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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Abstract) 

 급격한 유가 상승과 셰일가스 개발로 인한 천연가스의 가격 

하락으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주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 형태로 운송이 되는데, 

이 방법들은 누출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가스전의 규모가 

작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천연가스를 운송할 때 1.5 MTPA 이하의 소규모 가스전에서 

1,000-6,000 km 의 거리를 운송하면 경제적이고 안전하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 공정 및 운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운송된 대부분의 

액화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로 전환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이를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재기화 공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냉열을 이용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재기화 공정을 설계하였다. 이 

공정은 파이프라인 내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재생성되지 않도록 운전 

조건이 결정되었으며, 물 함량 규격에 맞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모두 

이용한다. 3.7 MTPA 규모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공급할 때,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모두 이용하는 체인의 

전체 비용과 액화천연가스만 이용하는 기존 체인의 전체 비용을 

비교하여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체인의 전체 비용은 

액화천연가스 또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 비용과 운송 비용, 

재기화 비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어 :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수송,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재기화 공정 

학 , 번 : 2013-2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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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급격한 유가 상승과 셰일가스 발견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으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3 년 거래된 

천연가스의 양은 236.8 MT (Million Ton) 이었으며 [1], 중국의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으로 인해 엑손모빌 (ExxonMobil) 

에서는 2040 년 가스 수요량이 현재의 65 %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2]. 한편, 천연가스의 운송 방법으로는 내륙에서 짧은 

거리의 운송 시 파이프라인으로 운송하는 방법 (PNG; Pipelined 

Natural Gas) 과 먼 거리에서 운송 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LNG; 

Liquefied Natural Gas) 배로 운송하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운반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액화천연가스는  -162 ℃ 이하의 저온 액체 상태로 

운반되기 때문에 누출 시 쉽게 기화될 수 있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분쟁과 테러 등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사고는 폭발 피해와 동시에 극심한 에너지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운송을 안전한 방법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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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년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자기 보호 (Self-Preservation) 

현상이 발견되면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형태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자기 보호 현상에 의해 상압에서의 생성 온도인 193 K 보다 75 

K 이나 높은 -5 ℃에서도 1 달 동안 50 %가 녹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4]. 따라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162 ℃ 

이하로 운송해야 하는 액화천연가스보다 훨씬 높은 온도인 -

15 ℃에서 운송할 수 있으며,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소규모 가스전에서 단거리 운송 시 액화천연가스보다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3, 5, 6, 7].  

 가스전의 규모 및 수는 그림 1과 같다. 현재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가스전은 대규모 또는 중규모의 가스전으로, 3 TCF (Trillion Cubic 

Meters) 이상 규모의 가스전은 전체 가스전 수의 40 %를, 그 

매장량은 전체의 80 %를 차지하고 있다 [8]. 하지만 현재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는 소규모 가스전에 대해서는 개발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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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있다. 따라서 수요에 맞는 원활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가스전 개발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단거리에서 소규모 가스전의 개발을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 체인보다 경제적이며 안전하고 천연가스의 운송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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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천연가스전의 매장량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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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에 관한 연구는 1990 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방법 및 수송의 

편의성을 위해 입자화 (Pelletizing) 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특허 6 편 [9-14], 논문 2 편 [5, 15] 이 나와있다. 일본의 

MES (Mitsui Engineering & Shipbuilding Co., LTD.) 에서는 2003 년 

Chiba 에 하루 600 kg 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고 

입자화할 수 있는 시험 공장 (Pilot Plant) 을 만들었으며, 이를 

스케일 업 (Scale-up) 하여 2006 년 Yanai 발전소에 하루 5,000 kg 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험 공장을 만들었다 

[16]. 또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수송을 위해 트럭과 운송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였다 [16, 17]. 이와 같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과 수송에 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반면, 재기화 공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의 경제성을 분석한 논문에서도 

‘재기화 공정의 자본비 (CAPEX; Total Capital Investment) 는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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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 공정의 절반이다 [18]’ 라고 언급하며 

정확한 공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논문 분석을 통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상용화할 수 있는 

재기화 공정에 관한 연구가 생산 및 수송에 관한 연구에 비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현재 국내에서 유통하는 형태인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로 재기화하는 공정을 설계하고, 이 공정을 이용한 체인의 

경제성을 분석할 것이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은 

그동안 버려지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냉열을 이용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연계하였고, 경제성은 이 공정의 체인 

비용을 액화천연가스 체인의 비용과 비교하여 분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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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범위 

1.3.1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의 설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상압 -15 ℃에서 운송된다고 가정한다. 

운송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상온보다 낮은 0 ℃ 이상에서 

녹아 기체와 액체로 상이 분리되는데, 고체상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압력 제어가 가능한 탱크 내에서 대기 열에 의해 

기체상과 액체상으로 분리되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에 유입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한국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규격인 70 bar, 0 ℃로 만들어 주는 공정이다.  



８ 

 

1.3.2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의  

경제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산성가스, 물, 수은, 천연가스액체 (NGL; Natural 

Gas Liquid) 제거까지 마친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그림 2 와 같이 

액화천연가스 또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고 운반, 

재기화하는 과정을 체인이라고 하였다. 경제성 분석은 각 체인의 

생산공정, 운송, 재기화공정의 연간 자본비와 운전비를 단위 질량에 

대해 구하고 그 합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운송은 본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 아니므로 문헌으로부터 얻은 자본비 

(Total Capital Investment) 와 운전비 (Operating Cost) 를 경제성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재기화 공정에 대해서는 Aspen HYSYS®  를 

이용해 시뮬레이션 한 후 자본비와 운전비를 직접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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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각 체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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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2.1 액화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 운송의 한 방법으로 천연가스의 저장과 

운송의 편의성을 위해 천연가스를 -162 ℃ 이하로 액화시킨 것을 

뜻한다. 액화천연가스의 부피는 천연가스의 1/600 정도로 매우 작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운송 효율이 좋은 반면, 누출 시 화재 및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다. 

 2013 년 액화천연가스의 총 거래량은 236.8 MT (Million Ton) 으로 

17 개의 수출 국가 중 카타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전세계 

생산량의 약 50 % 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9 개의 수입 국가 중 

일본과 한국이 전세계 수요량의 50 %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수요가 많다 [1]. 주요 수출국 및 수입국의 

2013 년 거래량을 표 1 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수출국과의 거래량 및 거리를 표 2 에 수록하였다.  

