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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BM(Coalbed Methane) development technology being developed in mid 1980s is the technology to pro-

duce the methane gas absorbed in the coal bed. CBM is easy to be developed and its coal deposit is abundant.

Therefore, the CBM industry has a large potential as an energy source as well as to deal with the global regula-

tio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In order to produce coal, the CBM should first be developed as a pre-

liminary action for mine security. So CBM is advantageous in reducing the global greenhouse gas as well as its

advantage not being influenced by the changes in gas market. The ECBM (Enhanced Coalbed Methane) is a new

technique producing the methane gas which is substituted and disorbed from coal by injecting CO2 or N2 gas into a

coal bed. Especially, CO2-ECMB is a low-carbon, green-growth technology, so can expect to the effect of green gas

reduction as well as the improved productivity of methane gas. CBM technology is being developed in about 40

nations including Canada, Australia, China, India, Indonesia and Viet Nam, and the coal output using this technol-

ogy is continually being increased. The CBM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changing the energy source paradigm

from current coal & petroleum energy to unconventiona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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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중반에 개발된 석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개발기술은 석탄층에 흡착된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CBM은 개발이 쉽고 매장량도 풍부하다. 따라서 CBM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석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탄가스 폭발에 대비한 선행적 광산 보

안조치로 CBM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지구온실

가스 감축에도 CBM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ECBM(Enhanced Coalbed Methane)은 석탄층 메탄가스의 새로운 생산

기법으로 석탄층에 CO2나 N2 가스를 주입하여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를 탈착시켜 생산하는 방법이다. 특히 CO2-

ECBM 공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로서 메탄가스의 생산성 향상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 CBM개발은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0여개 국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석탄-석유 에너지원에서 비전통 가스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CBM이 일조할 전

망이다.

주요어 : 석탄층메탄가스, 탄광폭발, 온실가스, CO2-ECBM, 광산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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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에너지 자원의 패러다임은 현재의 전통 에너지

자원에서 비전통 에너지 자원으로 이행되고 있다. 특

히 비전통 가스(UG; unconventional gas) 에너지 자

원은 현재의 석탄/석유 에너지자원을 대체할 차세대 에

너지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적인 비전통 가스에너

지 자원은 셰일가스, 치밀가스, CBM, 가스하이드레이

트가 대표적이다. 

석탄층메탄가스(CBM; coal bed methane) 개발은

1980년 중반에 뉴멕시코(New Mexico)의 산후안(San

Juan) 분지에서 시작됐으며, CBM 생산은 석유·가스

산업으로부터 개발된 새로운 산업이다. 탄광개발은 얕

은 심도에 있는 석탄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채탄 중

에 빈번히 메탄가스 폭발사고가 발생되었다. 현재는 폭

발 사고의 원인이 되는 메탄가스를 포집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생산하고 있다. CBM 이용은 새로운 에너지

원의 창출뿐만 아니라 탄광 폭발사고 방지와 온실가스

배출억제 등 다각적인 효과가 있다. 미국 정부는 1980년

초에 CBM을 국가 에너지 자원으로 판단하여 CBM

탐사기술 개발을 주도하였다(Cho, 2014).

부존량이 풍부한 CBM는 미국이 주도하여 상업화에

성공했고 최근 캐나다, 호주, 중국, 몽골, 인니 등 석탄

자원 부국들이 CBM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BM는 셰일가스보다 개발이 비교적 쉽다. 셰일가스는

지하 2,000~3,000미터에 부존하지만 CBM은 그 보다

얕고 개발기술도 그만큼 쉬우며 매장량도 풍부하다. 따

라서 CBM산업이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처하고 에너

지자원 확보차원에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세계적으로 지난 20년간 CBM은 중요한 에너지원의

하나로 부상했다. CBM은 이용시 독성이 없고 재를 배

출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석탄이나 석유 그리고 목재

보다도 CO2를 적개 방출한다. CBM 이점 때문에 세

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은 물론 대형 탄전

을 가지고 있는 세계 각국은 비전통 가스자원의 이용

과 이해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CBM의 잠재력을 평

가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글의 목적은 CBM자원의 부존과 개발전망, 그리

고 석탄층 메탄 회수증진(ECBM; Enhanced Coalbed

Methane) 등 새로운 기술들을 살펴봄으로서 지구온난

화 문제와 가스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이행되는 시기

를 포착하여 국내 에너지 믹스를 재조정하기 위함과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자주 개발률 향상

에 일조하기 위함이다.

