지나 세기에 들어와서 착수할 천연가스자원으로. 21
평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주변의 해역에는 거대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정부주도에 의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광 개발에 관한 평가와 함께 자원으로서의 사용을 목표로 한 연구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국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 2005
년에 상업생산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에너지 과.
대 소비국이며 자원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급 불균형에 따

른 경제적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하여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조만간 주요 선진국을 제치고 위에 이6
를 전망에 있어 언제까지나 의무부담을 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온실가스 저

감목표를 세워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세대 환경 친화적이며 주 에너지.
원으로 부상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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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한국과 세계 각국의 사업2
추진 현황

동해안 탐사결과에 따른 한국의 세계 각국과의 합의서 추진 내용1.

가. 년 월 산업자원부 승인하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캐나다 지질조사소2004 4
가 공동연구 연장협약을 체결하여 잔여해역 차년도 탐사결과 검증 및(GSC) (4, 5 )

기술지원이 진행되고 있음.
나 한국. 가스공사에서 참여한 개년 연구사업의 차년도 탐사결과와 더불어 한국5 4, 5
석유공사에서 수행한 광구 가스전 북부지역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결과를6-1
포함시켜 검증을 수행키로 합의

(1) 단서조항:
가( ) 캐나다 지질조사소 검증용역 완료후 수행결과를 논문 등에 공표:
가( ) 국내 연구진 귀국 후 각 기관 자체보고 및 협의 후 최종 결정:

다 프로그램 국제 컨소시움 공동 참여방안 모색. "Mallik "Ⅱ
프로그램 는 년 완료된 프로그램에 이어(1) "Mallik " 2002 "Mallik 2002" 2Ⅱ

단계로 수행 예정인 캐나다 멕켄지 델타의 말리크 가스 하이드레이트전 2
차 시험생산 및 실증관련 국제 공동연구 프로젝트임

프로그램 참여방안 개 방안 설명(2) "Mallik " (5 )Ⅱ
가 일본 와 캐나다 한국의 참여가능성( ) Mallik 6-L : JOGMEC NRCan (
은 있으나 일본과 협의해야 하며 한국의 참여의지를 전달하고 조율

할 것을 약속함)
나 과( ) IMHRC (International Methane Hydrate Consortium) : APEC

지원 프로그램USDOE
다( ) IPY (International Polar Year) : 극지역 가스 하이드레이트탐사
라 미국 노르웨이 캐나다 독일 인도 중국 등( ) Recreate Consortium : , , , , ,
참여 추진중

마 와 한국과 캐나다 단독으로 구성( ) Canada Korea :
라 정부 주도형 단계 사업 추진 관련 선진 기술협력 체결 등 신기술 도입방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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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사업 참여 방안 캐나다(1) IODP (International Ocean Drilling Program) :
서부해역 수행예정인 국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 프로그램인 프IODP
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유럽 컨소시움에 가입하여 참여하는 방안 협의

및 캐나다의 지원 유도

단계 사업 시행시 시추시행 이전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채취를 위(2) 2
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피스톤 코어링 방법 내(Blank zone

에 대한 와의 지속적 기술협력 방안pull-up structure) GSC
에서는 년도 탐사결과 중에 나타난 지역 길이 약(3) GSC 2001 BSR ( 6 km)

을 부존이 가장 유망한 지역으로 강조함.
마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수행 주요 대학 방문.

(1) University of Victoria (School of Earth and Ocean Sciences)
가 국제 해양시추 프로그램 참여( ) (ODP)
나 캐나다 인근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자료 해석 및 분석 실험 수행( )

학연 공동으로 탐사참여 및 프로그램에서 수행된 가스 하: ODP․
이드레이트 탐사 자료의 해석 수행

다 탄소분석 실험 및 탐사관련 장비 보유( )
(2)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의 열역학적 특성 연구 수행 다공매질에( ) :
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성과 해리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
력학적 실험이 아닌 동력학적 실험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결정핵

생성과 성장 동역학을 연구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기반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나 퇴적층 내에서의 등의 전달현상을 연구 가( ) heat, mass, gas, salt :
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성조건을 파악하여 캐나다 인근에 가스 하이드

레이트가 가장 생성되기 적합한 곳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

으며 퇴적층 총 유기탄소 함유량 의, (TOC: Total Organic Carbon)
퇴적속도 유체 유동속도에 의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 시뮬레이,
션 등이 수행되고 있음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추에서 가스 하. ( OPD
이드레이트가 발견된 지점과 비교하여 거의 완벽한 일치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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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
바 연구내용 발표 총 개 내용. ( 9 )

(1) 국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 현황 산업자원부( )
가 국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 현황 및 결과( )
나( )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국가 중장기 개발 기본계획 및 국제협력 방
안

캐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 현황 에너지 환경부서장(2) (GSC ,
Kirk Osadetz)
가 캐나다 프로그램에 대한 개요( ) ESS (Earth Sciences Sector)
나 프로그램은 캐나다 천연자원의 개발에 있어 과학기술개발을( ) ESS
통해 국가경쟁력을 갖기 위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개발 프로그램

임.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 Precautionary

가스 하이드레이트 물성 및 부존에 관한 기초연구level ( ), Proactive
가스 하이드레이트 물성 및 부존에 관한 특성화 및level ( )

외국 공동 투자 및 연구를 통한 시험생산 기술의Aggressive level (
확립 의 단계로 분류하여 현재 단계 수준의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3 2
있음.

라 현재 캐나다에서 착수되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프로젝트는 총( )
개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4 Mallik "Terrestrial Gas Hydrate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인Project",
가스 하이드레이트 물성 규명과 관“Marine Gas Hydrate Project",

련한 및 새로운 컨소시움 구성”Research & Development Project"
과 관련한 가 진행되고 있음“Program Management Project"

캐나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량 및 분포 에너지 환경부서장(3) (GSC ,
Kirk Osadetz)
가 캐나다 하이드레이트 추정 매장량은( ) 0.44 8.1×10～ 14 m3으로
0.27×1014 m3인 천연가스 매장량의 배에 달함2 16 .～

나 의 에서는 개( ) Canadian Arctic Archipelago Sverdrup Basin 148 well
중 개 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고 평균 하이드레이93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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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층의 두께는 약 로 추정됨65 m .
다 캐나다 지역의 는 석유 및 천연가스 매( ) Mackenzie Delta Mallik site
장량이 인데 반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매장량은300 BCF 3.7 TCF
로 추정되고 있음.

라 육상 가스 하( ) 이드레이트전 시험생산 및 실증관련 국제 공동연구 프

로젝트인 “ 프로그램의 예산투자비율은 만Mallik 2002” 2,500
한화 약 억원 중 일본이 약 미국 독일canadian $ ( 250 ) 60%, 15%,

인도 캐나다가 제공 로 투자되어 생산시험에15%, 5%, 5% (+site )
성공하였음.

동해안 가스 하이드레이트 검증결과(4) (GSC, Dr. Riedel)
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수행한 동해안 가스 하이드레이트( ) 2003 4 2004 3
탐사결과에 대한 검증내용 발표

나 년과 년 탐사해역에서 주로 및 이( ) 2000 2003 BSR Seismic blank zone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년 탐사해역에서는 길이 약 이상, 2001 6 km
의 배사구조를 지닌 이 관찰됨BSR .

다 년 탐사해역의 배사구조 지역의 경우 가스 하이드레이트( ) 2001 BSR ,
농도는 최대 약 로 추정됨25% .

라 에서 발견된 의 경우 의( ) Seismic blank zone pull-up structure , 80m
두께 가정 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농도는 를 초과할 수 있30 40%～
다.
전자기탐사방법을 이용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5) (GSC,

Willoughby)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평가 방법으로 전자기 탐사를 활용한 신기( )
술로 캐나다 서부해안의 에 적용한 결과 퇴적층에ODP 888/889 site ,
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농도는 탐사해역9 13%, 10 km～ 2에서의 매

장량은 약 1.3×108 m3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가스로 환산하면,
2.1×1010 m3으로 캐나다의 년간 전력소비량의 에너지와 동일함6 .

나 현재 칠레 해안의 탐사지역에 적용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평( )
가를 진행중에 있음.

캐나다 탐사 결과(6) ODP (GSC, Rie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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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에서 수행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결과에 대한 내( ) ODP Leg 204
용으로 참여한 각 나라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대만 중국 한국( , , , , , , ,
스페인 영국 의 분담역무 및 수행내역에 대해 설명함, ) .

피스톤 코아링을 통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채취 길이(7) ( 8 m)
가 캐나다 뱅쿠버 아일랜드의 대륙사면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 )
레이트의 시료채취 현황과 적용기술 설명

(8) 캐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현황 선임연구위원(GSC , Dr. Hyndman)
가 캐나다 서부 북쪽 대륙사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결( ) Cascadia
과로 및 의 분석 결과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BSR pull-up structure
시료분석 결과 설명

나 특이한 사항으로 이 지역에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해저면에 덩( ) ,
어리 형태로 존재하며 종종 해수면위로 올라와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오는 경우가 발견됨.

캐나다 서부 심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대학 교수(9) (Victoria , Spence)
가 캐나다 서부 심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결과 및 분석방법 설명( )

세계 각국 사업추진 현황2.

가 한국.
(1) 년 하이드레이트 상업생산 목표 가스산업신문 투데이 에너지2015 (
2004/5/7)
가( ) 정밀탐사 시험시추 생산기법, ,
나( ) 년 상업생산 목표 단계2015 (3 )
다( ) 단계 유망지역 정밀탐사 시추 억 소요 성공불1 (2005~2007) , (660 :
융자금 억 유개공 탐사자료해석 생산기반 기술 연구 한국가스공500 , , ,
사 정부, )

라( ) 년 한해에만 억 출연 한국가스공사2005 20 ( )
마( ) 단계 지역 확대와 경제성 평가 투자 콘소시움 등 정부구상2~3 : ( )
바( ) 미국 년에 특별법 제정 개년: 2000 (Methane Hydrate R&D Act) 10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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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일본 년 자국 내 매장량 평가 완료 시험생산 국제프로그램 추: 1994 ,
진 등 캐나다 북서부 개국 개 기관 만 달러Mallik Field (5 10 , 6700
중 절반 부담)

나 미국.
연구촉진법 제정 년(1) (1998 )
가 연방정부 주도( )

년 상업생산 목표로 국가적 사업추진(2) 2015
가 가스( ) 하이드레이트 연구개발법 에 의거하(Methane Hydrate R&D Act)
여 사업추진

나 광범위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 확인( )
다 평가매장량 조 입방미터 약 조톤 기존 미국 가스매장량 약( ) 9,066 ( 6 ,

배1800 )
미 에너지성 주도로 단계 개년 개발프로그램 실시(3) (DOE) 2 10 (1982～
1991, 2001 2010)～
가 년 상업생산을 목표 기 확정된 년간 연구비용만 약 천만불( ) 2015 : 5 5

  NORTH 

AMERICA

  SOUTH 

AMERICA

그림 12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조직도 및 부존지역.

다 대만.
년 과(1) 2002, 2003 Chinese Petroleum Corporation Central Geological
과 공동으로 실시Survey, Taiwan multichannel seismic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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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년 조사 프로그램 추진(2) 2004 4 (Central Geological
Survey, Taiwan)
가 주요내용( )
- Geophysical, Geochemical, and Geological survey, Experiment on
gashydrate formation and dissociation, Data Bank,

와 같은 개 분야로 실시International collaboration 6
대만 남서부의 에 의한- subduction zone Accretional wedge

조사 예정- 10,000 km
확인- BSR

와 구조 파악- mud volcano gas chimney
사용- vessel : Taiwan R/V Ocean Researcher I

- water depth : 500 3,500m～
사용- OBS (Ocean Bottom Seismometer)

나 예산( )
년도 예산 (US$) 조사내용 비고

2004 1,300,000 관심지역선정

2005 1,550,000 관심지역 조사

2006 2,300,000 시추위치 선정 예산미확정

2007 9,300,000 시추 예산미확정

다 주요 실시 예정 내용( )
- High-resolution Chirp Sonar profiling
- OBS survey
- Sedimentation and Stratigraphy
- Geological and Structural Study
- Heat flow Measurement
- Marine Gravity and Magnetics
잠수정 사용-

- Water Column study
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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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말 부존 가능성 확인(1) 70
세기 에너지 자주수급 목표로 국가적 사업추진(2) “21 ”

가 낭카이 분지 등 개 지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발견( ) 12
나 메탄 원시매장량은 일본 연간 천연가스 사용량의 배 약 억( ) 460 ( 233
톤 조/ 35 m3)

통산성 주도로 개년 프로젝트 실행 중(3) (METI) 16
가 을 구성하여 수행( ) "MH21 Research Consortium"
나( ) 년 상업생산 목표 년 년 프로그램2016 (2001 2016 16 )～
다( ) 연간 약 억엔의 예산 투입100
라(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기술 보유국과 공동 진행이 특징, (Mallik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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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구성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지역MH21 Research Consortium

마 기타 국가.
캐나다 국가차원 개발(1) :
가 국립지질조사소 주관( )
나 알래스카 지역 집중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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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육상 대상 지역.

인도 국가차원 개발(2) :
가 석유가스성 주관( )
나 국제기술협력 강화로 기술이전 노력( )

그림 15 인도 해양 대상 지역.

(3) 러시아 중국 호주 등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예산을 책정하, ,
고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

바. 가스 하이드레이트 국제적 프로젝트 말릭 프로젝트( )
개요(1)
가 캐나다 북서부 동토지역의 일반가스전으로 가스개발 도중( ) 상부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매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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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은 육상의 말릭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 자국의

심해저 사업 개발 추진

참여기관(2)
가 개국 개기관( ) 5 9
나( ) 일본 경제산업성 구 등 여개 기관: , JOGMEC ( JNOC) 10
다( ) 미국 에너지성 지질조사소: ,
라( ) 캐나다 지질조사소:
마( ) 인도 천연가스연구소:
바( ) 국제민간기관 : ICDP, BP-Canada, Chevron-Canada
추진현황(3)
가 차 개년 계획( ) 1 5 (1995 1999)～
- 물리탐사 및 시추 공1

나( ) 차 개년 계획2 5 (2000 2004)～
- 시험생산 공 및 생산기술 도출3
- 사업비 총 만불 일본이 약 조달: 1,400 ( 50% )

그림 16 말릭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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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탐사방법3

서론1.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년 시베리아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년1964 , 1970 -
년 사이에는 가스전에서 직접 생산되었다 이1978 Messoyakha (Laherrere, 2000).

후에 캐나다의 삼각주 지역 과 알라스카의Mackenzie (Bily and Dicky, 1974)
북대륙사면 에서도 보고되었다 년대에는 지구물리학자들(Collett, 1983) .1970 (Markl

이 해상 탄성파탐사 자료로부터 처음으로et al., 1970; Shipley et al., 1979)
해저면과 평행한 반사층 을 확인하여 고체인(bottom-simulating reflector, BSR)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기체인 하부의 가스층과의 경계면과 관계있을 것이라고

유추하였다 그림 년 초에는 심해시추프로그램( 17). 1980 (Deep Sea Drilling Project,
을 통하여 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를 시추하여 해양에서DSDP) BSR Blake Ridge

최초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를 채취하였다 (Kvenvolden and Barnard, 1983).

그림 17 에서 확인된 은 상. Blake Outer Ridge BSR. BSR
경계면 으로서 해저면과 나란하고 이 주(phase boundary)
변의 퇴적층을 가로지르는 하는 특징을 보(cross-cutting)
이고 있다.Shipley et al.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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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탐사연구 초기부터 과 관련된 탄성파 반사법이BSR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에만(Shipley et al., 1979). BSR
의존하는 탐사법은 많은 제한이 따른다 즉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되어. , BSR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반드시 을BSR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걸프만의 경우를 보면 이 아주 드물거나 전혀. BSR
없는 곳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확인되기도 한다 에서 수행한. Blake Ridge
해양시추프로그램 의 시추에서는 이(Ocean Drilling Program, ODP) Leg 164 BSR
없는 곳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확인되었다 (Paull et al., 1996).

년대 후반에 이르면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보다 정확하게1990
이해하기 위해서 탄성파 단면에서 관찰되는 의 단순한 해석이 아닌 탄성파BSR
속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은. Holbrook et al. (1996) Brake

의 상부에 나타나는 탄성파 공백 현상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에Ridge BSR
따른 전체적인 반사도 감소 때문이며 반면에 하부에 나타나는 탄성파, BSR
진폭향상은 퇴적층내에 분포하는 가스가 층사이의 반사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은 탄성파 모델링으로부터 탄성파 공백현상은. Lee and Dillon (2001)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공극률과 비례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탄성파 진폭향상은 주파수 분석에 따르면 종종 가스의.
존재에 따른 주파수 감소를 동반하기도 한다 (Vanneste et al., 2001, 2002).

은 석유탐사에 있어서 가스함유 저류암을 인지하는데 가장Andreassen et al. (1997)
효과적인 방법인 를 이용하여 을 분석하였다AVO BSR .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90
이하에 존재하는 가스의 양을 유추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Yuan

은 대륙주변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의et al. (1999) Cascadia BSR AVO,
속도역산과 속도모델 등을 이용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의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은 속도 분석 임피던스. Ecker et al. (2000) , 2-D
역산 분석 등으로 의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의, AVO Blake Outer Ridge BSR
하부와 가스층의 경계면임을 증명하였으며 또한 구간속도와 암석 모델을 통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량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Grevemeyer et

은 파키스탄의 대륙붕에서 실시한 광각 오프셋의 탄성파al. (2000) (wide-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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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와 굴절파 탐사를 통하여 에서 약 두께의 저속도층을 확인하였으며BSR 200 m
속도감소가 이하임을 밝혔다 에서는 를 연구하기200 m/s . ODP Hydrate Ridge
위하여 시추와 함께 탄성파 탐사 는 물론 속도분석에3-D (Tréhu and Bangs, 2001)
가장 효과적인 탐사도 실시하였다vertical seismic profiling (VSP) (Shipboard

은 의 에 대한Scientific Party, 2003). Hornbach et al. (2003) Blake Ridge BSR
정밀한 속도 분석을 통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함유율을 예측하였다.

최근에는 주로 파 자료만을 연구했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특히 액체나P-
가스와 관련 없는 저류암의 성질을 유추할 수 있어서 파와 함께 연구하면P-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가스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양 등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파 연구 도 실시하고 있다S- (Stewart et al., 2002; Stewart et al., 2003) .
예를 들면 은 노르웨이 주변 해역에서 취득된 고해상도Bünz et al. (2003) ,
광각탄성파 탐사 자료를 분석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의 두께를 유추하였으며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하부의 가스함유층사이에서 파 속도는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S
밝혔다.

이와 같이 현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지구물리 탐사는 다중채널2-D
탄성파 탐사에서 광각 탐사나 굴절파 탐사 탄성파 탐사와 파에 이르기, 3-D S-
까지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력 및 전자기학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탐사방법을 통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정확한

분포와 양 등과 같은 정량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Hornbach
년 이전에는 에서 보는 것처럼 가스 하이드레이트가et al., 2003). 1995 BSR

수직수평적으로 상당히 연속적인 것으로서 해저면 이하 약 까지의100-200 m․
퇴적물을 채우고 있다는 학설이 우세하였다 그러나(Laherrere, 2000). Blake

의 을 시추한 의 경우 퇴적물의 공극 중에서 최대 약Ridge BSR ODP Leg 164 5%
정도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또는 가스로 채워져 있었으며 같은(Paull et al., 1996),
지역에서 시추한 의 경우는 가스ODP Leg 172 (Keigwin et al., 1998)
하이드레이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이론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의 하부 경계면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안정역의 하부 경계면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탄성파 최종 단면에서 확인된 가스(Xu and Ruppe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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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 층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수직적으로 일부의 층에만 집적되어

있거나 해저면 가까운 상부에서만(Diaconescu et al., 2001; Xu and Chopra, 2003),
집중적으로 집적되어 있는 것 이 확인 되었다 또한 고체의(Tréhu et al., 2004) .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기체의 가스 경계면의 경우도 가스가 몇 정도만 되어도%
매우 뚜렷한 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 존재 여부가BSR (Domenico, 1976), BSR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 정도를 정확하게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수평수직적으로 불연속적이라는․
학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미국의 가스(Sloan et al., 1999; Laherrere, 2000),
하이드레이트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 은 가스(Sloan et al., 1999)
하이드레이트의 총매장량을 유추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이 전문가들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연구주제를 제안하였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와 집적도 가스: (1) ; (2)
하이드레이트의 집적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 가스; (3)
하이드레이트가 퇴적현상에 미치는 영향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가스; (4)
하이드레이트의 양을 제어하는 요소 등이다.

2. Conventional Seismic Reflection Methods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탄성파 탐사자료에서

과 이와 관련된 탄성파적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다BSR (Hyndman et al., 1992).
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함유층의 경계면으로서 가스 하이드레이트BSR

함유층의 파와 파 속도가 가스함유층의 파와 파 속도보다 커서P S P S (Sloan, 1998)
음향임피던스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뿐 아니라. BSR
여러 가지의 다양한 탄성파적 특징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들로 반사면. (1)
가로지르기 탄성파 진폭 상승 탄성파(cross-cutting), (2) (enhanced reflection), (3)
진폭 감소 탄성파 진폭 이상 또는(amplitude blanking), (4) (amplitude anomaly)
브라이트 스팟 가스 침니 가스 하이드레이트(bright spot), (5) (gas chimney), (6)
안정역 아래에서의 주파수 감소 등이 있다 따라서 뿐 아니라 이러한. BSR
특징으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은 층서적 경계면 이 아니라 온도와 압력에 따른BSR (stratigraphic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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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상경계면 이므로 탄성파자료에서 퇴적층 반사면을(phase boundary)
가로지르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cross-cut) ( 17) (Holbrook et al., 2002).

아래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아래의 층에서 종종 탄성파 진폭BSR ,
상승이 관찰된다 그림 이것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될 수 없는 가스( 18).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아래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가스가 퇴적층내에 분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에(Holbrook et al., 1996; Grevemeyer et al., 2000).
의 상부에서 흔하게 관찰되는 탄성파 진폭 감소 그림 는 가스BSR ( 18)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음향임피던스를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되었다 (Shipley
그러나 은et al., 1979; Dillon et al., 1993). Holbrook et al. (1996) Blake Ridge

지역에서 관찰되는 탄성파 진폭 감소를 퇴적물이 비교적 균일하여 전체적으로

진폭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의 모델링연구에. Lee and Dillon (2001)
따르면 의 탄성파 진폭 감소는 탄성파 속도가 낮은 층에서 공극률이Blake Ridge
높은 경우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농도가 높으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농도 또는 함유율에 따라서 탄성파 진폭을 상승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한다 캐나다의 극지방에서 시추된(Holbrook et al., 2002). Mallik
시추공의 연구에 따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같은 조건에서도 공극률이 높은 즉( ,
속도가 낮은 층에서 보다 잘 형성되어서 주변의 공극률이 낮은 즉 속도가 높은) ( , )
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속도를 상승시킨다따라서 함유율이 낮은 약 이하. ( 25% )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음향임피던스 차이를 감소시켜서 탄성파 진폭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반면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율이 높은 경우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의 속도가 매우 커져서 전체적으로 탄성파 진폭을 상승시킨다.

에서 취득한 탄성파자료에서도 두가지 현상이 모두 관찰된다 그림Blake Ridge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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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 위의 반사층들은 전체적으. Blake Ridge .BSR
로 탄성파 진폭이 낮고 직하부의 반사층들은 탄성파 진폭이 높다 상부의BSR .BSR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내에서 브라이트 스팟 이 관찰된다(bright spot)
(Holbrook et al. 2002).