수입된 대부분의 액화천연가스는 액화천연가스터미널에서 재기화 

공정을 거쳐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형태로 변환이 된다. 국가마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온도, 압력 규격이 다르며, 한국의 경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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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0 ℃이다. 변환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는 운송거리가 

길어질수록 압력이 떨어지며 각 지역의 압력 변환기 (Pressure 

converter)에서 용도에 맞게 압력을 변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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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3 년 천연가스 거래량 [1] 

Export Country Export Quantity (MT) Import Country Import Quantity (MT) 

Qatar 77.2 (32.6%) Japan 87.8 (37.1%) 

Malaysia 24.7 (10.4%) South Korea 40.9 (17.3%) 

Indonesia 17.0 (7.2%) China 18.6 (7.9%) 

Nigeria 16.9 (7.1%) India 12.9 (5.4%) 

Trindad 14.6 (6.2%) Taiwan 12.8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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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3 년 국가 간의 액화천연가스 거래량 및 운송 거리 [1, 19] 

  Import Country 

  South Korea Japan 

  
Quantity 

(MT) 

Distance 

(km) 

Quantity 

(MT) 

Distance 

(km) 

Export 

Country 

Qatar 
13.68 

(33.4%) 
10,031 

16.07 

(18.3%) 
10,583 

Indonesia 
5.93 

(14.5%) 
3,837 

6.22 

(7.1%) 
4,152 

Oman 
4.54 

(11.1%) 
9,091 

3.97 

(4.5%) 
9,643 

Malaysia 
3.87 

(9.5%) 
3,751 

15.04 

(17.1%) 
4,046 

Yemen 
3.57 

(8.7%) 
9,730 

0.51 

(0.6%) 
- 

Nigeria 
2.80 

(6.8%) 
17,062 

3.82 

(4.4%) 
- 

Russia 
1.96 

(4.8%) 
2,188 

8.73 

(9.9%) 
1,447 

Brunei 
1.28 

(3.1%) 
4,608 

5.07 

(5.8%) 
5,160 

Australia 
0.73 

(1.8%) 
5,811 

17.90 

(20.4%) 
6,032 

Equatorial 

Guinea 

0.12 

(0.3%) 
17,010 

2.30 

(2.6%) 
- 

UAE 
0 

(0%) 
- 

5.40 

(6.2%) 
1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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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얼음 입자 사이의 빈 공간에 천연가스 

분자가 갇혀 있는 형태로, 주로 영구 동토층이나 심해저에 분포하고 

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는 그림 3 과 같이 SI, SII, SH 

세가지 종류가 있다 [20]. SI 구조는 얼음 입자 사이에 메탄, 에탄, 

황화수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는 경우 가질 수 있는 구조이며, SII 

구조는 프로판, 부탄 등 비교적 큰 입자가 얼음 입자 사이에 있는 

경우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마지막으로 SH 구조는 메탄과 같이 

작은 분자와 2-methylbutane 또는 2,2-dimethylbutane 등과 같이 큰 

분자가 혼합되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메탄과 물 만으로 

이루어진 하이드레이트를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부르며, 메탄이 

최대로 들어갔을 때 메탄 한 분자를 감싸는 물 분자의 수는 

5.75 개이다. 또한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1 m3 당 180 m3 의 

메탄가스를 방출할 수 있다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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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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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연구는 파이프라인 내에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성을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파이프라인 내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면 흐름이 막히게 

되어 파이프라인의 파열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65 년 처음으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영구동토층 (Permafrost) 

이나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메탄의 양이 0.2 ×

1015 − 120 × 1015 𝑚3 𝑆𝑇𝑃에 이른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21]. 이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채취하기 위해 감압 또는 열수 주입 

방법이 연구되었지만, 하이드레이트의 채굴은 대기 중의 탄소함량을 

높여 온실효과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해 산업체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하이드레이트 층에 

주입하면서 동시에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3].  

 한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자기 보호 현상 (Self-Preservation) 

을 보이기 때문에 그림 4 와 같이 상압에서 녹는점인 193 K 보다 75 

K 이나 높은 -5 ℃에서도 1 달 동안 50 %가 녹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4]. 자기 보호 현상은 그림 5 와 같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표면에 있는 천연가스가 외부로 방출된 후 물 

분자들이 더 단단하게 결합하여 내부의 천연가스가 방출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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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주는 현상이다. 하이드레이트의 자기 보호 현상이 밝혀지면서 

하이드레이트를 천연가스의 운송 수단으로 이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논문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경제성을 분석하였으며, 운송을 위해 하이드레이트를 생성하여 

입자화 (Pelletizing)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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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자기 보호 현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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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자기 보호 현상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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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은 그림 6 과 같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터미널과 수송선, 수입하여 

재기화하는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는 1995 년 

Gudmundsson 에 의해 시작되었다. 2012 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1-1.5 

MTPA 이하의 가스를 6,000 km 이내의 거리에서 운송할 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의 자본비 (Capital Expenditure) 가 

액화천연가스 체인의 자본비보다 20 % 낮다고 한다. 여러가지 운송 

방법 별 자본비의 비교 그래프는 그림 7 에 수록되어있다 [16]. 

일본의 MES 에서는 시험 공장 (Pilot Plant) 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자본비와 운영비를 모두 고려했을 때, 1 MTPA 이하의 가스를 3,500 

nm (~5,633 km) 이내 거리로 운송할 때 액화천연가스 체인에 비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이 더 경제적임을 발표하였다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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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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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천연가스 운송 방법 별 자본비 비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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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의 설계 

3.1 가정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몰 비율이 천연가스 : 물 = 1 : 6 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였으며, 천연가스의 조성은 표 3 과 같다. 상압 

-15 ℃ 로 운송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의 녹는점인 0 ℃ 

이상에서 녹는데, 수송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압력 제어가 

가능한 탱크에 넣어주면 대기 열에 의해 녹아 액체상과 기체상으로 

상이 분리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압력 

제어가 가능한 탱크에 넣어주는 이유는 고체상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녹아 상 분리가 일어나면서 부피가 약 100 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탱크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서 일정 압력을 가진 흐름을 얻기 위해 압력 제어 