2. 석탄층메탄가스(CBM) 개요

비전통 가스(UG; unconventional gas)의 하나인

CBM은 채탄시 갱내 가스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탄

광에서 갱내 가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CH4를 95% 이상 함유한다. 석탄층이 CBM의 근원암

이며 저류암이다. CBM 생산법 중압력강하법(dewatering)

은 석탄층에 함유된 지하수를 생산함으로써 석탄층의

압력을 낮춰 메탄가스를 탈착시키고 생산하는 방법이

다(Fig. 1). 시추공에 의하여 지층수가 배수되면 압력강

하로 가스가 해리되어 Cleats와 Joint로 불리는 자연균

열을 통하여 유동한다.

CBM은 석탄의 미세공극 표면에 흡착되어 존재한다

Fig. 1. Coalbed methane recovery diagram(Kim, Y.I., 2014).

Fig. 2. Diagram showing pore distribution and connectivity

in the coal matrix, and adsorbed methane in a micro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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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BM은 약 98%가 미세공극 내에 분자형태

로 흡착되고, 약 2% 정도가 자연균열에 압축 또는 지

층수에 흡착되어 있다(Kim, 2014). 석탄의 가스함유능

력은 심도에 따른 온도와 압력, 탄화정도, 구성물질, 수

분, 가스성분, 석탄의 입도 등에 따라 변한다. 

Fig. 3는 석탄 메트릭스에 공극분포와 연결을 보여주

는 그림으로 미세공극(micropore), 메소세공(Mesopore),

매크로세공(Macropore)에 흡수된 메탄을 보여준다.

탄층 내의 수압을 낮추면 공극 표면에 흡착된 가스

가 이탈되어 가스는 미세공, 공극을 통해 확산되며 유

체흐름(Darcy Flow)과정을 거쳐 생산정에 도달한다.

메탄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으므로 쉽게 분리된다. 

Table 1는 석탄 공극의 형태를 미세공극(Micropore),

메소세공(Mesopore), 매크로세공(Macropore)으로 구분

하고 옹스트롬(100억분의 1미터)과 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로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ECBM(Enhanced Coalbed Methane)은 석탄층 메

탄가스의 새로운 생산기법으로 석탄층에 CO2나 N2 가

스를 주입하여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를 탈착시켜 생산

하는 공법이다. 석탄층에 포함된 가스를 추출하는 것은

석탄층메탄가스(CBM)와 동일하나 탈수에 의한 생산

방법과는 다르다. 즉 전체 저류층의 압력을 유지한 채

메탄가스를 CO2로 대체하여 메탄가스의 탈착을 유도

하는 방법이다. 

비전통 가스개발은 수평시추와 수압파쇄 기술개발에

힘입어 미국 및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으며 상업화에

성공,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헝가리, 폴란드, 독일,

중국, 인도, 남아공, 호주 등지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

다. 그러나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비전

통가스 개발에 필요한 물과 이수에 포함되는 각종 화

학물질(Fig. 4)이 환경문제의 주범이 되고 있다.

2.1. 석탄생성과 CBM

석탄의 근원물인 식물은 지하에 묻혀 오랜 지질시대

동안 열과 압력의 영향을 받게 되어 탄화(炭化)가 진행

된다. 초기의 토탄으로부터 갈탄·아역청탄·역청탄·

무연탄·변성무연탄의 순서로 변하여 간다. 토탄에서

아역청탄 단계까지는 속성작용(續成作用)에 해당되며,

그 이후는 변성작용(變成作用)에 해당된다. 석탄의 탄

화정도(炭化程度)에 대한 측정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석탄의 반사율을 이용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석탄의 반사율은 비트리나이트에 대한

반사율(Rmoil)로 표현되며, 탄화 정도에 따른 반사율이

비교될 수 있다.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showing very large pores (>10 mm) of coal; magnification: 500 for left image

and 1000 for right image. mm ¼ micrometer or 1/1000000 of a meter. Source: Adopted from Lin (2010).

Table 1. Coal Pore Types and Sizes (Width) in Angstrom

Unit and Nanometers

Pore Types
Size (Width)

Angstrom Nanometers (nm)

Micropore 2 - 20 <2

Mesopore 20 - 500 2 - 50

Macropore >500 >50

One angstrom is one-ten billion of a meter; one nanometer

(nm) is 1/1,000,000,000 of a meter.

