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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onventional resources are natural resources which require greater than industry-standard levels of technology

or investment to exploit the commercial development. The key point is that unconventional resources are lower

quality fuel sources and are not as economically viable as crude oil and conventional gas. Over the past 100 years,

Conventional oil and gas has been satisfied with the energy demands. But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the introduction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 surge of energy due to the depletion of unconventional

energy resources will be the limelight. According to be analyzed in the academic literature to unconventional gas

and oil(2000~2012) by the program of ‘web of science’, the research activities 402 papers in unconventional gas

and 1,581 papers in unconventiona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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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래 자원은 상업적 개발을 위하여 높은 기술력과 많은 투자가 필요로 하는 자연자원이다. ‘비재래 자원’ 용어는

물리적으로 낮은 투과성과 높은 탄화수소 점성도를 가지는 자연 오일저유소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분리 생산을 요하

는 특수한 탄화수소를 언급한다. 중국과 인도와 같은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도입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사용의 급등

및 자원 고갈로 인해서 최근에 비재래 에너지 자원이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비재래 에너지 자원의 상황과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학술문헌지에 발표된 비재래 오일·가스 연구 활동(2000~2012)을 분석한 결과,

가스 402편과 오일 1,581편을 확인하였다. 국가 별 특성을 보면 미국은 비재래 가스분야, 캐나다는 비재래 오일분야

및 중국은 석탄 메탄가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자연자원, 산업적 개발수준, 에너지수요, 개발도상국, 비재래 오일·가스, 에너지 자원

1. 서 론

인류의 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에너지자원이라 부른다. 이는

지구 내부에 부존되어 있는 지하자원과 태양에너지, 지

열, 수력 및 조력 등과 같은 지구의 자연력과 신탄을

포함하고 있는 재생자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지하자

원은 연료와 비 연료 자원으로 구분되며, 연료자원은

전통과 비재래 에너지 자원으로 구분된다. 지구에 축

척되어 있는 전통 오일과 가스는 지난 100년 동안 글

로벌 에너지요구에 만족을 해왔으나 고유가가 지속된

2003년 이후, 비재래 에너지자원은 전통자원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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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체재가 아닌 실질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은 자원개발을 위한 고도의 기술 발전과 적

절한 경제성이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재래 에

너지자원개발은 기술개발의 불확실성과 경제성 확보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되며, 이에 따라 자원 개념이

전환이 될 수 있다. 비재래 에너지자원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은 저유층의 투과율은 낮고, 자원의 점

성도가 크다는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쉽게 저유층에서

오일·가스 추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비재래 에너지자

원에서 주요 오일은 셰일오일, 오일샌드, 치밀 오일이

며, 주요 가스는 셰일가스, 치밀 가스 및 석탄층 메탄

가스 등이 있다.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부존 상황을 보면

중동,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적으로 부존된 것이

아니라 북미, 호주, 유럽 등 비경제적 세계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

다. 오늘 날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비재래 에너지자원확보 및 개발에 관심

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된 국내외

의 비재래 에너지자원개발에 관련된 연구는 Yoon et

al.(2013), Hellmann et al.(2014), Pomerantz(2014),

Shin et al.(2013), Jeong et al.(2013), Lee et al.(2014)

