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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reservoir properties of coalbed methane and typical development of drilling, completion, and

stimulation methods. We optimized selection technique for development methods by consifering characteristics of

coalbed methane resercoir in the San Juan, Black Warrior and Powder River basins of United States. Finally, well-

optimized development methods for coalbed methane in the Barito Basin, Indonesia are suggested. This study may

be useful to select economical and efficient drilling, completion, and stimulation methods in coalbed methane devel-

opment especially in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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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석탄층 메탄가스(coalbed methane, CBM) 개발을 위해 저류층 특성이 잘 알려진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

층 메탄가스 개발 분지인 산 후안(San Juan), 블랙 워리어(Black Warrior), 파우더 리버(Powder River)지역의 시추

(drilling)·완결(completion)·자극(stimulation) 기법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바리토(Baritio)분지에

서 최적의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기법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저류층 특성에 따른 개발/생산기법 연계분석은 인도

네시아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시추·완결·자극 기법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주요어 : 석탄층 메탄가스, 시추, 완결, 자극, 인도네시아

1. 서 론 

석탄층 메탄가스(coalbed methane, CBM)의 개발

가능성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상업적인 개발이

착수 된 이래 미국 천연가스 생산의 약 9%를 점유

(EIA, 2012)하는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석탄층

메탄가스는 근원암이 저류암의 역할을 하며, 저류층에

부존하는 메탄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통 가

스자원과는 다른 전략적인 개발기술이 필요하다. 석탄

층 메탄가스는 석탄 입자들 사이의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석탄을 구성하는 유기물질에

흡착되어 있거나 지층수의 압력에 의해 석탄층 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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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표면에 흡착되어 있다(Lee et al., 2012). 이

러한 석탄층 메탄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층수 생산을 통해 지층 압력을 낮추어 석탄층 표면

에 흡착 되어있는 가스를 해리시켜 회수하는 방법(Go

et al., 2005)을 적용하며, 저류층 자체의 압력에 의해

가스를 생산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을 위한 시추기술은 수직 시추

만 실시했던 초기와는 달리, 석탄층의 저류층 특성 및

균열 방향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기 위해 머드모터(mud

motor)와 같은 방향성 시추장비를 이용한 방향성 시추

나 수평시추 기술 등이 적용되고 있다.

초기에는 석탄층 메탄가스의 시추공 완결시 지질학

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갈

팩커(gravel packer)를 이용한 완결방법이 시행되었지

만 일부 분지에서는 오히려 생산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타내었다(Palmer et al., 1993). 이러한 완결 기술은

1970년 대 말 미국의 블랙 워리어(Black Warrior) 및

산 후안(San Juan) 분지들에서 수압파쇄와 병행한 케

이싱(cased-hole)완결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최근 석탄층

개발에서는 나공(open-hole) 완결 기술은 시추공 안정

성 문제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나공 완결 이후 확

공(cavity)과 Topset and Under Ream와 같은 완결방

법을 통해 완결 구간의 석탄층 표면적을 늘리는 기술

등이 사용되고 있다(Palmer et al., 1993). 가장 흔히

사용하는 케이싱 완결방법은 일반적으로 수압파쇄와 같

은 자극기법을 같이 활용한다. 

수압파쇄를 이용하여 인공 균열을 생성시키는 자극

기법은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의 투과도를 향상시켜

메탄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한다. 수압파쇄시 파쇄유체

(fracturing fluid)로는 물과 마찰 방지제를 섞은 슬릭워

터(slick water)가 이용되며, 수압파쇄를 통해 생성된

인공 균열을 지지하고 균열투과도(fracture conductivity)

향상을 위한 프로판트(proppant)로는 주로 모래, 보크

사이트(bauxite) 등이 사용되며(U.S. EPA, 2004), 최근

에는 젤, 거품, 산 등을 이용한 수압파쇄 기술도 개발

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층 메탄가스 분

지(산 후안, 블랙 워리어, 파우더 리버)의 저류층 특성

및 수행되었던 시추·완결·자극 기법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개발

기법의 최적화된 선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현재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 바리토(Barito) 분지내