Source: Modified from Clarkson and Bustin (1996), Flores

(2008a), Gamson et al. (1993), Gan et al. (1972), Sing (1982).

Fig. 4. Pie chart showing the percent distribution of water,

proppant, and chemical additives for coalbed gas hydraulic

fracturing(Romeo M. Flor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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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석탄의 등급에 따른 조성을 보다 자세하

게 비교한 표로서 ASTM에서 분류한 석탄의 특성을

나타내는 주요 변수이다. Fixed Carbon(%), Volatile

Matter(%) 주요변수 외에 Ash(%), Moisture(%), Density

(g/cm3), Particle Size(µm) 등이 변수로 작용한다

(Gareth D. Mitchell, 2015).

석탄등급이 증가할수록 휘발분이 낮아지고 고정탄소

와 회분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발열량은 역청

탄에서 최대값을 보이며 Brown coal과 lignite를 합쳐서

갈탄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등급 석탄(LRC: Low

Rank Coal)으로 분류한다(Lee and Kim, 2008).

Fig. 5는 석탄분류에 따른 고정탄소(fixed carbon)와

열량(calorific value)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고휘발분의

A급 유연탄이 높은 열량을 보이는 반면 갈탄은 낮은

열량을 보인다. 고정탄소의 경우 갈탄에서 낮게 나타

나고, 유연탄, 무연탄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Fig. 6은 전통 가스매장지와 석탄층에 저장된 가스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압축유체로서 주입가스가 공

극에 채워지는 경우와 석탄층에서는 가스가 탈착과 흡

착하는 경우를 보여준다.

ECBM은 Fig. 7에서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고 석탄층에 주입하여 석탄층에 함유된

Fig. 5. Diagram showing coal rank classification based on

calorific value and percentage fixed carbon following ASTM

International (2002) and recognized by United States and

Canada. Values in parenthesis are the calorific values in

kilojoules per kilogram (kJ/kg). Source: Adopted from

Schweinfurth (2002).

Table 2. Some of the Parameters Used by ASTM for the Classification of Coals by Rank

Class/group

Fixed Carbon Limits

(dry mineral-matter-free 

basis) %

Volatile Matter Limits

(Dry, Mineral-matter-free 

Basis) %

Gross Calorific Value Limits

(Moist, mineral-matter-free basis)

Btu/lb Mj/kg

Equel or 

Greater Than

Less 

Than

Equel or 

Greater Than

Less 

Than

Equel or 

Greater Than

Less 

Than

Equel or 

Greater Than

Less 

Than

Anthracite:

Meta-anthracite 98 ... ... 2

Anthracite 92 98 2 8

Semi-anthracite 86 92 8 14

Bituminous:

Low Volatile 78 86 14 22

Medium Volatile 69 78 22 31

High Volatile A ... 69 31 ... 14,000 ... 32.6 ...

High Volatile B 13,000 14,000 30.2 32.6

High Volatile C 11,500 13,000 26.7 30.2

Subbituminous:

Subbituminous A 10,500 11,500 24.4 26.7

Subbituminous B 9,500 10,500 22.1 24.4

Subbituminous C 8,300 9,500 19.3 22.1

Lignite

Lignite A 6,300 8,300 14.7 19.3

Lignite B ... 6,300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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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가스와 호환하는 것으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

나는 기술이다. ECBM은 최소 3-15 Gt, 최대 200 Gt

의 CO2 저장용량으로 예측되나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Nam and Park, 2012).

이산화탄소 처분기술은 Table 3에서와 같이 크게 지

중저장(Geological storage), 해양 저장(Ocean storage),

광물탄산염화(Mineral carbonation)로 구분할 수 있다

(Nam and Park, 2012). 지중저장기술은 육상이나 해

저의 적합한 지층 또는 염대수층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주입하는 기술과 노후 유전 또는 석탄층에 이산화탄소

를 주입하여 회수량을 증진하는 활용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청정화된 석탄 사용에 의해 연소효율을 증가시켜 온

실가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적인 석탄관련 키워드는

CBM(coal bed methane), ECBM(Enhanced Coalbed

Methane),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TL(Coal to Liquid), 고도연소기술(Advanced

Combustion Technology), 그리고 CCS(carbon Capture

& Storage) 등이다.