특히 그림 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18 BSR
안정역내에서 브라이트 스팟 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가스(bright spot)
하이드레이트의 함유율이 매우 높은 층일 것이다이러한 브라이트 스팟은 지층내의.
단층이나 균열을 따라 상승한 가스로 주변보다 더욱 많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농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이러한 브라이트 스팟 아래쪽 탄성파층이 교란.
을 받은 증거를 보이는 것은 가스의 상승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disruption)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에서 가스의 상승은 종종

수직적으로 탄성파 진폭이 감소한 부분 또는 침니 로 나타나기도 한다(chimney)
그림 그림 에서는 반경 약 인 두개의 침니가 보이는데 역시( 19). 19 100 m



- 67 -

아래쪽에서 탄성파층이 교란을 받은 증거를 보이고 있다특히 침니의 바로.
아래에서는 뿐 아니라 이하에서도 탄성파 진폭이 낮은데 이것은 침니에BSR BSR
존재하는 가스가 탄성파에너지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침니와.
탄성파층의 교란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내의 브라이트 스팟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림 19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 상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Blake Ridge .BSR
안정역 내에서 가스 침니가 관찰된다 (Holbrook et al. 2002).

그림 에서20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인 해저면 이하 약 에서100 - 250 ms
보이는 높은 진폭의 반사현상의 경우도 아래의 이 교란되었거나 잘 나타나지BSR
않는데 이것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아래에서 빠르게 상승하여 가스의 농도를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Holbrook et al,. 2002).



- 68 -

그림 20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 가스 하이드레이트. Blake Ridge .
안정역내의 브라이트 스팟들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진폭 이상은 의, BSR
교란과 관계 있다 (Holbrook et al., 2002).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으로 현재의 상경계면인BSR
의 상부 또는 하부에 과 유사한 반사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BSR BSR (Tréhu et

이러한 현상을 이중 이라고al., 1999; Holbrook et al., 2002). BSR (double BSR)
부르는데 해저면 침식이나 해저면 융기에 따른 조건변화와 관련된 과거의

상경계면 즉 고 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고, -BSR (paleo-BSR)
있다 (Foucher et al., 2002; Holbrook et al., 2002). Posewang and Mien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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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존의 상부에 나타나는 을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의(1999) BSR BSR
상부경계면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그러나 노르웨이 대륙주변부 자료를 분석한( 21).;

은 이 추가적인 은 층경계면이 아니라 약Andreassen et al. (1999) BSR 20 m
두께에 이르는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가스 하이드레이트 하부에 메탄가스 뿐 아니라

보다 무거운 탄화수소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림 21 기존의 위에 또 다른 이 관찰되는 예. BSR BSR (Posewang and Mienert,
1999).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아래에 존재하는 가스는 탄성파 진폭향상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가스가 고주파의 탄성파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전체적으로

주파수가 감소하는 현상 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림(low-frequency shadow) ( 22)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관계없이(Vanneste et al., 2001, 2002).

존재하는 가스층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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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아래쪽의 탄성파층들에서 뚜렷한 주파수 감소가 확인. BSR
된다 (Vanneste et al., 2001).

이와 같이 과 관련된 탄성파적 특성들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를BSR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좋은 증거이지만 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도 가스, BSR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 없는 지역에서도(Paull et al., 1996). BSR
탄성파 속도분석 해저면 전기비저항 탐사 등을 통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능성이 확인되기도 한다따라서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할 수 있는. BSR
필요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으로서 의 분포범위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포의BSR
최소한의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게다가 은 해양에서 생물기원의 실리카. BSR
속성작용과 관련된 도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 예BSR ( , Hein et al., 1978; Kuramoto

해양에서 생물기원의et al., 1992; Davies and Cartwright, 2002; Lee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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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 는 퇴적물에 묻히면서 속성작용 용해와 재침전 을 거쳐서(opal-A) ( )
로 변한다 속성작용은 주로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저면 이하opal-CT .

일정한 깊이에서 시작된다 속성작용의 결과 밀도가 증가하여 와 의. opal-A opal-CT
경계면이 탄성파자료에서 로 나타난다 그림 이러한 과 가스BSR ( 23). BSR
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탄성파자료의 자세한 분석이BSR
필수적이다.

그림 23 동해의 대한대지 남부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자료 와. . Opal-A
의 경계면과 관련된 이 관찰된다opal-CT BSR (Lee et al., 2003).

3. 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AVO) Analysis

오프셋에 따른 진폭변화 분석은(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AVO)
오프셋변화 또는 입사 반사각변화에 따른 탄성파진폭 변화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가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료(Ostrander, 1984). AVO
해석은 퇴적물내에 존재하는 기포형태의 가스가 파 속도를 현저하게 감소시키는P
반면에 파 속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 에 근거하고S (Gregory, 1976)
있다 에 의해서. Ostrander (1984), Shuey (1985), Rutherford and Williams (1989)
알려진 것처럼 파의 진폭은 반사면에서 파 뿐 아니라 파의 속도의 속도 특히P P S ,
두속도의 비 또는 포아송비 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Poisson's ratio) .

분석으로부터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아래의 가스 때문인지 또는AVO B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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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체 때문인지를 밝힐 수 있으면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아래의 가스의 양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Hyndman and Spence, 1992).
그림 는 시추지점 주변에서 취득한 탄성파자료의 로서24 ODP 889/890 CDP gather
오프셋이 증가하면서 파형이 변하고 진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가, phase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시추지점 주변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자료의. ODP 889/890
과 관련된 특징을 볼 수 있다CDP gather.BSR AVO (Hyndman and

Dallimore, 2001).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음파전달 뿐 아니라 음원 과 수진기AVO (airgun)
의 방향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hydrophone) (Hyndman and Dallimore, 2001)

그림 가스층의 경우 방향보정을 했을 때 오프셋의 증가에 따른 진폭의( 25).
차원적 단순한 증가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이 강할 때 작은 오프셋에서1 . BSR ,
진폭이 거의 변하지 않거나 조금 감소하지만 오프셋이 약 도 이상이2000 m ( 60 )
되면 진폭이 매우 빠르게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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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해저면과 에 대해서 방향보정이 수행되지 않은 자료와. BSR
수행된 자료의 비교자료는 시추점 근처에서 취득된 것. ODP 889/890
이다 (Hyndman et al., 2004).

의 파형모델링을 세 개의 다른 경우에 적용한Fuchs and Muller (1971) AVO
연구 그림 에 따르면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분석이 아래에( 26) AVO BSR
존재하는 가스의 정량적인 성질을 밝히는데 있어서 이 예측했던Yuan et al. (1999)
것처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 개의 경우는 각각(Hyndman and Spence, 1992).
가스만 존재하는 경우 가스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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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만 존재하는 경우이다 모델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만 존재하는 경우와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이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세 경우에서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오프셋이. AVO .
작을 때 의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공극률이 높은 비고화 퇴적물이AVO
높은 포아송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가스(Hyndman et al., 2004).
때문에 생기는 차이가 포아송비를 충분히 감소시키기 않기 때문에 특징이 잘AVO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양상이 차원적 단순한 증가를 보이지 않고 오프셋이. AVO 1 ,
작을 때 진폭의 변화가 작은 것 오프셋이 클 때 진폭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파의, S
속도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고형화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예( , Hyndman and Spence, 1992).
교차좌표 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연구에 이용되어 오고 있다AVO (crossplot)

그림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 속도와 파(Xu and Chopra, 2003) ( 27). 27 P S
속도의 교차좌표의 경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좌표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사암이나 세립질 암석과 상당히 분리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즉 파 속도와 파 속도를 분석함으로써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쉽게. P S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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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세 개의 다른 모델에 적용한 분석. AVO (Hyndma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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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파 속도 파 속도. AVO crossplot (P vs. S ) (Xu and
Chopra, 2003)

4. Velocity Analysis

다중채널 탄성파자료의 자세한 속도분석을 통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의 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속도분석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층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더 깊은 층의 속도 깊이 관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의 농도를 정략적으로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오프셋이 큰 자료를 이용하면 자세하고 보다 정확한(Hyndman et al., 2004).
속도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속도분석자료와 함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시추자료를 이용하면 시추자료가 분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시추지점 에서 약 떨어진 북부지역에서 취득한ODP 899/890 10 km Cascadia

최대 오프셋 이상의 다중채널 탄성파자료의 속도분석 그림 은 가스3500 m ( 28a)
하이드레이트와 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층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가 분포하지

않는 층들의 자세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속도분석결과와 시추점에서. O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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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소닉검층자료와 수직탄성파 자료의 비교(vertical seismic profiling, VSP)
그림 와 역산을 통하여 검층자료와 실제 퇴적물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 28b)
시료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가스의 분포 예측이

가능하다.

그림 28 시추지점 에서 취득한 다중채널 탄성파자료의. (a) ODP 889/890
속도분석 결과 의 소닉검층자료와 속도분석에서 예측된 구간속. (b) ODP
도 결과물과의 비교 아래의 가스층은 에서만 확인된다, VSP .BSR VSP
(Hyndman et al., 2004).

는 에 분포하는 에 대한 속도분석을Ecker (1998) Blake Outer Ridge BSR
수행하여 속도분석 결과로부터 의 식을 이용하여 구간속도를 계산하였다, Dix (1955)
그림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래에서 가스 때문에 속도가 로( 29). BSR 1.7 km/s
감소하는데 아래의 수평반사층은 가스함유층과 하부층의 점이대BSR (transition

로 해석된다 에서 속도가 감소하는 것은 이 음 의 반사극성을zone) . BSR BSR (-)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구간속도를 주변의 시추지점 와 에서. ODP 995 997
취득한 자료와 비교하면 구간속도가 큰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속도가VSP
낮은 가스함유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그러나 자료에서 가스( 30). V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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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에서의 속도증가는 약 작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층 아래에서100 m/s ,
보다 큰 속도감소가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는 속도분석을 한 위치와 자료를. VSP
취득한 위치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므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균일하지 않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림 29 시추지점 와 주변지역에서 취득된 탄성파자로서 이 관찰. ODP 995 997 BSR
되는 부분에 대한 속도 분석 결과 (Eck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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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시추지점 와 에서 측정된 구간속도 와 속도. ODP 995 997 (solid line) VSP
와의 비교(dashed line, dotted line) (Ecker, 1998)

5. VSP

탐사는 시추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 동안 주로 시추와 함께VSP ODP
지역 지역Cascadia (ODP Leg 146), Blake Ridge (ODP Leg 164), Hydrate Ridge

지역 에서 수행되었다 또한 캐나다 극지방에서의 시추(ODP Leg 204) . (Dallimore
와 함께 수행되었다 그림 자료는 매우 정확한 속도를 제공해et al., 1998) ( 31). VSP

서 물리검층자료와 함께 이용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함유농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정량적 연

구에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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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탐사가 수행된 시추공. VSP Mallik (Mi et al., 1999).

시추공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료 그림 를 이용Maillik VSP ( 32)
한 파와 파의 속도 계산은 기존의 다중채널탄성파자료의 속도분석에 의한 파와P S P
파의 속도보다 훨씬 상세하다 그림 그러나 파는 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S ( 33). S P
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파의 최초도착 을 해석하기 쉽지S (first arrival)
않기 때문이다 특히 파 속도가 소닉검층자료와 잘 대비된다(Mi et al., 1999). P .

의 경우 자료의 역산을 통하여 세 개의 시추공에 대하여 속Blake Ridge VSP
도와 깊이의 상관관계를 유추하였다 그림 탄성파 속도( 34) (Holbrook et al., 1996).
는 세 개의 시추공 모두에서 해저면 이하 에서 약 부터 증가해서 해150 m 1550 m/s
저면 이하 에서 로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는 깊이가 증가하면450 m 1750-1850 m/s .
서 공극률이 약 에서 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속도가65% 50% . Blake

의 다른 지역에서 해저면 수진기를 이용하여 계산된 속도Ridge (Katzman et al.,
와 비슷하다 상부층은 깊이와 공극률을 고려할 때 속도가 특별히 크지1994) . BSR

않은데 이것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공극의 일부만을 채우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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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brook et al., 1996).

그림 32 시추공에서 취득된 자료 중 수직 성분. Maillik VSP (Mi et al., 1999).

자료에서 계산된 파의 속도는 매우 상세하므로 퇴적물 시료에서VSP P
관찰되는 암석 및 화학적 자료와도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림 의( 35). Blake Ridge
탄성파 자료에서 관찰되는 반사세기는 암상의 변화와 가스로 인한 저속도만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퇴적물내의 탄산염총량의 변화에 따른 암상의 변화 때문에.
해저면 이하 에 해당하는 상부에서 강한 반사세기를 보인다 반면에 해저면150 m .

에서 까지는 탄성파 반사세기가 거의 일정하고 이하는 저속도와150 m 450 m 450 m
대비된다 시추지점 와 에서는 이 두꺼운 저속도층의 상부와 대비되고. 995 997 BSR
저속도층내에서 탄성파 반사면이 관찰된다 이 뚜렷하지 않은 시추지점. BSR
에서는 와 사이의 층이 저속도층의 상부와 대비된다 파의 속도는994 550 m 600 m . P

적은양의 가스만으로도 크게 감소하므로 아래에서 관찰되는 탄성파 반사세기는BSR
가스가 가스함유층이 존재함을 지시한다 저속도층내의 많은 반사층 그림 은. ( 34)
가스가 물성 투수율 이 조금씩 다른 많은 층들에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 .
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가스 함유층 사이의 경계라기보다는BSR

가스함유층이 존재하는 가장 천부에 해당하는 것이다 (Holbrook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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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시추공에서 와 소닉검층자료에. Maillik VSP
서 유추된 파와 파의 속도 비교P S (Mi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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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의 시추지점 을 가로지르는 탄성파 단면으. Blake Ridge ODP 994, 995, 997
로서 오른쪽 깊이 속도 관계로부터 깊이변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Holbrook et al.,
1996).

그림 35 로부터 유추된 속도와 탄산염 농도를 비교한 것. VSP Chlorinity, (Holbrook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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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ulticomponent Seismic Survey

파 자료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안정역하부의 경계면이하에 존재하는P
가스와 가스 하이드레이트와의 음향임피던스 차이로 나타나는 로 비교적 쉽게BSR
감지가 되지만 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감지가BSR
불가능하다 게다가 자체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하부와 일치하지 않는. BSR
경우도 있으며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실제로 안정역내에(Laherrere, 2000),
비연속적으로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6; Diaconescu et

다방향 성분 탄성파탐사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al., 2001). - (multi-component)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에서 반사되어 감지되는 파는 속도가 크게 변하면서S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내에서 파로부터 변환된 것이다P (Pecher et al., 1997;

따라서 가스의 존재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은 파 자료를 이용하면Sakai, 1998). S
이 없는 곳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감지할 수 있다 다방향 성분BSR . -

탄성파탐사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의(multi-component)
정확한 분포를 예측하고 가스의 이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탐사법이다

즉 다방향탐사를 통하여 파와 파의 속도를 알 수 있고(Kumar et al., 2004). , P S
궁극적으로 이러한 속도를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가스의 정량적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해양에서의 다방향탐사는 수진기를 해저면에(Kumar et al., 2004).
장치하여야 하므로 해저면지진파기록계 를 이용한다(ocean bottom seismometer) .
일반적으로 다방향탐사자료 분석은 파속도 분석 파로부터 변환된 파와P , P S
파와의 대비 파 속도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P , S (Kumar et al., 2004).
그림 은 이 발견되는 에서 취득한 다방향 탄성파 파37 BSR Norwegian Sea P-P

중합자료와 파 중합자료이다 두 자료를 비교하면 파P-S (PGS, 2004). P-S
중합자료의 해상도가 파의 자료의 해상도 보다 훨씬 좋음을 알 수 있다또한P-P .

주위와 아래 화살표 의 반사층들이 두 자료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BSR BSR ( ) .
첫번째 화살표 이 파 중합자료에서 에서 매우 잘 나타나는BSR ( ) P-P 400-450 ms

반면에 파 중합자료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파가 가스의P-S . S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반면에 주로 퇴적물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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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의 상하부 경계면을 보여주는 탄성파 단(a)
면 탄성파 단면에 겹쳐진 내부 속도 구조 불연속적인 가스 하이드레이, (b) .
트의 분포를 보여준다 (Diaconescu et al., 2001).

그림 37 와 스택. (a) P-P (b) P-S (PG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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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에 따르면 다방향 탄성파탐사는 기존의 파Murray et al. (2004) P
탐사와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가 파 자료는 파 자료에서 차폐층 으로 나타나는 지역에서. P-S P (wipeout zones)
구조와 층서가 나타난다.

나 해저면 이하 천부의 층서에 있어서 일부지역에서 파 자료가 파 자료와. P-S P
는 다른 퇴적층을 보이기 때문에 파 자료와 파 자료를 동시에 이용하면P P-S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관련된 층서적 특징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

다 파 자료는 천부층에 대하여 공간적 해상도 높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 P-S
트 함유층과 관련된 자세한 퇴적구조 및 지형을 이해할 수 있다.

라 다방향탐사자료로부터 파 속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상할 수 때문에 파 속. S S
도를 유추하는 기존의 방법에 비교해서 천부의 암상분포에 대해서 훨씬 정확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다방향탐사로부터 유추하는 파 속도와 파 속. P S
도의 비율과 퇴적물 시료로부터 직접 측정한 파 속도와 파 속도의 비율을P S
함께 이용함으로서 보다 퇴적층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 다방향탐사자료에서 유추한 파와 파 속도로부터 해저면 퇴적물의 체적계수. P S
및 응력계수 등을 계산함으로써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하는 퇴적층 상부의

안정성을 연구할 수 있다.

7. Waveform Inversion

탄성파자료에서 탄성파의 주행시간을 분석함으로써 속도구조를 유추할 수

있다시추공이 있는 경우에는 음파 토모그라피 예. ( , Peterson et al., 1985; Scales et
또는 체적 토모그라피 예al., 1988; Vasco, 1991) Fresnel ( , Cerveny and Soares,

를 이용하여 속도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음파 토모그라피의 경우는1992) .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지층의 물성을 유추하는 것과(Sheng and Schuster, 2000)
같은데 있어서 이용이 제한적이다 탄성파주행시간을 이용한 토모그라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전파형역산 방법(full waveform inversion) (Singh et al.,

이 있다이 방법은 지층의 속도와 밀도를 유추하는데 있어서 주행시간1993) .
토모그라피보다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 , Sen and Stoffa, 1991; Zhou et

따라서 전파형역산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al., 1997; Pratt, 1999).
가스함유층의 정량적 분석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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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전파형역산 은 모든 오프셋구간에 대해서(Singh et al., 1993)
모델을 바탕으로 합성된 자료 와 실제자료의 진폭 파형 파상 등이(synthetic data) , ,
일치하는 속도 깊이 모델을 찾는 것이다 시추지점 에 전파형역산을- . ODP 889/890
적용하여 속도 깊이 모델을 예측한 결과가 로 계산된 속도자료와 실제- VSP
시추공에서 측정한 속도자료와 잘 일치하고 있다 그림( 38) (Hyndman et al.,
2004).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탄성파 이상반사 에(anomalies)
파형역산을 적용한 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산을 통하여(Gorman et al., 2002)
파악된 속도변화구조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아래의 가스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으로 상승하여 집적되는 것과 같은 현상도 감지할 수

있다그림 는 지역에서 취득한 탄성파 단면으로서 가스. 39A Blake Ridge
하이드레이트 안정역내에서 진폭이 낮은 탄성파 특성을 갖는 이상반사가

수직적으로 분포하며 상부는 볼록한 반사면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림.
는 같은 지역에서 정단층과 관련된 브라이트 스팟이 계단상으로 가스39B

하이드레이트 안정역 하부에서 상부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은 그림 의 개의 지점 에 대해서 수행한 파형역산 결과이다40 39 4 (A, B, C, D) .

수직적으로 분포하는 이상반사 또는 침니의 바깥쪽 그림 과 안쪽 그림( 40A) (
은 대조적인 파 속도를 보이고 있다 바깥쪽의 경우 에서 높은 속도40B) P . BSR

최고 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증거와 낮은 속도 약 의 가스층( 2.2 km/s) ( 1.3 km/s)
증거가 보인다 침니 바깥쪽에서 의 암석역학 모델을. Helgerud et al. (1999)
적용하고 공극률을 라고 가정하면54% (Paull and Mastumoto et al., 1996), BSR
바로 상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농도가 로 계산된다 침니 안쪽의 경우13-20% .
에서 속도 차이가 작은 것은 아래의 가스함유층에서 가스가 빠져나오고BSR BSR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농도도 낮음을 지시한다 침니 안쪽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의 하부 는 침니 바깥쪽보다 속도 변화도 작다300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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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시추지점 에 대해서 전파형역산으로 계산된. ODP 889/890
속도와 시추공측정 속도자료와의 비교VSP, (Hyndma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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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지역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포지역에서 취득한 탄성Blake Ridge
파자료 가스 이동과 관련된 침니가 보임 단층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A) . (B)
브라이트 스팟 는 전파형역산을 수행한 자료점. 3A-3D (Gorma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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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그림 의 에 대한 전파형역산 결과. 39 3A-3D (Gorman et al., 2002)

브라이트 스팟에 대한 역산 그림 과 브라이트 스팟 근처에 대한 역산( 40C)
그림 도 역시 뚜렷한 속도 구조 차이를 보인다 즉 브라이트 스팟의 경우( 40D) . ,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과 가스함유층에서 탄성파 반사세기가 비교적 낮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내의 뚜렷한 브라이트 스팟의 경우 두께의 고속도층6-8 m

때문이다 의 암석역학 모델을 적용하고 공극률을(2.1 km/s) . Helgerud et al. (1999)
라고 가정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농도가 로60% (Paull et al., 1996), 30-42%

계산된다 이와 같이 파형역산을 통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에서 보다.
상세한 속도구조를 예측함으로써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정량적 연구가 가능하다.

8. Other geophysical methods

가. Electromagnetic Method
해저퇴적물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극 또는 균열대내에 존재하는 유체

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 그러나 얼음상태인 가스(formation water) .
하이드레이트가 절연체의 역할을 한다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에서는 가스. ,
하이드레이트가 전도체인 공극수를 대체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의 전기비저항 을 증가 시킨다(resistivity) .
따라서 전기비저항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함유농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Edwards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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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에 전기전달장치를 접촉시켜서 전류가 해저면을 따라 흐르게 하여

전기수신장치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전자기굴절탐사 (refraction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전기의 전달시간은electromagnetic) (Edwards et al., 1999).

전기비저항에 비례하므로 전기의 도달이 클수록 전기비저항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는 전달된 전자파와 수신된 전자파의 주파수에 따른 상변화 (phase

가 전달시간과 관계가 있으며 따라서 전기비저항으로 다시 환산될 수difference)
있다 이러한 해양환경에서의 전자기탐사에는 전기쌍극자를 이용한다. (Chave et al.,
1991).

시추지점 근처에서 실제로 수행한 전자기탐사 결과 상부의ODP 889 BSR
가스 하이드레이트 안정역의 구간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농도가100 m

로 특정되었다 또한 이 확인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가스17-26% . BSR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다 (Edwards et al., 1999).

나. Gravity Method
중력탐사는 해저면 이하의 밀도변화 및 분포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

한 탐사법이다 그러나 중력탐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거의 이용된 적이 없다 은 해저면 이하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Shankar et al. (2003)
함유층과 가스함유층의 분포 대해서 해수면 해수중 해저면 각각에 대한 차원 중, , 2
력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은 서로 떨어져 있는 폭이 두께가. 41 2 km 1 km, 50
인 두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같은 크기 및 두께의 가스함유층이 가스m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이하에 있다고 가정하고 해저면 해저면에서 각각, 250 m, 500

높이에서 측정한 중력값을 모델링한 것이다 해저면에서 측정한 경우는m, 1000 m .
약 의 중력이상이 있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으로부터의 측정거리가1 mGal
증가할수록 중력이상값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의 거리에서는 중력이상이 거. 1000 m
의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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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폭 두께 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같은 두께 및 크기의. 1 km, 50 m
가스함유층에 대한 중력모델링 결과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으로부터의 측정거리.
는 해저면 이다0 m ( ) (a), 250 m (b), 500 m (c), 1000 m (d) (Shankar et al.,
2003).

그림 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포가 잘 알려져 있는 와42 Blake Ridge (a)
지역 에 대해서 해저면에서 측정한 중력값을 모델링한 것이다Vancouver Island (b) .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가스함유층의 두께는 각각 이다 그림 의 모델100 m . 41
링과 비슷하게 약 의 중력이상이 계산되었다1 mGal .