등등 외에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따

라서 국내 에너지 수급선 다변화를 통한 자원 확보 및

글로벌 국가의 장기개발을 위해서 이 글은 ‘Web of

Sciences’에 등록된 학술문헌을 분석하여 국가별 현황

과 주요국의 개발 전망을 논하고자 한다. ‘web of

science(2013)’에 의한 비재래 오일·가스 학술문헌 분

석(2000~2012년)에 의한 검색 된 총 학술문헌 수는

가스분야 402편과 오일분야 1,581편이다. 이들에 대한

저자 별 국적을 살펴보면 오일 부문 26개 국가와 가스

부문 49개 국가로서 비재래 가스분야에서 주도적인 연

구 활동을 한 국가는 미국(120), 중국(48) 및 캐나다

(39) 순이며, 비재래 오일분야는 캐나다(450), 에스토니

아(250) 및 중국(183) 순이다. 국가 별 특성을 보면

미국은 비재래 가스분야, 캐나다는 비재래 오일분야 및

중국은 석탄 메탄가스 부문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2. 비재래 에너지 개요

비재래 에너지는 매장지역의 지질구조와 매장형태가

특이하여 자원 개발을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었던 개발

기술 활용으로는 개발생산이 불가능한 자원을 의미한

다. 그러나 개발기술의 향상에 따라 비재래 에너지자

원 의미는 달라지고 있다. 즉 전통 에너지자원은 비교

적 지표면과 가깝고 배사구조에 집중 매장되어 있으므

로 개발이 간편하고 개발비용도 저렴하다. 반면에 비

재래 에너지자원은 전통 에너지자원과 달리 여러 지층

과 심부의 치밀한 암석에 걸쳐 다양하게 널리 분포하

고 있어 탐사 실패위험은 적으나 높은 개발기술 수준

과 개발비용으로 인하여 그 동안이 개발이 쉽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혁신으로 비재

래 에너지자원의 경제성이 향상되어 생산량이 크게 증

가되므로 유가상승에 따른 채산성 확보 및 생산기술

향상으로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생산비용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비재래 오일은 전통 오일보다 가채 매

장량이 풍부하고 향후 지속적인 개발로 비재래 오일

생산량이 늘어 날 전망에 있다. 한편 비재래 가스의

가채 매장량은 전통가스 수준에 미치지 못하나 향후

100년 동안에 생산이 가능하며, 셰일가스 중심으로 생

산량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비재래 오일은 주로 북

미, 아시아 및 남미 등 전 세계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비재래 가스는 북미, 호주 및 중국 등에서 개발이 확

대될 전망에 있다.

2.1. 비재래 에너지 자원 부존현황

전통 에너지자원은 정치적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집

중되어 있는 반면에 비재래 에너지자원 분포는 북미,

아시아 및 남미 등 널리 분산 매장되어 있다. 중동과

러시아는 전통 에너지 생산량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비재래 에너지는 북미를 중심으로 개발이 확대 되면서

에너지 공급선이 다변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

세계에 부존하고 있는 탄화수소 분포를 백분율을 보면

가스자원 43%, 석유자원이 57%를 이루고 있다(Fig. 1).

세계에너지 기구(IEA)의 2012년 세계 에너지 전망보고

서에 따르면, 2011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총 잔

존 기술적 회수자원(TRR : Technically Recoverable

Resources)은 5조8,710억 배럴에 달하며, 이들 중에서

비재래 오일 잔존 TRR은 54.4%를 차지하는 반면에

비재래 가스자원은 총 잔존 TRR량은 790tcm 중에서

Fig. 1. Worldwide Hydrocarbon Resources (CG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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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를 차지한다. 한편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오일

자원량은 5,931Bb로서 서반구는 전통오일 18%, 비재

래 오일 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동반구는 전통

오일 85%, 비재래 오일 15%가 매장되어 있다. 지역별

에너지 분포에 있어서 Jones oil(2013)은 북미는

4,011Bb, 유럽 122Bb, 아시아 258Bb, 남/중앙아시아

440Bb, 동아시아 355Bb, 남동/태평양 401Bb, 아프리카

164Bb 및 남미 82Bb이라고 언급을 하였으나 McGlade

et al.(2013)은 기술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자원의 전

세계의 총 매장량은 719.tcm로서 북미 95.8tcm, 남미

73.7tcm, 아프리카 63.2tcm, 유럽 32.9tcm, 중동

128.6tcm, 동유럽/유라시아 209.6tcm 및 아시아/태평양

에 118.9tcm이 매장되어 있다고 말을 한다(Fig. 2).

2.2.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특성과 생산기술

비재래 에너지자원이 부존 되어 있는 퇴적암은 기존

암석의 입자간 공극을 가지는 개별적인 입자들로 구성

된다. 우리는 총괄적으로 암석 공극은 암석 용적 당

빈 공간의 백분율로 측정되는 공극률로 언급된다. 따

라서 암석 공극은 저장탱크라고 생각될 수 있으며,

12~35% 범위의 공극률은 전형적으로 전통 탄화수소

저류지이다. 그러나 비재래 저유소의 암석은 상당한 공

극률 혹은 저장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암석을 통해

유체 이동을 허용하는 공극 간의 연결이 부족하다. 이

런 환경은 암석의 포획된 석유와 가스 확보를 위해 특

별한 기술적용을 요구한다. 따라서 비재래 에너지 자

원 특성은 저유층의 투과율이 낮고, 자원 점성도가 크

므로 암석의 공극률이 크면 클수록 석유가스를 저장

수용력은 크다(Fig. 3).

