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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21세기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리고 있는 가스 하이드

레이트(Gas hydrates)는 해저 또는 영구동토지역에서

저온·고압 조건에서 형성된 메탄의 수화물로서, 최근

선진국에서는 장기 계획에 의해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매장량 확보는 물론이고, 그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

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는 인구증가와 산업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석에너지의 고갈, 환경오염

및 지구온난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획기적인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세계 환경라

운드 시대의 개막에 따라 모든 산업구조는 환경 친화

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구상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유용하게 이용할 것

인가는 한 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심각하게 고

민해야 할 문제로서 에너지문제는 인구문제, 식량문제,

환경문제 등과 더불어 인류전체의 장래와 연관되어 중

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최근

에는 1970년대 1, 2차 오일파동이 재연되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마저 제기될 만큼 국제적으로 매우 불안

한 에너지 수급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1810년 영국의 화학자 Humphry

경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이래, 1964년에는 러시아의

지질학자 Makogon에 의해 시베리아에서 천연 가스 하

이드레이트가 확인되었고,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공동

연구로 이루어진 해양시추사업(DSDP/ODP/IODP/OD-

21)에 의해 세계 해저 퇴적물 중에서 거대한 양이 확

인되고 있다(Makogon, 1997).

한편, 우리나라는 2005년에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

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을 발족시켰다.

2007년 6월에는 동해 울릉분지에서 최초로 가스하이드

레이트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사에 의해서 발견되

었으며, 동년 9월에서 11월에 걸쳐 수행된 심부시추는

울릉분지의 수심 1,800~2,100 m되는 3개 시추지점

(UBGH-4, UBGH-9, UBGH-10)에서 가스 하이드레이

트의 성공적인 탐사를 마쳤다. 그 중 UBGH-10 심부

시추 시료의 길이 약 130 m 구간에서는 맥상, 괴상

및 층상 등 다양한 산출 상태를 보이는 대규모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다.

2000~2004년 극히 초기단계의 매장량을 약 6억 톤

(30년 사용가능)으로 산출한 바 있었으나, 2005~2007

년도에 이어진 정밀물리탐사와 시추탐사 자료 등을 근

거로 매장량을 재분석한 결과 8~10억 톤 규모로 현재

국내 연간 가스소비량 2,000만 톤 기준으로 앞으로

40~50년 사용가능한 양이 된다(KIGAM Newsletter,

2009). 따라서 이 결과로서 석유 등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하여 향후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도 에너지자원 부국으로 부상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의 미래 에너지산업

을 개발하는데 일조하기 위해 본문은 가스 하이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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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탐사, 개발 및 생산기술, 특히 기술특허 동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요

2.1. 개 요 

저온·고압 하에서 수소결합을 하는 고체상 격자 내

에 천연가스가 포획되어 형성된 고체상 결합체로,『천

연 가스 하이드레이트(Natural Gas Hydrate)』가 정확한

명칭이며, 간단히『Gas Hydrate(가스 하이드레이트)』라

고도 부르며, 천연 가스의 주 구성성분이 메탄이기 때

문에『Methane Hydrate(메탄 하이드레이트)』로 불리

기도 한다.

메탄(methane)은 화학식이 CH4인 가장 단순한 파

라핀계 탄화수소로, 가연성이며 무색, 무취하고, 융점

−182.48oC, 비점 −161.49oC, 비중 0.4240 (−161.58oC),

밀도 0.716 g/dm3(0oC, 1 atm.)이며, 유기물이 물속에

서 부패·발효 시 발생하며, 분자는 탄소 원자를 중심

으로 하는 4면체형이며,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원유

에도 포함된다(양승영, 1998).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1810년 영국의 화학자 Humphry

경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진 이후 100년 동안 가스 하

이드레이트를 형성할 수 있는 종의 종류 및 온도와 압

력조건 등 학문적 관심사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베리아의 석유화학공업이 발

전함에 따라 화학공장의 파이프라인에서 폐쇄사고

(plugging)가 자주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가스 하이드

레이트로 밝혀짐으로써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1934년 Hammerschmidt가 파이프

라인에서 발생한 플러깅 현상(Fig. 1)이 얼음이 아니라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의한 것임이 밝혀짐에 따라 산업

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가스 하이드

레이트는 물의 어는점 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형성되는

특징 때문에 파이프라인과 노즐 등에서 플러깅 현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 후 30여 년 간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귀찮은 존