이와 같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이 중력탐사로 확인될 수 있지만 수심이

깊은 곳에 존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에 대해서는 해상도가 높고 해저면 가까이

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를 이용해야 효과적이다(deep-towed gravimeter)
(Shanka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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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폭 두께 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같은 크기 및 두께. 1 km, 100 m
의 가스함유층에 대해서 해저면에서 측정한 중력모델링 결과. (a) Blake Ridge. (b)

지역Vancouver Island (Shankar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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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 지층의 시추4

전통적인 해양시추1.

석유와 가스의 개발과정에서 시추는 자원의 부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생산

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지층의 효과적인 굴착을 위해서는 드릴.
비트 에 자중으로 인한 힘 과 회전력과 제공되어야 한다(bit) (weight on bit, WOB) .
즉 비트가 지층에 밀착된 상태에서 회전력을 받게 되면 지층을 굴착하게 된다 비, .
트에 공급되는 힘은 주로 단위길이 당 중량이 큰 드릴 칼라 의 무게로(drill collar)
이루어지며 시추선 에서 시추 파이프의 장력을 조절하여 그 값을 결정한(drillship)
다 회전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며 전통적으로 회전 테이블 을. (rotary table)
이용하여 시추 파이프를 회전시킨다 특수한 경우나 작업을 위해서는 시추 파이프.
의 직접적인 회전 없이 시추액으로 작동되는 모터 를 회전시켜 그 회(mud motor)
전력을 비트에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연속적인 굴진을 위해서는 굴진 과정에서 발생한 암편들을 시추공

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시추액을 사용하게 된다 시추액은.
암편의 수송 목적 외에도 유정의 압력조절 시추공 보호 장비의 윤활과 냉각 등 여, ,
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표면에서 시추 파이프 내경을 통하여 주입된.
시추액은 비트를 지나면서 고압으로 분사되고 굴진 과정에서 발생한 암편들을 해상

시추선으로 이송하게 된다 해저면 시추공 상단과 해상 시추선과의 연결 그리고 시.
추공에서 시추선까지 시추액의 순환을 위해 대구경 파이프인 라이저 를 사용(riser)
하게 된다 굴진 깊이가 증가하여 시추공이 불안전해지거나 지층의 압력이 높아지.
면 케이싱을 설치한 후에 굴진을 계속하며 목표심도까지 도달하기 위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최근 년간 석유공학 분야에서는 해양시추 분야에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 현10

재 최대 작업 수심 기록을 미국 걸프만에서 달성하였다3,050m (10,011 ft by the
심해와 극지와 같은 한drillship Discover Deep Sea, Nov. 2003, Gulf of Mexico).

계지역에서 석유와 가스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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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장비와 새로운 운용원리도 개발되고 있다 시추와 동시에 케이싱을 하는.
기법 유정의 압력을 지층압보다 낮게 유지하여 지층의 손상(casing while drillig),
을 최소화 하는 법 한 지점에서 여러 개의 시추공을 시추하(underbalance drilling),
는 방향성 시추 하나의 시추공에서 다수의 측방향 시추공을(directional drilling),
시추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을 촉진하는 법 시추공내의 압(multilateral well),
력 구배를 이중으로 하여 탁월한 유정제어와 심해시추를 가능하게 하는 법 (dual

확장 가능한 케이싱을 사용하여 시추공의 직경을 일정하게 유지gradient drilling),
하여 비용을 현저히 절감하는 기법 등이 있다(expandable tubular) .

해양시추는 기본적으로 수심에 따라 그 시추법과 비용이 결정된다 수심. 200m
이내의 천해에서는 같이 시추장비가 해저면에 위치하여 고jackup, barge, platform
정된 상태에서 시추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는 장비가 해양에 설치된 것을.
제외하면 육상시추와 거의 동일한 형태이며 시추비용도 비싸지 않은 편이다 수심.

이상이면 장비를 해저면에 고정시키기 어려워 시추선 이나 반잠수200m (drillship)
형 부유선을 사용하게 된다 수심이 증가하면 해양 라이저의 길(semi-submersible) .
이와 무게가 증가 파도와 해류로 인한 외력의 영향으로 시추선의 위치선정의 어려,
움 시추선의 용량 증가 시추액의 부피 증가 관련 장비의 복잡성 유지관리의 어려, , , ,
움으로 인하여 시추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미고결. (unconsolidated)
해저지형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시추공의 유지관리가 어렵고 유정의 압력조절 (well

이 어려워 심해시추는 여전히 많은 위험과 기술적 난제를 가지고 있다 수control) .
심에 따른 평균 시추비용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와 같은 시추비용의 현저한 증가,
와 시추공 압력조절의 어려움이 심해시추의 가장 큰 두 가지 장애 요인들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개발을 위한 해양시추의 특성2.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에서 형성되어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며 자원으

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분포가 비교적 넓게 이루어져 있지만 또한 집중.
도는 떨어져 상업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고압의 조건을 만족.
하기 위해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심은 대개 내외1,000-1,500m
의 해저 지층이다 지층의 깊이가 증가하면 지열로 인하여 지층의 온도가 증가하게.
되어 가스 하이드레이트 존재하기 어려운 조건이 된다 따라서 하이드레이트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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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구간은 대부분 지층심도 이내가 된다 즉 국내에서도 가스 하이600-1,000m . ,
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시추는 수심 내외의 해양에서 순수 시수심도1,000m 600m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수심이 내외의 해저지면은 대부분 미고결층1,000m (unconsolidated formation)
으로 지층의 강도가 매우 약하다 연약 지층의 경우 굴진율. (rate of penetration,

은 현저히 증가하지만 시추공은 불안전하고 붕괴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따라ROP) .
서 생산을 위한 시추이던지 코어 채취를 위한 시추이던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시

추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시추공이 안정되.
지 못하므로 코어 채취도 어려우며 케이싱의 설치와 시멘팅 작업도 동일하게 어렵

게 된다 특히 미고결층에서는 시추공의 상단에서 시추공을 폐쇄 하면 유. (shut-in)
정의 압력으로 인하여 케이싱 주변이나 연약지층 또는 지층사이에 발달한 균열을

통해 지층에 함유되었던 유체가 유출되어 더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직접적인 시추

공의 폐쇄를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이 유정를 폐쇄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시추공.
의 압력제어를 매우 어렵게 하며 시추액의 밀도를 증가시켜 시추공의 압력을 증가,
시켜 유정의 압력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압력제어 기법도 지층의 약한 강도로

인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 지층에서 필요한 코어를 얻는 것은 하이드레이트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또 시추와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예상되는 기술적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해당 지층의 미고결성으.
로 인하여 코어 자체를 얻는 것이 어렵다 둘째는 코어가 채취되고 지상으로 회수.
되는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 조건의 변화로 코어 내에 존재하는 하이드레이트가 해

리되어 그 조성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정확한 부존량 매장량 파악을 위한 자료의. ( )
정확성을 위해서는 코어의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원위치 조성을 가진 코(in-situ)
어를 얻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중요한 연구내용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수심 내외에서 코어채취 및 시추를 위한 적절한 일일 운영비의1,000m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장비의 선택 또는 개발 이 필요할 것( )
이다.

시추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추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시추 과정은.
물론 생산 과정에서 시추공이 불안전해지면 시추공이 붕괴하거나 부분적 함몰로 인



- 97 -

하여 시추공 상단 해저면 부근에서 함몰 사면 붕괴 등 지형적 변화가 오게 된다, .
시추공 상단 지형에 변화가 오게 되면 사용 중인 장비의 배열이 맞지 않아 정상적

인 작동이 어렵게 되고 계획했던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장

비와 시추공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따라서 가.
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와 생산을 위한 시추의 중심 연구내용은 시추공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목표지점까지 시추하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생각할 수 있다.
가 지층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해리되는 과정을 모사하는 모델의 개발.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가 지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 지층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 인자의 파악.
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시 균열이 존재하는 지층의 안정성 분석.
마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시 미고결지층의 안정성 분석.
바 개발된 각 모델의 통합.
사 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 위험 분석.
아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조율된 통합모델 완성.
자 효과적인 코어 채취를 위한 기법 및 장비 연구.
차 시추공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법 연구.
타 효과적인 케이싱과 시멘팅 기법 연구.
파 유정제어 또는 압력제어 연구. ( )
하 시추 및 생산 과정과 개발된 모델의 결합과 현장 활용.

전통적인 해양시추법을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개발을 위한3.
시추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

석유와 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기 위해 석유공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

고 있는 해양시추법 을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생산(offshore drilling methods)
을 위해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 가장 이유는 일일 운영비의 과다이다 석유공. .
학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들은 작업 수심이 깊고 또 이상의 시10 km
추심도에 설계되어 있다 유정의 압력제어를 위한 이중의 압력조절 장치 와. (BOP)
작업을 위한 시추선의 위치선정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장비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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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성과 고기능성으로 인하여 그 일일 운영비가 수심 내외에서는1,000m
정도이며 수심 이상 초심해에서는 이상으로 예$150,000/day 3,000m $1,000,000/day

상하고 있다 따라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량이 적은 경우는 기술적 문제와 상.
관 없이 경제성이 없게 되어 에너지로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우.
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시추에서는 사용하는 장비와 시추선이 매우 고가이고 안전사고로 인

한 경제적 환경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
있다 따라서 해저면에 위치한 시추공 상단과 해수면에 위치한 시추선의 효과적인.
연결과 유정제어를 위해서 모든 장비들은 안정한 해저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해저면이 불안전하고 붕괴위험이 있으면 이는 시추지역으로 부적절함을. ,
의미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층이 미고결 지층이거. ,
나 시추공이 불안전할 경우에도 효과적인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시추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시추와 개발을 위한 연구는 탐사의 단계의 시.
작과 더불어 반드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시추법4.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며 현재 발견

된 화석연료보다 많은 양이 부존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경제적.
으로 개발할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획기적 에너지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기술적 경제적 어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
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정확한 부존량을 평가하는 기술과 이들을 경제적이고 안전

하게 회수할 수 있는 기법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석유공학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시추시스템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

사와 개발을 위해 직접 적용하기에는 일일 운영비의 과다로 현장적용은 거의 어렵

다 하지만 그 기술은 충분히 발전되어 수심 이상에서도 시추작업이 가능하. 3,000m
며 수심 이내에서는 시추와 생산에 큰 어려움이 없고 수심 이내에2,000m 1,000m
서는 시추와 생산을 위한 모든 기술이 확립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을 바탕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개발 그리고 코어 채취를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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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장비의 개발은 지구물리학적 또는 지질학적 기법을 이용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병행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개발항목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시추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심은 대개

내외 그리고 실제 시추 깊이는 해저면에서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이1,000m 600m .
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압력 조건으로 인한 자연,
스런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추 깊이 내외에서 미고결 지층이나 피압지층. 600m ,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유정제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 않는(pressured formation)
경우에 바닷물을 시추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외부 시추액으로 인한.
오염이 없기 때문에 암편 을 해수면에 있는 시추선으로 반드시 회(drilling cutting)
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암편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수면.
까지 암편의 수송과 시추액의 순환을 위해 사용하였던 해양 라이저를 반드시 사용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 목적에 부합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추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유공학분야에서 이룩한 시추기술을 활용하면 가스 하이드레.
이트 탐사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어렵지 않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미국의 에너지성 이나 일본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DOE) (MH21 project)

에서도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개발하였다 이들 장.
비는 시추액으로 운전되는 모터 를 유연한 호스 로 연결한 시스(mud motor) (hose)
템이다 드릴 비트가 가져야하는 자중은 한정된 길이의 드릴 칼라 로. (drill collar)
제공하고 시수액의 순환을 이용하여 비트에 회전력을 제공하고 있다 시추과정에서.
발생한 암편들을 자상까지 회수하지 않고 해저면 까지 운반하여 시추공(sea floor)
상단 주위에 산재하게 한다 해양 라이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용량의 작업선을.
이용하여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며 일일 운영비를 이하로 낮추었다고$20,000/day
보고되고 있다 (Kolle & Max, 2000).

방향성 시추 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직시추를 할 수 없거(directional drilling)
나 경제적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시추로 유정의 궤도가 수직에서 벗어나 목표심도에

도달하는 경우이다 육상시추의 경우에 산 호수 인구밀집 지역 환경적으로 민감한. , , ,
지역 등이 목표지점의 직상부에 존재하는 경우 목표지점의 직상부에서 일정거리 떨

어진 지점에서 수직시추를 시작하고 일정한 깊이에 도달하면 특정각도로 궤도를 조

절하여 시추하는 방향성 시추를 적용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한다 해상시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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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추지점에서 여러 개의 목표지점에 도달하여 시추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을 위

한 경제적 포집시스템 설치를 위해서도 방향성 시추가 사용되(gathering system)
고 있다 방향성 시추시 유정의 궤도가 수평으로까지 증가한 경우를 수평정이라 하.
며 현재의 기술로 수평거리 굴착도 가능하며 다양한 현장적용 경험을 가지10 km
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성 시추기술을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생산을 위한 시추기

법에 응용할 수 있다 해양 라이저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라이저와 연관된 모든 비.
용을 절감하면서 를 이용하면 경제적인 시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mud motor .
수직시추가 아닌 경우에 효과적인 자중전달을 위해서 유연한 호스는 사용할 수 없

고 소구경의 드릴 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석유공학분야에서는 소구경의.
파이프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큰 드럼에 감아서 사용하는 기법 (coiled tubing

이 소용량의 작업과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시추drilling) .
파이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굴진 깊이 증가에 따라 추가 파이프의 연결 없이

계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과. Coiled tubing drilling mud motor
를 연동하여 사용하면 전통적인 석유시추와 비교하여 시추비용을 현저히 절감하면

서 효과적인 시추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기법은 수직시추는 물론 방향성 시추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방향성 시추를 이용하면 주위에 안정된 지점으로부터 시추를 시.
작하므로 연약 지반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작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가

스 하이드레이트를 포함한 연약지층의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생산과정 중.
에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로 인한 지층의 교란과 불안정화도 완화

할 수 있다.
기법과 를 결합한 기법은 코어 채취를 위해Coiled tubing drilling mud motor

서도 훌륭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채취된 코어를 회수하고 보관하는 코.
어 챔버 는 반드시 그 기밀성이 우수하여 원위치에서 가스 하이드레(core chamber)
이트 성분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미고결지층 코어도.
채취할 수 있도록 설계되면 가스 하이드레이트 조성분석을 위한 성공적인 코어 채

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적인 코어의 채취와 분석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프로젝트의 경제성에도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시추와 동시에 현재의 깊이 경사 굴진율 압력 유량 등 거의 대부분의 작업, , , ,
인자들을 실시간으로 측정 가능하게 하는 기MWD (measurement while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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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시추의 매 과정과 굴착면을 모니터링 하는데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 MWD
기법은 관측되는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하고 감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사용은 작. MWD
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결과적으로 시추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의 경우 자연적인 해리로 인한 생산량. ,
이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므로 시추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문제점은 개발 프로젝트 전체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해양시추에서는 기술과 더불어 수중에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MWD

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해수면 시추선ROV (remote operating vehicle) .
이나 작업선에서 운전되며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 수심에 큰 영향 없이 사용된

다 는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 시추정 상단과 해저면 상태에 대하여 직접적인. ROV
관찰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추 작업과 연관된 일반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시추.
공 상단이나 지층에 존재하는 균열을 따라 분출되는 가스의 감시와 감지에 매우 적

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시추공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추가 끝나면 바로 케이싱을

설치하는 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케이싱을 시추 파이프와(casing while drilling) .
같이 연결하여 굴진이 진행되어 굴착심도가 깊어지면 케이싱도 비례하여 하강시키

게 된다 원하는 목표심도에 도달하게 되면 시추액 대신 약간의 지연제를 첨가한.
시멘트를 순환시켜 케이싱이 지층에 단단히 고정되도록 한다 시추와 동시에 케이.
싱을 설치하면 전체적인 시추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시추공의 불완전성이나 함몰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부분의 석유 및 가스 유전의 경우에는 막대한 개발비용으로 인하여 그와 상

응하는 생산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의 경우에는 비교.
적 그 생산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시추의 비용을 감소시킬. ,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구경의 시추공 또는 을 사용(slim-hole micro-hole)
하는 것이다 시추공의 직경이 감소하면 유효굴착 면적과 부피가 감소하여 굴진율.
을 증가시킬 수 있고 생성되는 암편의 양이 적어져서 이들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절감하고 부수되는 환경영향을 저감시킬 수 있다 소구경 시추공을 위한 장비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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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감소하므로 일일 운영비가 감소하게 되어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
소구경 시추공을 사용하는 경우 시추공이 불안정하여 붕괴되거나 반응성 지층이 팽

창하는 경우 시추장비가 시추공 내에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성공적인 시추를 위해서는 고착현상을 방지뿐만 아니라 시추공의 안정성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미치는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모델

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발된 모델을 바탕으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중심인.
자를 파악하고 현장자료와의 조율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모델은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되어 현장에서 사용하기 편.
리하여야 하며 또 현장에서 얻게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모델을 교

정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법5.

시추는 크게 자원의 부존을 확인하기 위한 탐사 시추와 확인된 자원을 개발하

기 위한 개발 시추로 나눌 수 있다 탐사 시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부존이.
확인되면 매장량을 평가하게 되고 평가된 매장량을 이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통해

개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개발이 결정되면 개발계획에 따라 생산을 위한 시추공.
을 추가로 굴착하게 되고 기존에 굴착한 탐사정도 생산정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시추공의 안정성이 잘 유지되면 가스 하이드레이

트의 생산에는 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은 기술적인 문.
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추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생산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되는 전과정

을 동안 시추공의 안정성을 유지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해리되는 것을

생산정을 통하여 생산하고 여러 유정에서 생산된 가스를 취합하여 생산 파이프라인

을 통해 생산하게 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는 경제성을 비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스 하이드레.
이트의 생산량은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초래하는 다양한

증진회수법을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를 촉진하며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법에 대한 연구



- 103 -

가 필요하다.
생산을 촉진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유정을 처리하는 기술이 있다 전통적으로.

가스 저류층의 경우 유속 을 크게 하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flow velocity)
류층에 인위적인 파쇄대 를 만들어 준다 파쇄대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수(fracture) .
압을 가하는 수압파쇄법 과 유정 주위의 이물질 제거와 작은(hydraulic fracturing)
파쇄대 생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처리파쇄법 이 있다 파쇄대는 유(acid fracturing) .
체의 빠른 유동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저류층 내부에 한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인위적으로 생성한 파쇄대가 저류층 외부로 전파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강한 지층이

저류층 상하부에 존재하여야 수압파쇄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가스 하이.
드레이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내의 심도에 존재하고 인위적으로 파쇄대를600m
생성시킬 경우 그 파쇄대가 연약한 미고결 지층을 따라 해저면까지 전파될 가능성

이 많다 산처리파쇄법 같은 작은 규모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 내에 파쇄대를.
생성하는 기법이 개발되면 적은 비용으로도 생산을 촉진하고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다.
인위적인 파쇄대 형성이 어려우면 경제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방향성 시추나,

수평시추를 통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층과 유정과의 접촉면적을 넓혀 가스 하

이드레이트의 자연적인 해리를 촉진하고 유효 생산면적을 증가시켜 생산량을 촉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향성 시추를 통하여 여러 개의 유정에서 생산되는 가.
스를 하나의 취합시스템으로 모아 생산하므로 생산과 수송비용을 저감하여 경제성

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에너지원으로 대규모로 개발한 경험은 국내외적으로 아

직 없는 상황에서 그 구체적 생산법을 하나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시추와 생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그 구체적 적용은 다를 수 있

지만 성공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필요하다, .
가 전체 매장량을 정확히 평가하는 기법.
나 유정완결 의 조건에 따른 생산 시나리오 분석. (well completion)
다 생산조건에 따라 해리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양 예측.
라 해리된 가스의 생산에 따른 지층의 변화 모델링.
마 다양한 증진회수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실험 및 모델링.
바 다수의 취합시스템 적용의 가능성과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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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발된 모델을 현장 자료와 지속적으로 연동하여 교정하는 모델링 기법의 개.
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와 생산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6.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파이프를 통하여 가스.
를 수송할 때 발생하는 하이드레이트의 특성 규명과 생성 억제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하이드레이트의 특성 중 생성과 해리 조건 그리고 평형에 대한 연구는.
관내와 다공질 매질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당한 수준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석유 가스의 생산량과 에너지자원의 확보를/

통한 안보의 확보라는 개념 하에서 년도 후반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에너, 1990
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를 중심으로 정부 기업 대학이 연계된 연구를DOE - -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년에 상업적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을 그 목표로2015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를 기조로 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인. MH21 project
생산을 위한 연구와 평가 시추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축적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매장량 평가

와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상업적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지층의 시추와 생산은 전통적인 석유공학분야 기술을.
활용하면서 목적에 맞는 새로운 장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
술적 우위를 가진 나라는 장비의 임대와 판매 기술사용에 대한 기술료 장비의 운, ,
영 및 전문 인력의 보유 등 모든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내외로 지속되고 있는 고유, $55/bbl
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석유와 가스를 대체할 가능성을 가진 가스 하이드레,
이트의 개발을 위한 연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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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와 생산의 용어 및 주요 고려 사항7.

가 해양시추의 기본원리.
대구경의 파이프인 라이저 를 이용하여 해수면의 시추선과(1) (marine riser)
해저면의 유정상단과 연결

주입된 시추액은 암편과 함께 라이저를 통하여 해수면 시추선으로 회수(2)
나 최근 년간 해양시추기술의 급격한 발전. 10

새로운 기술의 개발(1) : Casing While drilling, Underbalanced drilling,
등Multilateral, Dual gradient drilling, Expandable tubular

새로운 장비의 개발(2)
다 수심 까지 탐사시추 성공 세계기록. 3 km (10,011 ft) ( )
라 수심에 따라 시추방법과 시추선이 결정.

수심 이내의 천해에서는 같이 장비가 해(1) 200m jackup, barge, platform
저면에 닿아 고정된 상태에 시추작업

수심 이상이면 이나 같이 시추선이 부(2) 500m semi-submersible drillship
유된 상태에서 시추작업

수심이 증가할수록 시추선의 용량증가 시추액의 부피증가 관련 장비의(3) , ,
복잡성 및 관리의 어려움으로 시추비용의 현저한 증가.