석탄층 메탄가스 광구의 공개된 저류층 특성을 분석하

고 최적의 시추·완결·자극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 특성

석탄저류층의 물성은 수직/수평 시추, 완결 및 자극

기법, 특히 수압파쇄를 위한 파쇄유체 및 프로판트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석탄층 메

탄가스 개발에서 저류층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저류층 특

성을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성의 주요 조절인자로 선별

하였다. Go et al.(2005)는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을 최

적화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은 석탄광의 질

과 양, 석탄층 두께, 분포 형태, 심도, 투수율, 탄화도,

가스 함유량이라고 언급된 바 있으며, Ramswamy(2007)

는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의 기술 선정의 한계 척도로

써 심도, 두께, 투과도, 압축 강도, 석탄 등급, 석탄의

분포 형태, 석탄의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리하였

다. 또한 Caballero(2013)는 핵심 저류층 척도로써 저

류층 두께, 석탄 균열의 투과도 및 공극률, 저류층 압

력, 가스 포화도와 가스 조성, 석탄층의 수, 지질학적

복잡성, 최소 완결 가능한 두께, 심도, 석탄 등급 , 접

근성,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Jenkins와 Boyer(2008)의 경우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

층 개발의 핵심 척도로서는 석탄층 두께, 석탄 조성,

가스 함량과 가스 조성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

구에서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기법 선정에 관하여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저류층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다.

 

2.1. 석탄층 심도

석탄층 심도는 저류층 완결과 자극기법 선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심도가 깊어질수록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여, 심도가 깊어질수록 많은 양

의 가스가 석탄층에 부존한다. 또한 석탄층의 심도에

따라 정수압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게 되며, 일반적으

로 수직심도에 따른 압력구배는 물의 경우 0.433 psi/ft

이다(Go et al., 2005). 심도가 깊어질 경우 시추 시간

이 길어지고, 기술적 문제로 인하여 시추 비용이 증가

하게 된다. 

2.2. 가스 함량

가스 함량은 석탄층의 흡착 능력과 퇴적 시기에 따

라 달라지며(Olsen et al., 2003), 일반적으로 탄화정도

와 가스함량은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스 함량에 영향을 주는 지층 특성은 열적 성숙도,

수분, 회분(ash)등이 있다. 또한 가스 함량은 석탄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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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과 압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2.3. 석탄 등급

석탄 등급은 열적 성숙도, 탄소 함량이나 석탄 수분

함량, 비트리나이트 반사도(vitrinite reflectance)와 같

은 다양한 척도로 결정된다. 이 중에서 탄소 함량은

석탄 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사용된다(Olsen

et al., 2003). 저 휘발성 역청탄이 고 휘발성 역청탄보

다 탈착가스의 함량이 더 많아서 석탄층 메탄가스 개

발에 더 알맞은 석탄 등급이다. 또한 반-무연탄과 무연

탄은 투과도가 낮고 탈착 가스량이 적어 석탄층 메탄

가스 개발보다 석탄을 채굴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경

제적이다(Ryan and Mannhardt, 2007). 

2.4. 저류층 압력

저류층 압력은 가스 저장능력, 감압에 의한 탈착가

스 생산량, 초기 유효 응력, 누출(leak-off)계수에 영향

을 주어 메탄가스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yers, 2002). 감압과정에서 임계탈착압력(critical

desorption pressure)에 도달한 이후 가스가 석탄층으

로부터 탈착되어 다아시(Darcy)유동 형태로 균열을 통

해 생산되며, 석탄층 압력조건에 따라 메탄가스 생산

량이 변화된다.(Holditch et al., 1990). 따라서 저류층

압력은 자극 기법과 파쇄 유체를 결정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가 된다.

2.5. 투과도

일반적으로 석탄 자체의 유체투과도는 매우 낮으므

로 탄리(cleat)와 절리(joint)로 불리는 자연균열을 통하

여 유동한다(Baek, 2011). 석탄층 균열은 사암층의 균

열과 달리 주탄리(face cleat)와 부탄리(butt cleat), 두

개의 균열이 서로 수직으로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

로 부탄리는 주탄리와 주탄리 사이를 수직으로 연결시

켜주는 통로로서 연결성이 불량하고(Fig. 1a), 주탄리의

경우 연결성이 부탄리보다 양호하다(Fig. 1b). 이와 같

이 주탄리의 연장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석탄층 메탄가

스 생산을 위해서는 주탄리를 수직으로 시추하는 것이

수평으로 시추했을 때보다 생산성이 2.5~10배 정도의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McCulloch et al.,

1976).