재이거나 또는 연구실에서는 아주 이상한 연구대상이

되어오다가, 1964년 러시아의 한 시추(試錐) 기사가 북

부 시베리아의 Messoyakha 가스전에서 가스 하이드레

이트가 자연적으로 산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그

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해양 퇴적물 중에서 가스 하이드

레이트가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1981년 후반기에 심해저

시추선 ‘Glomar Challenger’호가 미국 NSF(과학재단)

의 도움으로 ‘DSDP(Deep Sea Drilling Project)사업’

의 일환으로 실시한 Guatemala의 해안 탐사에서 뜻밖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었고, 이는 시베리아의 시추

기사가 발견한 것과는 아주 다른 자연 그대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를 얻을 수 있었다(Collet, T.S.,
1993; Kvenvolden, K.A. and McMenamin, M.A.,

*Source: www.spe.org/specma/binary/files/104032201020_thomas.pdf 

Fig. 1. The Pipeline Plugging Phenomena of the Methane

Hydrates.

*Source: ODP Leg 164, Blake Ridge, U.S.A. 1995 http://www.odp.tamu.edu/sched.html

Fig. 2. The Drilling Core-logs of the Methane Hyd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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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그 후 2003년까지 계속 추진된 DSDP/ODP탐사와

이의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IODP사업과 OD-21사업

에 의해 세계 22개소에서 시료(Fig. 2)가 채취되는 등

거대한 양이 확인되어, 가스 하이드레이트 내에 존재

하는 탄소의 양이 지구상 모든 화석연료에 포함된 탄

소량(5억 톤)의 2배 이상으로 그 양은 10억 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Kvenvolden, K.A. and Ginsburg, G.D.,
1993).

세계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중

반 이후부터 그 생성조건, 구조, 지구화학적 특성, 안

정동위원소성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온도·압력조건

에 의한 해리작용, 기후변화 요인, 지질재해 등 여러

분야에서 폭 넓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안정구역과 BSR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저온·고압 하에서 얼음 형태

의 고체물질로, 해양에서 이론적인 안정구역은 해저 상

부의 수온경사와 해저 하부의 지열경사가 교차하는 고

체상과 기체상의 전이로 나타나지만, 해수 중에는 메

탄의 농도가 낮아서 생성되지 않으며, 해저 퇴적물 중

하이드레이트 안정구역(GHSZ; Gas Hydrate Stability

Zone)은 지열경사에 의해 더 이상 교차하지 않고 육지

쪽으로 렌즈상 경계를 보이며, 대양 쪽으로 수심이 깊

어지면서 확장 되지만, 중앙 해령이나 열점과 같이 높

은 지열경사 지역으로는 점차 얇아진다( Fig. 3: Fig. 4).

GHSZ은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된 후 해리되지 않고,

고체상으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보

다 깊은 심도에서는 지온 증가에 의하여 해리되어 가

스와 물 상태로 존재하며, 탄성파 단면에서 가스 하이

드레이트 부존을 지시하는 BSR(Bottom Simulating

Reflector: 해저면 모방 반사면)이 나타나는 심도는

GHSZ의 하부 경계면과 일치한다(Fig. 5; Fig. 6; Fig.
7).

자연산 광물의 경우 특정 온도와 압력 하에서 생성

되고 나면, 이들 조건이 변하여도 어느 정도 준안전성

을 갖기 때문에 쉽게 용해되거나 분해되지 않는 반면

에, 얼음이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과 같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도 얼음과 유사하여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온도·압력 조건에서 벗어나면 쉽게 가스(주로

메탄)와 물로 해리된다.

심해저 퇴적물 중에 부존하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탐사방법으로는 간접적이면서 효과적인 탄성파탐

사(seismic survey), 시추공 내 다양한 물리검층(well

logging) 등이 주로 이용되는데, 특히 ‘탄성파탐사법’

중에서는 ‘굴절법’ 보다는 분해능이 좋은 ‘반사법’을 이
*Source: Bill Dillon(USGS) & Hydrate Energy International, 2004

Fig. 3. The Gas Hydrate Stability Zone.

*Source: USGS, 2004

Fig. 4. The Types of the Gas Hydrate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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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해저면 하부에서 BSR을 확인하는 방법이 세계

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Fig. 7).

탄성파 탐사단면에서 BSR은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포화된 퇴적층과 그 하위에 발달된 유리된 가스 또는

물로 포화된 퇴적층과의 경계면(BSR)에서 탄성파 속

도 및 밀도 차이에 기인한 극성역전(polarity reversal)

을 동반한 큰 진폭의 반사면으로 해저면과 평행하게

발달하며, 심해저 시추결과 해저면에서 BSR까지가

GHSZ이다.