탱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 제어 탱크에서 나온 

흐름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의 초기 입력 값으로 

사용하였으며 액화천연가스 및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저장 탱크의 

설계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Aspen HYSYS®  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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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 하였으며, 상태방정식으로는 Peng-Robinson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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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천연가스 및 증발가스의 조성 [24] 

성분 천연가스 조성 증발가스 조성 

메탄 (CH4) 0.8926 0.9964 

에탄 (C2H6) 0.0864 0.0034 

프로판 (C3H8) 0.0144 0.0000 

부탄 (C4H10) 0.0035 0.0000 

이소 부탄 (i-C4H10) 0.0027 0.0000 

질소 (N2) 0.0004 0.0002 

합계 1.00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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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은 그림 8 과 같은 인천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베이스 케이스로 잡았고, 액화천연가스 저장고 (Storage 

Tank) 에 저장된 천연가스의 조성과 대기 온도에 의해 발생된 

증기가스 (Boiled-Off Gas)의 조성은 표 3 과 같다. 

 액화천연가스 저장고의 액체 흐름인 ‘LNG’는 펌프에 의해 

가압이 되고 기체 흐름인 ‘BOG’는 압축기에 의해 가압이 된 후, 

‘Recondenser’에서 열 교환에 의해 ‘BOG’가 액체상으로 변한다. 

‘BT1’은 펌프를 통해 다시 한번 가압하여 70bar 의 액상이 되고, 

바닷물과의 열 교환을 통해 약 -150 ℃ 에서 0 ℃까지 온도가 

상승하여 기화된다.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에서는 파이프라인 내에서 얼음이나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상압 -80 ℃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데, ‘LNG’, 

‘LNG1’, ‘BT1’, ‘BT2’ 는 온도가 이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물이 

존재한다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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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흐름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 함량을 1 ppm 이하로 유지시켜주어야 한다 [25].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에서 주목할 점은 바닷물을 이용해 약 -

150 ℃에서 0 ℃까지 가열해주며, 냉열을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 냉열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냉열을 이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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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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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와 물의 몰 비율이 1:6 으로 

물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먼저 녹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에서 물을 제거해 주어야 유량을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그림 

9와 같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상 분리가 일어난 ‘NGH’ 흐름을 

‘V-100’ 에 넣어주어 플래시 분리 (Flash Separation) 를 한다. 이를 

통해 물을 일차적으로 분리하는데, 기체상인 ‘NGH10’ 으로는 주로 

천연가스가, 액체상인 ‘Water1’ 에서는 주성분으로 물이 분리되어 

나오게 된다. 이때 1 bar 에서 플래시 분리의 온도에 따라 ‘NGH10’ 

과 ‘Water1’의 조성이 달라지며 그 경향은 그림 10, 11 과 같다. 즉, 

플래시 분리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NGH10’ 흐름에 포함된 물의 

함량이 높아지고, ‘Water1’ 흐름에 포함된 메탄의 함량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표 4 에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는 파이프라인 내의 

하이드레이트 생성을 막기 위해 물 함량 120 ppm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플래시 분리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후단의 분리 강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얼음이 생성되는 온도인 0 ℃ 보다 

높으면서 온도를 최대한 낮춰주어야 후단의 분리 강도를 낮춰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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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V-100’ 의 플래시 분리 온도를 3 ℃ 로 

정하였다.  



31 

 

 

 

 

 

 

 

 

그림 9.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의 플래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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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플래시 분리 온도에 따른 ‘NGH10’ 흐름의 물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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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플래시 분리 온도에 따른 ‘Water1’ 흐름의 메탄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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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그림 12 의 물 상 평형도 (Phase Diagram) 를 통해 물의 

삼중점 압력 0.006 bar 에서 임계점 압력 218 bar 까지 얼음의 

녹는점이 0 ℃ 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성 영역에서는 0 ℃ 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 압력이 8.2 bar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0.006 – 218 bar 까지 물의 녹는점을 0 ℃ 라 할 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압력인 8.2 bar 이하 

까지를 압력 제어 탱크의 압력 조건으로 잡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압력 제어 탱크의 압력이 1, 3, 8 bar 인 세 가지 사례에 

대해 공정 설계를 수행하였다. 그림 9, 10 의 1 bar 경우와 

마찬가지로 3, 8 bar 에서도 플래시 분리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기체상의 물 함량이 높아지고 액체상으로의 천연가스 손실이 

늘어나므로 ‘V-100’ 의 온도를 3 ℃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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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물의 상 평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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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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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의 플래시 분리를 거친 ‘NGH10’ 흐름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규격에 

맞춰주어야 한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규격은 국가나 사용처에 

따라 다른데, 표 4 의 한국 규격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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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규격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온도 (℃) 0 

압력 (bar) 70 

물의 함량 (ppm)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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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에서 분리된 그림 9 의 ‘NGH10’ 흐름은 1, 3, 8 bar 압력에 

따라 물 함량이 약 7,379, 2,484, 955 ppm 인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규격인 120 ppm 이하의 물 함량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탈수 과정 (Dehydration) 을 거쳐야 한다. 

 탈수 방법으로는 분자 여과기 (Molecular Sieve) 나 실리카 겔 

(Silica Gel) 등을 이용해 물을 흡착 (Adsorption) 하여 제거하는 

방법과 액화천연가스 생성 전(前)단계에서 사용하는 

트리에틸렌글리콜 (TEG; Tri-Ethylene Glycol) 탈수 방법, 마지막으로 

압축 ∙ 냉각 ∙ 플래시 분리를 반복하여 탈수하는 방법이 있다. 물을 

흡착하여 제거하는 방법은 물의 함량을 10 ppm 이하로 낮출 수 

있지만 흡착제가 매우 비싸고 흡착 탑을 재생시키려면 온도를 매우 

높여줘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며 압력 강하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TEG 탈수 방법은 물 함량을 100 ppm 이하로 낮출 

수는 있지만 매우 큰 공정을 필요로 하며 주기적으로 TEG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압축 ∙ 냉각 ∙ 플래시 분리를 반복하여 

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물 함량을 몇 백 ppm 정도로밖에 낮춰주지 

못하나 공정의 크기가 TEG 탈수 방법보다는 작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40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통합하고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과 

액화천연가스 흐름을 섞어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탈수 강도가 100 ppm 이하로 낮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공정의 크기가 작고 경제적인 압축 ∙ 냉각 ∙ 플래시 분리를 

반복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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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연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연계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버려지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냉열을 

이용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을 냉각할 수 있으며, 물 함량이 

낮은 액화천연가스 흐름과의 혼합을 통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으로부터의 물 제거 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액화천연가스와는 달리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정 설계 시 파이프라인 내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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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사례 연구 1  

‘NGH’ 의 압력 조건이 1 bar 일 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의 냉각을 위해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열 교환에 사용하여 두 공정을 연결하면 그림 14 와 같다. 