2.6. 석탄층 두께

석탄층의 두께는 석탄층 메탄가스의 생산량을 결정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수평/수직 시추를 결정하기 위

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석탄층의 두께가

20 ft 이하로 얇을 경우 개발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야

하며(U.S. NETL, 2003), 이러한 석탄층 개발을 위하

여 수평시추를 통하여 석탄층의 접촉면적을 넓혀 생산

하는 수평정 완결방법이 존재한다. 

3.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기술

3.1. 시추 방법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의 시추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석탄층의 손상을 최소화 하여야 한

다는 점이다. 또한, 이수 손실(lost circulation), 과압,

시추공 안정성 등이 고려대상이다. 시추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추공 설계 시

에 지층 심도, 압력, 석탄 등급, 함탄층, 이수 밀도, 케

이싱 종류, 및 완결방법 그리고 자극이 필요한 경우

자극방법 및 자극 유체 등을 고려해야한다. 

시추 시 균열이 지층에서는 이수 손실과 이로 인한

가스 분출(kick)의 우려가 있으며, 셰일이 포함된 지층

에서는 시추공 안정성 및 대수층으로 인한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시추 장비를 비롯한 시추공 설계에 있

어 저류층에 대한 적절한 암반 공학적(geomechanical)

분석을 통해 최적 이수밀도 산정 및 케이싱 설치 심도

를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최종 시

Fig. 1. Fluid flow in (a) Butt cleat and (b) Face cleat of coal (Olsen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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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심도는 석탄층과 인근 지층의 균열 정도와 시추공

안정성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Logan et al., 1987).

3.1.1. 수직 시추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정 대부분은 수직시추가 이루

어지며,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추방법으로는 타격식

시추(percussion drilling)방법과 전통적인 회전식 시추

(rotary drilling)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신속한 가스분석

을 위해 석탄 코어 회수가 가능한 와이어라인

(wireline) 장비가 있는 회전식 시추장비를 주로 사용

하며, 일반적으로 약한 지층의 경우에 굴진율이 더 빠

르다. 시추 이수로는 공기 또는 지층수를 주로 사용한

다. 이러한 시추 이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석탄층의

물성을 고려해야하며 시추를 하는 동안 지층의 손상을

방지하고 굴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내 감압 시추

(underbalanced drilling)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 이 경

우 지층압보다 낮은 공내 압력으로 인해 시추 이수,

화학첨가물, 주입 유체 및 충진제 등이 석탄층의 균열

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Hollub and

Schafer, 1992).

3.1.2. 수평 시추

수평시추는 생산 구간과 시추공 사이의 접촉면을 증

가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수평시추를 사용할 경우 생

산량과 궁극적인 가스 회수량이 증가된다(Lightfoot,

2007). 수평 시추 방향은 일반적으로 최대 수평 주응력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투과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Osisanya and Schaffitzel, 1996). 수평 시추방법은 지

표에서 수직방향으로 시추 후 발기점(kick-off point,

KOP)에서 경사를 증가시키는 시추 법으로 크게 세 가지

형태 장반경(long radius (2o~6o/100 ft), 중반경(medium

radius(8o~50o/100 ft)), 단반경(short radius(1-1/2o~

3o/ ft))으로 구분할 수 있다(Fig. 2).

일반적으로 수평 시추의 경우 방향 전환을 위한 발

기점을 가지고 있어, 방향성 있는 시추를 할 수 있으

며, 100 ft 당 70o에서 110o 범위 이내로 주로 설계

한다(Lightfoot, 2007). 하지만 석탄층은 주로 천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100 ft 당 경사각이 8o에서 50°를

이루는 중반경 시추가 일반적이다. 장반경시추는 심도

가 깊을 경우 사용하는 수평 시추 방법으로서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다른

비전통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어

진다. 단반경 시추의 경우 각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석탄층을 개발을 위한 시추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지만

다른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할 경우 이용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시추 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석

탄층의 심도와 수평구간에 따라 선택방법이 달라지며,

수평정의 경우 시추 경사와 방위각, 수평 방식에 따라

실제 심도(true vertical depth, TVD)가 달라진다.