심해저 퇴적물 중에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고압·저온 환경 이외에 빠른 퇴적률, 0.5%

이상의 총 유기탄소 함량(total organic carbon; TOC),

1 l의 함수 퇴적물 내에 10 ml 이상의 잔류 메탄농도

(residual methane saturation) 등 지질학적 및 지화학

적 조건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GHSZ는 수온, 압력, 간극수와 가스의 성분, 지온구

배 등의 영향을 받으며, 이들 요인은 지역의 지질학적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GHSZ를 정

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규제 요인의 분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륙 연변의 퇴적물 내에는 메탄의 농도가 낮아서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되지 않으며, 생성가능지역은 해수

와 심해 퇴적물을 배제한 포접 화합물이 안정한 퇴적

암지역의 좁은 부분으로, 수심 500 m 이상 되는 대륙

사면 아래에 주로 발달하며, 북반구의 영구동토지역의

지하 수 100 m에 발달하는 GHSZ는 영구동토 지역의

최남단에서 북으로는 북극해까지 발달하며, 남반구에서

는 남극대륙 전체가 GHSZ를 이룬다(Fig. 4).

최근 지구물리(탄성파)탐사에 의하면 가스 하이드레이

트는 영구동토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 130~2,000 m,

대륙 연변부 해저에서는 100~1,100 m 심도 구간에

부존 발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그 하위에 부존 발달하는

천연가스의 방출을 억제하는 좋은 덮개(cap rock)가 되

기도 한다. 따라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존재는 재래형

석유자원과 천연가스 탐사에 있어서 좋은 목표(target)

가 된다(Fig. 6).

*Source: Collet, 1995

Fig. 5. Formation Conditions of Gas Hydrates.

*Source: Bill Dillon, USGS & HEI
(Hydrate Energy International), 2004

Fig. 6. The Trapped Free gas Under the B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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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구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광물의 일종으로 물분자와 메

탄가스분자로 형성되는 얼음의 고체상 결정으로 일정

한 결정구조를 가지며, 그 내부에 5~6 Å(1억분의

1 cm) 크기의 공극이 발달하는 입체망상구조로, 그 크

기와 물분자의 배열상태는 포접되는 가스분자의 크기

에 따라 다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물 격자 사이에 가스 분자가

결합한 새장 모양의 고체상 결정체로 자연 중에서 산

출되며, 주로 영구 동토지대와 대륙붕 외곽 연변부 해

저 퇴적물 중에 넓게 부존 발달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로 메탄, 프로판, 에탄, 부탄

과 같은 저분자 탄화수소가스 성분과 N2, CO2, H2S

등과 같은 성분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 메탄가스

가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CO2, CH2, O2, N2분자와 같이 그 크기가 5.2 Å보

다 작은 가스분자들은 단위포의 크기가 12 Å인 ‘구조-I

하이드레이트’를 만들고, 분자의 크기가 5.6~6.9 Å의

가스분자들은 단위포의 크기가 17 Å인 ‘구조-II 하이드

레이트’를 만들며, 두 경우 모두 결정계는 서로 직교하

는 3개 결정축의 길이가 같은 등축정계에 속한다(Fig. 8).

구조-I의 단위포는 공극의 크기가 7.8 Å의 5각 12면

체 2개와 8.6 Å의 14면체(2개의 6각형과 12개의 5각

형으로 둘러싸인 바구니구조) 6개로 구성되어, 8개의

가스분자를 46개의 물분자가 둘러싸고 있으므로 가스

분자 1개에 대한 물분자의 수를 나타내는 수화수는

5.75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이론화학식은 CH4·5.75 H2O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에 메탄가스 함유량은 물 1 kg에

대해 메탄가스 9.66몰로, 1 l의 물에 216 l의 메탄가스

가 포함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극이 가스분자로 완

전히 충전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로, 충전율은 보통

70~80% 정도로 물 1 l당 함유되는 가스량은 150 l정

도이다(Fig. 9).

1 cc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표준상태의 메탄 170 cc

에 해당되므로 농축시킨 천연가스로 볼 수 있으며, 이

는 압력, 온도 등 주변여건이 맞아야 축적이 가능하며,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건이 변하면 지상으로 방출될 수

있고, 이렇게 방출된 메탄은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줄

*Source: ODP Leg 164, Blake Ridge & Carolina Rise(Holbrook, S. et al., 1996)

Fig. 7. BSR and the Velocity of the Seismic Waves.

*Source: Minerals Management Service & USGS, 2004 
http://geology.usgs.gov/connections/mms/joint_projects/methane.htm

Fig. 8. The Structure of the Gas(Methane) Hydrates.