2.2. CBM 개발현황

CBM은 육상환경에서 퇴적되었기 때문에 퇴적환경

및 퇴적이동 방향에 따라 석탄층의 부존 심도 및 두께,

성질, 온도, 압력, Langmuir parameters 등이 달라진

다. 퇴적환경 해석은 탐사시추 위치를 결정하는데 필

요하다. 탐탄 시추코어는 지질 층서를 포함하여 탄층

구조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특히 이를

통하여 석탄의 특성과 매장량 파악이 가능하다. 아울

러 이수검층 주상도와 물리검층자료는 시추코어를 얻

지 못한 구간의 암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

CBM의 부존량 평가는 석탄 부존량에 그 내부에 존

Fig. 6. Simplified schematic for the storage mechanism in a conventional gas reservoir(a) and in a coal seam(b). For the

former, the injected gas fills the available pore volume as a compressed fluid, whereas for the latter the gas is additionally

adsorbed and absorbed(Ronny Pini et al., 2011).

Fig. 7. Concept of enhanced coalbed methane (ECBM)

enabling exploitation of the natural gas (methane) found in

coal.

Table 3. Technical classification of CO2 sequestration

CO2 Sequestration

Geological Storage

● Depleted Reservoir(oil and gas)
● Enhanced Oil Recovery(CO2 flooding)
● Enhanced Coal Bed Methane
● Saline Formation

Ocean Storage
● Dissolution Type
● Lake Type

Mineral Carbonation
● Natural Silicate Minerals
● Waste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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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가스의 양을 조합하여 산출하는 부피측정법과

흡착곡선 및 누적생산 자료를 통해서 반복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존량 평가가 가능한 물질수지법에 의해

가능하다. 

CBM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중국에 이어 인도가 미래의 중요한 생산국으로 기대되

고 있다. 이외 인니, 몽골, 베트남 등 40개국 이상이

CBM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잠재성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CO2 주입을 고려하지 않은 CO2-

ECBM 개발은 가스가격이 $4.00/Mcf에서 경제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 주요국의 개발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2010

년 CBM생산량은 1866billion cubic feet로 미국의 총

자연가스 생산량의 8%정도를 차지하였다. 주요 생산지

는 Colorado주(San Juan, Piceance, Raton 분지), New

Mexico주(San Juan 분지), Wyoming주(Powder River

분지) 등이다.

미국은 석탄매장량이 3조 7,900억 톤으로 방대한 량

이 부존되어 있다. CBM매장량은 1,748 Tcf이며 1980

년대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는 약 2.15 Tcf를

생산하여 총 가스생산량의 10%를 차지하였다. USGS

주도하에 정부의 재정지원과 인센티브제도가 효과를 발

휘하여 CBM개발에 성공하였다. 미에너지부(DOE)는

2009년 가스기술연구소(GTI)를 포함한 산학연 공동으

로 경제성이 없는 석탄층에서 ECBM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Yu, 2012).

캐나다는 2002년부터 CBM생산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래 이듬해 최대의 생산국인 호주를 앞질렀다. 그후

매년 급증세를 보여 2010년에는 약 318 bcf를 생산했

다. 캐나다는 Fig. 8에서와 같이 현재 세계 최대의 CBM

생산국이다. CBM 매장량 100~550 Tcf가 주로 Alberta

주에 부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6년 CBM을 처음 생산한 호주는 매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2010년에는 176 bcf를 기록했다. 호주는

석탄매장량이 821억톤에 달하고 CBM 매장량이

1,037 Tcf로 세계 4위를 기록한다. 고품질의 석탄과 많

은 가스를 함유하고 있고 탄광 폭발사고 때문에 최근

10여 년간 Queensland주 Bowen, Surrat분지와 New

South Wales주 Sydney분지에서 CBM을 개발해 왔다.

오는 2020년에는 CBM이 전체 가스생산량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조 톤의 석탄이 매장되어 있는 중국은 5개년 에너

지발전계획에 따라 CBM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M 매장량은 1,307 Tcf로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체기술과 자금을 보완하기 위

하여 외국자본의 합작개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96년 CUCBM을 설립하여 CBM을 총괄하고 있으며

요녕성 부신과 산서성 전성 Ordos와 Qinshui분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CBM생산 계획은 2015년 1,059 Tcf에

서 2020년 1,765 Tcf로 늘려 잡고 있다. 