3.2. 완결 및 자극 방법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을 위한 완결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개발 비용, 시추공 수, 예상 생산량, 석탄층

투과도, 가스 함량, 자극 방법, 시추공 안정성, 생산공

설계, 인공 채유 방법, 석탄층 사이의 간격(Holditch

et al., 1990)과 같은 많은 경제적, 기술적 요소들을 고

려해야 한다. 석탄층 시추공 완결을 설계하기 위해서

는 먼저 저류층 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층수 생산에 사

용할 펌프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수압파쇄를 위해 주입되는 유체로 인한 석탄층의 영향

Fig. 2. Horizontal well radii (Fran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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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석탄층 균열을 통해 역류해 들어올 수 있는 석탄입

자 및 사질생산(sand production)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3.2.1. 케이싱 완결

케이싱 완결은 시추공 붕괴 문제와 수압파쇄와 같은

다양한 자극 방법을 위해 개발되었다(Osisanya and

Schaffitzel, 1996). 이는 대부분의 석탄층 메탄가스 개

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낮은 투과도를 가

지는 석탄층에서 주로 사용된다(Palmer et al., 1993).

케이싱 완결 방법은 설치방법이 간단하고, 목표 석

탄층 심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Fig. 3). 따라서 여러 개의 탄층이 존재할

경우 케이싱 완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성 및 시

추공 안정성 면에서 나공 완결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

이다(Hollub and Schafer, 1992). 

3.2.2. 다층 완결

다층 완결은 단층(single-seam)완결 방법에서 다수의

얇은 탄층이 무시되는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발 되

었다(U.S. NETL, 2003). 하나의 시추공에서 여러 층

의 완결 또는 두 개 이상의 방향성 시추공을 시추하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목표 층에 존재하는 석탄층 메탄

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이다(Choi, 2011).

3.2.3. 확공 완결

확공 완결 방법은 석탄층 최상부까지 케이싱을 설치

하고 목표 석탄층 부분을 고압의 공기 혹은 유체를 주

입하여 시추공 직경보다 크게 확공 하는 방식으로

(Fig. 4), 석탄층의 압축강도가 낮고, 압력, 투과도 및

가스 함량이 높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San

Juan 분지의 Fruitland 지층에서 실시되었으며 수직정

에서 수압파쇄를 실시한 것보다 거의 10배 정도의 생

산량 증가를 보였다(Holditch et al., 1990).

3.2.4. Topset and Under Ream

Topset and Under Ream 완결 방법은 확공 완결

방법과 같이 석탄층 최상부까지 케이싱을 설치하고, 기

존의 시추공 직경보다 더 넓은 석탄층 접촉면을 위해

석탄층 확공이 가능한 접이식 비트를 이용하여 석탄층

부분을 넓히는 방법(Fig. 5)으로 고압의 공기 또는 유

체 주입하여 확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투과도의 손상을

막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완결방법이다(Williams,

Fig. 3. Vertical cased completion (modified from Caballero,

2013).

Fig. 4. Vertical open-hole cavity completion (modified

from Caballero, 2013).

Fig. 5. Vertical under-ream completion (modified from

Caballero, 2013).



460 최준형·한정민·이대성

2001). 하지만 이 방법은 깊은 심도에서 접이식 비트의

한계성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으며, 석탄층 최상부에

케이싱을 설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Topset and

Under Ream 완결 방법은 미국의 탄층이 두껍고 수직

적 연결성이 양호하며, 높은 투과도를 가지는 파우더

리버와 산후 분지에서 사용되었다.

3.2.5. 수평정 완결

수평정 완결 기법은 저류층과 시추공 사이의 접촉면

을 최대화 시키는 수평정은 절리(joint), T형 균열(T-

shaped fractures), 다단 층(multi-stranded)과 같은 복

잡한 균열 형태에 많이 적용된다(Logan et al., 1987).