* Source: www.mh21japan.gr.jp/english/mh/02bussei.html

Fig. 9. The Gas and Water Contents in the Gas 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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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큰 가스분자를 포접하는 구조-II는 공극직경 7.82 Å

의 5각 12면체 16개와 공극직경 9.46 Å의 16면체 8개

로 구성되며, 8개의 16면체 공극만이 가스분자로 충전

되기 때문에 가스분자와 물분자비는 8대 136으로 수화

수는 17로 물 1 l에 대해 가스함유량은 73 l이지만, 공

극의 충전율을 70%로 가정하면 가스와 물의 용량비는

51대 1이 된다.

2.4.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산출상태

일반적인 천연가스는 저류층으로 공극률이 큰 사암

(砂岩) 중에 부존하는데, 종래의 천연가스광상을 수반

하는 시베리아, 알래스카, 캐나다 등 영구동토지역의 가

스 하이드레이트는 고결된 사암이나 역암(공극률

15~40% 범위) 중에 부존한다.

심해저의 미고결 퇴적층의 경우는 모래퇴적층과 비

교할 때 니질퇴적층이 공극률이 크기 때문에 심해저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니질퇴적층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이 경우 이암의 공극률은 30~80%로 그 범위가 크다.

영구 동토지역과 대륙 연변부 및 심해저 퇴적물 내

에 형성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산출상태는 최근에 채

취된 시추 코어 상에서 산점상(disseminated), 단괴상

(nodular), 층상(layered), 괴상(massive) 등으로 분류되

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대부분은

산점상 또는 단괴상을 보이고 있다(Fig. 10).

앞으로 예상되는 상업적 개발에는 괴상의 하이드레

이트가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 괴상의 하이드

레이트 생성과정은 층상의 하이드레이트가 성장하는 경

우와 단괴상 하이드레이트가 핵이 되어 계속 성장한

후 생성되는 두 가지 경우가 알려져 있다.

2.5.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세계적 분포

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대양저 퇴적물(지각의 활

동·비활동 연변부, 대륙붕, 대륙사면), 내륙호와 내륙

해의 심부 퇴적물 중에 부존한다. 수온이 0oC에 근접

하는 수심 300 m 이심의 퇴적물 심도 1,100 m에서 발

견되며, 극지방에서는 심도 150~2,000 m의 퇴적층 중에

부존 발달한다. 이와 같이 하이드레이트는 물리·화학적

특성의 영향을 받아서 천부지각의 퇴적물(~2,000 m)

중에 한정되어 분포한다.

세계적으로는 20개 지점에서 하이드레이트 시료가

채취되었고, 79개 지점에서는 지구물리적(BSRs, Well

Logs), 지화학적(안정동위원소 성분, 염분도) 및 지질학

적(이질 및 사질암의 공극률 등) 증거 등에 의해 간접

적으로 확인되어 총 99개 지점(Fig. 11)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이 확인되었으며, 메탄 중

* Source: Sloan, 1998

Fig. 10. The Occurrences of the Gas Hydrates in the Seafloor

Sedimentary Rocks.

*Source: Gas Hydrates Website, 2009 
http://energy.usgs.gov/other/gashydrates

Fig. 11. Location of World Gas Hydrates.

*Source: Kvenvolden, USGS, 1993

Fig. 12. The Distribution of the Worldwide Organic Carbon

i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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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양은 104Gt로 미래의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각

광을 받고 있다(Fig. 12).

2004년 현재 지구상에서 확인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총 매장량은 해저에 30,000~49,100,000×1012 ft3 (cubic

feet), 육상의 영구동토지역에 5,000~12,000,000×1012 ft3

로 평가되고 있으며, 종래의 천연가스 매장량

13,000×1012 ft3와 비교하면 엄청난 양이 매장되어 있다.

국별/지역별 매장량 분포는 미국이 317,700×1012 ft3,

인도 Andaman 해역에 4,307×1012 ft3, 일본의 Nankai

Trough에 1,765×1012 ft3, Alaska의 북측 대륙사면에

590×1012 ft3 등의 부존이 알려져 있다(Table 1).

지구상 유기탄소의 총량은 18,777 Gt(Giga ton; 10억

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가스 하이드레이트(육상

및 해저)에 최대량인 10,000 Gt(53%), 화석연료에

5,000 Gt(27%), 토양 중 1,400 Gt(7%), 물에 용해된 유

기물에 980 Gt(5%), 육상생물에 830 Gt(4%), 토탄(peat)

에 500 Gt(3%), 쇄설암 중 유기물에 60 Gt(0.3%), 대

기 중에 3.6 Gt(0.02%), 및 해양생물에 3 Gt (0.016%)

이 분포하고 있다(Fig. 12).