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시추의 특성.
탐사 코어 채취 생산을 위해 시추(1) ,
국내 예정지는 대부분 수심 내외(2) 1,000 - 1,500m
순수 시추심도 대개 내외 최대 내외 천부에 존재(3) 600m ( 1,000m ):
해저면이 대부분 미고결층(4) (unconsolidated formation)
가 시추 굴진율 은 증가( ) (rate of penetration, ROP)
나 지층의 불안정성으로 설치 장비의 이동 및 손실( )
다 시추공의 불안정성 및 붕괴( )
라 케이싱 및 시멘팅의 어려움( )
마 압력 조절 유정제어 의 어려움( ) ( )
바 기타 비상시 대처의 어려움( )
코어 채취를 위한 시추의 어려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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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어의 미고결성( )
나 코어 채취로 인한 온도 압력 조건 변화에 따른 하이드레이트의 해( )
리

마 전통적인 해양시추법을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와 개발을 위한 시추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

장비의 복잡성과 과도한 일일 운영비 수심 의 경우(1) ( 1,000m $100,000
일-150,000/ )

심해와 이상 시추를 위한 대규모 용량(2) 10,000 ft (3 km)
안전을 고려한 과도한 압력조절 장치 유정제어 장치 해저 등(3) ( ): BOP
시추선의 위치선정 정밀성(4)
모든 장비의 설치는 비교적 안전한 해저면을 필요로 함(5)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량이 비교적 적어 고비용 장비와 시설의 사용(6) ,
한계

바 가스 하이드레이트층 시추를 위한 시추법.
새로운 장비의 개발(1)
가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장비 개발( ) :

예 일본 미국 경우* : MH21 Project, DOE Project
* Hose drilling system with a mud motor
* Coiled tubing drilling system with a mud motor
바닷물을 그대로 시추액으로 사용하고 라이저 없이 사용*
(Riserless drilling)

내외 하나의 시추공 굴착비용* 500m :
미국의 경우 내외- : $30,000
국내의 경우 장비의 구입 이동 비용과 사용에 대한 기술료 추- ,
가

공급자가 제한적인 점도 고려-
나 코어 채취를 위해서는 동일한 장비에 코어 채취용 장비와 비트를( )
이용

코어 챔버의 기밀성 유지*
다 소구경 시추공을 시추하여 비용 절감 암편 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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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비와 첨단 석유시추기술의 결합(2)
가 방향성 및 수평시추의 적용 현재 수평 이상도 가능( ) ( 10 km )

안전한 지역으로부터 방향성 시추*
하이드레이트층의 교란을 최소화*

나 기법을 실시간 굴착전면 모니( ) MWD (measurement while drilling)
터링

다 기법을 이용한 시추공 안정성 향상( ) Casing while drilling
라 을 이용한 해양에서 위치 선정( )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마 을 이용한 해저면 및 시추공 실시( ) ROV (remote operating vehicle)
간 모니터링

바 이와 같은 경우 모두 추가 비용 소요( )
장비의 구매 수송을 위한 비용* ,
필요시 전문인력 자문비*
장비의 운영비*

생산을 위한 시추(3)
가 탐사를 위한 시추와 동일한 원리로 시추( )
나 생산 준비를 위한 유정의 완결( ) (completion)
다 생산시설( ) : well head, gathering line, transport line, etc
라 전체 매장량과 일일 생산량에 따라 결정( )
마 가스 하이드레이트 지층 생산 시스템이 연계된 모델의 개발( ) / /
바 개발된 모델의 지속적( ) update &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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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동해 울릉분지 남부해역에 분포하는 가스 하이드5
레이트층의 특성

서 론1.
가스 하이드레이트 는 메탄분자가 물분자에 의해 포획되어 형성(gas hydrates)

된 고체상태의 물질로 퇴적물 내에서 얼음과 유사한 결빙 상태의 결정으로 산출된

다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첫째 청정에너지이며 거대 신자. ,
원이라는 점 예상 부존량은( 1012 m3으로 모든 화석연료를 합친 것의 약 배 둘째2 ), ,
해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의한 해저사태 등 자연발생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양과 대기에서의 메탄가스의 순환경로를 파악,
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가 밝혀진 이후 러시아가 베링해와 오호츠크해 사할

린섬 근처에서 피스톤 코아 퇴적물로부터 수 내에 존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m
를 채취하였다 (Ginsburg et al., 1993). 일본도 난카이 해곡 에서(Nankai Trough)
탄성파 탐사 자료와 코아 퇴적물을 취득하여 다량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음을 밝혔다 (Sakai et al., 1992).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국1996

내외 연구동향과 탐사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취득된 코아 및 탄성파 탐사자료,
분석 등의 다양한 지질과 지구물리 방법을 동원하여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을 발견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키고 있다 한국 대수심 해. “
역의 지구적 해저 환경연구 한상준 외 동해분지의 해양환경변화와 지구조” ( , 1997), “
진화 연구 한상준 외 및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유해수 외” ( , 1998) “ ” ( ,

사업 등을 통하여 동해 대륙붕 대륙사면 그리고 대양저에서 획득한 심부 탄2001) ,
성파 자료와 피스톤 코아 시료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을 확12 m
인하였다 탄성파 기록에서 로 추정되는(Huh et al., 1997, 2000, 2001, 2002). BSR
강한 반사기록을 찾아 속도분석으로 확인하였으며 유해수 외 또한 대륙사( , 2001),
면에서의 퇴적물 이동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표층으로 방출된 메탄가스에 의

한 사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였다 허식 외 그리고 코아 시료에서 가(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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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이동한 천부가스에 의한 가스맥 의 발견과 코아(gas vein)
퇴적물의 팽창 등을 관측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하

여 년 이래로 포항 남동쪽으로 약 떨어진 해역에서 지구물리 탐사를1998 200 km
수행하고 있다 류병재 외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출연 연 이나 대학을 중심( , 1998). ( )
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물성규명 탐사법 개발 생산 기술개발 기후 온난화 모, , ,
델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

다고 할 수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해되지 않고 지하에 안정된 상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온도 압력 조건 고온 저압 이 필요하므로 부존 여부- ( - ) (Dillon et al., 1995),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평형조건 및 안정영역에 대한 규명이 필수적이다 울릉분지.
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잠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측정된 해저 수온은 0-1 ,℃
지온구배율은 해양퇴적물의 평균 열수지는 로서 다른 분3.7-3.9 /100m, 2.35 HFU℃
지보다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지보다 심도가 깊어서 압력조건이 온도조건을 보상해 평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류병재 외 코아 퇴적물에서 측정된 평균 유기탄소 함량은( , 1998).
로 충분히 메탄을 산출할 수 있는 분량이다2-3% .
본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분포와

특성 등을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작용과 관련되어 있.
으리라 추정되는 퇴적환경 등을 밝혀 추후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 탐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자료2.

동해 해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부존 가능성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종합연구선 온누리호로 해저면 탐사 해저지층 탐사 다중빔 음향측심 탐사 및 심부, ,
탄성파 탐사 등의 지구물리 자료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탐사자료를 이용하여 주변.
의 퇴적층과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의 물성 차에 의해 나타나는 음향 및 탄성파 특

성을 감지하여 부존 가능성과 매장량 등을 추정할 수 있다.
동해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에서 제 기 동안의 해수면 변동 사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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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등의 퇴적기작과 천부 가스층의 특성 등을 밝히고자 배럴 길이 의 피스12 m
톤 코아러를 사용하였다 각 시추 퇴적물들은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자료에 의해.
해석된 천부가스 부존지역에서 채취되었다 시추 퇴적물들은 울릉분지의 남부 하부.
대륙사면의 수심 사이에서 채취되었으며 해저면으로부터 깊이1,500-2,100 m , 860
에서 까지의 퇴적물들을 획득하였다 각 시추 퇴적물들은 현장에서 밀봉cm 1,100 cm .

된 후에 실험실로 운반되었으며 퇴적학적 특성 규명을 위하여 실험실에서 양면으,
로 절개한 후에 색상 입도 연 선 사진 조성광물과 주요 원소를 분석하였다, , X- , .

울릉분지 남부에 분포하는 대규모 천부 가스층의 특징3.

가스함유 퇴적층에서는 탄성파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파

의 에너지 약화와 속도의 감소가 일어난다 그 결과 반사층의 연속성이 불량.
하거나 투명한 음향 혼탁상 이 나타나(chaotic) (reflection free) (acoustic turbidity)

게 된다 해양퇴적물에서 발견되는 가스는 수소 이산화탄소. , (CO2 질소 암모니아), , ,
유화수소 (H2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가장 중요한 성분은 메탄가스S) , (CH4 이다)

이러한 메탄가스는 주로 유기물의 생물학적인 분해(Shubel, 1974). (microbial
에 의해 생성된다 생물기원의 메탄가스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degradation) .

과정인 이산화탄소의 환원 또는 발효 과정을 통하여 생(reduction) (fermentation)
성되며 대부분이 천부지층에 분포한다, (Rice and Claypool, 1981; Dillon et al.,

이러한 천부가스는 퇴적물내의 전단응력 을 약화시켜 각종1995). (shear strength)
해저구조물의 침하현상이나 해저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심해의 천부 퇴.
적층에 부존된 메탄가스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Bouriak and Akhmetjabov, 1998; Long et al., 1998).
고해상 탄성파 탐사 자료에 의하면 동해 울릉분지 남부에는 대규모 천부 가스

층이 수심 의 해저면 하부 에 부존되어 있다 이 퇴적층에서는 음향1,900 m 5-15 m .
이상 들이 흔히 관찰되는데 이는 퇴적층내의 가스에 의한 것으(acoustic anomaly) ,
로 해석된다 연구지역에서 가스함유 퇴적층에 나타나는 반사면 형태는 음향 공백.
상 음향 혼탁상 그리고 포크마크 등이 있다(acoustic void), (pock mark) (Ivanov
et al., 1998; Veerayya et al., 1998; Woodside et al., 1998).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의 음향 공백상은 층리가 잘 발달된 퇴적층내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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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층의 연속성이 불량하게 나타나거나 에너지가 모두 반사되어 투명한(chaotic),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반사형태는 음향 혼탁지역에서 가스가 팽창하여 연약한.
지역의 상부 퇴적층을 뚫고 이동한 고농도 메탄가스의 집적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

다 음향 공백상 주변에는 약간 반구형이거나 위로 둥근 형태의 둔덕 모양. (mound)
을 가진 해저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가스의 상승에 의한 팽창으로 생성되었다 가스, .
함유층에서 관찰되는 음향 혼탁상은 반사 흡수 산란 등에 의한 파의 에너지 약화, ,
에 의해서 반사특성 이 검고 길게 확산되어 나타난다(echo character) (prolonged) .
해저면이 원형으로 움푹하게 파인 형태의 포크마크는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에서

다수 확인되었으며 한상준 외 유해수 외 이것은 해저면으로의( , 1996, 1997; , 2001),
가스 분출에 의해서 형성된다 음향 공백상이 해저면 근처까지 발달된 지역은 퇴적.
층내에 존재하는 가스의 압력이 높아질 때 가스가 퇴적층을 뚫고 해저면까지 이동,
한다 이때 퇴적층내의 가스가 해저면으로 방출되면서 주변 퇴적층과의 밀도차이에.
의한 함몰로 포크마크가 형성되며 일부 해역에서는 가스버블 이 나타, (gas bubble)
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우에도 온도와 압력조건이 조금만 변하면 해리가 진.
행되며 해리된 가스에 의해 해저면에 포크마크가 형성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형성되어 부존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음향이상의 존재는 간접적으로 가스 하

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성을 지시한다.
플라이스토세 동안의 기후 변동과 관련된 해수면의 변화에 기인(Pleistocene)

한 대규모 사태 가 다수의 대륙사면 예를 들어 알래스카 연해 노르웨이 아(slide) ( , , ,
프리카 등 에서 발생했다) (Shipley et al., 1979; Bouriak and Akhmetjabov, 1998).
가스 하이드레이트 지지층의 하부는 해수면 하강시에 퇴적물내에서의 한계 압력이

감소된다 이때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지지층의 하부를 따라 해리되어 유리가스가.
형성되고 공극 압력이 올라간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는 상부 퇴적물의 지지.
력을 감소시켜 대규모의 사면 붕괴 미끄럼사태 함몰사태 등 를 일으키는 요인중의( , )
하나로 작용한다 동해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에서도 사면 붕괴가 관찰되며 이들. ,
퇴적물들은 대부분이 저해수면 시기에 공급되었음이 밝혀졌다 (Chun et al., 1997).
동해 울릉분지의 남동쪽 하부 대륙사면에서 채취된 시추 퇴적물에서는 가스팽창으

로 야기된 균열 조직 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수평방향의 균열들은 퇴적(gas crack) .
물 채취 직후에 밀봉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층으로부터 깊이 이하 구간에서350 cm
부피팽창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선 분석 자료상에서는 엽리질 니, X- (lamin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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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가스가 수평으로 흘러 들어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시추 코아mud) .
시료에서 가스를 포집하여 가스함량 성분 탄소 동위원소 및 유기 지화학 분석을, ,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이영주 외 메탄이 주를 이루며 에탄 프로판 부탄( , 1999), , , ,
핵산 등이 검출되었다 또한 육상 유기물 유입이 우세했으며 열기원 가스가 우세하. ,
고 일부는 생물기원 가스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해양환경 및 기후변화 측.
면에서 동해 해역에 존재하는 대규모 천부 가스층의 성인 분석을 통하여 이를 배태

시킨 해양 분지의 퇴적변화를 연구하고 고환경을 재구성 할 수 있다 현재 동해 울, .
릉분지의 퇴적양상과 해저지형을 연관시켜 볼 때 천부가스 부존지역은 암설류

가 우세하고 해저지형이 완만하게 변한다 반면에 천부가스가 없는 지(debris flow) .
역은 저탁암 이 우세하고 급경사의 해저지형을 가져 하부의 가스 하이드(turbidite)
레이트가 저해수면 동안에 방출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탄성파 단면도에 나타난 의 특징4. BSR

년에 심해시추 과정 중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부존된 지역에서 음향학적1971
특징인 해저면 모방 반사면 을 발견하였는데(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s)

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찾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탄성(Stoll et al., 1971), .
파 단면도 상의 은 평형조건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해저면과 평행하게 발달된BSR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속도는 보통 해저퇴적물 속도보다 배 정도로 크기 때문. 2
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해저 퇴적물과 혼합되어 있는 곳에서는(Prensky, 1995),
속도가 높게 나타나 강한 진폭을 보인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층 하부에 있는 지층이.
단순히 물로 포화된 퇴적층인 경우에 속도가 훨씬 낮게 되므로 반사계수의 부호는,
음이 되어 뚜렷한 속도역전 현상을 보이는 위상반전이 일어난다 또한 을 경계. BSR
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 내부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퇴적층의 공극을 채움에 따

라 퇴적층 사이의 반사계수가 작아져 반사 이벤트가 거의 보이지 않는 진폭 공백

현상도 나타난다(amplitude blanking) .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해역은 쇄설성 퇴적암으로 이루어진 신생대

퇴적분지로서 음향이상이 발견된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을 택하여 수행되었다 부.
존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퇴적층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층 사이의 물리적 특

성 차이로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는 위상이 반대인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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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폭의 이벤트가 해저면과 평행한 반사면으로 나타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은 수.
심 약 에서 의 깊이에 위치하며 최상부에는 천부가스가 존재한2,100 m 200 m BSR
다 탄성파 자료의 층서 해석에 의하면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은 홀로세.

와 플라이스토세 사이의 저탁류 퇴적층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Holocene) .
나 현재 탄성파자료의 측선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부존된

위치 매장량 및 부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

결론 및 토의5.

동해 울릉분지 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천부 가스층은 수심 의 해저면1,900 m
하부 에 부존하며 피스톤 코아러로 직접 채취했다 취득한 시추 코아5-15 m , 12 m .
시료에서 가스팽창으로 야기된 균열 조직을 발견하였다 고해상 천부 탄성파자료에.
나타나는 음향이상으로서 천부 가스층에 의한 음향 혼탁상은 암설류나 층리가 발달

한 반사면 하부에 검고 길게 확산된 반사특성을 가진다 음향 공백상은 주로 배개.
형으로 나타나며 천부가스의 상승에 의한 팽창의 결과로 해석된다 해저면이 원형, .
으로 움푹하게 파인 형태의 포크마크는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에서 다수 확인되었

으며 이것은 해저면으로 천부가스 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분출되어 생성되었으,
리라 사료된다 이와 같이 울릉분지 남부 대륙사면에서는 주기적인 제 기 해수면. 4
변화로써 야기된 해침과 해퇴의 영향을 받아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이 해리되어 사

면사태에 의한 퇴적물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진폭BSR,

공백 위상 반전 및 트랩된 유리가스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
층은 수심 정도에서 해저면하 약 의 깊이에 위치하며 상부에는2,100 m 200 m BSR
대규모 천부가스가 존재한다 탄성파 자료 해석에 의하면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
이트층은 홀로세와 플라이스토세 사이의 저탁류 퇴적층내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울릉분지 남부 해역에서 관찰되는 가스함유 퇴적물 음향이상 등은, , BSR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부존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울릉분지 남부 사면에 분포하.
는 광범위한 천부가스의 확인을 토대로 체계적인 해양 지질 및 지구물리조사를 실

시하여 천부가스의 성질과 기원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특성 분포 배태조건( , ,
매장량 등 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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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기술 및 해양환경변화6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위탁사업 제안서

1.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기술 및 해양환경변화 대응기술 개발

가 제안배경.
가스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 혹은 메탄 수화물 는 천연 가스(1) ( )
가 얼음 속에 포획되어 나타나는 고체 물질로 온도 압력 조건 변화시 분·
해되어 가스로 분출된다 전세계 추정 매장량은 약 조 톤으로서 석유와. 10
천연가스에 포함된 메탄 매장량의 약 배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청정 에25 .
너지원으로서 주목 받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로서 우리나라 동해의 수심

약 이상 심해저 지역에 수백 의 두께로 넓게 존재한다1,000 m m .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첫째 청정에너지이며 거(2) ,
대 신자원이라는 점 둘째 해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에 의한 해저,
사태 등 자연발생적인 재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해양과 대기에서의 메탄가스의 순환경로를 파악하여 지구온난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과정에서 이용되는 기술들은 국방을 위한(3)
음파탐지기 개발이나 극한환경 수십 수백 기압 에서 이용가능한 내구성( )～
탐사장비의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 파급효과가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정책의 일환으로(4)
한반도 주변 해역에 부존되어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이 필요하

다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 선진국 몇 개 나라만이 보유한 시. Deep-Tow
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는 수심 이상의 심해 해저면. Deep-Tow 1,000 m
근사접근 예인방식으로 탐사가 가능하여 정밀 집중탐사 에(site survey)
가장 효과적인 장비이다 또한 천부가스 상태 및 성분 조사는 한국해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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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만 보유하고 있는 온누리호의 피스톤 코아 장비로 시추에 필요12 m
한 기본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며 등을 사용하여 메, Deep Sea Camera
탄가스 분출 주변해역의 해양 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다 해양을 종합적으.
로 연구하는 해양 연 에서는 고체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로 막( )
대한 양의 천연가스 분출로 인한 시추공의 훼손이나 지층의 붕괴에 따른

해저 사면사태 등의 시추 위험성 등에 대비한 해저지질 재해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에 따른 해양(Seafloor Geo-hazard Information)
변화를 예측하여 사전에 해양재해를 방지할 수 있다.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의 선진국은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라 미래(1) , , ,
의 청정에너지원으로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 개발을 위해 년 이상10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자국 해역내의 부존량을 파악하고 새로운 탐사기

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빈국도 청정.
에너지원으로써 고밀도대용량의 비재래형 해저자원인 가스 하이드레이․
트가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은 신에너지 자원으로서 그 존재 여부에 연구가(2)
집중되어 있지만 해저구조물 설치 및 해저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유,
발하고 해양 및 대기에 메탄가스를 방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촉진시킨다, .
따라서 해저에서 분출된 메탄가스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인

해양환경 측면에서 다루어야 함으로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 해양구조 조, ,
선 해양물리 해양생물 해양화학 해양공학 등 해양 연 각 부서의 장점, , , , ( )
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해양연구원은 년대 후반부터(3) 1990 “BASAPE (1994~1996)”,

및 연구사업을 꾸준히 수행하면“MECBES (1997~2001)” “EEZ (1997~ )”
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이후 대륙사면에서 가,
스 하이드레이트 부존가능 퇴적물을 직접 채취하여 분석하였으며 현재

탐사전문가 및 탐사장비의 대부분이 확보되어 자체 가스 하이드레이트층

탐사가 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해양에 부존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활용에 필요한 생산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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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해양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
시추 생산 운송의 전 단계에 걸친 포괄적인 해양공학 기술의 동시 개발, ,
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년부터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수행(5) 2001
중이므로 기존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실현성 있는 향

후 년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이용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면 선진10
국 수준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국내외 기술개발 및 상용화 현황.
선진국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는 정부의 조직적인 지원하에(1)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출연연이나 대학을 중심,
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물성규명 탐사법 개발 생산 기술개발 기후, , ,
온난화 모델의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이루지고는 있으나 아

직은 기초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추진사례(2)
가 미국( )

년부터 년까지 약 년간 만 를 투입하여 알래스- 1982 1992 10 800 US$
카 전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 세계 자원 매Kuparuk ,
장량 평가 생산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용화를 목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및- 「
개발전략 발표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 및(1998)」 「
개발 법안 통과 등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수행 중(1999)」
이다.
주관기관인 에너지성 화석 에너지실을 중심으로 미국지질조사소- ,
미국광물관리국 해군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심해굴착계획 미국, , , ,
천연가스공급협회 가스연구소 아메리카 석유연구소가 주축으로,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년까지 해양 및 동토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메탄을 상업- 2015

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년에 만1999 500 US$,
년부터 년간 만 의 예산이 투입 중이다2000 5 4,750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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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
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일본석유공사 일본총합조사소와- 1995 , 10

개의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자,
국 해역의 개 지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하였고12
자국 년 사용량 시추기술 검토 및 기술개발을 수행중이다( 100 ) .
년 통상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석유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스- 1995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을 위해 일본 석유공단 의 국내(JNOC) 『
외 석유 천연가스 기초조사 제 차 개년 계획 안에 가스 하이8 5 』
드레이트 자원조사 연구를 하도록 위탁하여 국내외의 관계기관

과의 협력으로 약 년간 약 만 투입하여 기술개발을5 5,000 US$
수행하고 있다.
통상산업성 산하의 일본 공업기술원에서는 년부터 뉴선샤인- 1997 “

계획의 선도 연구 테마로서 가스 하이드레(New Sunshine) ” 『
이트의 자원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을 수행중이다.』
년 캐나다 맥켄지델타 호 에 대한 시추 실시- 1998 Mallik L-38 well

를 비롯하여 년에는 일본 시코쿠 남쪽 난카이 트로프에서2000
시험시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년 캐나다 멕켄지, 2002
델타 육상 하이드레이트전에 대해 산출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년 상업생산 목표로 주체의 단계 프로젝트에 착수하- 2016 NEDO 2

였다 일본주변 해역의 매장량은 조. 6 m3으로 일본 천연가스 년

간 소비량 억540 m3의 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100 .
조선 주 등에서는 를 대신하는 새로운 천연 가스Mitsui ( ) LNG

운송 및 저장 방법으로 천연가스 Hydrate (NGH: Natural Gas
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을Hydrate) LNG

대체하는 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NGH .
다 러시아( )

러시아의 메소야키아 가스전에서 감압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레이트-
를 해리시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라 노르웨이( )
년 북해의 천연가스 생산과 수송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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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 및 효율적인 방지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년, 1996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에서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천연가스 수

송 및 저장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다.
마 영국( )

년 중반 가스회사인 가 자체기술로 가스 하이드- 1997 , British Gas
레이트를 하루 톤 생산할 수 있는 인공 하이드레이트 생산 파1
일럿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바 캐나다 인도 중국 대만 등도 국가차원에서 주관하여 가스 하이드( ) , , ,
레이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기술협력 강화로 기술이전에 노력하

고 있다.
국내 추진사례(2)
가 년부터 국책연구소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 하이드레이트에 관( ) 1995
한 초보단계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정부 및 한국가스공사,
의 지원 하에 국내 동해지역의 하이드레이트 탐사사업을 수행되고

있다.
나 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기( ) 1996 "
초 조사연구 를 년부터 년까지 년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1997 1999 3 "
부존 가능성 규명을 위한 기초탐사 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동해"
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다 한국가스공사가 신에너지 선점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하( ) ․
에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 동해안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
역물리탐사 및 관련 기초연구 개발 단계 을 수행 중(1 2000 2004)”～
이다 한국가스공사 억원 정부 지원금 억원 등 총 억원의 예. 15 , 11 26
산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학계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지고 있다.
탐사 분야는 동해의 울릉 분지를 개 구역으로 구분한 광역탐사를5
통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부존 유망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BSR .

라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 1997
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과 탐사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EEZ
해양자원조사에서 취득된 코아 및 탄성파 탐사자료 분석 등의 다양

한 지질 및 지구물리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해역에서 가스E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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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 자원을 발견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시

키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동해 울릉분지와 독도 주변해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그림 은 동해 울릉. 43, 44
분지에서 획득된 코아 자료와 탄성파탐사 단면도로서 가스 하이드레

이트 층으로 추정되는 이 수심 퇴적층 깊이 에BSR 2,050 m, 200 m
위치하고 있으며 상부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해리된, BSR
많은 양의 메탄가스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관련 연구로서 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사업인( ) 2005 CO2의 해양격리
에 관한 연구가 한국해양연구원 주도로 수행될 계획이다 국내 일부.
대학에서 CO2 천연가스 등의 가스 화에 대한 기초적인 연, Hydrate
구가 수행 중이다.