Fig. 6은 수평정 완결 기법 중에서 석탄층 최상부까지

시추를 실시한 다음 생산을 위하여 케이싱 및 시멘팅

(cementing)작업을 실시하고, 석탄층을 대상으로 수직

정을 통과하는 수평정을 뚫어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을

극대화 시키는 완결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석탄층 두께

가 3~20 ft 정도(Palmer et al., 1995)의 평탄한 지

층이 연속적으로 존재 할 경우 수평정 완결을 실시한

다. 하지만 석탄층의 두께가 더 두꺼울 경우 이에 따

른 영향이 크진 않다(Mutalik et al., 2006). 하지만

다중 수평정 완결을 위한 수평정 시추 기간 동안에 시

추공의 붕괴와 모래 생산이 증가하여 처리 비용이 많

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3.2.6. 수압 파쇄

저류층 상태가 좋은 석탄층의 경우 석탄층이 두껍고,

균열대가 잘 발달되어 투과도가 높아 개발이 용이하지

만, 얇고 다단의 층들로 구성되어있거나 석탄층 간의

수직 균열이 잘 연결되지 않은 석탄층의 경우 수압파

쇄와 같은 균열 자극을 통하여 석탄층 투과도를 향상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균열 자극을 통해 시추

공 주변의 메탄가스 저류층에 인공적 균열을 만들어

석탄층내의 균열과 시추공의 접촉 효율을 높인다

(Holditch et al., 1990). 이때 사용되어지는 수압파쇄

유체는 저류층 물성과 예상되는 비용, 효과, 생산 특성

등의 경제적,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한다.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에 사용되는 수압파쇄 유체는 물

이 일반적이지만, 젤(gel), 거품(foam), 산(acid) 등을

유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산 후안 분

지의 경우 물, 솔벤트(solvent)와 물의 혼합물인 슬릭

워터, linear와 cross-linked 젤, 산과 거품을 이용한

수압파쇄 기법이 사용되어 졌으며, 파우더 리버 분지

의 경우 물과 젤 유체를 사용되었고, 블랙 워리어 분

지의 경우 물, 슬릭워터, linear와 cross-linked 젤을

이용한 젤 유체가 사용되어졌다(Jeu et al., 1988; U.S

EPA, 2004; Ramaswamy, 2007)(Table 1).

4.저류층 특성을 고려한 시추·완결·자극 기법

선정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 기술은 각 기술 마다 사용하

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석탄층 메탄가스 분지의 저

Fig. 6. Combined dewatering system for well P&H (Yuan

et al., 2013).

Table 1. Fracturing fluid for hydraulic fracturing in U.S. CBM Basin (Jeu et al., 1988; U.S EPA, 2004; Ramaswamy, 2007)

Coalbed Methane Basin

San Juan Black Warrior Powder River

Fracturing Fluid

Water ○ ○

Slick water ○ ○

Gel
linear ○ ○ ○

cross-linked ○ ○

Foam ○

Ac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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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층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생산 기법을 선정할 필

요가 있다.

4.1. 미국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분지

미국에서는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져왔으며, 대표적인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분지로

는 와이오밍주와 몬타나주에 걸쳐 분포하는 파우더 리

버 분지와, 뉴 멕시코주 서북부와 콜로라도주 서남부

에 걸쳐 분포하는 산 후안 분지, 알라바마주에 분포하

는 블랙 워리어 분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석탄층 메탄가스

가 개발되어 분지별 저류층 특징들이 잘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세 분지 내 저류층의 특성은 Table 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4.1.1. 산 후안 분지

산 후안 분지는 백악기말 제 3기초에 형성되었으며,

북부와 동부의 두 개 습곡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의 석탄층 메탄가스는 거의 100년 전부터 경