2.6.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기술

최근 제안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 흐름도의 개

요는 ①고온의 수증기나 또는 가열된 물을 주입하는 ‘열

수주입방법’, ②압력을 조절하여 낮추는 ‘압력 저하방

법’, ③Methanol이나 glycol 등의 ‘반응 억제제 주입방

법’ 등 크게 3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Fig. 13),

그 중 대규모 열 주입식 방법이 상업적 개발에 효율적

임이 밝혀지고 있으며, 반응 억제제 주입식은 비용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로 환경관리당

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술도 현

재로서는 경제적 측면이나, 에너지 측면, 또는 환경측

면에서 저비용의 실용화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술개발만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2.7. 차세대 친환경성 에너지자원으로서 가능성.

미래의 친환경성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

스 하이드레이트는 지구상 104 Gt(10조 톤)으로 추정

되는 거대한 매장량으로 종래의 화석 에너지에 함유된

메탄 양의 약 2배 규모로 전 세계 인류가 200년 간

사용 가능한 양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주 구성성분인 메탄가스가 연

소될 때에 배출되는 CO2의 양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휘발유에 비하여 0.7배 정도이며, 석탄의 경우 약 1/2

정도로 매우 친 환경적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극지방 영구동토지역은 물론

  
Table 1. National/Regional Estimates of the Amount of

Gas within Hydrates

*Source: USGS, 2004

*Source: Collet, Timothy S., 2002

Fig. 13. The Schematic Flow Chart for the Production of Gas Hyd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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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이 풍부하게 퇴적된 심해저 퇴적물에 광범위하

게 부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재래형 석유나 천연가스

와는 달리 비교적 얕은 심도(~2,000 m)의 퇴적층에

부존되는 특징이 있다.

가까운 장래에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상업적 생산

이 이루어지면 종래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

정 에너지원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Fig. 14),

특히 화석 에너지의 약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더욱 중차대한 과제이며, 또한

2008년부터는 OECD 국가로 온실가스의 감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우리로서는 더욱 절실한 국가적 과제

인 것이다.

2.8. 전 지구적 기후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최근 지구온난화 요인으로 대기 중 CO2와 프레온

농도 증가가 주목되어 왔으며, 동시에 온실효과 가스

로 메탄의 역할도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메탄에 의한

온실효과는 CO2에 의한 온실효과와 비교하면 분자당

21배, 또는 질량당 58배가 크고, 또한 연간 증가율이

약 1%로 CO2의 0.35%와 비교하면 매우 큰 값으로

메탄은 CO2와 더불어 중요한 온실가스로 판단된다.

현재 대기 중 메탄의 농도는 1.7 ppm으로 18세기

중의 농도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상태로, 앞으

로 50년 후에는 약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원인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자연환경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CO2

에 비하여 지열을 약 20배 이상 복사하는 특성을 지닌

메탄이 2050년대에는 주된 온실가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에 의한 메탄가스의

방출이 기권의 메탄 농도를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후변화, 특히 최근에 지구온난화 경향에 대응해서

극지의 빙상 후퇴나 동토지대의 융해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온도조건이 변화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

의 분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결과 메

탄이 대기 중으로 방출될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

고체상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온도가 상승하거나

압력이 감소될 경우 물과 가스로 쉽게 해리되는데, 과

거 20만 년 동안 고기후의 기록은 빙하기가 시작되면

메탄과 CO2의 감소를 보이는 반면, 간빙기가 시작되면

반대로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는 등 지구의 기후변동과

메탄 농도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

한 빙기에는 해수면 하강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불

안정하게 되어 고위도 지역에서는 메탄이 방출되며, 저

위도 지역에서는 온난화가 야기된다(negative-positive
feedback model).

최근 지구의 기온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안

정된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해리시켜 메탄가스를 대기

권으로 방출하여 기온을 더욱 상승시켜서 더 많은 양

의 메탄가스가 대기권으로 유입되어, 결국 지구의 온

실효과는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특허정보분석

3.1. 개 요

21세기 꿈의 에너지로 불리 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특허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KISTI)이 보유하는 DWPI1)를 활용하여 1997년

부터 현재(2009년 5월 26일 기준)까지 출원한 가스 하

이드레이트에 관한 특허정보를 검색하였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특허를 Table 2와 같이

검색한 결과 총 823건이 검색되었으며,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통해 관련도가 낮은 데이터 39건을 제외한 784

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국가별, 연도별, 출원인별,

IPC별 현황 및 특허 인용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3.2. 연도별 특허출원 동향

*Source: Makogon et al., 1997

Fig. 14.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World Energy

Cosumption(1800-2050).