기존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그림 8)에서는 약 -150 ℃의 냉열이 

바닷물로 0 ℃까지 가열되어 버려졌었다. 하지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과 연계하면 이 냉열의 많은 양을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연계시키는 방법에는 ‘Recondenser’ 또는 ‘MIX-101’에 하이드레이트 

흐름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전자는 ‘LNG1’의 냉열을 이용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을 액화시켜 압축기가 아닌 펌프로 

가압하기 때문에 에너지 및 압축기의 자본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Recondenser’에 하이드레이트 흐름을 넣기 위해선 

물 함량을 1 ppm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분자 흡착기 등 물 

제거를 위한 설비가 커지므로 탈수 공정의 자본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을 액화시키기 위해선 

냉열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줄 수 있는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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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레이트 흐름의 양이 매우 줄어들게 되며, 액화천연가스가 

기체 상을 모두 액화시키지 못해 기체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Recondenser’ 후단에 고압 압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반면, 후자는 압축비용은 증가하지만 물을 높은 순도로 

제거해주지 않아도 넣어줄 수 있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을 70 bar 까지 압축한 뒤, ‘MIX-

101’에서 같은 압력의 액화천연가스 흐름과 섞어 주었다. 그림 15 와 

같이 물 함량이 0 ppm 인 ‘BT7’ 과 물 함량이 444 ppm 인 ‘Input 

NGH’ 를 섞어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규격인 물 함량 120 ppm 

이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식 (1) 을 만족해야 한다. 

444 𝑝𝑝𝑚 × ′𝐼𝑛𝑝𝑢𝑡𝑁𝐺𝐻′ ≤ 120 𝑝𝑝𝑚 × ′𝑃𝑁𝐺′ - 식 (1) 

이때 ‘Input NGH’에 대한 ‘BT7’의 최대량은 2.7 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Input NGH’ 의 양을 1 MTPA (= 114 ton/h), ‘BT7’ 의 

양을 2.7 MTPA (= 308 ton/h) 로 하여 공정을 설계하였다. 

이 공정 설계에서 중요한 점은 상압인 ‘NGH10’ 흐름을 70 

bar 까지 가압할 때 파이프라인 내에서 얼음이나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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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의 압축 후 열 교환 시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온도까지만 냉각해주어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 

압력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 온도보다 3 ℃ 높은 온도까지 

냉각이 되도록 하였다. 이 결과를 표 5 에 수록하였다. ‘NGH10’ 

흐름은 압축기를 통과한 뒤 2.90 bar 까지 가압되고, 이 압력에서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는 온도는 -30 ℃ 이다. 압축기에서 나온 

‘NGH11’은 가압 과정에 의해 온도가 100 ℃ 이상으로 상승하므로 

냉각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하이드레이트가 파이프라인 내에 

생성 되지 않으면서 얼음까지 생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얼음의 

어는점인 0 ℃보다 높은 온도로 냉각해 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온도를 3 ℃로 정하였다. ‘V-101’에 들어간 ‘NGH12’ 흐름은 물이 

분리되고 약 2,600 ppm 의 기체상태 흐름 ‘NGH20’으로 나온다. 

‘NGH20’ 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압축기를 통과한 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지 않는 온도까지 열 교환기에서 냉각이 

되어 플래시 분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물 함량이 444 

ppm 이고 70 bar, 20 ℃인 ‘Input NGH’ 흐름이 얻어진다. 20 ℃인  

‘Input NGH’ 과 액화천연가스 흐름을 섞어 0 ℃인 ‘PNG’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BT7’ 의 온도가 -7 ℃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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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5’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과 열교환을 마친 -57 ℃의 

‘BT7’을 50 ℃ 가량 가열해주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해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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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례 연구 1 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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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혼합기 ‘MIX-101’ 에서의 물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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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사례 연구 1 의 압력에 따른 하이드레이트 생성온도 및 설계 온도와 물의 함량 

 NGH12 NGH22 NGH32 NGH42 Input NGH 

압력 (bar) 2.90 8.41 24.39 70.00 70.00 

하이드레이트 생성온도 (℃) -30 0 9 17 17 

설계 온도 (℃) 3 3 12 20 20 

물의 함량 (ppm) 7,379 2,568 910 627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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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사례 연구 2 

 ‘NGH’ 의 압력 조건만 3 bar 로 바꾸어 앞의 ‘3.4.1 사례연구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된 공정을 그림 16 에 제시하였다. ‘NGH’의 

압력이 바뀌면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압축기와 플래시 분리기의 개수가 하나씩 줄었으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의 압력 및 설계 온도, 물 함량이 

변화하였다. 변화된 수치를 표 6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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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6. 사례 연구 2 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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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례 연구 2 의 압력에 따른 하이드레이트 생성온도 및 설계 온도와 물의 함량 

 NGH12 NGH22 NGH32 Input NGH 

압력 (bar) 8.70 25.20 70.00 70.00 

하이드레이트 생성온도 (℃) 0 9.5 17 17 

설계 온도 (℃) 3 12 20 20 

물의 함량 (ppm) 2,484 881 608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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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사례 연구 3 

‘NGH’ 의 압력 조건만 8 bar 로 바꾸어 앞의 ‘3.4.1 사례연구 1’ 

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된 공정을 그림 17 에 제시하였다. ‘NGH’의 

압력이 바뀌면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압축기는 2 개, 플래시 분리기는 3 개로 줄었으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흐름의 압력 및 설계 온도, 물 함량을 표 7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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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사례 연구 3 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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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사례 연구 3 의 압력에 따른 하이드레이트 생성온도 및 설계 온도와 물의 함량 

 NGH12 NGH22 Input NGH 

압력 (bar) 8.70 70.00 70.00 

하이드레이트 생성온도 (℃) 0 17 17 

설계 온도 (℃) 3 20 20 

물의 함량 (ppm) 955 595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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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의  