제적 에너지원으로 확인되어졌으며, 산 후안 분지는

1950년대부터 Fruitland 층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

(Ayers, 2002). 산 후안 분지내 석탄층은 두께가 약

20~80 ft정도로 매우 두껍게 형성되었으며, 아역청탄

에서 저 휘발성 역청탄의 등급에 해당하고, 분지 남부

에서 북부로 갈수로 탄화도가 증가한다(Go et al.,

2005). 가스함량(100~600 scf/t)이 많아서 미국내 석탄

층 메탄가스 생산이 가장 큰 분지이며, 석탄층 메탄가

스의 개발과 수압파쇄 기술의 대다수는 산 후안 분지

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U.S. EPA,

2004). 산 후안 분지에서는 주로 수직시추가 이루어졌

으며, 수평 시추도 일부 수행되었다. 사용된 완결·자

극 기법으로는 Fruitland 석탄층의 유망지(sweet spot)

나 가스 함량이 많은 Fairway 지역에서 확공완결 기술

이 사용되었다(Palmer, 1993).

4.1.2. 블랙 워리어 분지

블랙 워리어 분지의 석탄층 메탄가스는 펜실베이니

아기 Pottsville층에서 생산되었다. 분지는 전체적으로

정단층이 많이 발달하고 있으며, 동남부에서는 배사구

조와 역스러스트가 나타난다. 블랙 워리어 분지의 석

탄층 메탄가스 매장량은 약 20 Tcf로 알려져 있으며,

기술적으로 생산 가능한 가스량은 대략 4.35 Tcf정도

이다(EIA, 2013). Black Creek, Pratt cycles, Mary

Lee 지역에서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정의 심도는 대부

분 800~3,500 ft이며, 석탄층의 두께는 1~10 ft정도

이다(Adams et al., 1982). 석탄 등급은 고 휘발성 역

청탄에서 저 휘발성 역청탄에 이르며, 가스 함량이

125~680 scf/t로 매우 높다. 분지 내 석탄층의 층후가

얇음에도 불과하고 생산성이 높은 이유는 석탄층 내

균열 발댈 상태 및 상부 봉쇄성이 양호하며, 인근의

지하수로부터 차폐되어 있기 때문이다(Go et al.,

2005).

블랙 워리어 분지에서도 산 후안분지와 마찬가지로

수직시추가 대부분이며, 완결 방법은 심도가 4,000 ft

이하, 투과도가 0.1~100 mD인 경우에 사용되는 전형

적인 기법인 케이싱 완결 및 기법(Caballero, 2013)과

수압파쇄 자극 기법이 수행되었다(Haines, 2005). 이

완결 및 자극 기법은 석탄층에 케이싱을 설치한 후 원

하는 지역에 천공(peforation) 및 수압파쇄를 실시함으

로써 지층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수압

파쇄 구간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며, 시추공과 지층의

큰 압력차로 모래나 석탄 입자의 생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4.1.3. 파우더 리버 분지

파우더 리버 분지는 백악기 초기에서 제3기에 생성

되었으며, 습곡이나 단층이 없어 구조가 간단하다.

1980년 후반부터 와이오밍주에서부터 천천히 개발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기에는 몬타나주까지 개발되었다

Table 2. CBM reservoir properties of North America basins (Ramaswamy, 2007; U.S. EPA, 2004; U.S NETL, 2004)

Reservoir Properties unit
Basin

San Juan Black Warrior Powder River

Depth ft 500~5,000 800~3,500 400~1,800

Thickness of coal formation ft 20~80 1~10 70~150

Coal Rank - Sub bit~LV HV~LV Lignite~Sub bit

Gas Content scf/t 100~600 125~680 25~75

Permeability mD 1~60 0.01~40 1~1,000

Reservoir Pressure psi 1,500-2,000 70-420 -

No. of coal seams No. 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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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ers, 2002). 석탄층 메탄가스 매장량은 몬타나주에

서만 대략 90 Tcf정도로 예상된다. Wasatch와 Fort

Union층들은 파우더 리버 분지의 대표적인 석탄층 메

탄가스 생산 층이다. 분지내 석탄층은 심도가 400~

1,800 ft에 위치하며, 층후는 70~150 ft로 매우 두껍

고, 투과도는 1~1,000 mD로 매우 높지만, 석탄 등급

이 갈탄에서 아역청탄으로 매우 낮고, 가스 함량이

25~75 scf/t으로 작다.