1) DWPI(Derwent World Patent Index)는 국제 특허정보를 다루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이다. DWPI는 1963년부

터 현재까지 공개된 특허정보를 포함하여 2,400만 건 이상의 특허 정보 및 1,350만 건 이상의 발명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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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특허의 연도별 출원현

황은 Fig.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1997년부터 전년대

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모든 특허는 조기출원을 제외하

면,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되므로 2007년 이후의 자료는 당시 출원한 특허가

모두 공개가 된 상태가 아니므로 큰 의미는 없다.

1997~2000년 기간에는 연간 출원 건수가 30건 이

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연간 50건 이상으로 출원건수

가 증가하여 2004년과 2006년에는 연간 150건을 상회

한 점으로 미루어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은 2001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1997~2008년까지 10여 년간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

련 기술특허는 총 784건이 출원되었다. 특히 중국(CN)

이 모든 과학기술분야에서와 같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제국을 맹추격하는 것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3.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특허의 출원인을 국가

별로 살펴보면, Fig. 16과 같이 일본(JP)이 464건을

출원하여 전체 출원의 59.18%를 나타내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다음이 120건으로 15.31%를

점하는 미국(US)이고, 중국(CN, 65건, 8.29%), 독일

(DE, 38건, 4.85%), 영국(GB, 20건, 2.55%), 캐나다

(CA, 10건, 1.28%), 프랑스(FR, 9건, 1.15%) 순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우리나

라(KR)는 8건을 출원하여 전체 출원에 1.02%를 차지

하였다.

또 주요 국가들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특허

의 국가별/연도별 출원현황은 Fig. 17과 같다. 가장 두

드러진 국가는 일본(JP)으로 2006년과 2004년에는 각

기 연간 121건과 106건을 출원하였으며, 그 뒤를 미국

(US)과 중국(CN)이 추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3.4. 특허의 출원인 동향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특허의 출원인별 현황

을 살펴보면 일본의 Mitsui Eng & Shipbuilding Co

Ltd가 255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그 다음이 일본의 Chugoku Denryoku KK(64건), 일

본의 Mitsubishi Jukogyo KK(38건), Dokuritsu Gyosei

*Source: DWPI

 Fig. 15. The trends of Annual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of the Gas Hydrates(1997-2008).

 
Table 2. The Keyword for the Patents of the Gas Hydrates

*Source: DWPI

* Source: DWPI

Fig. 16. The National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of the

Gas Hydrates(199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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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jiii Sangyo Gijutsu So(26), Guangzhou Inst Energy

Sources Cas(22), Clariant Prod Deut Gmbh(15), NKK

Corp(13), Chubu Dxnryoku KK(12), Mitsubishi Rayon

Co Ltd(12) 등으로 나타나,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기

술개발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8).

3.5. 출원특허의 기술(IPC)분류 현황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출원특허 총 784건을

IPC(International Patents Classification; 국제특허기

술분류)를 활용하여 출원된 특허의 기술 특성을 분류

하여 Fig. 18과 Table 3에 표시하였다. 

C10L(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료; 천연가스)이 230건

으로 전체 출원건수의 29.34%를 차지하여 가스 하이

드레이트 자체에 대한 기술 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E21B(지중 굴착,

채굴정 굴착) 101건(12.88%)으로 탐사와 앞으로 생산

단계에 필요한 기술이었고, C07C(비환 화합물 또는 탄

소환 화합물) 55건(7.2%)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체

에 대한 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F17C(가스

또는 액체의 저장 또는 분배) 44건( 5.61%), B01J(화

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 34건(4.34%)으로 가스 하이드

레이트 그 자체 또는 생산단계를 대비한 기술로 나타

나고 있다(Table 3).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일본은 C10L 분야(230건 출원에 점유율 29.34%)를,

미국은 E21B 분야(101건 출원에 점유율 12.88%)를

*Source: DWPI

Fig. 17. The trends of Annual and National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of the Gas Hydrates(1997-2008).

*Source: DWPI

Fig. 18. The Most Important Applicants for the Patents of Gas Hydrates(199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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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출원하여, 일본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체의 성

인에 대한 기술을 주로 개발하여 아직도 탐사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은 앞으로 가스 하이드

레이트의 생산개발단계에 필수적인 채굴에 대한 기술

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9;

Fig. 20). 그 밖의 러시아, 캐나다, 독일 등은 미국과

함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생산개발단계에 필수적인 채

굴에 대한 기술을 다루고 있다. 