인도의 경우는 최근 CBM 생산이 늘어 세계 5위의

생산국이다. 매장량이 70 Tcf로 이를 개발하기위한 장

비와 시설확장으로 생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통에너지원

의 매장량이 급속히 고갈되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에

너지로 셰일가스나 가스하이드레이트 보다도 CBM이

고려되고 있다. 가장 최적 지역은 Gondwana 분지이다

(Maria Mastalerz, 2014). 

러시아는 중앙시베리아에 CBM부존이 집중되어있고

주로 구소련 지역에 분포되어있다. 2009년 상업적인

생산 잠재량을 파악하기위하여 수개의 시추정을 굴착

하였다. 러시아의 CBM매장량은 47.6 Tcm으로 세계

Fig. 8. Approximate CBM production of the main CBM-producing countries. source:(Maria Mastalerz,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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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27.5%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러시

아의 최근 매장량은 대부분의 자료에는 공표되지 않아

러시아의 매장량이 나타나 있지 않다. 러시아의 주요

퇴적분지는 8개로서 이중 Kuzbass분지와 Tunguska분

지에 70% 정도의 CBM이 부존되어 있음이 특징적이

다. 대부분의 석탄은 아역청탄과 역청탄이며 탄폭은 최

고 70 m 에서 0.4 m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South Yakutia분지의 탄폭의 경우는 40-70 m로 매우

두꺼운 편이다. 탄층심도는 분지에 따라 200 m에서

2,500 m까지 발달되어 있다. Kuzbass분지의 탄층심도

는 1,800-2,000 m를 보인다(Kim, 2014). 한편 몽골의

경우는 탄광폭발사고가 보고되어있어서 CBM 개발가

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상업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Yu, 2012).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CBM에 대한 개념이 국내

에 소개된 후 2001년에 석탄층 개발타당성 예비조사를

시작했다. 2005년부터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경

제성이 있는 탄층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개발생산관련

기술은 초입단계에 있다. 2019년 천연가스 자주개발

목표 45% 달성을 위한 5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셰

일·치밀가스, 석탄층메탄가스(CBM) 등 비전통 가스

자원의 개발역량을 강화할 계획으로 미국, 인니, 호주,

중국 등 주요석탄 부존 지역의 CBM 개발기술과 유망

광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해외 CBM 진출 사

업의 경우 호주 GLNG 사업을 통해 2015년 상반기부

터 CBM을 국내로 LNG 형태로 도입 예정으로 있고

인도네시아 Sugico社와 공동으로 CBM 생산실증

R&D를 실시중이며, 향후 공동개발 사업으로 연계되도

록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2014).

3. CBM 신기술

CBM생산기술의 핵심기술은 석탄층 메탄가스 광구

설계 기술, 석탄층 메탄가스 생산 증진 기술, 석탄층

메탄가스 지화학 분석 및 평가 기술, 석탄층 메탄가스

처리 공정 및 플랜트 연계 기술 등이 있다. 광구설계

기술에는 매장량 평가 및 생산성 분석기술, 메탄흡착

량 물성분석 및 현장 가스분석기술, 석탄품위에 따른

Isotherm 상관도 도출, 시추안정성 및 환경평가 기술,

고해상도 탐사 및 탄층구조분석 기술, 수처리 기술 등

이 있다. 메탄가스 생산증진 기술에는 CO2-N2-H2S 등

의 혼합가스 주입을 통한 CBM 생산증진 기술, 다중석

탄층 개발을 위한 Multi-lateral 시추 및 유정완결 기

술, CBM 탄층 모델링 및 방향성 시추설계, 적용기술

개발, 생산정 자극, Air Form Mud 적용 및 시추공

주변 Enhancement 기술 등이 있다. 

석탄층 메탄가스 지화학 분석 및 평가 기술에는

Site 선정 및 시료분석 기법, CBM 저류층 추적을 위

한 동위원소 분석기술, 고품질 지화학 평가기술 개발,

CBM 저류층 최적화를 위한 지화학적 평가기법, CBM

저류층 평가를 위한 지화학적 모델링 기법 등이 이다.

석탄층 메탄가스처리 공정 및 플랜트 연계 기술에는

생산정 및 수송 파이프라인의 다상 다성분 유동 모델

개발, 회수 가스의 포집 및 정제를 위한 플랜트 공정

설계 기술, CBM을 이용한 DME Plant 개발, CBM을

이용한 GTL 활용기술 개발, CBM을 이용한 Compact

LNG Plant 개발 등이 있다(Yu, 2012). 