파우더 리버 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직 시추가 실

시되었으며, 완결 기술로는 처음으로 Topset and Under

Ream 완결 방법이 사용되었다(Caballero, 2013). 파우

더 리버 분지가 낮은 가스 함유량에도 좋은 경제성을

갖는 이유는 석탄층이 두껍고, 투과도가 매우 높으며,

지하수의 오염이 적어 수 처리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

기 때문이다(Go et al., 2005). 

5.인도네시아 바리토(Barito) 분지 석탄층 메

탄가스 개발기술 선정

Ramaswamy(2007), Caballero(2013) 및 미국 환경

보호국(U.S EPA)보고서 등에서 제안된 미국의 대표적

인 석탄층 메탄가스 분지인 산후안, 블랙 워리어. 파우

더 리버 분지들의 저류층 특성 및 사용된 개발기술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석탄층 메탄가스 함유분

지인 산 후안, 블랙 워리어, 파우더 리버 분지들에서

수행된 시추·완결·자극 기법들은 구체적인 개발 선

정 기준이 없는 초기 상태에서 인근의 석탄층 분지에

서 사용되었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다양

한 완결 및 자극 기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과하고 석탄

층 메탄가스 생산량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았다(Palmer

et al., 1993).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 석탄층 메탄가스 사업에서는 저류층 특성을 고려

한 다양한 시추·완결·자극 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Caballero, 2013; Ramaswamy, 2007).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석탄저류층 분지별 시추·완

결·자극 사례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바리토 분지내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최적 시추·완결·자극 기법을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였다. 

인도네시아 석탄층 메탄가스 함유분지의 지질학적

특성은 많은 연구(Stevens and Haduyanto, 2004;

Burnstad et al., 2004; Stantyana, et al., 1998)를

통하여 알려졌지만,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에 필요한 시

추·완결·자극 기술에 관한 공개 자료는 거의 없다.

바리토 분지는 인도네시아 칼리만탄(Kalimantan)섬의

남동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Fig. 7), Schwaner

순상지의 남동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한 서-동 비대칭

의 형태로 중신세(Miocene) 말기와 제3기 최신세

(Pliocene)에 생성된 분지로 충상 단층, 배사 구조, 주

향 이동 단층의 구조가 잘 발달 되어 있다(Burnstad,

2004).

바리토 분지에서는 총 두께가 약 98~492 ft에 달하

는 석탄층으로부터 석탄층 메탄가스가 생산되고 있지

만 남 수마트라(Sumatra)지역은 가스 시장 규모가 작

고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바리토 분지내 Warukin층과 Banjar지역에 대한 물

성은 다음과 같다(Table 3). 바리토 분지의 석탄층 매

장 심도는 대략 2,600 ft 이내이며, 주로 아역청탄으로

이루어져있다.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0.45%이고, 가

스함량은 150 scf/t, 투과도 1~10 mD, 두 개의 석탄

층이 존재하며, 적은 양의 회분과 CO2를 함유하는 저

류층이다. 또한 층과 층 사이의 연결성이 보통인 편이

다(Stevens and Hadiyanto, 2004). 바리토 분지내 개

발중인 Banjar지역에서 측정된 자료에 따르면 석탄층

매장 심도가 3,100~4,215 ft, 석탄층 두께가 216 ft,

Fig. 7. Location map of the Barito Basin (Kusuma, and

Dari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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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탄에서 아역청탄에 이르는 석탄등급으로 가스 함량

이 50~223 scf/t, 1mD이하의 투과도와 저류층 압력

이 307~1,327 psi에 이르며 6개의 탄층을 가진 것으

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 특성을 고려

한 시추·완결·자극 기법 선정을 위한 선정표를 작

성하였다(Fig. 8과 Fig. 9). 이는 미국의 석탄층 메탄가

스 생산 분지의 저류층 물성과 적용된 성공사례를 바

탕으로 작성하였다. Fig. 8는 저류층 특성을 고려한 석

탄층 메탄가스 개발 기법 선정방법으로 6,500 ft 이상

일 경우 현재 가진 기술력으로는 경제적 효율성이 없

어 6,500 ft 이하의 석탄저류층을 대상으로 개발이 진

행되어야한다. 이후 탄층의 두께가 20 ft를 기준으로

탄층이 얇을 경우 수직시추를 통한 개발보다는 수평시

추를 적용하는 개발이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정은 수

직구간과 수평구간 사이에 위치하는 곡률 반경과 각도

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 된다. 수직 시추의 경우는 투

과도, 가스함량, 석탄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나공, 확공,

수압파쇄, 다중 수평정 등과 같은 기법으로 분류된다.