Table 3. The Ranking 1st~15th IPC Codes and Shares(%) for the Patents of the Gas Hydrates

IPC  #
Ranking/

Shar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Section Subsection Class

B01D 27 ⑥3.44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ing

Seperation
B01: Physical or Chemical Processes or Apparatus in general

(funaces, kilns, ovens, retorts, in general)B01J 34 ⑤4.34

B63B 19 ⑨2.42
Performing 

Operations
Transportation B63: Ships or other waterborne vessels; Related Equipment

C01B 10 ⑭1.28

Chemistry; 

Metallurgy
Chemistry

C01: Inorganic Chemistry 

C02F 15 ⑩1.91 C02: Treatment of water, waste water, sewage, or sludge

C07C 55 ③7.02 C07: Organic Chemistry 

C08F 11 ⑬1.40
C08: Organic macromolecular Compounds; Their preparation or 

chemical working-up; compositions based thereon. 

C09K 22 ⑧2.81

C09: Dyes; Paints; Polishes; Natural resins; Adhesives; Compo-

sitions not otherwise provided for; Applications of Materials

not otherwise provided for. 

C10L 230 ①29.34
C10: Petroleum, Gas or coke industries; TechnicalGases containing

carbon monoxide; Fuels; Lubricants; Peat. 

E21B 101 ②12.88 Fixed 

Constructions
Building E21: Earth or Rock Drilling; Mining

E21C 15 ⑪1.91

F17C 44 ④5.61

Mechanical 

Engineering; 

Lighting; 

Heating; 

Weapons; 

Blasting 

Engine or 

Pumps 
F17: Storing or Distributing Gases or Liquids

G01N 23 ⑦2.93
Physics Instruments G01: Measuring; Testing

G01V 13 ⑫1.66

Other 165 21.05% - -

주: ①②③…: 점유율 순 *Source: DWPI

*Source: DWPI

Fig. 19. The IPC Classifications and Applications for the Patents of the Gas Hydrates(199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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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특허의 출원 결

과는 IPC Code로 C02F, C10L, B63B, B01D 등이

주로, 이는 IPC 분류로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연료’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그 자체 연구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Fig. 20).

3.6. 출원특허의 인용도 현황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각국 특허의 기술수준을 파

악하기 위해 특허가 공개된 후 그 특허를 인용한 수,

즉 피인용건수를 조사하였다. 미국은 120건을 출원하

여 398건이 인용돼 출원 당 피인용 건수가 3.32로 가

장 우수하였으며, 다음이 독일(38건 출원)로 97건이 인

용되어 출원 당 피인용건수가 2.55로 2위를 점한 반면,

우리나라(8건 출원)와 중국(65건 출원)은 1건도 인용되지

않았고,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464건 출원)한 일본(피

인용 건수 70건)의 경우도 0.15에 불과하였다(Table
4).

그러나 출원 당 피인용 건수는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동양권 국

가인 경우 특허명세서 작성 시 인용문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 해

당 국가 이외를 제외하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또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원천 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10위권 특허별/출원인별/발명의 명칭별 피인용 건

수를 조사하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피인용수 제1위

인 출원인은 Shell Canada LTD와 Shell Int Research

의 공동 출원인이었고, 특허번호는 WO9325798A1이며,

73회 피인용 되었고, 그 발명의 명칭은 ‘A Method

for inhibiting gas hydrate formation’이었다. 다음은

피인용수 70회로 제2위인 특허번호 WO 9532356A1

(Additives and method for controlling clathrate

hydrates in fluid systems)이었고, 제3위로는 피인용

수 68회인 특허번호 WO9517579A1(A method for
inhibiting the plugging of conduits by gas hydrates)

순이었다.

4. 결 언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연구

는 정부주도로 시작되었고, 그 연구지원이 큰 역할을

해 왔다. 1970년대 2차에 걸친 유류파동을 계기로 새

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가스 하이드

레이트의 탐사연구는 범지구적 노력(DSDP/ODP/IODP/

OD-21)으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21세기 꿈의 에너지로 불리 우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특허 정보분석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이 보유하고 있는 DWPI를 활용하여 1997년부터

*Source: DWPI

Fig. 20. The Distribution of the Patents(IPC) for the Gas Hydrates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Table 4. The Relationships Between Applicants and Citations

of Patents in the Most Industrialized Countries

Country
# of 

Applicant

# of 

Citation
Citation/Application

USA 120(2nd) 398(1st) 3.32(1st) 

Germany 38 97(2nd) 2.55(2nd) 

Canada 10 17 1.70(3rd) 

France 9 9 1.00 

England 20 14 0.70 

Japan 464(1st) 70(3rd) 0.15 

Russia 28 3 0.11 

Korea 8 0 0.00 

China 65(3rd) 0 0.00 

*Source: DW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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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6일까지 출원한 Gas(Methane) Hydrate