바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해양공학수조와 선형예인( )
수조 등 실험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기관고유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심

해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성능평가 시험기법과 신 선형개발

연구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해왔으며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 개, “
발 사업 과 심해무인잠수정 개발 사업 등의 수행을 통하여 심해” “ ”
라이저 거동 해석기법 심해작업 장비기술 등의 관련 기초기술을 개,
발하였다 한편 심해고압 시뮬레이터인 고압챔버 실험설비의 설계. , /
제작을 추진 중으로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원천기반 연구시설이 구

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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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피스톤 코아.
시추 자료에 나타난

천부가스 증거

그림 44 동해 울릉분지 탄성파 탐사 단.
면도의 아래 화살표BSR ( )

라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부존 현황과 특성 파악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나 해양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제적 개발을 위한 생산기술의 확보( )
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배출에 기인한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변화( )
추적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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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및 범위(2)
가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

단계1
(2005-2008)

단계2
(2009-2011)

단계3
(2012-2014)

사업목표

정밀탐사를 통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

파악 및 생산기술

기반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상태와 특성

파악 매장량 평가,
및 생산기술 실용화

가스 시험생산( )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추적대응 및․
상업 생산 시스템

확립

나 단계 개년 사업이 종료되면 연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개( ) 1 4
발생산에 필요한 단계 연구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때 검층기술2 . ,․
심부 굴착 기술 시험 굴착 채취를 위한 압력식 채취기 개발 생산, , ,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한다 굴착 시험생산 및 경제성 평가의 단계. , 3
사업으로 전환되면 정부출연연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 ,
원 공공기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민간기업 등이 참여), ( , )
하는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광구를 확보하고 상업적인 생산을 수

행함과 동시에 개발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를 추

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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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계 사업내용 및 범위- 1

단 계 사업 내용 및 범위

단계1
(2005 2008)～

정밀탐사를 통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 파악 및

생산기술 기반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지역 파악․
조사지역 선정 및 개략정밀 현장탐사- ․
탐사자료의 취득처리 및 해석- ․
음향학적 원격탐사기법으로 탐사 지역의 해저지형- ,
해저영상 및 지질구조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해저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 퇴적물의 시료 채취 및 물성 조사-
채취된 메탄 함유 퇴적물의 퇴적상 분석 공극가스 및- ,
공극수의 지화학 분석

가스 하이드레이트 함유 퇴적층의 지화학적 특성 조사- ,
성인 및 조성 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 거동특성 연구․
고압탱크 설비 활용 실험실 구축-
저류층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특성화 기술 국제공동- ( )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시뮬레이터 개발․
시추 생산공내 다상 유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 )多相

회수가스 액화 및 적하역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다갱정 생산플랫폼 거동해석 모델 개발- ( )坑井

시추 생산 운송 통합 다상유동 시뮬레이터 개발- → →
다상유동과 구조물 거동간의 통합시뮬레이터 개발-
생산 플랫폼 시스템 위치제어 시스템 개발-

시추 및 생산 시스템 최적설계 연구․
생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추 생산 안정화 기술 개발- /
시추정 안정화 장치 개발 선진기술 도입- ( )
해상플랫폼 및 라이저 구조 최적설계-
해상 가스액화플랜트 최적설계-
심해 시추기술 개발-

전용운반선 기술 연구․
액화가스 슬러싱 해석 및 설계하중 추정 기술-
전용운반선 설계 최적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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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계 사업내용 및 범위- 2

단 계 사업 내용 및 범위

단계2
(2009 2011)～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상태와 특성 파악 매장량 평가 및,
생산기술 실용화 가스 시험생산( )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상태 파악 및 매장량 평가․
지구물리 다중채널 지열류량 등- (Deep Tow Sonar, Chirp, , )
탐사를 통한 산출형태 조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인 분포 및 잠재 매장량 평가- ,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성모델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잠재자원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채취기술 개발-
시추위치 선정-

매장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조사․
이산화탄소의 해양 대기간 순환량 해수중 일차생산에 의한- - ,
흡수량 및 해저로의 제거량 등을 측정하여 해수로의

배출상황 관측기술 확보

위성의 해색영상 의 처리판독에 의한 광역해역- (OSMI) ․
일차생산량 변동 관측기술 확보

메탄가스 부존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종 및 서식-
환경 조사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에 따른 시추공의 훼손이나 지층의-
붕괴 등의 위험성 산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시험생산․
가스 시험생산 시스템 설계 제작-
시험 생산정 시추-
저류층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가스 시험 생산-

CO․ 2 해양격리와의 연계 방안 도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해공간의- CO2 격리공간 활용 방안

전용운반선 최적 설계․
해상 적하역 장치기술 개발-
전용운반선의 최적형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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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단계 사업내용 및 범위- 3

단 계 사업 내용 및 범위

단계3
(2012 2014)～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 추적대응 및 상업 생산 시스템․
확립

개발시 해양환경변화 추적 및 해저지질 재해정보 (Seafloor․
시스템 구축Geo-hazard Information)

대륙붕과 대륙사면에서의 가스함유 퇴적물의 안정성에 대한-
지질공학적 특성 파악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의한- 대륙 주변부 해저면 안정성 조사 및

안정성 완화기술 개발

지구규모의 탄소순환과 기후변동에 대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역할을 정량화

가스 하이드레이트 배출에 기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지구환경 변화 규명

극한 환경의 내구성 탐사장비 개발 및 운용기술 확보․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업생산 경제성 평가․
시추 및 생산 플랫폼 시스템 건조․
전용운반선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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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시스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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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성과내용-

단 계 성과 내용

단계1
(2005 2008)～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자료 취득 자료처리 및 해석기법,․
개발

종합적인 해저면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가스 하이드레이트 물리화학적 거동 특성 규명 국제공동( )․ ․
시추 및 생산 최적시스템 도출․
전용운반선 최적설계 도출․

단계2
(2009 2011)～

가스 하이드레이트 특성 규명 기술 및 매장량 평가기술 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자원분포도 작성․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련된 환경기술 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시험 생산 시추위치선정( )․
전용운반선 적하역 최적설계 도출․

단계3
(2012 2014)～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완화기술 개발․
해양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순환 메커니즘 규명․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의한 해저면 안정성 완화 기술 및․
현장적용 기술 개발

해양환경변화 추적대응을 위한 해저지질재해 정보시스템․ ․
구축

극한 환경의 내구성 탐사장비 개발 및 운용기술 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업생산 경제성 평가․
시추 및 생산 플랫폼 시스템 건조․
전용운반선 건조․

마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년 소비 분량 이상의 에너지 자원 약 억 톤의(1) 30 ( 6
천연가스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현 세계 위의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2) 1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플랫폼 기술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향후 년 이, 10
내에 연 억불 이상 규모로 성장하게 될 해양구조물 시장에서의 세계100
위 제품 점유율을 확보한다1 .
국제기후환경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3) CO2 해양격리와의 효과적인

연계성이 확립될 경우 고에너지 소비 기간산업의 생산 효율성의 대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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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따른 사회 간접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이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

으로 작용할 것이다.
극한 환경 수십 수백기압 의 내구성 탐사장비 개발 및 운용기술의 확보(4) ( - )
로 저비용 고효율의 종합적인 해양탐사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개발된 기

술의 민간기업 이전과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등에 활용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정책 및 경제성 분석2.

가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선진국의 연구동향 및 정책을 분석하여 국( )
내 개발의 방향 제시 및 전략수립

나 관련 국내법 정비방안 수립( )
다 선진국의 기술개발 정도 및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한 경제모형 구축( )
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연차별 목표(2)
가 차년도( ) 1

관련 국가의 개발정책을 분석-
관련 국내법 검토-
최적의 개발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 평가 모형 구상-

나 차년도( ) 2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선진국의 연구동향 및 정책분석을 바탕으-
로 국내 정책방향 수립

관련 국내법 정비방안 수립-
최적 개발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평가 모형 구축-

다 차년도( ) 3
최적 개발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평가 모형 적용-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로 인한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
기술개발 우선순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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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국별 국제 협력을 위한 전략방안 도출-

나 연구개발 필요성.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재래형 석유 천연가스에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에(1) ·
너지 자원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석유 천연가스는 매장지역이 특정. ,
국가에 편재된 면이 있어 이것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계획은 순국산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업적인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미국 등 선진국은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 년 상업적 생산을 목(2) 2015
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

사업뿐 아니라 생산과 이용기술에 대한 연구사업을 병행하여 미래 에너

지 자원의 확보가 필요함.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기초물성의 해명이 진전되지 않은 점 회수시 기술(3) ,
적인 난점이 많이 있다는 점 경제적인 채산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
유로 회수법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임.
현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생성 분해 특성이나 제어방법 혼상 유동지역(4) · ,
에서의 동적 거동 등의 기초물성 자원량평가 지질구조 환경 안전대책, , , · ,
생산 시뮬레이타 등의 개발에 관한 기술정보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실용화 개발방식에 대한 고찰을 실시해 최적 개발시스템의 개발개념 모

형과 경제성평가 모형을 구축하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발시 필요한 국가간의 협력체계 수립을 선진국가의 개발정책을(5)
분석하고 국내의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개발 관련 국내법 정비방안 수립 필요(6)

다 주요 연구내용 분야. /
차년도(1) 1
가 관련 국가의 개발정책을 분석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와( ) :
관련 문헌을 수집

나 관련 국내법 검토( )
다 최적의 개발시스템 모형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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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스템을 크게 아래와 같이 개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의- 3
기술 방법 검토:
메탄가스 채취법* : ① 감압법, ② 온수순환법,坑井内 ③ 열수

압입법

해상생산시설* : ① Platform, ② 시스템,係留 ③ 상부구조물, ④
해저 생산 시스템Subsea Production System ( )

수송 저장시스템* · (NGH System): ① 수송시스템, ② NGH
System

라( ) 경제성 평가를 위한 최적 생산수송 저장방식에 대한 개발개념 검토· ·
차년도(2) 2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선진국의 연구동향 및 정책분석을 바탕으( )
로 국내 정책방향 수립 국내 개발기술분야 연구자들 혹은 전문가: ( )
과의 토론을 통해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나 관련 국내법 정비방안 수립( )
다 최적 개발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평가 모형 구축 델파이기법과( ) : 定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개발시스템을 구축한 후 경제성평가 모式化

형간의 연계를 구축

차년도(3) 3
가 최적 개발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평가 모형 적용 부존량 연간 최적( ) : ,
회수량 등을 고려하여 구축된 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평가모형에 실

질 자료를 입력하여 경제성 분석 미시적 접근 실시( )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로 인한 경제성 파급효과 분석( ) : I/O model
을 이용하여 산업전후방효과 및 고용효과 등을 분석 거시적 접근( )

다 기술개발 우선순위설정 국가의 전략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개발( ) :
우선순위는 기법을 적용하여 도출AHP

라 관련국별 국제 협력을 위한 전략방안 도출 를 이용하( ) : game theory
여 국가의 정책전략 수립

라 응용분야 및 기대효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최적 개발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평가 모형 구축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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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책결정자에게 개발타당성의 여부 미시적 접근 를 제시( )
가스 하이드레이트개발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직 간접 파급효과를(2) •
분석하여 거시적 정책방향의 틀을 제공

개발사업이 구체화될시 투자자금의 효과적인 지출근거로 활용(3)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및 연구결과를 이용하여(4) Ocean Sequestration of
혹은 심해저광물 예 개발모형과CO2 ( : Cobalt-Rich Manganese Crusts)

함께 을 구축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hybrid model
관련국별 국제 협력을 위한 전략방안 도출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 기대(5)

마 과제수행에 필요한 주요 요소기술.
최적 개발시스템 모형 구축을 위해 적용(1) Delphi Method
거시적 분석을 위한 적용(2) I/O model
기술개발의 우선 순위을 위한 기법 적용(3) AHP

바 연구개발 기간 및 소요 연구비.
구분 차년도1 차년도2 차년도3

내용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의 연구결과와 관련 문

헌을 수집하여 각 국가

의 개발정책을 분석

관련 국내법 검토-
최적의 개발시스템 모-
형 구상

경제성 평가를 위한 최-
적 생산 수송 저장방식· ·
에 대한 개발개념 검토

선진국의 연구동향-
및 정책분석을 바탕

으로 국내 정책방향

수립

관련국내법 정비방안-
수립

최적 개발시스템 모-
형 및 경제성평가 모

형 구축

최적 개발시스템 모형-
및 경제성평가 모형

적용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
발로 인한 경제성 파

급효과 분석

기술개발 우선순위설-
정

관련국별 국제 협력을-
위한 전략방안

사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의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1) Holder et al. (1984),
일본에서는 등에 의한 연구가 존재하지만 시스(2003), (2003) ,河田 鈴木

템구성이나 개발 스케줄 등에 있어 기술적 요소 설정이 충분하다고 말하

기 어렵고 감각상각비 등의 경제적 요소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되, , 制税
지 않아 정밀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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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의 기존 비용 시산에 있어(2) FieldPlan,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상세한 비용 자료는 기업비Questor, DeepTool

밀로 공표되어 있지 않으며 공표되어 있더라도 프로젝트 전체비용만이,
공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임 더욱이 발표내용을 분석해 보면 해상생산.
시설의 비용만을 보더라도 가동지역이나 개발되는 시기 등에 의해 비용

산출방법이 틀리고 같은 규모의 이라도 시스템 내 설비에 따라Platform
비용의 차가 큼.
이와 같이 종래의 경제성 평가는 자원의 존재하는 장소나 사용하는 장(3)
소 실시시기 등이 틀리면 결과의 상호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수정할 필요,
가 있었지만 본 연구는 석유정제나 파나마막스 선적 등 비교적 보편성,船

이 있는 구조물의 가격을 지표로 삼아 공간적 시간적 차이를 넘어서 경제·
성평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모형개발을 목표를 함.

아 문제점 및 대책.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실내실험 수준에 머물고(1)
있으며 국가 안보 및 국가간 이해상충 관계로 인하여 기술개발정도나 경,
제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발표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석.
유 천연가스 생산 망간단괴 채광시스템의 스케일 실험 등 기· , Pilot Plant ,
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
를 이용한다면 가스 하이드레이트개발의 경제성 평가가 가능함.
이미 실용화된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굴삭 생산(2) · ·大水深

의 데이터 등이나 회수법과 같이 탄층으로부터 메탄을CoalBed Methane
분리 회수하는 기술 해양격리의 가스농축 해저수송방법 등의 비용분· , CO2 ·
석 자료를 입수 분석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시스템에 필요한 설비•
와 그 제조비용 운반비용 등에 적용한 후 종합적 경제성평가를 실시함, .
대량의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해서는 국내외 연구기관의 선행연구결과를(3)
분석하고 기관간의 협렵체제가 필요함 정보수집 장소로서는 일본석유천.
연가스 금속광물자원기구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캐나다의 해양과학연구소· , , ,

에너지연구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직접방문에 의한 기술 완Alberta .
성도의 체크와 경제성 지배요인에 대한 토론이 중요하며 비용 분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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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산출방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비용산출방법의 하나로서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봄 즉 수집된 비(4) ,定式化

용 내용들을 라는 별로 또한 시스템FPS, FPSO Concept , Platform, Subsea ,
수송이라는 시스템 별로 분류해 각 요소의 비용 계산을 실시하고 마지막

으로 전체의 프로젝트 비용을 정식화해서 반복된 비교 분석에 의한 최종·
을 도출하는 수법을 이용하고자 함.試算額

해저지층의 음향 퇴적상 분석3.

가. 제안배경
(1) 동해 대륙사면과 분지에는 해저 가스에 의해 변형된 해저지형 및 지질

구조 즉 가스분출구 해저면 팽창구조 단층, (pockmark), (dome), (fault),
음향차폐 등이 다수 확인됨(acoustic masking) .

(2) 이들 구조들은 퇴적물내의 가스가 함유되어 해저지층을 부풀리거나 해

저면으로 분출하면서 생긴 구조들임.
(3) 가스관련 퇴적구조들의 분포지역 범위 규모 그리고 정확한 위치파악을, ,
통해 가스 집중지역을 확인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존재 가능성 지역을

파악.
(4) 특히 가스 분출 구조의 정확한 크기와 위치를 확인 및 선정하여 직접적

인 시료 채취 자료 제공.

나 연구개발 목표.
(1) 최종목표

가( ) 동해 울릉분지의 가스관련 음향 퇴적상 분포와 발달특성을 분석하

여 가스 존재여부 및 정확한 가스 집중 분포지역을 확인함.
연구개발 목표(2)
가 음향학적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집중탐사 지( )
역의 해저지형과 지질구조를 음향영상으로 매핑처리 (Sonar Image

한다Mapping Proces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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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외의 대표적인 심해저 음향영상자료의 활용실례(1)
가 일본 동경만의 해저통신케이블 단절 원인확보를 위한 탐사( )
나 부존확인을 위한 걸 프만 북해 탐사( ) Gas Hydrate - ,
다 쯔나미 및 해저지진에 의한 해저면 변형규모 확인을 위한 탐사( )
라 초대형 침몰선 호 잔해확인을 위한 해저면 탐사( ) Titanic
마 태평양 및 대서양 의 지각생성 및 열개 확인탐사( ) Ocean Ridge

(2) 국내 추진사례
가( ) 동해남부 대륙사면지역에서 해저 가스와 관련된 구조들인 해저면

모방 이상반사층 음향 이상 퇴적상 사면 붕괴 구조 등을 확(BSR), ,
인한 바 있음 최동림 등( , 2001).

그림 46. 동해 남부 울릉분지의 대륙사면에서 확인된 가스 관련

음향퇴적상 구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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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1)
가 해저면 지형지질의 차원 음향영상 매핑( ) 3․
나 다중빔 음향측심에 의한 해저지형( )
다 심해에인식 소나시스템에 의한 해저영상( )
라 고해상 지층탐사에 의한 해저지질구조( )
마 음향원격탐사 결과물의 매핑처리에 의한 해저지질재해정보 상세도( )
작성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7)

광역탐사를 통해 가스 관

련 음향 특성지역 확인

기존 발표 분석-
고해상 탄성파 탐사 및 분석- Chirp
천해 탄성파 탐사를 실시 및 분석-

단계2
(2008-2010)

가스관련 음향퇴적상

발달 지역의 정밀탐사 및

정확한 구조 특성 확인

고해상 탄성파 탐사 및 분석- Chirp
해저면 영상탐사 및 분석-

를 이용한 실제 발달 구조 확인- ROV
단계3

(2011-2013)
가스 분출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 양상 파악

가스분출과 관련된 해저지형 변화과-
정 분석

마 추진전략 및 방법.
차원 해저지형을 매핑한다 그림(1) 3 ( 47).
해저면의 기복과 분포물성에 따른 후방산란 반사음향을 해저면 음향영(2)
상으로 모자이크 매핑한다 그림( 48).
차원 해저지형과 후방산란 해저영상을 흉합한다 해저지형에서 관찰할(3) 3 .

수 없는 지질분포는 오히려 해저영상 반사강도 에서 뚜(back-scattering)
렷하게 구분된다 그림( 49).
해저퇴적구조를 측선단면으로 제시하고 광역적 지질구조를 매핑한다 그(4) (
림 50).
해저지형 해저영상 및 지질구조를 결합하여 종합적인 해저면지리정보(5) ,
매핑결과물 도면 및 자료 로 제시한다( D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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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탐사장비는 온누리호에 고정장착 되어 있는 다중빔 음향측심기(6)
와 고해상 중천해 지층탐사기(SeaBeam 2000) (High Resolution Chirp

를 이용하며 해저면 음향영상 매핑처리는 우Sonar Sub-Bottom Profiler) ,
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 심해예인식 소나시5000m (Deep-Tow)
스템 을 이용한다 그림(SIS-3000) ( 51).
음향탐사의 기록은 해저에 가까울수록 해상도가 증가한다 다중빔 음향(7) .
측심은 선박부착형 운영장비이지만 는 해저면 근사접근 예인, Deep-Tow
방식이므로 집중탐사 에 효과적이다 그림(site survey) ( 52, 53).

그림 47 차원 해저지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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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해저면 음향영상 모자이크.

그림 49 해저지형과 후방산란 해저영상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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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해저퇴적구조 측선단면.

그림 51 해양 연 이 보유하고 있는. ( )
시스템SIS-3000

그림 52. 시TAMU (Scripps)
스템의 해저영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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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지역의 지층탐사 지질TAMU-10
단면구조

바 기대효과.
해양선진국 몇 개 나라에 국한된 시스템 보유국으로서 해양(1) Deep-Tow ,
탐사 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세계해양산업에 참여기술력 확보

는 해저면에 근접예인하는 방식으로 음향영상을 매핑처리(2) Deep-Tow ․
하므로 연근해와 유사한 고해상의 해저지질 미세정보를 제공,

사 향후 연구성과 활용방안.
고체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 분출로(1)
인한 시추공의 훼손이나 지층의 붕괴 등의 향후 시험 평가 시추 위험성( )
에 대비한 해저지질 재해정보 로 활용(Seafloor Geo-hazard Information)
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지를 위한 고해상 탄성파 탐사기술 개발4.

가 제안배경.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부상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경제적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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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탐사방법 적용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일반적으로 해저면하 약 이내의 천부에( ) 500 m
존재하며 얇은 층서가 발달되고 입자가 작은 점토질 층 내에 존재하

므로 이 깊이까지 해상도가 높은 탄성파 탐사방법의 개발이 필요하

다 하지만 기존의 에어건을 이용한 탐사방법의 경우 신호의 주파수.
특성상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정확히 탐지할 만한 해상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깊이.
까지를 대상으로 분해능이 높은 탄성파 탐사법이 필요하다.

경제 산업적 측면(2) ,
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자원의 국내개발( )
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

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의 추진사례(1)
가 탄성파 탐사법과 탐사자료의 처리방법을 개선하여 가스 하이드레이( )
트의 부존을 확인한다.

국내 추진사례(1)
가 동해 연안의 한국대지내에 있는 분지에서 나타나는( ) BSR

에 대해 탄성파 탐사자료의 특수처리(Bottom-Simulating Reflector)
를 수행하여 이것이 의 경계부에서 발생하는 반사신opal-A/opal-CT
호임을 구명하였다 (Lee et al., 2003).

라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사를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
탄성파 탐사시스템 개발

사업내용 및 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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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7)

고해상 탄성파

탐사방법 구축

스파커를 음원으로 사용하는 탄성파 탐사*
법 개발

탄성파 자료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탐지하는 자료처리방법 개발

단계2
(2008-2010)

한국 해역의

실제 탐사

년간 약 의 탐사를 수행* 1000 line-km
탐사지역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존재 파악*

단계3
(2011-2013)

개발을 위한

정밀탐사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에 대한 정밀*
탐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상태와 부존량*
구명

마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
추진전략(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탐지에 적합한 고주파수 음원 활용( )
나 탄성파자료로부터 직접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를 지시하는 처리( )
기술 개발

다 실제탐사를 통한 검증 및 개선( )
추진체계 및 방법(2)

고해상 탄성파탐사 장비

구축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자료처리기술개발

스파커파원 이용

동해의 대륙사면과

울릉분지에서

고해상 탄성파 탐사

탄성파자료로부터

지하의 반사계수와

음향임피던스 추출 방법

개발

층서해석 주파수특성 분석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부존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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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대효과 산업에의 파급효과 중심. ( )
기술적 측면(1)
가 한국의 내에서 개발가능한 가스 하이드레이트층의 정확한 탐사( ) EEZ

사 연구결과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

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5
고해상 탄성파 탐사방법

구축
0.5 경제적 실용적 그리고 효율적, ,

인 탐사시스템 구축여부

탄성파자료 처리기술개발 0.5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를 직

접 지시하는 여부

가스함유퇴적물의 물성 및 퇴적학적 특성 연구5.

가 제안배경.
동해해역에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개(1)
발에 따른 가스함유퇴적물의 물성 및 퇴적학적 특성을 분석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가스함유퇴적물의 특성을사전에 채취(1) ․
분석함으로서 최종목표인 자원개발에 따른 사전환경평가 위험요소 분석,
및 자원활용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다 연구내용.
의 시추퇴적물 채취분석하고 수십 길이의 시추퇴적물 채(1) 12-16 m , m․

취시스템 구축하여 가스함유퇴적층에 대한 고해상의 퇴적물 특성 분석

가스함유퇴적물의 특성 퇴적구조 밀도 전단강도 음파속도 등 을 분석(2) ( , , , )
하고 동해전반에 대한 가스함유퇴적물의 특성에 대한 자료를 구축,
가스함유퇴적물의 해저면 안정성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가스 하이드레(3)
이트 자원개발에 따른 해저면 붕괴에 대한 사전위험요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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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연구내용만을 개략적으로 작성하였으며 참여인원 및 예산 등은 차후 사(1)
업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작성 예정임

메탄가스 방출지역의 해양환경과 연계된 환경지시자 연구6.