경제성 평가 

4.1 개요 

 ‘3.4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연계’ 에서 설계된 공정의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체인을 

분석하였다. 액화천연가스 체인과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은 

그림 18과 같이 생산, 운송, 재기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단계의 비용은 단위 질량당 연간 자본비와 운영비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연간 자본비는 플랜트의 유효 수명 (Useful Life) 을 

모두 20 년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3.4 에서 설계한 공정은 

액화천연가스 (2.7 MTPA) 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1 MTPA) 를 

동시에 이용하는 공정이므로 두 물질을 모두 이용하는 체인과 

액화천연가스만을 이용하는 체인 (3.7 MTPA) 을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액화천연가스의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본비와 운영비만으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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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본비는 표 8 의 Marshall & Swift Equipment Cost Index 를 

이용해 2012 년 가격으로 환산하였으며, 전기 가격 $ 0.06 / kWh 를 

이용하여 운영비를 계산하였다. 천연가스의 상태 별 물성은 표 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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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의  

경제성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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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Marshall and Swift Equipment Cost Index 

Year Cost Index 

2001 1093.9 

mid-2002 1094.4 

2002 1104.0 

2003 1123.6 

2005 1244.5 

2006 1302.3 

2008 1449.3 

2010 1457.4 

2012 1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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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천연가스의 상태 별 물성 

State of Natural Gas Density (kg/m3) Content of NG (m3 NG/m3 state) 

NG 0.802 1 

LNG 450 600 

NGH 929 170 



60 

 

4.2 생산 단계 

4.2.1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공정은 Javanmardi 가 설계한 공정을 

이용하였다 [5].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공정은 그림 19 와 같이 

천연가스와 과량의 물을 고압에서 혼합하여 냉각한 뒤, 생성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와 물을 분리하고 열 교환을 통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더욱 냉각한다. 이 생산 공정은 반응기가 고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반응기 당 

생산량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한 공정에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양은 0.34 MTPA 이다 [26]. 그림 20 의 

공정은 0.17 MTPA 규모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하는 

공정으로, 장비 규격과 에너지 평형은 표 10 과 같다. 이 공정에 

대한 자본비는 논문의 계산 값을 2012 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표 

11 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총 자본비는 $ 83.00 × 106 이며, 단위 

질량 당 연간 자본비는 $ 57.65/ton이다. 운영비는 압축기와 펌프의 

전기 에너지 비용인 $5.68 × 106/𝑦𝑟 이므로, 단위 질량 당 운영비는 

$ 32.77/t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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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Javanmardi 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공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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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공정의 장비 규격과 에너지 평형 [5] 

                Equipment Specification 

Compressor 

 

 

 

Power, 10.6 MW 

Input pressure, 200kPa 

Output pressure, 1270 kPa 

η=0.8 (isentropic) 

Condenser 

 

 

Duty, -34.5 MW 

Surface area, 3530.0 m2 

Pressure, 1270 kPa 

Heat exchanger 

 

 

Duty, 2.7 MW 

Surface area, 221.0 m2 

Pressure, 200 kPa 

Dryer Duty, 0.2 MW 

Reactor 
Duty, 21.2 MW 

Temperature, 285.4 K 

Pump Power 0.2 MW 

Moles of propane/mole of natural ga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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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 공정의 장비 비용 및 자본비 [5] 

Equipment Installed Cost, mid-2002 US $ Installed Cost, 2012 US $ 

Compressor 17.39 × 106 24.37 × 106 

Condenser 2.41 × 106 3.38 × 106 

Heat Exchanger 3.98 × 105 5.59 × 105 

Separator 1.09 × 106 1.53 × 106 

Dryer 2.57 × 105 3.61 × 105 

Reactor 1.49 × 106 2.09 × 106 

Pump 4.50 × 104 6.32 × 104 

Storage tank 1.98 × 106 2.78 × 106 

Total capital investment for each train 59.12 × 106 83.00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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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액화천연가스 생산 

 액화공정은 천연가스를 -162 ℃ 이하의 극저온 상태로 만들어 

주는 공정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극저온의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니켈 합금으로 장비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자본비와 

운영비가 매우 큰 공정이다.   

 액화 플랜트는 주로 천연가스 전처리 시설과 같이 지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액화 공정만 고려하였다. 액화공정의 장비들은 APC 나 

ConoPhillips, Shall, Linde 와 같은 몇몇 회사들이 독점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액화공정의 

자본비는 IGU (International Gas Union) 의 자료를 참고하여 2007-

2013 년 사이에 지어진 액화 공정의 단위 질량 당 자본비가 

$ 785 /ton 임을 알았다 [1].  이를 통해 단위 질량 당 연간 자본비 

$ 92.69 /ton 를 구하였다.  

액화공정은 어떤 냉매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C3/MR, 

Cascade, DMR, SMR, N2 공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공정들의 

평균적인 에너지 소비량과 사용 비율은 표 12 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C3/MR 의 사용 비율이 높으므로 운영비는 C3/MR 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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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kWh/ton LNG 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단위 질량 당 운영비는 

$17.58/ton 이다.  



66 

 

 

 

 

 

 

 

 

 

 

표 12. 천연가스 액화공정의 효율 및 사용 비율 [1, 31] 

Cycle C3/MR Cascade DMR SMR N2 

kWh/ton LNG 293 338 300 348 375 

Usage (%) 66 11 3 <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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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운송 단계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액화천연가스는 각각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송선의 가격, 운송량 등에서도 차이가 있다. 각각의 

운송선 정보를 표 13 에 수록하였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운송 온도가 -15 ℃로 액화천연가스에 

비해 비교적 상온에서 운송되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적게 들며 

따라서 배 값이 싸다. 하지만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에는 천연가스 

함량보다 물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단위 부피 당 천연가스 

운송량이 적고 물에 의해 무게가 많이 나가 운송 효율이 좋지 

않으며 운송선의 연료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액화천연가스는 -

162 ℃ 이하로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많이 들어 배가 

비싸지만, 천연가스만을 운송하기 때문에 운송선의 연료 비용이 

적게 든다.  