CBM 개발을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하 탄층구조의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탄화수소와 비탄화수소의 비율, 탄화수소의

성분분석을 통한 매장량 평가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매

장량이 평가된 후에 석탄층의 인공균열을 생성시키기

위한 수직 및 수평시추가 필요하다. 균열을 통한 가스

회수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

러 ECBM과 CO2 주입으로 석탄 팽창현상으로 유체투

과율의 감소와 주입효율의 저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

술이 필요하다(Yu, 2012).

Table. 4는 가스분자의 크기를 비교한 표로서 메탄가

스의 크기가 0.38나노미터(10억분의 1미터)로 질소

0.36, 탄산가스 0.33보다 크다. CO2 가스주입효율과

CH4 가스회수기술에 가스 분자의 크기가 이용될 수 있

을 것이다.

Fig. 9는 투과율과 심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으로서

심도가 깊을수록 투과율이 떨어짐을 보인다.

CBM 개발시 크게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광산보안

측면에서 탄층 자연 발화 가능성과 메탄가스의 수질

및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문제도 고려해야한다. CBM은

ECBM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Fig. 10에서와 같이

생산기간이 경과될수록 메탄 누적생산량은 ECBM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CBM을 수행하는 과

Table. 4. Sizes of Gas Molecules in Nanometer

Gas Molecules Size (Nanometer)

Methane (CH4) 0.38

Carbon dioxide (CO2) 0.33

Nitrogen (N2) 0.36

Source: Modified from Flores (2008a) and Kurniawan,

Bhatia, and Rudolph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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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탄층의 투과성으로 CO2를

주입하고 CH4를 회수에 영향을 미치는 암석물리적 성

질이다.

재래식 CBM공법은 석탄층의 경우 공극률은 1~2%

이하로 일반적인 저류층의 25-30%에 비해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가스가 석탄에

흡착될 수 있는 높은 압력이 유지된다. 전통적 공법인

탈수에 의한 압력강하법(dewatering)은 석탄층에 함유

된 지하수를 생산함으로써 석탄층의 압력을 낮춰 메탄

가스를 탈착시키고 생산하는 방법이다. 탈수에 의한 압

력강하법과 같은 일차생산으로 석탄층가스를 생산하였

을 때 일반적인 회수율은 20~60% 정도에 이른다. 

석탄층은 메탄가스가 생성되는 근원암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저장되는 저류암의 역할을 동시에 하며 석탄화

과정에서 생성된 탄리는 자연 발생한 균열과 더불어

석탄층가스가 생산되는 주요 유동통로의 역할을 한다. 

 

3.1. N2 주입법(N2-ECBM) 

주입된 질소는 탄리에 존재하는 가스상태의 메탄을

밀어내어 탄리에서의 질소 농도를 100%로 만든다. 탄

리에서 메탄가스 부분압력은 0이 되고 비평형상태가

된다. 평형작용에 의해 흡착상태의 메탄이 탈착되어 가

스상태로 끌려 나오게(methane stripping) 된다. 

주입된 질소는 비교적 단기간에 생산정에 도달하여

많은 양의 메탄가스와 질소가 바로 생산되기 시작한다.

주입된 질소가 생산정에서 생산됨에 따라 ECBM의 효

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생산된 가스에서 질소가스를

제거하여 메탄가스를 분리하는 공정이 추가로 필요하

다. 추가공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

점이 있다.

3.2. CO2 주입법(CO2-ECBM)

CO2를 줄이는 전략 중의 하나는 석탄층의 메탄을

CO2와 교환하여 메탄을 회수하거나 미회수 석탄층에

CO2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CO2 저장소

와는 다른 석탄층에의 CO2 저장은 석탄의 이질적인 특

성으로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복잡성은 석탄과 CO2의

상호 작용과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큰 관심의 영역이다.

그러나 석탄과 CO2 상호 작용에 대하여 여전히 이

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들은 석탄층에

CO2를 저장하는 경우 분명히 주요 방해물 중 하나이

다. 그것은 CO2를 탄층에 주입시, 주입성의 감소이다.

팽창이 관찰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지만 관찰된 현상

으로 이어지는 CO2-석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기초수

준에서 수행되고 있다. 

CO2흡착에 의한 화학적 및 물리적 변화에서 비트리

니트(vitrinite)가 풍부한 석탄 샘플이 이너티니트

(inertinite)가 풍부한 석탄 시료보다 더 큰 표면적과

기공 구조의 변화를 보여준 연구사례가 있다(Tshifhiwa

Maphala, Nicola J. Wagner, 2012). 