에 관한 특허정보를 검색하여, 총 784건의 특허가 검

색되어 국가별, 연도별, 출원인별, IPC별 및 특허 인용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기술특허의 연도별 출원현황은 1997년부터 전체적으

로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 본

격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모든 과

학기술분야에서와 같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기술 분야

에서도 미국이나 유럽 제국을 맹추격하는 것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특허 출원인의 국가별 현황은 일본이 464건을

출원하여 전체 출원의 59.18%를 나타내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그 다음 미국이 120건으로

15.31%를 점하였고, 중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8건을 출원하여 전체 출원에

1.02%를 차지하였다.

기술특허의 출원인별 현황은 일본의 Mitsui Eng &

Shipbuilding Co Ltd가 255건을 출원하여 가장 많은

출원을 하였으며,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기술개발

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

출원특허 총 784건을 IPC를 활용하여 출원된 특허

의 기술 특성을 분류하면, C10L(달리 분류되지 않은

연료; 천연가스)이 230건으로 전체 출원건수의 29.34%

를 차지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체에 대한 기술 개

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다

음이 E21B(지중 굴착, 채굴정 굴착) 101건으로 탐사와

앞으로 생산단계에 필요한 기술이었고, C07C(비환 화

합물 또는 탄소환 화합물) 55건으로 가스 하이드레이

트 자체에 대한 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F17C(가스 또는 액체의 저장 또는 분배) 44건, B01J(

화학적 또는 물리적 방법) 34건으로 가스 하이드레이

트 그 자체 또는 생산단계를 대비한 기술로 나타났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일

본은 가스 하이드레이트 자체의 성인에 대한 기술을

주로 개발하여 아직도 탐사단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미국, 캐나다, 러시아, 독일 등은 앞으로 가스 하

이드레이트의 생산개발단계에 필수적인 채굴에 대한 기

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특허의 출원 결

과는 IPC Code로 C02F, C10L, B63B, B01D 등이

주로, 이는 IPC 분류로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연료’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 그 자체 연구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가스 하이드레이트 관련 각국 특허의 피인용건수는

미국이 120건을 출원하여 398건이 인용돼 출원 당 피

인용 건수가 3.32로 가장 우수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

Table 5. The Results of Citations of the Major Patents for the Gas Hydrates

R # of Patent Applicant Title of Patent
# of 

Citation

1 WO9325798A1
SHELL CANADA LTD, 

SHELL INT RESEARCH
A Method for inhibiting gas hydrate formation 73

2 WO9532356A1
COLORADO SCHOOL 

MINES

Additives and method for controlling clathrate hydrates 

in fluid systems
70

3 WO9517579A1
SHELL INT RESEARCH, 

SHELL CANADA LTD

A method for inhibiting the plugging of conduits by gas 

hydrates
68

4 WO9301153
GUDMUNDSSON JON 

STEINAR

Method for production of gas hydrates for tansportation 

and storage
60

5 US5238064A HALLIBURTON CO. Squeeze cementing 40

6 WO9827033A1 MOBIL OIL CORP Process for making gas hydrates 39

7 US6158239A US SEC OF NAVY Desalination through gas hydrate 36

8 WO9913197A1
SHELL INT RESEARCH, 

SHELL CANADA LTD

Method and compound for inhibiting the plugging of 

conduits by gas hydrates
31

9 GB2301825A
EXXON PRODUCTION 

RESEARCH CO
A polymer for inhibiting hydrate formation 31

10 US5723524A ISP INVESTMENT INC
Method for preventing or retarding the formation of gas 

hydrates
29

* Source: DWPI



668 길상철·나도백·오민수

은 1건도 인용되지 않았고,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

(464건)한 일본(피인용 건수 70건)의 경우도 0.15에 불

과하였다.

그러나 출원 당 피인용 건수는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동양권 국

가인 경우 특허명세서 작성 시 인용문헌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언어적인 문제가 있어 해

당 국가 이외를 제외하면 거의 인용되지 않고 있다.

또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한 원천기술을 파악하기

위해 10위권 특허별·출원인별·발명의 명칭별 피인

용 건수는 피인용수 제1위인 출원인은 Shell Canada

LTD와 Shell Int Research의 공동 출원인이었고, 특

허번호는 WO9325798A1이며, 73회 피인용 되었고, 그

발명의 명칭은 ‘A Method for inhibiting gas hydrate

formation’이었다. 

오늘날 기존의 화석에너지원인 석유와 석탄은 고갈

되고 있다.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앞

으로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느

냐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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