 운송선의 연료는 디젤로 2012 년 디젤 가격 $ 1.260 / kg-fuel [27] 

과 연료의 효율 $ 2.8 × 10−3kg − fuel/(ton ∙ mile)  [28]을 통해 

운송선의 연료 비용 $ 2.192 × 10−3/(ton ∙ km)  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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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선이 천연가스를 선적 및 하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 일이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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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운송선의 정보 [18] 

 NGH 운송선 LNG 운송선 

가격 ($) 80 × 106 240 × 106 

운송 가능 양 (m
3
) 250,000 125,000 

             (ton) 232,250 56,250 

운송 가능 NG 양 (ton) 41,500 56,250 

최대 적재 시 배 무게 (ton) 250,000 110,000 

배 속도 (knot) 15 18 

       ; (km/h) 27.78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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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운송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Q ton, 직선거리 x km 를 운송할 때 

운송선의 자본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배 한 척이 x km 를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 배 한 척이 1 년 동안 x km 를 운송할 때 

왕복 가능한 횟수와 운송하는 천연가스의 양, Q ton 을 x km 

거리에서 운송할 때 필요한 배의 척 수를 알아야 한다. 

 

 운송선이 직선거리 x km, 왕복거리 2x km 를 운반하는 데 

걸리는 시간   

2𝑥 𝑘𝑚

27.78𝑘𝑚/ℎ
×

1 𝑑𝑎𝑦

24 ℎ
+ 12 𝑑𝑎𝑦 = (𝑥/333.36 + 12)𝑑𝑎𝑦  

 배 한 척이 1 년 동안 직선거리 x km 를 운송할 때 왕복 

가능한 횟수 

365𝑑𝑎𝑦/{(𝑥/333.36 + 12)𝑑𝑎𝑦}  

 배 한 척이 1 년 동안 x km 를 운송할 때 운송하는 

천연가스의 양  

41,500 𝑡𝑜𝑛 × 365𝑑𝑎𝑦/(𝑥/333.36 + 12)𝑑𝑎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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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ton 을 x km 거리에서 운송할 때 필요한 배의 척 수 

𝑄 𝑡𝑜𝑛 ÷ {41,500 𝑡𝑜𝑛 ×
365𝑑𝑎𝑦

(𝑥/333.36+12)𝑑𝑎𝑦
}  

 Q ton 을 x km 거리에서 운송할 때 필요한 배의 자본비 

$ 80 × 106/𝑠ℎ𝑖𝑝 × [𝑄 𝑡𝑜𝑛 ÷ {41,500 𝑡𝑜𝑛 ×
365𝑑𝑎𝑦

(𝑥/333.36+12)𝑑𝑎𝑦
}]  

– 식 (2) 

 식 (2) 를 통해 단위 질량 당 연간 자본비는 $ (4.38 × 10−3 × 𝑥 +

21.03)/𝑡𝑜𝑛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운영비는 단순 연료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선적하고 갈 때의 무게는 

250,000 ton 이지만, 하역한 뒤 돌아올 때의 무게는 17,750 ton 이다.  

 

 Q ton 을 운송하는 횟수 

Q ton ÷ 41,500 ton =
𝑄

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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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료 비용 

$ 2.192 × 10−3/(𝑡𝑜𝑛 ∙ 𝑘𝑚) × (250,000 𝑡𝑜𝑛 + 17,750 𝑡𝑜𝑛) × 𝑥 𝑘𝑚 ×

𝑄/41,500 – 식 (3) 

 식 (3) 에 의해 단위 질량 당 운영비는 $ (6.38 × 10−3 × 𝑥)/𝑡𝑜𝑛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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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액화천연가스 운송 

액화천연가스를 Q ton, 직선거리 x km 를 운송할 때 운송선의 

자본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4.3.1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운송’ 과 

같이 배 한 척이 x km 를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 배 한 척이 1 년 

동안 x km 를 운송할 때 왕복 가능한 횟수와 운송하는 천연가스의 

양, Q ton 을 x km 거리에서 운송할 때 필요한 배의 척 수를 알아야 

한다. 

 운송선이 직선거리 x km, 왕복거리 2x km 를 운반하는 데 

걸리는 시간   

2𝑥 𝑘𝑚

33.34𝑘𝑚/ℎ
×

1 𝑑𝑎𝑦

24 ℎ
+ 12 𝑑𝑎𝑦 = (𝑥/400.03 + 12)𝑑𝑎𝑦  

 배 한 척이 1 년 동안 직선거리 x km 를 운송할 때 왕복 

가능한 횟수 

365𝑑𝑎𝑦/{(𝑥/400.03 + 12)𝑑𝑎𝑦}  

 배 한 척이 1 년 동안 x km 를 운송할 때 운송하는 

천연가스의 양  

56,250 𝑡𝑜𝑛 × 365𝑑𝑎𝑦/(𝑥/400.03 + 12)𝑑𝑎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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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ton 을 x km 거리에서 운송할 때 필요한 배의 척 수 

𝑄 𝑡𝑜𝑛 ÷ {56,250 𝑡𝑜𝑛 ×
365𝑑𝑎𝑦

(𝑥/400.03+12)𝑑𝑎𝑦
}  

 Q ton 을 x km 거리에서 운송할 때 필요한 배의 자본비 

$ 240 × 106/𝑠ℎ𝑖𝑝 × [𝑄 𝑡𝑜𝑛 ÷ {56,250 𝑡𝑜𝑛 ×
365𝑑𝑎𝑦

(𝑥/400.03+12)𝑑𝑎𝑦
}] 

– 식 (4) 

식 (4) 를 통해 단위 질량 당 연간 자본비는 $ (2.38 × 10−3 × 𝑥 +

9.50)/𝑡𝑜𝑛 임을 알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의 운영비는 4.3.1 과 동일하게 단순 연료 비용으로 

계산하였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선적하고 갈 때의 무게는 

110,000 ton, 하역한 뒤 돌아올 때의 무게는 53,750 ton 이다.  