이 방법은 이산화탄소가 메탄가스보다 석탄에 훨씬 더

잘 흡착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다. 주입된 이산화

탄소는 석탄에 흡착되기 위하여 기존 흡착상태의 메탄

가스를 탈착시키고 대체(methane displacement) 된다.

메탄가스 생산의 관점에서 질소를 주입하는 stripping

방법이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displacement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나 이산화탄소 주입의 경우 온실가스

격리의 관점에서 환경적, 경제적으로 부가적인 이익을

창출한다. 메탄가스 생산과 온실가스 절감의 시너지 효

과는 석탄층에서 CO2-ECBM의 적용가능성을 더 높여

준다. CO2-ECBM 경우 N2-ECBM에 비해 더 오랜

생산시간이 필요하지만 대신 순도가 높은 메탄가스를

Fig. 9. Diagram of the relationship of permeability and

depth indicating decrease at depth. Source: Modified from

Flores (1998) and McKee et al. (1986).

Fig. 10. CBM and ECBM production trend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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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할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세제혜택이 없다면 CO2-ECBM

이 N2-ECBM에 비해 훨씬 고비용이다. 메탄가스 생산

과 온실가스 저감에 있어 최대의 효율을 거두기 위해

서는 주입가스로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최적의 비로 혼

합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South

Qinshui Basin에서의 micro-pilot test에서 192톤의

CO2 주입과 1100 psi 이하로 8-10시간 동안 분당 30 L

를 주입했다.

ECBM은 메탄함유 석탄층에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

소를 주입함으로써, 이산화탄소가 석탄층에 흡착된 메

탄가스와 치환되는 과정을 통해, 메탄이 생산되는 석

탄층메탄 생산기법이다. 동일 압력 조건에서 이산화탄

소가 메탄에 비해 흡착량이 크다.

Fig. 11는 이산화탄소가 메탄에 비해 동일 압력 조

건에서의 흡착량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는 석탄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메탄가스보다

많은 양이 흡착될 수 있고 수평정시추 기술이 발전함

에 따라 기술 적용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ECBM을 이

용한 지중저장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흡착에 의한 석

탄층 팽윤(swelling)현상으로 메탄생산량이 감소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압파쇄법(hydraulic

fracturing)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실험적

으로 팽윤현상과 유체투과도 변화를 1차원 코어실험을

통한 분석과 이산화탄소-질소의 혼합비에 따른 유체투

과도 변화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Nam and Park,

2012).

이산화탄소는 석탄 입자의 표면에 흡착되어 있던 메

탄가스보다 많은 양이 흡착될 수 있고 수평정시추 기

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술 적용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ECBM을 이용한 지중저장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흡

착에 의한 석탄층 팽윤(swelling)현상으로 메탄생산량

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압파쇄

법(hydraulic fracturing)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하다. Mazumder와 Wolf(2008)는 실험적으로 팽윤현상

과 유체투과도 변화를 1차원 코어실험을 통해 분석하

였으며 Durucan과 Shi(2009)는 이산화탄소-질소의 혼

합비에 따른 유체투과도 변화를 연구하였다. 저류층 압

력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양에 비해 질소 함량이

낮을수록 유체투과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Busch와 Gensterblum(2011)은 이산화탄소의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의 물성으로 구성성분, 유기탄소함

량(TOC; Total Organic Carbon), 품위, 구성조직, 온

도, 함수비 등을 언급하였다.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와

석탄품위에 따른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흡착에서 메탄

의 경우 품위와 무관한 경향성을 보였으나 이산화탄소

는 저품위로 갈수록 흡착분석이 난해한 특징을 가졌다.

건조 석탄에 비해 지층수가 함유될 수록 높은 흡착도

를 보이지만 고품위 석탄에서는 이 효과가 적었다(Day

et al., 2008).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석탄층 메탄 증진

회수 분야에서는 지층수-석탄-메탄-이산화탄소의 특징

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Nam and Park, 2012).

비록 다수의 현장분석이 존재하지만 ECBM기술은

실용화단계로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

반적 이다(Hernandez et al., 2006; Durucan and Shi,

2009; Mazzotti et al., 2009; Fujioka et al., 2010).