가 제안배경.
메탄 가스가 해저면에 방출되는 지역은 자연적인 해저와 비교하여 상대(1)
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으로 보여지며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 서식하는 생

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스 방출 지역의 퇴적물 특성과 연.
계된 환경지시자 미생물 저서성 유공충 대형저서동물 를 파악하고 향후( , , )
장기적인 변화 파악의 기준으로 삼고자 함.
메탄은 해양의 혐기성환경에 서식하는 메탄생성균 에 의해(2) (methanogen)
형성되는 물질로서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 가스임.
메탄가스가 방출되는 환경은 일반 해양환경과는 달리 메탄가스를 에너(3)
지원으로 사용하는 특수한 미생물 군들이 분포함.
따라서 메탄가스의 생산과 이동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탄가스가(4) ,
방출되는 퇴적물의 미생물 군집 및 조성 분석이 필요함.

나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의 추진사례(1)
가 선진국에서는 오염지역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인( )
자 조사에 의하여 그 지역의 기준선 을 수립하고 이를 기(baseline) ,
초로 하여 다양한 연안환경 악화요소에 반응하는 추적자를 연속적으

로 모니터링하여 연안환경을 평가 관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
나 독일 막스 플랑크 해양미생물 연구소에서는 메탄 와 미생물( ) hydrate
에 의해 순환되는 경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과제( : methane
in gas hydrate bearing sediment-turnover rat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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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organisms)

다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 해저에서 자연 방출되는 메탄가스가 존재하는 지역은 자연적인 오

염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지역이다 따라서 이 해역의.
특징적인 환경인자 및 생물 종들을 데이타 베이스화하여 기준선

을 설정하고 환경인자들과 상호연관관계에 따른 환경지시(baseline) ,
자들을 찾아내어 이 지역을 연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함으로

서 환경변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종

목표를 둔다.
사업내용 및 범위(2)
가( )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7)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유망 지역의

퇴적물 환경인자

및 환경지시자

파악

가스 방출 지역과 주변 자연적인 지역-
의 퇴적물 특성 파악

대상 해역에 서식하는 메탄산화 미생-
물 저서성 유공충 대형저서동물의 종, ,
조성 파악

두 지역의 생물상 비교 및 장기적인 모-
니터링을 위한 환경지시자 제시

단계2
(2008-2010)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험 생산 해역의

환경지시자

모니터링 및

저서생태계 모델

연구

단계에서 제시된 환경지시자 모니터링- 1
환경 지시자의 서식 조건 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지역의 전반적-
인 저서생물 구조 파악

단계3
(2011-2013)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해역에

해양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지시자 정보

구축

단계에서 검증된 환경 지시자 정보- 1,2
제공

환경지시자 특성과 물리 화학적 연구-
결과와 종합적인 연구

가스 생산 지역의 환경변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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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평가7.

가 제안배경.
동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과 생산에 앞서 시추해역에서의 해양(1)
환경 영향평가는 해양환경 보호와 변화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필수적임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을 할 경우 상당한 양의 가스가 시추공 또(2)
는 주변 퇴적물로부터 해수 중으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됨

시추공을 통해 방출되는 가스는 주로 메탄가스로 예상되며 메탄가스가(3) ,
해수 중으로 방출되면 일부는 해수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고 일부는

해수를 통과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됨.
메탄가스가 해수 중에서 산화될 경우 해수의 화학조성이 어떻게 변화할(4) ,
것인지를 조사하여 해양환경변화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부정적 변화을 최

소화하여야 함

또한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중요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에 대(5) ,
기로 방출되는 메탄가스 양을 정확히 파악하여야함

메탄가스 이외에도 시추개발에 의해 시추공 주변 퇴적물로부터 다량의(6)
부유물질이 발생하여 주변해역을 혼탁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시추공 주변 퇴적물로부터 영양염과 금속원소들이 해수로 유출될(7) ,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이 정량적으로 얼마나 해수 중으로 유출되고 해양, ,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를 파악함으로써( )
해양생태계의 부정적 변화 및 해양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

수적임

나 온실가스인 메탄가스 방출량을 파악함으로써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 )
추개발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해 필수적임

경제 산업적 측면(2) ,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적 생산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해양환경( )



- 144 -

파괴에 따른 손실을 파악함으로써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자원으로써

개발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사회 문화적 측면(3) ,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와 해양생태계 변( )
화 정도를 이해함으로써 국민이나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되는 해양오

염 등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음

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의 추진사례(1)
가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각국에서는 년대 이후 해양에서( ) , , 1980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

음 그 결과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세계 해양에서 많은 가. , 54
스 하이드레이트를 발견하였음 특히 그림 에서 검은색 동그라미. , 54
로 표시한 것은 을 통해 실제 가스 하Ocean Driill Porgram (ODP)
이드레이트를 시추한 지역을 표시하였음.

나 외국에서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에 앞서 시추가 해양환경에( )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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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가스 하이드레이트 발견 지역.

국내 추진사례(2)
가 국내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는 지구물리탐사 위주로 수행되어( )
왔으며 시추 퇴적물 깊은 곳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직접적,
채취 경험은 부족함

나 극지연구소에서 러시아와 일본과 공동으로 오호츠크해에서 가스 하( )
이드레이트를 직접 채취한 경험이 있지만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
개발을 위한 해양환경 영향평가는 실시한바 없음

라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과 생산이 해양환경 및 지구온난화에( )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사업내용 및 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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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7)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

추해역에서 해수의 화

학적 조성 조사

해수 중 메탄가스분포 조사-
해수 총 이산화탄소 분포 조사-
영양염 분포 조사- , pH
해수 용존 금속원소 조사-

단계2
(2008-2010)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

추해역에서 해양생태

계 변화 조사

동식물 플랑크톤 종조설 변화- ․
조사

어류 저서동물 분포변화 조사- ,

단계3
(2011-2013)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

추가 지구온난화에 미

치는 영향 평가

해양에서 대기로 메탄가스 방출량-
산출

대기 해양간 이산화탄소 교환량 산- ,
출

에 의해 해양으로 제- Biological pump
거되는 대기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

출

마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
추진전략(1)
가 필수장비 확보 및 방법론의 표준화 본 연구가 연구 일정에 맞게( ) :
수행되기 위해서는 우선 필수장비의 확보와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

론의 표준화

나 목표 지향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각각 세부 연구의 목표를 최종 목( ) :
표에 맞도록 조정하고 분야간 유기적인 연계성 유지.

다 타 분야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남해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및 학계( ) : ,
등 여러 연구 분야의 전문가 미세조류 해조류 저서동물 대기과학( , , , ,
해양물리 해양지질 미생물 동물플랑크톤 해양수산 해양화학 식물, , , , , ,
플랑크톤 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연구진을 구성) .

라 각 연구 주제마다 그 특성에 맞추어 최상의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
있는 관련 기관 및 연구원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함 또한 신기술.
도입 및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원들과 적극적인 협

력을 도모할 계획.
추진체계 및 방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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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화학성분 변화:
메탄 이산화탄소, , pH,
영양염 금속원소,

해양 생태계 변화:
일차생산력 동식물, ․

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 ,
지구온난화 영향 :

메탄 이산화탄소 방출량,
증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이 해양환경 및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바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안전적으로 시추할 수 있는 근거제시( )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 파괴외 온실가스( )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제산업적 측면(2) ․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을 미래 자원으로 개발을 위한 경제성 평가 근거( )
제시

사 관련 부서 및 관련 기술분야.
해양기후환경연구본부 수온 염분 해류 이산화탄소 분석 기술(1) : , , ,
해저환경자원연구본부 영양염 금속원소 분석 기술(2) : , pH,
해양생물자원연구본부 일차생산력 동식물 플랑크톤 어류 저서생물(3) : , , ,․
남해특성연구본부 메탄가스 분석기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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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연구결과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

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5
해수 중 메탄가스 분포 조사-
해수 중 이산화탄소 분포 조사-
수온 염분 영양염 엽록소- , , , ,

금속원소 분포 조사pH, DO,

30
30
40

메탄가스 분석 여부-
이산화탄소 분석 여부-
수온 염분 영양염- , , , pH,

금속원소 분석 여부DO,

시추 퇴적물과 공극수의 지화학적 연구8.

가 제안배경.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를 통해 획득되는 퇴적물의 지화학적 특성과 공(1)
극수의 조성특성을 연구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인과 퇴적층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는 메탄 플럭스 양을 추정

퇴적물중 공극수를 채취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인을 연구한 결과(2) ,
는 매장량 추정을 위해 활용됨 예 열 기원과 생물기원 가스 하이드레이( :
트의 매장량 사이에는 차이).
퇴적층을 통해 대기로 유출되는 메탄 등의 플럭스를 밝히는 것은 향 후(3) ,
해저면의 환경보전과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본 정보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1)
가 우리나라 동해에서 미터 규모의 피스톤 코어를 시도한 경우는 있( ) 10
으나 미터 이상의 시추퇴적물을 해양학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아, 100
직 찾기 어려움.

나 이러한 매우 긴 시추 퇴적물에 대한 지화학적 연구는 우리나라 해( )
양학의 신기원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향 후 국제적인 시추연구 프로,
그램 참여 등을 위한 기초작업임.

경제 산업적 측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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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나라 동해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성 평가에 활용( )
사회 문화적 측면(3) ,
가 새로운 거대분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 고취( )

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의 추진사례(1)
가 전 세계 대양에서 연구 등을 통해 시추퇴적물의 지화( ) DSDP. ODP
학적 연구는 수없이 수행된 바 있음.

나 특히 미국 일본 인도 케나다 등에서 수행된 모든 시추연구에서( ) , , ,
퇴적물과 공극수 연구는 필수 연구항목임.

국내 추진사례(2)
가 국내에서 시추 퇴적물의 지화학적 연구를 한 사례는 아직 찾기 어( )
려움 다만 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사업 등을 통해 수십미터. YSDP
규모의 시추퇴적물 연구를 하였지만 이 연구도 퇴적학적 관점의 연,
구이었음.

나 한국해양연구원 극지연구소 등에서 수미터 규모의 시추퇴적물을( ) ,
표면 퇴적물 을 연구한 바 있으나 이 연구들 역시 주로 퇴적학적( ) ,
관점에서 연구되었을 뿐 지화학적 관점의 연구는 매우 미미함, .

라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인을 연구하여 매장량 평가에 활용( )
사업내용 및 범위(2)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6)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해

역에서 코아 시추 시료 채( )
취 분석과 지화학적 연구-
기반 구축

퇴적물중 유기물 함량과 공-
극수 중 화학적 조성 메탄(
포함 연구를 위한 시료채취)
분석방법의 체계화-
관련 연구자료 분석-

단계2
(2007-2009)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 퇴

적물의 분석 연구-
시추 퇴적물중 퇴적물과-
공극수 시료의 채취 분석-
메탄의 성인과 대기-
플럭스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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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
추진전략(1)
가 필수장비 및 시료채취 분석방법의 확립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본( ) / :
연구를 위해 단계에서 시료채취 시설을 확립 운영하고 분석을 실, 1 - ,
제 수행.

나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행되는 연구인 점을 감안하여 기존자료분석( ) ,
과 분석체계 확립 등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함.

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연구원 내외의 연구자와 긴밀히 협력 우( ) :
리나라 해양지화학 분야 전문가 여명 내외 를 총 동원하여 연구(10 )
할 수 있는 연구 추진체계 확립.

추진체계 및 방법(2)
시추 퇴적물의 지화학적 연구

퇴적물 지화학:
퇴적물중 유기물 함량과

조성 비 동위원소(C/N ), (S
등 기타 금속원소),

공극수 지화학 :
메탄 영양염 동위원소, (N, P),
(35SO42- 등), CO∑ 2 금속, ,

기타

시추퇴적물 중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성인 판별을

통한 매장량 평가자료 재공 및 대기로 방출될 수

있는 메탄 플럭스 양 산정

바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1)
미터 이상의 시추퇴적물 연구의 신기원 확립과 관련 국제연구 프로그램에-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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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는 연구기반 확보.
경제 산업적 측면(2) ,
우리나라 동해에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업성 평가에 활용-
사회 문화적 측면(3) ,
새로운 거대분야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 고취-

사 관련 부서 및 관련 기술분야.
해양기후환경연구본부 공극수중(1) : CO∑ 2 영양염 등의 분석과 해석,
해저환경자원연구본부 퇴적물중 금속 유기물 함량 등의 분석과 해석(2) : ,
남해특성연구본부 공극수 중 메탄가스 등의 분석과 해석(3) :

아 애로사항 등 기타사항.
관련 연구기반의 확립이 미비하므로 단계 피스톤 코아 연구를 통하여(1) , 1
우선적으로 연구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단계에서 시추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고 공극수를 추출하는 작업 시스(2) 1 ,

템을 구축.
시추 깊이가 미터 정도 내려가면 퇴적물 함수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3) 100
예상되므로 공극수를 추출하는 특수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자 연구결과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5

시추 퇴적물과 공극수-
의 시료채취 및 분석

기술 확립

자료의 획득 및 해석-
매장량 평가를 위한-
해석 및 메탄 플럭스

산정

40
20
20

시료채취 및 분석기술 확보 여부-
도출 자료의 적절한 해석 여부-
해석의 응용성 여부-

자 연구 분야 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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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분야 공극수 분야
시료채취 분석-

지원분야

행정지원

분야

퇴적물 구조와

입도 동위원소,
등 금속(C, S ), ,

유기물 함량과

조성 등(N/P)

용존개스 메탄( ,
H2 등 영양염S ),

(N, P),
알칼리니티, Ba,
35SO42-, CO∑ 2 등

공극수 채취장치

설계 제작- , CO2
분석과 시료

보관체계 확보,
퇴적물시료 보관

시스템 구축등

연구비 관리 및

기타 행정지원

해저 메탄가스 지역 퇴적물에 서식하는 중대형 저서생물 및 환9. ,
경변화 연구

가 제안배경.
차 세대 새로운 에너지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1)
현황 부존량 파악 및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해저 퇴적물에 서식하고 있,
는 저서생물상을 파악하고 생물상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험이 요,
구되어짐.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자원 관련 연구를 위해서는 심해 접근 및( )
연구 경험이 무척 중요하다 한국해양연구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
터 심해저 광물 자원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연구 인프라 및 기술이

많이 축적된 상태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해로의 접근 기술은 기존 선진국에 비해( )
많이 부족한 상태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에 따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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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 정밀하고 체계적인 기술이 확립될 수 있으리라 본다.
경제 산업적 측면(2) ,
가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자원의 절대 부족 국가인 우리나( ) ,
라는 에너지 자원개발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다 전 세계 추정 매장.
량 약 조 톤으로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의 배 전체 화석연료5,800 , 25 ,
의 배에 달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원 개발은 우리나라 연구진의2
힘으로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개발할 수 있다는 커다란 경제 산, ,
업적 이익이 있다.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및 생산 기술이 확보되어 에너지원으로의( )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당분간 에너지 자원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 문화적 측면(3) ,
가 에너지 빈곤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 온 우리나라는 만약 가스 하( )
이드레이트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생산 및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동해안의 가스 개발과 함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에너지자원 보유

국으로의 한 단계 달라지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의 추진사례(1)
가 일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 ) , , ,
러시아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탐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일본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 ) 1995
어오고 있으며 년 일본의 에서의 탐사정 시, 1999-2000 Nankai trough
추 성공에 이어 그 후에 실시된 탐성파 탐사를 토대로 년, 2004

개의 탐사정이 시추될 예정으로 있다30-40 .
다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 ) , , ,
행 중에 있다.

라 기존 연구를 진행 중인 선진국들에서는 주로 자원으로써의 기술 개( )
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 등 생태적,
인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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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추진사례(2)
가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자원부의 지원 하에 년부터 탐사 및 기술( ) 2000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우리나라 동해에서의 부존량 파악 및( )
일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 해양의 고압과 저온이라는 환경 하에 만들어지는 가스이기 때문에( ) ,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는 주변 퇴적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조사 및 향 후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 파악 등의 선

행적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접근은 거, ,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라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해역의 퇴적물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연구( )
나 개발 및 환경변화에 따른 저서생물 군집의 생태계 연구( )
다 우점 및 특성 개체군에 대한 개체군 동태 연구( )
사업내용 및 범위(2)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7)

주변해역의

중대형저서생물,
군집 연구

필요장비의 선별화 및 개발 기반 연구-
대상해역의 접근 및 시료 확보 기술 연구-
대상해역의 생물상 및 종조성 연구-
저서생태계의 구조파악 연구-
일반해역과의 비교연구-

단계2
(2008-2010)

중 대형,
저서생물의

모니터링 및

특정 개체군

연구

저서생물의 모니터링 연구-
우점 및 특정 개체군 연구-
대상해역의 생물상 및 종조성 연구-
저서생태계의 구조파악 연구-
특정 개체군 육상 배양 연구-
개체군 육상 배양을 통한 목적별 실험-
환경적 요인 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파악-

단계3
(2011-2013)

저서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

활용 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 특성 보유 대상 개체군-
연구

개체군 생리적 연구-
특성 보유 개체군의 산업적 활용 연구-
개체군 특성과 타 분야와의 연계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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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분야 편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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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저서생물

군집 연구

대형저서생물

군집 연구

개체군 특성 및

생리적 실험

연구

환경 연계

생물 특성

연구

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특성 연구10.
가 연구개발 목표.

최종 목표(1) :
가 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해양환경변화의( )
예측연구 및 개발 단계별 실측연구에 희한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이

상 방지 및 보존을 위한 친환경 기술 개발

단계별 목표(2)
가 단계 목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해역의 해양생( ) 1 (2005-2007) :
물학적 환경특성 이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해역의 생태계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 ( ,
톤 자치어 주요 수산자원 특성 연구, , )
부존해역의 중 대형 저서생물의 서식 특성 연구- ,

나 단계 목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환경변( ) 2 (2008-2010) :
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규명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퇴적층 교란 및 수서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생물 부유생물 및 저서생물 의 생태계 교란 조사( )
주요 수산생물에 대한 생리변화 조사-

다 단계 목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환경변( ) 3 (2011-2013) :
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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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가 부유 및 저서 생-
태계와 수산자원변동에 미치는 영향 규명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을 위한 친환경 기반기술 제공-

나 연구개발 필요성.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풍부한 매장량과 친환경성으로 인하여 차세대 에(1)
너지 자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바다 밑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가.
스 하이드레이트는 온도 압력변화에 의해 물과 가스로 쉽게 해리되어 대,
기로 방출될 수 있다 대기로 방출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주성분인 메탄.
은 대기의 온실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개. ,
발할 경우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매장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해리가

일어날 수 도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동해의 울릉분지는 생산력이(1)
매우 높고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한 천혜의 어장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시 일어날 수 있는 퇴적환경의 교란 및 수서환경변화는 해양생물의

생리 생태 생산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산자원의 변동과 직결될 수, ,
있다 개발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동을 예측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자원개발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개발해역의 해양생태계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수산자원 등 의( , , )
구조는 물론 환경변화가 주요 생물들의 생리 및 생태에 미치는 영향의

규명 및 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다 주요 연구내용 분야. /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수서환경변화가 부유생태계 및 수산자(1)
원변화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변동예측

가 개발 주변해역의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자치어 주요 수산생( ) , , ,
물 등의 군집구조 및 분포 규명

나 원격 관측을 통한 일차 생산력 변동 규명( )
다 동물플랑크톤 자치어 및 주요 수산생물의 음향산란 특성을 이용한( ) ,
수산자원의 정량적 변동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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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수산생물에 대한 생리변화 규명( )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저서환경 교란 및 퇴적환경변화가 저서(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규명 및 변동예측

가 주변해역의 중 대형저서생물 군집 특성 규명 및 변동예측( ) ,
나 저서 환경변화 모니터링을 위한 환경지표 중대형 저서생물 탐색( ) ,
다 저서 환경변화에 따른 중 대형저서생물의 생리변화 규명( ) ,

라 응용분야 및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안정적 개발을 위한 친환경 기술 확보( )
나 심해 장비 개발로 인한 선진 기술력 축적( )
다 선진 연구방법 습득으로 인한 연구 기술의 선도( )
라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예측 및 진단 모델 개발( )
마 일차생산력의 원격관측 및 수산자원의 정량 측정기술 개발( )
경제적 측면(2)
가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에 따른 수산자원의 안정적 공급( )
나 심해 연구 장비 개발 및 기술력 수출( )
다 심해 접근 기술 개발로 인한 선진 연구 방법 습득( )
라 수산자원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를 통한 민원발생 예방( )

마 과제수행에 필요한 주요 요소기술.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1)
영향을 규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가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자치어 주요 수산생물 저서동물 등을( ) , , , ,
정량적으로 채집할 수 있는 장비 및 기술

나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자치어 주요 수산생물 저서동물 등의( ) , , , ,
동정기술

다 일차생산력 및 해양생물의 생체량 측정기술( )
라 주요 수산생물 등의 채집 배양기술 생리실험 기술( ) , ,
마 동물플랑크톤 자치어 주요 수산생물의 음향산란특성 분석 기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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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외국의 추진사례(1)
가 일반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일본 중국( ) , , ,
러시아가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탐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나 일본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 ) 1995
어오고 있으며 년 일본의 에서의 탐사정 시, 1999-2000 Nankai trough
추 성공에 이어 그 후에 실시된 탐성파 탐사를 토대로 년, 2004

개의 탐사정이 시추될 예정으로 있다30-40 .
다 미국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선진국에서도 활발한 연구가 진( ) , , ,
행 중에 있다.

라 기존 연구를 진행 중인 선진국들에서는 주로 자원으로써의 기술 개( )
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화학적인 측면의 연구이,
거나 미생물 또는 저서생물에 대한 연구에 국한되고 있다, .

마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의 변화 등 부유 및 저서 생태계에 대한 연구( )
는 미흡한 상태이다.