 

 Q ton 을 운송하는 횟수 

Q ton ÷ 56,250 ton =
𝑄

5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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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연료 비용 

$ 2.192 × 10−3/(𝑡𝑜𝑛 ∙ 𝑘𝑚) × (110,000 𝑡𝑜𝑛 + 53,750 𝑡𝑜𝑛) × 𝑥 𝑘𝑚 ×

𝑄 ⁄ 56,250 – 식 (5) 

 식 (5) 를 통해 단위 질량 당 운영비는 $ (1.41 × 10−2 × 𝑥)/𝑡𝑜𝑛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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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재기화 단계 

 재기화 비용은 Aspen HYSYS® 를 통해 공정을 모사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자본비와 운영비를 직접 계산하였다. 압축기와 

펌프의 자본비는 Seider 책을, 열 교환기와 플래시 분리기는 Douglas 

책을 참고하여 각 장비의 장비 비용을 구한 뒤, 공정 전체의 

자본비를 구하였다 [29, 30]. 운영비는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압축기와 펌프에 대해 $ 0.06/kWh 를 적용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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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재기화 

 ‘3.4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과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연계’ 의 사례 연구 1, 2, 3 은 ‘NGH’ 흐름의 압력이 각각 1, 3, 8 

bar 이며, 생산되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양은 3.7 MTPA 로 

동일하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 사례에 대한 장비 규격과 장비 

비용, 총 자본비와 운영비를 표 14-16 에 나타내었다. 총 자본비와 

운영비 비교를 통해 사례 연구 3 이 가장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4.5 전체 체인 통합 분석’ 에서는 사례 연구 3 만을 

이용하였으며, 사례 연구 3 의 단위 질량 당 연간 자본비는 

$ 6.44/ton 이며, 단위 질량 당 운영비는 $ 2.57/ton 이다.  

  



78 

 

표 14. 사례 연구 1 의 장비 규격과 장비 비용 및 총 자본비와 운영비 

Equipment Specification Purchased cost, 2012 US $ 

Comp1 750 kW $ 3.35 × 106 

Comp2 1,086 kW $ 4.51 × 106 

Comp3 7,309 kW $ 4.13 × 106 

Comp4 7,226 kW $ 3.94 × 106 

Comp5 7,082 kW $ 4.05 × 106 

Comp6 6,912 kW $ 2.76 × 106 

Pump1 294 kW, S=5,222 $ 0.048 × 106 

Pump2 1,613 kW, S=13,486 $ 0.066 × 106 

HX1, HX5 60.32 m2 $ 0.16 × 106 

HX2, HX3, HX4 60.32 m2 $ 0.22 × 106 

V-100 D= 31.9 ft $ 1.43 × 106 

V-101 D= 21.6 ft $ 0.69 × 106 

V-102 D= 17.2 ft $ 0.60 × 106 

V-103 D= 12.0 ft $ 0.57 × 106 

V-104 D= 8.2 ft $ 0.13 × 106 

Recondenser D= 14.7 ft $ 0.25 × 106 

Total capital investment $ 3.04 × 108 

Operating cost $ 1.70 × 107/𝑦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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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사례 연구 2 의 장비 규격과 장비 비용 및 총 자본비와 운영비 

Equipment Specification Purchased cost, 2012 US $ 

Comp1 750 kW $ 3.35 × 106 

Comp2 1,086 kW $ 4.51 × 106 

Comp3 7,223 kW $ 4.11 × 106 

Comp4 7,075 kW $ 4.04 × 106 

Comp5 6,638 kW $ 3.84 × 106 

Pump1 294 kW, S=5,222 $ 0.048 × 106 

Pump2 1,613 kW, S=13,486 $ 0.066 × 106 

HX1 60.32 m2 $ 0.16 × 106 

HX2, HX3, HX4 60.32 m2 $ 0.22 × 106 

V-100 D= 24.9 ft $ 0.90 × 106 

V-101 D= 17.0 ft $ 0.50 × 106 

V-102 D= 11.8 ft $ 0.30 × 106 

V-103 D= 8.2 ft $ 0.27 × 106 

Recondenser D= 14.7 ft $ 0.25 × 106 

Total capital investment $ 2.54 × 108 

Operating cost $ 1.30 × 107/𝑦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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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사례 연구 3 의 장비 규격과 장비 비용 및 총 자본비와 운영비 

Equipment Specification Purchased cost, 2012 US $ 

Comp1 750 kW $ 3.35 × 106 

Comp2 1,086 kW $ 4.51 × 106 

Comp3 7,353 kW $ 4.17 × 106 

Comp4 7,013 kW $ 4.01 × 106 

Pump1 294 kW, S=5,222 $ 0.048 × 106 

Pump2 1,613 kW, S=13,486 $ 0.066 × 106 

HX1, HX2, HX3 60.32 m2 $ 0.22 × 106 

V-100 D= 18.5 ft $ 0.59 × 106 

V-101 D= 12.0 ft $ 0.31 × 106 

V-102 D= 8.2 ft $ 0.27 × 106 

Recondenser D= 14.7 ft $ 0.25 × 106 

Total capital investment $ 2.02 × 108 

Operating cost $ 9.52 × 106/𝑦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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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액화천연가스의 재기화 

 액화천연가스의 재기화 공정은 그림 8 과 같은 인천 터미널을 

대상으로 삼았다. 총 3.7 MTPA 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림 8 의 ‘Pump2’에 걸리는 작업량 (Load) 이 많아 실제 

존재하는 장비 규격으로는 설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21 과 

같이 펌프를 병렬로 연결하였다. 그림 21 을 이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장비 규격과 장비 비용, 총 자본비와 운영비는 표 17 과 같고, 

단위 질량 당 연간 자본비는 $ 3.68/ton  이며, 단위 질량 당 

운영비는 $ 0.68/t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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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펌프 사이즈를 고려한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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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장비 규격과 장비 비용 및 총 자본비와 운영비 

Equipment Specification Purchased cost, 2012 US $ 

Comp1 900 kW $ 3.88 × 106 

Comp2 1,303 kW $ 5.21 × 106 

Pump1 406 kW, S=96,961 $ 0.17 × 106 

Pump2 553 kW, S=87,125 $ 0.16 × 106 

Pump3 542 kW, S=86,141 $ 0.16 × 106 

Pump4 533 kW, S=87,125 $ 0.16 × 106 

Pump5 542 kW, S=86,141 $ 0.16 × 106 

HX1 60.32 m2 $ 0.22 × 106 

Recondenser D= 16.0 ft $ 0.30 × 106 

Total capital investment $ 1.15 × 108 

Operating cost $ 2.52 × 106/𝑦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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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전체 체인 통합 분석 

 4.2-4.4 에서 계산된 생산, 운송, 재기화 비용을 이용해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연계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의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공정에 이용되는 생산 및 운송 비용은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비율인 2.7:1 을 

고려해 계산하여 표 18에 나타내었다. 이때 운송 비용은 천연가스의 

운송 거리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는데, 액화천연가스의 운송거리를 x 

km,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운송거리를 y km 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생산과 

대규모 혹은 중규모에서의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고려하였다. 