석유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메탄가스의 가격과 낮은

활용도, 흡착과 팽윤현상에 대한 규명부족, 경제성 평

가 과정의 높은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

다(Jikich et al., 2004). CO2-EOR의 경우 오랜 기간

실증 및 현장평가를 통해 경제성이 확보된 반면

ECBM은 짧은 연구기간과 실험실규모의 실증만으로

대규모 설비투자의 위험도가 크다. 염대수층 지중저장

과 달리 이산화탄소 배출지와의 거리가 먼 것도 장애

요인이다. Sander 등(2011)은 이와 같은 ECBM의 특

징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모듈을 제안 하면서 경제성

확보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메탄 가스가격을 꼽았다.

공학적으로 팽윤현상, 메탄가스 생산량 예측의 불확실

성, 잔류트랩의 안정성 확보가 쟁점 연구 주제이다

(Nam and Park, 2012).
Fig. 11. Excess adsorption isotherm of N2, CH4 and CO2

on a dry Austrian coal (Mazzotti et al., 2009).



74 김 영 인

4. CBM 전망

CBM 생산은 메탄가스 가격 외에도 지구온난화와 밀

접한 관계를 보일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

의체(IPCC)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제3실무그룹(WGIII) 제5차 평

가보고서’를 승인했다. IPCC는 이번 총회에서 최근 온

실가스 배출경향, 금세기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oC

내로 억제하기 위한 2050~2100년까지의 감축경로, 부

문별 감축시나리오와 감축대책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

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가적 감축노력이 없으면 지구의

기온은 2100년 3~5oC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배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개발도상국의 경제활

동이 컸고 에너지와 산업부문의 배출증가 주요 원인으

로 분석됐다.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oC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

스 배출량 보다 40~70%를 감축해야 하고, 이 같은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0년 이후 감축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Electronic

Newspaper, 2014).

분야별로는 에너지와 산업, 수송에서의 배출량 증가

를 전망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에너지 수요관리와

이산화탄소저장포집 등의 신기술 사용 등을 권고했다.

한편 과학자들은 기온의 폭발적 상승을 막을 수 없는

분기점을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oC 상승으로 보고 있

으며, 이에 따라 제16차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지구평

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oC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공동의 비전으로 삼을 것에 합의했다. 

비전통 가스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청

정하고 풍부한 CBM이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크게 주

목을 받고 있다. 주요 비전통 가스의 매장량은 셰일가

스의 경우 450 tcm, CBM 250 tcm, 치밀가스 200 tcm

순으로 CBM의 위치는 다대하고 계속 생산 증가 전망

을 보이고 있다(Fig. 12). 

ECBM 생산은 198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1995년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CO2-ECBM이 시작되었다.

ECBM에는 N2 주입법(N2-ECBM), CO2 주입법(CO2-

ECBM), N2와 CO2혼합 주입법이 있는데 온실가스 저

감을 위해서는 CO2 주입법이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

N2와 CO2혼합 주입법의 경우 각각의 비율을 달리한

다양한 혼합비율의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Ronny Pini

et al., 2011). 

ECBM은 재래식 방법 CBM에 비해 가스의 회수율

을 높일 수 있고 CO2를 석탄층에 격리 저장할 수 있

어 탄소배출권 확보 등 부가적인 장점이 있다. ECBM

공법은 압력을 낮춰 메탄가스의 탈착을 유도하는 방법

과 달리 전체 저류층의 압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분

압력 비평형상태를 만들어 메탄가스의 탈착을 유도하

는 방법이다. ECBM의 회수율은 75~90%로 재래식

공법에 비해 약 150% 정도의 가스생산량 향상을 보인

다. CO2 지중저장과 같은 부가적인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어서 많은 CBM 탄전에서

ECBM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으며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결 론

석탄층메탄가스 개발 기술은 석탄층에 흡착된 막대

한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 중 CO2-

ECBM 공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로서 메탄가스의

생산성 향상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CBM개발은 가스시장 등락에 따른 개발에 큰 영향

을 받지 않은 장점이 있어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CBM은 석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탄가스

폭발에 대비한 선행적 광산 보안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CBM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시장의 변

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한 지구온실가스 감축에도

유리하다. 

가까운 미래에 석탄-석유에서 셰일가스, 가스하이드

레이트 등 비전통 가스로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가스 자급률을 높

이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Fig. 12. Prospects for worldwide unconventional gas

production(Hyung-won, Kim,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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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외 가스개발에 대한 체계화된 중장기 개발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CO2-ECBM 공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로서

메탄가스의 생산성 향상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외 기술개

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체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연구인력 양성에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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