선진국에서의 오일·가스 기술발전은 1900년대 초

부터 중반까지 회전식 시추기, 원뿔형 롤러 비트, 폭발

방지기, 전기 검층 및 빔 펌프 등이 개발됨으로 석유

가스 개발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며,

전통자원과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개발기술 차이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형적인 전통 에너지자

원은 순차적인 양상을 가지고 개발되는 데 비해서 비

재래 에너지자원은 개발단계 사이에서 독특한 요소들

이 중복이 된다. 따라서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개발기

술(Fig. 4)은 전통자원과 비재래 에너지자원간의 다른

특성(Table 2)을 완화시키고, 전통 자원처럼 자원추출

에 초점을 두므로 비재래 에너지자원은 회수율과 경제

Fig. 2. Estimates of Remaining technically recoverable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Resources (McGlade(2013);

units: tcm). 

Fig. 3. Fossil fuel resources pyramid (Shibata(2013), modified Cho(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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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ey differences between conventional & unconventional Development & Production Technology(SLB, 2014)

Project Phase Conventional Unconventional

Exploration

Risk management is focused on reducing the prob-

ability of the biggest risks

Extensive modeling and analysis is conducted prior to

project sanction

Focus on finding optimal drilling locations

Risk management is focused on a reasonable

certainty of some return on investment

Analysis is usually limited to less sophisticated

sub-surface testing

Focus on presence and size of resources

Development
Fit for purpose design

Development function-run

Deep design standardization 

Cross-functional focus

Production

Management activity is concentrated and complex as

the asset ages

Maximize recovery and production

Maintenance activity is routine and constant

Lower unit cost of production

Fig. 4. Development & Production Technology of Unconventional oil & gas (IEA, 2012).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Unconventional energy in the production area(Cho and Song, 2012)

A kind of 

Unconventional energy 
Production area Characteristics

Oil

oil shale
North America, 

China

● Formed before the remaining crude oil reserves are in the form of steps.
● Kerosene and crude oil is converted into pyrolysis.
● Solid sedimentary rock high kerogen, 

shale oil North America
● The oil is extracted from the shale layer.
● Traditional burial locations of oil different characteristics are similar.

oil sand Canada
● More than 10% of bitumen and sand or sandstone is the ingredients.
● Surface and are distributed on the ground floor.

extra heavy

oil

Venezuela, China 

and Canada

● This is a kind of crude.
● At room temperature, the surfactant mixture is converted into crude oil.
● API gravity less than 20o

Gas

shale gas North America
● Floor space of shale gas is adsorbed on or organic.
● Widespread shale layer and lower liquidity.

coalbed

methane

North America, 

Australia, China 

● When creating coal to coal gas is adsorbed.
● It contains more than 97% methane.

tight gas North America
● Distributed in low permeability sandstone, and has low liquidity in the

form of the distribution is continuous.

gas hydrate Japan, Korea
● Natural gas or trapped in ice or deep structure in the low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is gen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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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관련이 큰 에너지 자원이므로 개발기술은 수직시

추방법만으로는 추출이 어렵고 특수한 생산기술, 즉 투

과율을 높이는 방법(수압파쇄)과 점도를 낮추는 개질

방법(Upgrading) 등 2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

히 비재래 가스는 수평시추 및 수압파쇄 등 특수한 생

산기술이 필요하므로 균형이 있는 새로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비재래 에너지자원산업은 에너지자원의

분리 추출을 할 수 있는 생산설비와 이를 수송하는 파

이프라인 등과 같은 인프라, 그리고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 등 대규모 기술의 집약적인 산업이다. 비재래 에

너지자원개발 생산은 자원 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기

술이 필요하며, 해당된 기술개발을 개발생산에 적요함

으로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개발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재래 에너지자원 개발기술은 비재래 에너

지자원의 특성이 전통자원 특성과 상당한 차이, 투과

성이 낮고 치밀도가 높으므로 오일·가스 추출을 위하

여 투과율을 높이는 기술과 치밀도를 낮추는 기술이 필

요하다. 이후에 여러 종류의 석유가스 개발기술들이 발

전되었으나 Moon(2008)은 석유가스개발기술 연구백서

에서 과거 20년 동안은 주로 3, 4차원 탄성파탐사, 방

향성 시추,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등 전통 석유가스자

원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비재래 에너지자

원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3. 분석 방법

학술문헌 정보분석은 1899년부터 현재까지의 150개

과학분야에 걸쳐 7,100개 이상의 주요 잡지에 색인을

완전히 부여한 세계적인 학술정보자료를 제공하는

Thomson Reuters사의 Web of Science 데이터베이스

를 사용하였다. 해당 에너지 자원분야의 학술문헌은 개

발목적을 대상으로 하여 오일과 가스로 분리를 하였다.