3.7 MTPA 의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액화천연가스만을 

이용하는 체인 (체인 1)의 비용은 $ (1.08 × 10−2 × 𝑥 + 135.63)/ton 

이며,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둘 다 이용하는 

체인 (체인 2)의 비용은 $ (7.86 × 10−3 × 𝑥 + 4.46 × 10−3 × 𝑦 +

131.84)/ton 이다. 이때 “(체인 1 의 비용) ≥ (체인 2 의 비용)” 을 

만족하는 구간에서 체인 2 가 더 경제적이며, 이 영역을 그림 21 에 

파란색 영역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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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운송 거리가 같을 때의 

체인 비용을 비교하면 2,429 km 이내에서 체인 2 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액화천연가스만을 

이용하는 체인이 더 경제적인데, 그 이유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의 물 함량이 높아 천연가스 단위 질량 당 운송 운전 비용이 

액화천연가스에 비해 2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운송 거리가 2,000 km 로 같을 때, 체인 1 과 

체인 2 의 상대적 비용을 그림 22 에 나타냈다. 이때 체인 1 의 전체 

비용 $ 157.15/ton 을 100 이라 할 때, 체인 2 의 비용은 $ 156.49/ton 

으로 체인 1 의 99.6 %이다. 따라서 체인 2 를 이용할 경우 체인 1 에 

비해 연간 $ 2.44 × 106, 즉 0.4 %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2,188 km) 에 소규모와 중규모 혹은 대규모 가스전이 모두 

분포한다고 가정하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액화천연가스 두 가지 형태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로 운송하여 

이용하는 체인 2 가 액화천연가스만을 이용하는 체인 1 보다 

경쟁력을 갖게 된다.  

액화천연가스는 중규모 혹은 대규모 가스전에서의 천연가스 

운송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가스전은 카타르,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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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오만, 예멘, 나이지리아 등에 분포하고 있다. 이 

국가들과 우리나라 사이의 운송 거리는 표 2 에 제시하였다. 한편,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사용이 경제적인 소규모 가스전은 

인도네시아 (3,837 km) 나 말레이시아 (3,751 km) 등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거리에 분포하고 있다 [6]. 이러한 지리적 

차이를 이용해 대량의 액화천연가스는 카타르, 오만, 예멘,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에서, 소규모의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의 가까운 국가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체인 2 는 카타르, 오만 등의 국가에서 액화천연가스만을 수입해 

사용하는 체인 1 보다 경제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는 

카타르에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경우의 운송 경로는 그림 23 과 같고, 그 경제성 분석 결과를 그림 

24 에 제시하였다. 체인 1 의 전체 비용은 $ 243.56/ton, 체인 2 는 

$ 227.81/ton 으로, 체인 2 를 이용해 체인 1 에 비해 연간 $ 58.28 ×

106 절감, 즉 연간 6.5 %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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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체인의 각 단계 별 비용  

 

  

  Chain 1 Chain 2 

Production 
annual CAPEX per unit mass ($/ton) 92.69 83.22 

OPEX per unit mass ($/ton) 17.58 21.69 

Shipping 

annual CAPEX per unit mass ($/ton) 4.38 × 10−3 × 𝑥 + 21.03 
3.20 × 10−3 × 𝑥 
+6.43 × 10−4 × 𝑦 + 17.92 

OPEX per unit mass ($/ton) 6.38 × 10−3 × 𝑥 
4.66 × 10−3 × 𝑥 
+3.82 × 10−3 × 𝑦 

Regasification annual CAPEX per unit mass ($/ton) 3.65 6.44 

 OPEX per unit mass ($/ton) 0.68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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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연계된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체인의 경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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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운송 거리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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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운송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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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운송 거리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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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소규모 가스전 개발 및 천연가스의 운송 방법을 다양화하고, 

안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 논문 분석을 통해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재기화 공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 재기화 

공정을 액화천연가스 터미널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재기화 공정에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의 냉열을 활용하면서 파이프라인 내에서 하이드레이트의 

생성을 막을 수 있는 공정을 제시하였다. 이 공정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생성, 운송, 재기화 단계의 단위 질량 당 연간 

자본비와 운영비의 합을 액화천연가스 체인의 값과 비교하였다.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액화천연가스의 운송 거리가 같을 때, 본 

연구에서 설계된 공정이 경제성이 있는 범위는 2,429 km 이내로 

매우 좁은 범위였다. 하지만 기존에 한국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향을 보았을 때, 카타르, 오만, 예멘 등의 먼 거리 

국가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액화천연가스만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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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 분포한 소규모 가스전을 개발하여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수입해 먼 거리의 액화천연가스와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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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ed with the rise in the oil price, discovery of shale gas boosted the price 

competitivity of the natural gas, thus increasing its demand. For transportation, 

natural gas is usually transformed to pipelined natural gas (PNG) or liquefied natural 

gas (LNG). However, these methods have risks of leakage and explosion, and also 

were proved uneconomical to small gas fields. Meanwhile, previous research 

showed that transporting natural gas in the natural gas hydrate (NGH) form is not 

only safer, but is economically favorable to small scale gas resources (below 1.5 

MTPA), within 1,000 - 6,000 km distances. After these research, formation process 

and shipping of NGH have been studied but not the regasification process. Because 

shipped LNG is generally regasified to PNG for internal distribution, converting 



 

 

NGH to PNG process is necessary to utilize NGH. This research proposed NGH to 

PNG process that utilizes the cryogenic energy of the conventional LNG terminal. 

This process satisfied the specification of water contents and showed no hydrate 

reproduction in the pipelines.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is process was tested by 

comparing conventional LNG chain to the modified LNG chain that utilizes both 

LNG and NGH.  The quantity of regasified natural gas was fixed as 3.7 MTPA. 

Each chain cost was calculated by summing the formation, shipping, and 

regasification costs. 

 

Keywords    , : Natural Gas Hydrate (NGH), Liquefied Natural Gas (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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