국내 추진사례(2)
가 한국가스공사와 산업자원부의 지원 하에 년부터 탐사 및 기술( ) 2000
개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우리나라 동해에서의 부존량 파악 및( )
일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다 해양의 고압과 저온이라는 환경 하에 만들어지는 가스이기 때문에( ) ,
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해서는 주변 퇴적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 대한 조사 및 향 후 개발에 따른 환경 변화 파악 등의 선

행적 실험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접근은 거, ,
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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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1. 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해역 주변의 물리환경 조사 및 연구 (1)

가 연구개발 목표.
최종목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과 개발에 따른 환경위해도 저감을 위(1) :
한 대상해역 정밀 해수특성과 해수순환 정량화와 변동성 규명 및 예측

단계별 목표(2)
가 차년도( ) 1 (general feature & seasonal variation):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및 개발 해역에 대한 해수특성 및 순환-
계절변동 규명

나 차년도( ) 2 (mesoscale feature):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및 개발해역에 대한 해수특성 및 순환의-
계절변동 및 중규모 변동 규명

개발 대상해역 정밀 격자망 수치모델 개발-
다 차년도( ) 3 (mesoscale & interannual variability, air-sea interaction):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및 개발해역에 대한 해수특성 및 순환의-
중규모변동 연변동 규명~
해양부이를 이용한 개발해역에서의 대기 해양 경계면 플럭스 변- -
동과 해양혼합층 상호 연관성 연구

자료동화를 이용한 대상해역 차원 순환 재현- 3
라 차년도( ) 4 (vertical motion & bio-geochemical influences):

대상해역의 수평 수직 차원 순환 규명 관측자료와 오메가 방정- / 3 (
식 및 모델 이용)
대상해역에서의 중규모 수직운동에 의한 생지화학 플럭스와 생태-
계 반응 연구

인공위성에 의한 해표면 자료와 아표층 물리적 구조의 연관성 규-
명

마 차년도( ) 5 (monitoring & application):
개발해역 물리환경의 입체적 실시간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 , ( ,
인공 위성 자료 자료동화 수치모델 이용, )
개발에 필요한 물리환경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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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 종합 평가를 위한 기반정보 제공-

나 연구개발 필요성.
동해 울릉분지는 상층 심층 순환의 시공간변동이 큰 해역이며 전 층(1) ~ ,․
에 걸쳐 수십 규모의 중규모 소용돌이 활동이 왕성함km~100 km .
소용돌이 등 중규모 현상에 의해 생태 변수 및 생지화학 변수의 시공(2) ․
간분포가 결정.
동해 심층의 순환은 해수특성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흐름이 미약할 것으(3)
로 여겨졌으나 년대에 들어서 관측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 1990
지적으로 독도 인근해역의 경우 수심 인 심층에서 최대2000 m 30 cm/s
이상의 강한 심층해류가 나타남.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변화와 기후변화에의 영향 파(4)
악 및 예측을 위해서는 개발 해역에서의 정밀한 해수특성과 해수순환 파

악되어야 함.
해수유동 및 순환에 관한 정보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장비의 설치(5)
및 운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장비의 안전한 운영에 반드시 필

요함

다 주요 연구내용 분야. /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해역 전 층에 걸친 해수특성과 해류의 공간분(1)
포 및 수직운동을 포함한 차원 순환 규명3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해역 전 층에 걸친 해수특성 및 해류의 중규(2)
모 연변동규명~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해역 대기 해양 상호작용 규명(3) -
인공위성 자료 분석을 통한 대상 해역 표층 아표층 상호 연관성 규명(4) -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해역 물리환경 모니터링(5)
수치모델을 이용한 대상해역 정밀 차원 순환 재현 및 물리환경 예측(6) 3

라 응용분야 및 기대효과.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해역에 대한 해수특성과 해수순환 및 변동성에(1)



- 161 -

대한 이해와 물리환경 모니터링 및 수치모델을 이ultra-high resolution
용하여 안전한 자원 개발과 개발에 따른 생지화학 및 생태환경 변화 온,
난화 문제 등에 기반자료 제공

마 과제수행에 필요한 주요 요소기술.
해수특성 해류 등 물리환경의 공간구조(1) ,
가 와 및( ) CTD LADCP (Lowered A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이용glider
물리환경의 시간변동(2)
가 층별 유속계와 음파식 유속계 및 를 부착한( ) CT sensor

계류 이용eddy-resolving array
나 계류선을 이용한 전 층 해수특성과 해류의 시간변동 관측( ) Profiling
대기 해양 상호작용 규명(3) -
가 기상센서와 상층 해수특성 및 해류관측을 위한 해양부이 개발과 이( )
용

인공위성 자료 분석(4)
가 등 위성 자료 이용( ) SST, SSH, Quickscat, Ocean color
물리환경 모니터링(5)
가 해양부이 인공위성 자료 계류선을 이용한 대상 해역 물( ) , , profiling
리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수치모델링(6)
가 기존의 고해상도 모델 결과 미 해군 의 결과 일본( ) ( NRL HYCOM ,
구주대학교 결과 활용nowcast/forecast )

가 기법을 이용한 대상해역 정밀 차원 순환 재현( ) One-way nesting 3
및 예측시스템 개발

바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동해의 해수특성은 최근의 정밀 장비 개발 및 관측으로 과거에 알지 못(1)
하였던 심층의 특성을 알게 되었으며 한러일 공동 관측으로 동해전체에

대한 순환도 밝혀지기 시작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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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수특성관측기술 수준은 국제적으로 선진 해양국과 대등하(2)
지만 실시간으로 자료를 받는 기술은 현재 개발 운용 중에 있음

심해 유속계 계류 기술은 선진국과 대등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은(3)
현재 개발 중임

동해 수치모델 기술은 미국은 해군에서 작전용으로 예보를 하고 있으며(4)
최근에 일본에서도 예보를 할 예정으로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력 자료를

규칙적으로 자료동화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해의 특성에 맞게 모델을

더 개선하여야 함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주변의 물리환경 조사 연구12. , (2)

가 제안배경.
심해자원 개발에 따른 환경위해도 최소화를 위한 연구(1)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1)
가 중규모 소용돌이와 해류의 사행 등에 의해 다중규모의 해수순환과( )
해황변화가 심한 울릉분지 해역에서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변화 종합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물리환경 파악이 필수

나 상층 심층에 이르는 해류와 해황의 중규모 연변동 규모의 시간변동( ) ~ ~
파악과 요인 규명이 필요

경제 산업적 측면(2) ,
가 자원개발을 위한 해수유동 자료 등 제공( )

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의 추진사례 심해환경 연구(1) ( )
가 역음향추적기 차세대 해류계 계류선( ) (IES: inverted echo sounder),
에 의한 전 층별 해류분포와 수온분포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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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를 이용한 심해 전 층에 걸친 유동과 물리환( ) LADCP-CTD package
경 파악

다 심해연구 및 심해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운용( ) benthic observatory
를 이용한 전 층 해양변수 관측- Profiler
를 이용한 상층해양 조사- Glider

그림 55 미국 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해류계 계류선에 사용. WHOI
하고 있는 왼편 과 계류선 계류선의 해류계는 모두data capsule ( ) .
음파식 유속계를 사용하며 기록된 자료는 에 저장 후 조사, capsule
선이 계류해역에서 음파 신호를 보내면 만이 부상하게 된capsule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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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ward-looking LADCP

Downward-looking LADCP

CTD-Rossette package

Battery pack for LADCPs

Upward-looking LADCP

Downward-looking LADCP

CTD-Rossette package

Battery pack for LADCPs

그림 56 전 층에 걸친 해류와 물리특성 관측을.
위한 LADCP-CTD package.

그림 57 남빙양 에서. Drake Passage Antarctic
의 유속 단면 선박 장착Circumpolar Current . (a)

에 의해 관측된 의 유속 를ADCP 0~300m , (b) LADCP
이용한 전 층에 걸친 유속분포 저층에서의 유속, (c)
(Cunningham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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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에 설치 예정인Aloha Observatory
를 이용한 계류선 계류선을 이용한 연구profiler .

목적은 물리 생지화학 변수를 연속적 장기적으, ,
로 조밀하게 측정함으로써 물리적 강제력에 따

른 생지화학 반응을 이해하는데 있다 계류선은.
및winched profiler, subsurface float moored

의 부분으로 크게 나뉘며 를profiler 3 , 2 profiler
이용하여 용존산소CTD, , CDOM, Chl-a,

등을 측정한다 에Backscatter . Winched profiler
는 이 외에 와 같은 광학관radiance, irradiance
측을 병행하며, moored profiler (McLane

는 음파식 유속계Moored Profiler, MMP)
가 동시 부착된다 상층유속은(ACM) .

에 설치된 를 이용해 측subsurface float ADCP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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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에서 실험 중인. EU
지진 감시benthic observatory.

와 심해해류 및 해수특성 모니터

링을 위해 운용 중이다.

그림 60 미국 에서 운용 중인 무인 의 수중 궤적 및. WHOI glider
로부터 관측된 수온 염분 엽록소의 수직분포와glider , , T-S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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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추진사례.
로 이루어 진 심해계류선을 이용한 동해 상층 심(1) (ADCP+RCM) package -

층해류 연구

RCM

RCM

RCM

ADCP

RCM

RCM

RCM

ADCP

그림 61 한국해양연구원이.
울릉분지 해류관측을 위해

사용한 (ADCP+RCM)
계류선 상층해류package .

는 음파식 층별 유속계인

를 이용해 관측하며ADCP ,
심층해류는 유속RCM-type
계를 이용하였다.

그림 62 해류계 계류에 의해 울릉분지에서 장기 관측된 상.
층 및 심층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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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주변의 전 층에 걸친 수온 염분해류분포( ) , ,
와 중규모 연변동 규모의 시간 변동성 정량화-

사업내용 및 범위(2)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7)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

존 가능성 해역을 중

심으로 광역에 걸친

물리환경과 해류분포

개괄적 파악

를 이용한1) LADCP+CTD package
광역 hydrography
해류계 계류 에 의2) (ADCP+RCM)
한 광역 해류분포 파악

단계2
(2008-2010)

중규모 관측망을 이용

한 부존 해역 주변의

정밀 순환과 해황 파

악 및 예측기술 개발

부존해역 주변의 정밀 해황 조사1)
(LADCP+CTD)

계류선과 를2) Eddy-resolving profiler
이용한 해류 및 해황의 시간변동 집

중 조사

고해상도 수치모델 개발과 적용3)
단계3

(2011-2013)
부존 해역 주변 순환

과 해황의 모니터링

준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1)
차세대 계류선 구축( )
모델을 이용한 순환과 해황 예측2)

마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
추진전략(1)
가 해양환경 분야 다학제간 연구 체계 구축( )

바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1)
가 부존 해역 주변의 해수유동과 물리환경 자료의 제공을 통해 해양환( )
경의 종합적 평가에 활용

경제산업적 측면(2) ․
가 자원의 실질적 개발 시 해수유동은 가장 중요한 기반자료로 활용( )

사 연구결과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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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

치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5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주변의 전 층에 걸친 수온,
염분해류분포와 중규모, -
연변동 규모의 시간 변동

성 정량화

100
부존 해역 광역과 인근의

해류분포와 해수특성 분포의

시공간구조 정량화․

울릉분지의 순환과 물리환경 참고자료13. ( )

가 서론.

동해는 축소판 해양으로 불리는데 이는 동해가 크기는 작지만 대서양과 같은,
대양에서의 해수순환과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해는 대양과 유사한 순.
환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대양에 비해 해양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양의 순환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동해는 좋은 실험실이 된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해에서 장기적인 수온증가 심해의 용존산소 감,
소 열대어종의 출현을 비롯한 생태계변화 등 주목할 만한 해양환경 변화가 일어나,
고 있다 이러한 동해의 장기적인 환경변화는(Kim et al., 1999; Kang et al., 2000).
자연적인 변화 외에 지구온난화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같은 자원의 개발 등 인류,
기원에 의한 변화가 함께 표출되는 것으로 이러한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의,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동해의 해양물리적 환경특성 및 그 변동이 파악되고,
그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돼야 한다.

나 동해의 해수분포와 순환.

동해의 해저지형(1)
동해는 면적 1.01×106 km2 평균수심 최대수심 인 심해인 반면, 1,684m, 4,049 m ,

인접한 동중국해 북태평양 오호츠크해와는 수심 보다 얕은 대한해협 쓰가루, , 200m ,
해협 소야해협 타타르해협을 통해 각각 연결돼 있다 동해의 북부에는 최대수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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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일본분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부에는 야마토뱅크 혹은 대화퇴 를4,000 m ( )
중심으로 서쪽에는 수심 이하인 한국대지와 최대수심 약 인 울릉분1,500m 2,300m
지가 위치하며 동쪽에는 역시 수심 이상인 야마토분지가 위치한다 그림, 2000m (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는 으로 불리는 심해수로가63). Ulleung Interplain Gap (UIG)
나타난다 는 최대수심 약 폭은 약 로 울릉도독도 사이에서 해. UIG 2,300m, 90 km ․
저지형은 거의 대칭적인 형태를 보인다 독도와 일본 오끼섬 사이에는 오끼뱅크가.
있어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의 경계를 이루며 울릉분지 북쪽에는 수심 이, 1,500 m
하인 한국대지가 나타난다 울릉도 북동쪽에는 폭이 좁고 수심이. (~5 km) 2,000 m
이상인 울릉해구가 있어 한국대지를 양분하며 울릉도 동쪽에는 직경이 약 인, 10 km
해산이 존재한다.

그림 63. 동해의 해저지형도. 200m, 1,000m, 2,000m,
수심선을 지형도에 나타냈다3,0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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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의 수괴(2)
동해는 북위 약 근처에 나타나는 수온이 남북 방향으로 급격히 변하는 극40˚

전선을 중심으로 북쪽의 냉수역과 남쪽의 난수역으로 나눌 수 있다 동해에 분포하.
는 해수는 수심에 따라 표층수 중층수 및 심층수로 구분되며 독도 주변을 포함한, ,
극전선 남쪽의 경우 보다 얕은 수심에 분포하는 표층수는 대한해협을 통해 동200m
중국해로부터 유입되는 해수인 반면 동해를 구분하는 해협의 수심보다 깊은 수심,
에 분포하는 중층수와 심층수는 동해 내에서 형성돼 순환하는 해수이다.

그림 는 년 월 중앙에 위치한 관측점에서의 수온과 염분의 수직구64 2001 4 UIG
조를 나타낸다 표면으로부터 수심 까지 수온 이상 염분 이상인 고. 40m 11 , 34.3℃
온고염의 해수가 나타나며 이러한 고온고염의 해수는 독도 근해를 포함한 동,․ ․
해의 극전선 남쪽의 울릉분지와 야마토분지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러한 염분이 높.
은 해수는 동해에서 형성되는 해수가 아니라 열대 서태평양에서 기원해 태평양의

서측을 따라 북상하는 쿠로시오로부터 갈라진 후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외양수로서 대마난류수라 불린다 그림 주변 대륙의 강으로부터 담수 유입이( 65).
적은 봄철과 겨울철에는 표층에서 대마난류수가 발견되는 반면 담수 유입이 증가,
하는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담수에 의해 희석된 연안수가 대마난류수 상부를 덮게

돼 염분이 높은 대마난류수는 염분이 낮은 대마난류 표층수 하부에 나타난다 한국.
동해안과 일본 서해안에는 큰 강이 없고 강수에 의한 표층 해수의 저염화 정도만으

로는 여름과 가을철 동해 남부의 표층 저염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대마난,
류 표층수는 대부분 대마난류수와 함께 동중국해로부터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

입된 해수로 본다 대마난류 표층수의 기원이 되는 해수는 양자강 희석수를 포함한.
중국대륙 연안수와 황해 및 남해의 연안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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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년 월 독도 서방에 위치한 관측점에서. 2001 4
의 해표면부터 전 층에 걸친 수온 염분의 수(a) , (b)
직구조와 해표면으로부터 수심 까지의 수온(c) 500m ,
염분의 구조 및 수심 부터 해저면 사이에(d) 1,000m
서의 수온 염분의 수직구조, .

대마난류수가 나타나는 수심보다 깊은 곳으로 수온과 염분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심 약 부근에서는 수온이 이하로 떨어지며 이하 수심 약 에 이200m 1 , 2,300m℃
르기까지 두꺼운 냉수층이 분포한다 동해의 수온 이하인 해수는 동해 전체 해. 1℃
수의 약 를 차지하며 일본인 학자 우다는 이 해수를 하나의 수괴로 간주하고90%
동해고유수라 명명했다 고유수라는 명칭은 이 해수가 동해와 인접해역(Uda,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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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결하는 여러 해협의 수심보다 깊은 수심에서 나타나는 관계로 동해 외부에서

기원된 해수가 아니고 동해 자체에서 형성된 해수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동.
해 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해고유수는 년대 말까지 우다의 제안대로 하나1960
의 수괴로 간주됐으나 년부터 시작된 국제공동연구, 1993 (CREAMS: Circulation
Research of the East Asian Marginal Seas)를 통해 얻어진 정밀한 수온 염분 및,
용존산소 자료로부터 동해고유수가 개의 다른 수괴로 구분된다는 것이 밝혀졌다4
(Kim et al., 1996).

그림 에서 보다 깊은 수심에서의 염분구조를 세밀히 살펴보면 수심64d 1,000m
부터 약 까지 염분이 감소해 심해에 염분최소층이 나타나며 염분최소1,000m 1,700m ,

층 아래로는 다시 염분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은 이와 같은 염. Kim et al. (1996)
분의 정밀구조를 바탕으로 동해고유수가 수직적으로 중간수 심부증층수 심층수 및, ,
저층수로 세분화됨을 보였다.

표층의 대마난류수와 동해중간수 사이의 염분 수직구조를 보면 수심 약

에서 동해중층수로 불리는 염분최소층이 나타난100~200m (Kim and Chung, 1984)
다 그림 고온 고염의 대마난류수 하부에 분포하는 동해중층수는 염분이 낮( 64c). ,
고 용존산소량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의 수온 범위를 갖는다 동해중층수, 1.0~5.0 .℃
와 동해고유수는 모두 동해 북부 일본분지에서 형성된 후 동해 남부로 퍼진다 동.
해중층수가 주로 외해역에서 발견되는 해수를 일컫는 반면 한국 동해안에도 동해,
중층수와 유사하게 저온 저염 그리고 높은 용존산소 특성을 갖는 해수가 분포하며, ,
김과 김 이는 동해 북부 일본분지로부터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 , 1983),
수로 불린다 북한한류수는 동해 연안을 따라 대한해협까지 남하하며 대한해협의. ,
수심이 깊은 골에 분포하는 수온 이하의 해수는 대한해협저층냉수로 불린다10.0℃
(Yun et al., 2004).

동해의 해수순환과 변동성(3)

해수순환은 위에서 언급한 성질이 다른 해수의 이동을 일컬으며 해수순환은,
해양의 열과 염의 전달 해수 내 영양염 및 물질순환 퇴적물의 이동 그리고 유영, , ,
능력이 없는 해양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주므로 해수순환의 정량적인 이해는 제반,
해양현상의 이해 및 예측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동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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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해수를 수심에 따라 표층수 중층수 심층수로 구분하듯이 해수순환도 표, , ,
층 중층 및 심층순환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가 표층순환( )
그림 는 동해의 표층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동해의 표층순환65 ,

은 극전선 남쪽에서는 대마난류에 의해 그리고 극전선 북쪽의 일본분지에서는 북,
한한류와 리만해류 등 한류에 의해 지배된다 일본 규슈 서방해역에서 태평양의 대.
규모 해류인 쿠로시오로부터 분지되는 대마난류는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 내부로 고

온고염의 해수를 수송한다 대한해협을 통과한 대마난류는 동해 내에서 다시 크.․
게 개의 지류로 갈라지는데 일부는 한국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면서 동한난류2 ,
를 형성하고 일부는 일본연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흐르는 일본연안 분지를 형성한

다 일본연안 분지는 일본연안 수심 이하인 대륙붕상에 나타나며 연안분지의. 200m ,
외해역에 연안분지와 평행하게 흐르는 제 의 분지 일본외해 분지 가 나타난다3 ( ) .

극전선 남쪽 난수역에서의 상층순환이 주로 시계방향인 반면 극전선 북쪽 냉,
수역에서는 반시계방향 순환이 우세하다 동해 북부의 반시계방향 순환은 러시아와.
북한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리만해류와 북한한류가 주 해류이며 북한한류에 의해,
이동되는 동해 북부 기원의 냉수 북한한류수 는 주문진 이북해역에서는 표층부터( )
중층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묵호 이남해역에서는 동해난류와 만난 후 동한

난류수 아래로 침강해 중층수 형태를 보인다 북한한류수는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우세하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난류는 북위 부근에서 연안으로부터 떨어진37.5°
후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일부는 독도 남쪽에서 큰 사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울릉도 남부에 큰 규모의 난수성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독도 남쪽에서는 작은 규모,
의 냉수성 소용돌이가 나타난다 그림 북위 북쪽의 한국 연안에는 북한한( 66). 37.5°
류수가 나타나 동한난류와 상접해 극전선을 형성하며 일본 쪽으로는 대마난류의,
다른 분지인 일본외해 분지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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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 동해와 인접해역의 표층순환 모식도와 에. (a) (b) Naganuma (1977)
의한 동해 표층해류도 에서 는 각각 리만해류. (b) LCC, NKCC, EKWC, NB ,
북한한류 동한난류와 일본연안 분지를 나타낸다 그림에 표시되지는 않았으, .
나 일본연안 분지의 외해역에 북동향하는 일본외해 분지를 볼 수 있다.

그림 66 년 월 년 월에 걸쳐 관측된 결과. 1999 6 ~2001 6
를 이용한 울릉분지 수심 층에서의 수온분포100m .

은 각각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해수를H, L
나타낸다. 층에서의 수온분포는 해수순환과 잘100m
일치하며 그림에서 해류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수를 오른편에 두고 등온선에 평행한 방향으로 흐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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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그림 에 나타난 해수순환은 평균적인 순환형태를 보여주며 실제65 66 ,
어느 순간의 해수순환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순환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독도를 포함한 울릉분지 해역의 표층순환은 난류와 한류의 상호작용 소용돌이의,
형성과 발달 및 감쇄 대한해협을 통한 해수수송량 변동 등에 의해 시공간적으로, ․
복잡하고 다양한 변동성을 보인다 그림 은 년 월 년 월의 년에 걸쳐. 67 1999 6 ~2001 6 2
연속적으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해 년간의 상층순환 패턴을 구분한 것이다2

각각의 패턴은 약 개월간 지속되며 패턴의 변화는 패턴(Mitchell et al., 2004a). 3~5
에서 패턴 로의 변화가 약 개월에 걸쳐 일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일 사이에1 2 4 5~22
급격히 일어난다.

그림 67 년 월 년 월에 울릉분지에 나타난 상층순환 패턴과 각 패. 1999 6 ~2001 6
턴이 지속된 기간중의 층의 평균 수온분포100m . 은 각각 수온이 상대적H, L
으로 높거나 낮은 해수를 나타낸다.

패턴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관측됐으며 북한한류1 1999 6 15 1999 9 30 ,
수와 동한난류에 의한 수평적 수온구배가 강하고 동한난류의 대부분이 북향해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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릉분지를 벗어나고 일부는 동경 를 따라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며 타원형의 난131°
수성 소용돌이를 형성한다 일본연안을 따른 일본외해 분지와 함께 독도 남쪽에는.
냉수성 소용돌이가 나타나는데 냉수성 소용돌이는 일본외해 분지의 강약에 따라,
원형 외해분지가 약할 때 및 타원형 외해분지가 강할 때 을 보였다( ) ( ) .

패턴 에서 로의 변화하는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에는 울릉1 2 (1999 10 1 ~2000 2 1 )
난수성 소용돌이가 북동쪽으로 확장하면서 크기가 거의 배 이상 커져 울릉분지 북3
쪽해역을 거의 점유했다 이 기간에 독도 냉수성 소용돌이는 동서 방향으로 확대된.
난수성 소용돌이의 남쪽에 계속 머물렀다.

패턴 는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관측됐으며 년간의 평균분포와2 2000 2 2 6 10 , 2
가장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규모가 축소된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는 울릉도 남쪽에.
중심을 둔 채 독도 서방해역에 나타나며 동한난류의 사행과 함께 극전선의 골,

부분이 독도 남쪽으로 관입되는 형상을 보인다(trough) .
패턴 에서 으로의 변화과정에 동한난류 사행의 진폭이 더욱 커지면서 극전2 3

선 북쪽의 냉수가 더욱 남서쪽으로 확장해 한국 연안역 인접한 곳에 분포하는 냉수

와 합쳐지며 이러한 냉수대의 연결로 인해 동한난류의 공급이 중단된다 년, . 2000 6
월부터 월까지 약 개월간 지속된 패턴 에서는 동한난류가 나타나지 않고 울릉11 5 3
난수성 소용돌이는 규모가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울릉분지 전체가 상대적으로 저

온상을 보였다.
년 월 일 월 일에 걸친 변화기간을 거쳐 이 후 년 월 일까2000 11 6 ~11 29 2001 3 21

지 지속된 패턴 에서는 동한난류가 다시 형성돼 한국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형태를4
보이며 전체적인 형태가 평균분포 및 패턴 와 유사하다 년 월 일부터 관2 . 2001 4 16
측 종료시인 월 일까지는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가 뚜렷하지 않고 동한난류는 큰6 21
규모의 환상류 형태를 보이며 울릉도와 독도 북쪽의 극전선( , loop current) ,環狀流

이 강하게 울릉분지로 관입되는 형태를 보인다.