가스와 오일에 대한 학술문헌 검색을 위한 관계식은

제목(title)=("tight gas*" or "coal bed methane*" or

"shale gas*")와 제목(title)=("oil sand*" or "oil shale*"

or "extra heavy oil*" bitumen*)로 하였다. 검색연도는

오일 파동시기에 근접한 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검색

기간을 2000~2012년으로 제한하여 행 하였다. 이들 자

료로부터 국가별 활동도 지수, 피 인용지수 및 협력 관

계를 도출했으며, 활동도 지수와 논문 질적 수준은 지수

기준을 1.0으로 하였으며, 질적 수준이 1.0이상인 경우

는 평균 활동 지수와 피 인용 수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4. 국가별 비재래 에너지 자원의 연구동향

Web of Science에 발표된 학술문헌(2000년~2012년)

에 따른 주요 국가의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가스에 관련된 문헌 수는 402편이고 오일은

1,581편이다(Fig. 5). 발표된 학술문헌 가운데 적어도 1

회 이상 인용된 논문 수에서 가스분야는 402편중 149

편(37.06%)이고 오일분야는 1,531편 중 1,003편(63.44%)

을 보여준다. 한편 저자 별 국적을 따르면 가스 26개

국과 석유 49개국으로서 오일 분야에서 캐나다는 185

편, 중국 92편, 에스토니아 81편을 발표한 반면에 가스

분야는 미국 56편, 중국 36편 그리고 캐나다 24편을

발표하였다. 발표된 문헌을 연도별로 보면 가스분야는

2003년(5편)이 제일 작고, 2012년(128편)이 제일 많다.

한편 오일분야는 2001년이 72편으로 제일 작고 2012

년이 203편으로 많은 연도이고 총체적으로 연구가 활

발한 년도는 2012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단지

Fig. 5. Trend of country by years in the unconventional oil and gas (2000~2012).



270 조진동·김종헌·박관순

2007년부터 비재래 오일분야에 학술문헌을 발표했으나

미진한 편이다(Fig. 5). 

4.1. 미국(오일/가스)

미국의 연구현황에 대한 학술문헌 정보 분석에 의하

면 미국이 발표한 문헌에 대한 총체적(오일·가스)인

수는 1,983편중에서 269편이며 분야별로는 오일분야는

총 1,581편 중 149편(9.42%), 가스분야는 402편중에서

120편(29.85%)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발표된 논문들

에 대한 인용자들의 수는 4.309(오일), 4,317(가스)이고,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지수(Q)는 1.812(가

스), 0.86(석유)을 보여준다(Table 3). 이들 값은 가스

분야가 가지고 있는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은 반면

에서 오일분야는 이 분야의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낮

음을 의미한다. 한편 비재래 에너지자원 분야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현황(Fig. 6)은 자국을 제외하고 가스는

20개국과 오일은 9개국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므로 국가

간에서 가장 넓은 국제 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

Fig. 6. Q-L distribution to major Country & Partnership Index in Unconventional Gas and Oil.

Table 3. The Trend of number of published Papers of Unconventional Gas & Oil by Major Country(2000~2012)

Country
Unconventional Gas Unconventional Oil

No. % CPP Q No. % CPP Q

USA(USA) 120 29.85 4.317 1.812 149 9.42 4.309 0.86

China(CHA) 48 11.94 1.188 0.499 183 11.57 4.399 0.877

Canada(CAN) 39 9.7 5.231 2.195 450 28.46 8.104 1.617

Germany(GER) 17 4.23 2.765 1.16 - - - -

Australia(AUS) 15 3.73 4.067 1.707 - - - -

UK(UK) 12 2.99 4.417 1.853 43 2.72 10.279 2.05

India(IND) 10 2.49 0.6 0.252 - - - -

Poland(POL) 7 1.74 2.714 1.139 - - - -

France(FRA) 5 1.24 2.2 0.923 41 2.59 6.976 1.392

Russia(RUS) 4 1.00 0.25 0.105 - - - -

Japan(JAP) 1 0.25 8.00 3.357 20 1.27 4.55 0.908

Jordan(JOR) - - - 76 4.81 6.908 1.378

Turkey(TUR) - - - 80 5.06 6.875 1.371

Morocco(MOR) - - - 36 2.28 6.194 1.236

S. Korea(KOR) - - - 12 0.76 4.917 0.981

Estonia(EST) - - - 250 15.81 4.676 0.933

CCP : Citation per paper, Q : Level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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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 선도적으로 공