저류층 특성을 고려한 자극 유체 선정방법으로 초기

투과도가 100 md 이상 일 경우 프로판트 없이 물만

을 이용하여 수압파쇄를 실시하여도 생산 효율을 증대

된다(Fig. 9). 하지만 100 md 이하이면서 수포화도가

5%보다 적으면 이산화탄소(CO2)나 질소(N2) 거품

(foam)을 이용한 수압파쇄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포화도가 50% 이하 이거나 저류층 압력이 0.2 psi/ft

이하일 경우는 프로판트와 함께 이산화탄소나 질소 거

품을 이용한 수압파쇄가 효율적이다. 마지막으로 투과

Table 3. CBM reservoir properties in the Bartio Basin

Reservoir Properties Unit
Barito Basin

Warukin Formation (Stevens and Haduyanto, 2004) Banjar

Depth ft 2,600 3,100~4,215

Thickness of coal formation ft 98~492 216

Coal Rank - Sub bit Lignite-Sub bit 

Gas Content scf/t 150 50~223

Permeability mD 1~10 < 1

Reservoir Pressure psi - 307~1,327

No. of coal seams No. 2 6

Fig. 8. Decision chart for selection the drilling and comple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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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10 md 이상 일 경우 젤(gel)을 이용한 수압파쇄

를 실시하며, 1 md 이하일 경우 물과 프로판트를 함

께 사용하는 방법이 경제적이다.

6. 결 론 

다양한 시추·완결·자극 기법이 개발되어 적용된

미국의 분지별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 개발 기술 동

향을 분석해 보면, 초기에는 각 분지의 저류층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이 진행되어 오히려 생산 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에 많은 지역의 석탄저

류층 특성과 개발 기술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시추·완

결·자극 기법 선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분지별 석탄

층 메탄가스 저류층 특성이 고려된 개발 기법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 후안 분지의 경우 석탄층이 두껍

고 투과도와 가스 함량이 높은 특성을 바탕으로 확공

이나 Under Ream과 같은 석탄층과의 접촉면적을 높

일 수 있는 완결기술에 관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블

랙 워리어 분지의 경우 석탄층의 두께가 얇음에도 불

과하고 석탄 등급이나 가스 함량이 높아 케이싱 완결

을 통한 부분적 수압파쇄 기법이 적용되었다. 파우더

리버 분지의 경우 낮은 석탄 등급과 가스 함량을 가졌

지만 석탄층이 두껍고 매우 높은 투과도를 가져

Topset and Under Ream 완결방법이 적용되었다.

현재 개발중인 인도네시아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

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석탄층 메

탄가스 생산 기법 선정을 위한 흐름도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 특성을

고려한 시추·완결·자극 기법을 선정하였다. 대상 지

역인 인도네시아 바리토 분지의 경우 저류층의 심도가

6,500 ft가 넘지 않아 충분히 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탄층의 두께가 20 ft가 넘어 수평시추 보다는

수직 시추를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저류층의 투과도가 10 md 이하, 가스 함량이 50~

223 scf/t로 탄층의 투과도를 높이기 위한 완결 기법으

로는 확공 완결 기법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으로 수압파쇄 기법을 적용할 때 에는 투과도와 저류

층 압력(> 0.2 psi/ft)을 고려하여 물과 프로판트를 이

용한 자극 유체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지역에서의 시추·완결·자극 기법 선정에 대한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

도네시아의 지역적 특성상 미국 석탄층 메탄가스 분지

와는 많은 차이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도네시

아의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사례 및 저류층 물성 정보

에 대한 추가적인 수집,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더 경제

적이고 효율적인 석탄층 메탄가스 개발 기법 선정방법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9. Decision chart for selecting the stim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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