나 중층순환( )
극전선 남쪽에 분포하는 동해중층수는 일본분지 혹은 극전선에서 형성된 해수

로서 이동경로는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거나 외해역에서 남쪽으로 확장하며 동해안,
을 따라 남하하는 해수는 북한한류수로 불린다 그림 은 극(Cho and Kim, 1994). 68
전선 북쪽 일본분지에서 형성된 동해중층수가 극전선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지 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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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경로와 울릉도독도 사이의 를, UIG․
통해 남쪽으로 확장하는 경로 및 두 경로 사이에 위치한 한국대지 북쪽의 깊은 골

을 따라 남서향하는 경로로 구분된다 독도 주위를 포함한 울릉(Yun et al., 2004).
분지의 수심 에서 인공위성 추적 중층부이에 의해 관측된 평균순환에 의500~700m
하면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해류는 울릉분지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독도 인근해,
역을 통해 북동쪽으로 흐르고 울릉도 주위의 한국대지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시,
계방향의 중층순환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Park et al., 2004).

독도독도

그림 68 동해 북부 일본분지에서 형성 후 남쪽으로 향하.
는 동해중층수의 세 경로 흰색 화살표( ) (Yu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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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도

그림 69 중층부이에 장기 관측된 자료에 의한 수심.
의 평균 해수순환 실선 점선은 중층수의500~700m ( ).

추정 이동경로를 나타낸다 (Park et al., 2004).

다 심층순환( )
동해 북부 일본분지에서 겨울철 해표면 냉각 강한 바람 및 결빙으로 인한 염,

분증가 등으로 표층해수의 밀도가 증가하면 표층해수가 깊은 수심까지 침강한다,
예 일본분지에서 침강한 해수는 동해 남부로 유입되는데 이때( , Kim et al., 2002). ,
지형적인 속박으로 인해 보다 깊은 수심의 심층수는 특정 통로를 따라 동해1,500m
남부로 유입되며 울릉분지의 경우 울릉도독도 사이의 가 심층수의 통로가 된, UIG․
다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결과에 의하면 동해 세 개 분지에서의 심층순환은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난다 그림 울릉분지에서의 년에 걸친 연속적인 관측결과에 의( 70). 2
하면 동해안에 반시계방향의 비교적 강한 심층순환이 나타나며 분지의 동편에도, ,
세기는 약하지만 반시계방향의 순환이 나타나고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한국대지에,
는 중층순환과 유사하게 시계방향의 순환이 나타난다 에서는 울릉도 쪽으로 남. UIG
서향하는 심층해류가 나타나는 반면 독도 인근해역에는 북동향하는 심층류가 나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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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독도

(b)(a)

독도

그림 70 수치모델에 의한 동해 심층순환 관측. (a) (Hogan and Hurlburt, 2000). (b)
자료에 의한 울릉분지 심층순환 화살표는 해류의 방향과 세(Teague et al., 2004).
기를 표시하며 그림 왼편 하단의 화살표가 의 크기를 나타낸다, 2 cm/s .

울릉분지의 저층수 분포(4)
울릉분지의 수심 보다 깊은 곳에 분포하는 수온 미만의 동해고유200~300m 1℃

수는 동해북부 일본분지에서 기원하며 일본분지의 동해고유수는 동해안과 울릉도,
사이의 한국대지와 울릉도독도 사이의 를 통해 울릉분지에 도달한다 년UIG . 1996․
이래 축적된 자료를 이용해 작성한 울릉분지 바닥 근처 수온의 수평분포를 살펴보

면 그림 울릉분지에서 가장 낮은 수온은 약 이다( 71), 0.07 .℃
수심이 약 보다 깊은 울릉분지 넓은 해역에 분포하는 미만의 저층1,500m 0.1℃

수는 수심이 보다 얕은 한국대지에서 관측되지 않으며 수심이 이상1,500m 2,000m
인 와 울릉도 북동쪽 인근의 수심 이상의 울릉해구에 나타난다 수온UIG 2000 m .

이하의 해수는 수괴분석에 의하면 심층수에 해당하며 그림 이로부터 동0.1 ( 64),℃
해 북부의 일본분지에서 기원하고 울릉분지 저층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수온 0.

미만의 동해심층수는 울릉도독도 사이의 를 통해서만 울릉분지로 유입됨1 UIG℃ ․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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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동해 남서부해역 울릉분지 해저면의 수온분포 점은 관. .
측위치를 점선은 간격의 해저지형을나타내며 등온선500m , 0.1℃
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가스 하드레이트 시추생산 기반기술 개발14. ․

가 제안배경.
가스 하이드레이트 메탄 하이드레이트 혹은 메탄수화물 는 메탄가스가(1) ( )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 속에 갇혀있는 고체 물질로 온도압력염도․ ․
조건의 변화 시 분해되어 가스로 분출됨전세계 추정 매장량은 약 조. 10
톤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에 포함된 메탄 매장량의 약 배이다 또한 환25 .
경친화적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주목 받는 차세대 미래 에너지로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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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동해의 수심 약 이상 심해저 지층에 수백 의 두께로 넓1,000 m m
게 존재함.

그림 72 지구상 유기탄소의 부존 분포.

우리나라는 현재 선박 및 해양구조물 건조 시장의 점유율이 이상으(2) 40%
로 세계 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운반선 건조 시장1 , LNG
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음.
향후 전세계 해양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가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3) ,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현 세계시장 점유율 위의 국내 조선 및 해양플랜, 1
트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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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전세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부존 분포.

한국해양연구원은 년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사업으로서(4) 2005 CO2의 해양
격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인 해양공,
학수조와 선형예인수조 등을 기반으로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구조물

의 성능평가 기법과 신 선형개발 연구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해왔음 또.
한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 개발 사업 과 심해무인잠수정 개발 사, “ ” “
업 등의 수행을 통하여 심해 라이저 거동 해석기법 심해작업 장비기술” ,
등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기술 관련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음 아울.
러 심해고압 시뮬레이터인 고압챔버 실험설비의 설계 제작을 추진 중이, /
며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원천기반 연구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

나 사업추진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 분자가 저온고압에( )
서 물분자가 형성하는 다면체속에 갇혀져 샤베트 형태와 같은 고체

물질로 해저지층 퇴적물 속에 부존되어 있음.



- 184 -

그림 74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결정구조 모형.

그림 75 퇴적물 채취 샘플내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흰색 사진. ( )

나 해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의 시추는 육상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 )
추나 해저석유 시추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 다른 기술적 문제

점을 가지며 이의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이 요구됨, .
하이드레트의 안정 영역 은 탄성파- (HSZ: Hydrate Stability Zone)
탐사에서 나타나는 의 상층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
부에 존재함.
퇴적지층 내에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변화 예측모델을 통해 하-
이드레이트의 동적 거동과 퇴적토양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

써 해리되어 생성되는 메탄 가스 및 물의 퇴적지층 내에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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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로를 예측하여 최적의 시추방법과 최적의 생산정 구조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가스 생산시 지층 내 공간발생을 제어함으로써 해저지반의- ,
붕괴와 그로 인한 메탄가스의 대량유출의 위험을 철저히 배제해

야함

그림 76 가스 하이드레트 부존 지역의 및. BSR HSZ

그림 77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변화 예.

다 천연가스의 운송 효율을 높이고 적하역 시설 및 저장기지 건설 등( ) ,
에 필요한 기간설비의 투자규모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신개념의 천

연가스 운반선 설계 및 건조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해저지반 안정화를 전제로( )
하는 시추공정 생산공정 적하역 및 운송공정 생산구조물 안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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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을 총괄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통합 생산시뮬레이터가 필

수적이며 이를 위해서 각각의 단위공정 시뮬레이션 모델링 및 최적,
통합 모델링의 연구개발이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경제 산업적 측면(2) ,
가 세계의 매장량은 육지에는 수십조( ) m3 해양에는 수천조, m3으로 추

정되며 일본 주변해역의 매장량은 조, 6 m3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에 비추어 우리나라 연근해 해역에도 일부 밝혀진 매장량 이외에 본

격적인 상세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 보다 많은 량이 있을 것으로 추

정됨

가 액화가스 전용운반선의 건조시장은 다음과 같은 규모로 성장할 것( )
으로 전망됨

년2004 년2010 년2030
국내 억원 년( / ) 0 1,000 5,000
국외 억원 년( / ) 0 3,000 10,000

사회 문화적 측면(3) ,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신에너지 자원으로서 인류문명의 발전 원동력( )
으로서 그 가치가 있음

나 반면에 모험적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발은 해저구조물 설치 및( )
해저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유발하여 인류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제반연구가 필요함

다 채굴 저장 운송 자원화 등의 과정에서 대량의 가스 방출은 지구( ) , , ,
온난화를 촉진시키는 등 환경적 위협이 존재함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생산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사회적 안도

감을 제공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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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가스 생산에 따른 메탄가스 유출의 가능성.

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외국의 추진사례(1)
가 미국( )

년까지 약 년간 만 를 투입하여 알래스카- 1982 1992 10 800 US$～
전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 세계 자원 매장량Kuparuk ,

평가 생산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용화를 목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연구 및- 「
개발전략 발표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 및(‘98)」 「
개발 법안 통과 등 국가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수행 중(’99)」
임

주관기관인 에너지성 화석에너지실을 중심으로 미국지질조사소- ,
미국광물관리국 해군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심해굴착계획 미국, , , ,
천연가스공급협회 가스연구소 아메리카 석유연구소가 주축으로,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광범위한 기술 개발이 수행되고 있음

년까지 해양 및 영구동토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로부터 메탄가- 2015
스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표로 년에 만1999 500

년부터 년간 만 의 예산이 투입 중임US$, 2000 5 4,750 US$
나 일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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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정부의 주도하에 일본석유공사 일본총합조사소와- 1995 , 10
개의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반연구를 수행하여 자

국 해역의 개 지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하였고12
자국 년 사용량 시추기술 검토 및 기술개발을 수행중임( 100 )
년 통상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석유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스- 1995

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을 위해 일본 석유공단 의 국내(JNOC) 『
외 석유 천연가스 기초조사 제 차 개년 계획 안에 가스 하이8 5 』
드레이트 자원조사 연구를 하도록 위탁하여 국내외의 관계기관

과의 협력으로 약 년간 약 만 투입하여 기술개발을5 5,000 US$
수행하고 있음

통상산업성 산하의 일본 공업기술원에서는 년부터 뉴선샤인- 1997 “
계획의 선도 연구 테마로서 가스 하이드레(New Sunshine) ” 『

이트의 자원이용에 관한 기술개발 을 수행중이다.』
년 캐나다 맥켄지델타 호 에 대한 시추 실시- 1998 Mallik L-38 well

를 비롯하여 년에는 일본 시코쿠 남쪽 난카이 트로프에서2000
시험시추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년 캐나다 멕켄지, 2002
델타 육상 하이드레이트전에 대해 산출시험을 계획 중임

년 상업생산 목표로 주체의 단계 프로젝트에 착수하- 2016 NEDO 2
였다 일본주변 해역의 매장량은 조. 6 m3으로 일본 천연가스의

연간 소비량 억540 m3의 배 이상으로 추정됨 일본100 . Mitsui
조선 주 등에서는 를 대신하는 새로운 천연 가스 운송 및( ) LNG
저장 방법으로 천연가스 Hydrate (NGH: Natural Gas Hydrate)
에 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존의 선을 대체하LNG
는 선의 개발을 진행 중임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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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일본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프로그램 모식도.

한편 일본에서는- , CO2 해양격리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층으로부터

의 가스 생산에 따라 생성되는 지층 내 공간을 활용하는 일종의

하이브리드 방법의 타당성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Yamazaki
참조2004 )

다 러시아( )
러시아의 메소야키아 가스전에서 감압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레이트-
를 해리시켜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80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법 온수주입법 감압법 촉매주입법. : , ,① ② ③

라 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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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북해의 천연가스 생산과 수송에서 하이드레이트 형성에 대- 1994
한 연구 및 효율적인 방지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년, 1996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에서 하이드레이트를 이용한 천연가스 수

송 및 저장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수행 중임

마 영국( )
년 중반 가스회사인 가 자체기술로 가스 하이드- 1997 , British Gas

레이트를 하루 톤 생산할 수 있는 인공 하이드레이트 생산 파1
일럿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임.

국내 추진사례(2)
가 년부터 국책연구소 및 일부 대학에서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초( ) 1995
보단계의 연구가 착수되었고 최근에는 정부 및 한국가스공사의 지,
원 하에 국내 동해지역의 하이드레이트 탐사 사업을 수행 중임

나 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기( ) 1996 "
초 조사연구 년부터 년까지 년간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1997 1999 3 "
부존 가능성 규명을 위한 기초탐사 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동해"
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 가능성이 제시됨

다 한국가스공사가 신에너지 선점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하( ) ․
에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사업 동해안 가스 하이드레이트 광“
역물리탐사 및 관련 기초연구 개발 단계 을 수행 중(1 : 2000 2004)”～
임 한국가스공사 억원 정부 지원금 억원 등 총 억원의 예산. 15 , 11 26
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학계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지고 있음탐.
사 분야는 동해의 울릉 분지를 개 구역으로 구분한 광역탐사를 통5
하여 분포도를 작성하고 부존 유망지역을 선정할 예정임BSR .

라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는 년부터 해양수산부 주( ) 2005
관사업으로서 CO2의 해양격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보유,
하고 있는 시험시설인 해양공학수조와 선형예인수조 등을 기반으로

심해자원 개발을 위한 해양구조물의 성능평가 기법과 신 선형개발

연구 분야의 기술력을 축적해왔음 또한 심해저 광물자원 채광기술. , “
개발 사업 과 심해무인잠수정 개발 사업 등의 수행을 통하여 심해” “ ”
라이저 거동 해석기법 심해작업 장비기술 등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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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술 관련 핵심기술 연구를 수행하였음 아울러 심해고압 시뮬레. ,
이터인 고압챔버 실험설비의 설계 제작을 추진 중이며 심해자원 개/ ,
발을 위한 원천기반 연구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그림 81. CO2 해양격리 개념도

라 사업개요.
최종목표(1)
가 신 에너지원인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를 위한 시추생산운( ) ․ ․
송 기술기반 확보

사업내용 및 범위(2)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분해 특성 모델링 고압탱크 시뮬레이터 개발( )

고압탱크 시뮬레이션 실험설비 설계 제작-
저류층 공극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현상 실험연구-
다상계 상변화 모델링 연구- ( )多相係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시뮬레이터 개발( )
다갱정 생산플랫폼 시스템 통합거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시추 생산정 내 다상유동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
생산최적화 통합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다 시추 및 생산 시스템 최적설계 연구( )
생산플랫폼 시스템 안전 최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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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생산정 안정화 기술 개발- /
지반 안정화 기술 개발-

라 전용운반선 기술 개발( )
신개념 액화가스 전용운반선 설계기술 개발-
신개념 액화가스 적하역 시스템 설계기술 개발-

사업 목표 사업 내용

단계1
(2005-2007)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생산․ ․
운송 기술

기반연구

고압탱크 시뮬레이션 실험설비구축 및 기․
초실험 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 생산 공정 시뮬/․
레이션 모델링 연구

시추정 생산정 및 지반 안정화 기술 개발/․
신개념 전용운반선 개발타당성 연구 및․
최적설계기술 개발

단계2
(2008-2010)

생산기술

실용화 연구

동해 부존(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험생산)

저류층 및 생산정 내 다상유동 상변화 모․
델링 연구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 생산 공정 시뮬/․
레이터 검증 연구

시험시추 생산 및 시추정 지반 안정화 기/ /․
술 검증

신개념 전용운반선의 개념 기본설계/․

단계3
(2011-2013)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용화시스템

개발

최적생산 공정 파라메터 도출 실험연구․
최적생산 통합시뮬레이터 개발 및 최적생․
산공정 시뮬레이션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용 생산시스템 최적․
설계

신개념 전용운반선 및 운송체계 상세설계․

마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방법. ,
추진전략(1)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를 위하여 실해역 조사시험연구와( ) ① ․

실험실 연구 분야로 구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함②
실해역 조사시험연구 분야에서는 탄성파 탐사 및 시료- (2D 3D),․
채취 지화학적 특성 및 환경 조사 연구 시험시추 및 시험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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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수행함

한편 실험실 연구 분야에서는 자원부존량 평가 생산기법 연구 및- , ,
모델링 시뮬레이션 기법 개발 시추 및 생산 장비기술 개발 환- , ,
경 평가 등을 수행함

나 시추생산 기반기술 개발은 단계 에서는 실험실 연구( ) 1 (‘05 ’07) “ ”․ ～
의 형태로 단계 부터는 실해역 시험연구 의 형태로 추진, 2 (‘08 ’10) “ ”～
함

다 우리나라 상용화 개발 해역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시추생산( ) EEZ ․
및 운송 시스템의 최적설계 및 건조 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함으로

써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및 운송시스템의 국내자체 건조능력 보,
유와 전 세계 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지역적 상용화를 위한 생산

플랜트 및 전용운반선 건조 시장의 세계 위 점유율 확보를 추진함1
라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지반의 안정화 기술 개발은 국제 공동연구( )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기술의 중간진입을 추진함

마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연구로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과( )
생산에 따른 해저생성 공간을 CO2 해양격리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함

추진체계 및 방법(2)
가 실해역 조사시험연구는 탄성파 조사연구 장비가 탑재된 지구물리( ) ․
탐사선과 시추선이 투입되는 실해역 탐사 및 조사 작업이 주가 되

며 정부출연연구소와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의 주도로 대학의 전문,
연구인력의 참여 하에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학연 연구개「 ․ 」
발사업의 형태로 추진함

나 실험실 연구개발은 정부출연연구소의 주도로 대학의 전문 연구인력( )
과 생산장비기술 개발을 위한 우수업체의 참여를 포함하는 산학「
연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부 및 해양수산부의 재원을 활용」
하여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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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탱크

시뮬레이터 개발

저류층 가스 하이드레이트

특성화 연구

국제공동연구( )
심해시추기술

기술도입( )
주관 해양 연: ( )
일본: JAMSTEC

주관 해양 연: ( )
일본: AIST

주관 석유공사:
미국: USGS/ODP

최적생산공정

시뮬레이터 개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생산 운송 기반기술․ ․
확보

지반안정화 기술

국제공동연구( )
주관 해양 연: ( )
국내 자원 연: ( )

주관 해양 연: ( )
국내 산학연:

국외 기술도입 공동연구: /
주관 해양 연: ( )
국내 자원 연: ( )
일본: AIST

생산시스템

최적설계 연구

신개념 액화가스 운송기술

개발

해양격리CO2
연계방안 연구

국제공동연구( )
주관 해양 연: ( )
국내 대형조선소:

주관 해양 연: ( )
산학연․ ․

주관 해양연:
일본: AIST

바 기대효과.
기술적 측면(1)
가 친환경에너지원 개발에 의한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 )
나 해저자원의 탐사 및 채굴 시스템의 핵심기술 확보( )
경제산업적 측면(2) ․
가 미래 신 에너지원인 자원의 확보( ) Methane-hydrate
나 국내 년대 억원 년 년대 억원 년( ) : 2010 1,000 / , 2030 5,000 /
다 국외 년대 억원 년 년대 억원 년( ) : 2010 3,000 / , 2030 10,000 /

사 관련 부서 및 관련 기술분야.
해양개발시스템연구본부(1)
가 다갱정 생산플랫폼 시스템 통합거동 시뮬레이션 기술( )
나 시추 생산정 내 다상유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 /
다 생산최적화 통합시뮬레이션 모델링( )
라 생산플랫폼 시스템 안전 최적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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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압탱크 시뮬레이션 실험설비 설계제작( ) ․
해양운송시스템연구본부(2)
가 신개념 액화가스 전용운반선 설계 기술( )
나 신개념 액화가스 적하역 시스템 설계 기술( )
다 시추 생산정 내 다상유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 /
해양안전방제연구본부(3)
가 고압탱크 시뮬레이션 실험설비 설계제작( ) ․
나 저류층 공극내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현상 실험연구( )
다 다상계 상변화 모델링 연구( ) ( )多相係

라 시추 생산정 내 다상유동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 /

아 애로사항 등 기타사항.
현재 고압시뮬레이터 실험실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장비 등 국내 연(1) , ,
구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비 지

원과 국제기술협력을 통한 중간진입이 조기에 시행되어야 함

자 연구결과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년도 세부연구목표

가중

치

(%)
평가의 착안점 및 척도

2005

고압시뮬레이터 기본설계․
및 실험연구 체계 구축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시․
뮬레이터 연구개발 체계

구축

생산시스템 최적설계 수행․
체계 구축

신개념 전용선박 개발타당․
성 분석

30
30
10
30

핵심연구기반의 조기 구축의
중요성

국내외 전문 연구진에 의한
상호 유기적 연구수행 성과

최적설계를 위한 설계변수의
도출의 신뢰도

실용성 있는 신개념의 도출과
타당성 조사의 면밀성

전체
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기반

기술 개발 체계 구축
100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한 효율적

인 연구개발 체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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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4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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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4

연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연구개발목표의 달성도를 살펴보

면, 세부 연구목표를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 대형화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응전략

및 관리대책 수립방안 기획 연구로 잡아서

가 기획 연구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나 기획 내용의 보편성 독창성 및 한국해양연구원 고유 업무와의 적합성을 살펴. ,
보았는데 연구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100% .

향후 연구 성과의 활용 방안으로서

가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해수부 과기부 산자부 등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 , ,
될 예정이므로 과제 신청시 계획서로 활용한다.

나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업은 해양의 핵심 분야의 종합적인 사업이므로 추후 다.
른 정부 부처 사업이나 연구원 기본사업 등 신규 추진과제 계획서의 연구 분

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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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5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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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년 소비 분량 이상의 에너지 자원 약 억톤의 천연가30 ( 6
스 생산을 실현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기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

현 세계 위의 조선해양플랜트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가스1
하이드레이트 개발 플랫폼 기술시장을 선점함으로써 향후 년 이내에 연 억불, 10 100
이상 규모로 성장하게 될 해양구조물 시장에서의 세계 위 제품 점유율을 확보한1
다.

국제기후환경협약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CO2 해양격리와의 효과적인 연계성

이 확립될 경우 고에너지 소비 기간산업의 생산 효율성의 대폭적 향상에 따른 사,
회 간접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이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극한 환경 수십 수백기압 의 내구성 탐사장비 개발 및 운용기술의 확보로 저( - )
비용 고효율의 종합적인 해양탐사 능력을 배양함으로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기업 이

전과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등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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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기 관 부 수 배 포 기 관 부 수

필수배포기관< > 유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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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연구보고서 배포 대상기관

기 관 명 부수 소 재 지 우편번호

연구관리팀 1

문헌정보팀 1 디스켓 포함 제출

공공기술연구회 2 서울시 서초구 서초 동 외교센터 호2 1376-1 305 167-072

해양수산부 행자료실 1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가3 139 120-715

과학기술부 1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27-760

국 회 도 서 관 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1 150-703

국 립 중 앙 도 서 관 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번지60-1 137-702

정 부 기 록 보 전 소 3 서울시 종로구 창성동 번지117 110-034

광주과학기술연구원 1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번지572 506-303

군 산 대 학 교 1 전북 군산시 미룡동 산 번지 도서관68 ( ) 753-360

목 포 대 학 교 1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번지 도서관61 ( ) 534-829

부 경 대 학 교 1 부산시 남구 대연 동 번지 도서관3 599-1 ( ) 608-737

부 산 대 학 교 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번지 도서관30 ( ) 609-753

서 울 대 학 교 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번지 도서관56-1 ( ) 151-010

인 하 대 학 교 1 인천시 남구 용현동 번지 도서관253 ( ) 402-020

전 남 대 학 교 1 광주시 북구 용봉동 번지 도서관300 ( ) 500-070

제 주 대 학 교 1 제주도 제주시 아라 동 번지 도서관1 1 ( ) 690-756

충 남 대 학 교 1 대전시 유성구 궁동 번지 도서관220 ( ) 305-764

한 국해양대학교 1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번지 도서관1 ( ) 606-791

한 양 대 학 교 1 경기도 안산시 사 동 번지 도서관1 1271 ( ) 425-171

해 군 사 관 학 교 1 경남 진해시 앵곡동 사서함 도서관88-1 ( ) 645-031

국립수산진흥원 1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시량리 번지408-1 619-900

국립해양조사원 1 인천시 중구 항동 가 번지7 400-037 400-037

해 양 경 찰 청 1 인천시 중구 북성동 가 번지1 105 110-36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서울시 서초구 방배 동 수암빌딩 자료실3 1027-4 ( ) 137-851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