동연구를 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자국 내에 가스(

치밀 가스(10tcm), CBM(3tcm) 및 셰일가스(24tcm))

자원(IEA(2012)과 석유(오일 샌드, 치밀 오일)자원이

풍부하게 부존 되고 있으며, 가스 생산에 있어서도 셰

일가스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치

밀가스는 부존 되어 있는 량의 65%, CBM은 65%

및 셰일가스는 40%를 접근할 수 있다(IEA, 2012). 또

한 미국은 셰일가스와 치밀 오일의 개발생산의 성공으

로 재래 근원암(source rock)이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목표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셰일가스 생산은 30개 분

지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치밀 오일 생산은 2012년에

7,000 × 104t 에 달한다. 오일 생산량은 원래 긴급 상황

발생시, 단기간에 미 해군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한

예비물자로 이용하기 위해서 고려되었던 자원으로 세

계 2차 대전 이후 개발 생산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오일·가스 분야의

연구 활동에 있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세계를 선도하

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오일·가스 부존이 많기

때문이며, 앞으로 재래 오일·가스 고갈을 대비하는 경

제정책에 기반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은 2007년 대비 7배 증가하면서 전체

천연가스 생산의 20%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6

년 이후 천연가스 순수출국으로 전환될 예정에 있다.

4.2. 중국(오일/가스)

중국의 연구현황에 대한 학술문헌 정보 분석에 의하

면 총체적인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발표 문헌 수는

1,983편중에서 231편이며 분야별로는 가스분야는 총

402편중에서 120편(11.94%), 오일분야는 1,581편중에

서 183편(11.57%)을 보여 준다. 한편 발표된 문헌들에

대한 인용자들의 수는 각각 1.188(가스)과 4.399(오일)

를 보여주는 반면에 발표된 논문들에 대한 질적 수준

을 보여주는 피인용수에 대한 수준지수는 0.499(가스)

와 0.877(오일)을 보여주고 있다. 가오일·가스분야에

서 보여 주고 있는 값들은 이들 분야의 평균 피인용

수보다 낮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에서의

비재래 자원에 대한 연도별 연구현황을 보면 오일분야

는 2006년부터, 가스분야는 2011년부터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3). 

특히 CBM과 셰일가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원인

중의 하나는 현재 중국이 CBM과 셰일가스에 대한 커

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셰일가스와 치밀 오일

자원이 풍부한 Ordos, Sjchuan, Tarim, Bohai Bay

및 Songliao 분지에서 탐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은 CBM와 셰일가스

의 부존량에 대하여 각각 20%를 가행 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으나 공적 수용에 있어서 다른 국가들

보다 영향이 비교적 적다. 셰일가스 개발은 셰일가스

전이 시추가 힘든 깊은 심도에 부존되어 있으므로 수

자원 및 가스 수송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셰일가스 보다 개발이

손쉬운 CBM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반면에 OAPEC-IFP 2005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

국은 오일 셰일을 통해 셰일 오일과 화학약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라고 언급을 하였다(Lee et al,

2008). 이는 중국의 학술연구에 있어서 비재래 오일자

원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캐나다(오일/가스)

캐나다 연구현황에 대한 학술문헌 정보 분석에 의하

면 총체적인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발표 문헌 수는

1,983편중에서 489편이며 분야별에서 오일분야는 총

1,581편 중 450편(28.46%), 가스 분야는 402편중에서

39편(9.7%)을 보여주며, 발표된 논문들에 대한 피인용

수는 8.104(오일), 5.231(가스)을 보여 준다(Table 3).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지수는 각각

2.195(가스)와 1.617(오일)이며, 이에 따른 질적 수준은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비

재래 에너지자원은 가스(치밀가스, 셰일가스 및 CBM)

자원과 오일 셰일이 부존되어 있다. 캐나다의 비재래

에너지자원에 있어서 오일 셰일의 매장량은 약 2.7억

배럴, 오일샌드 매장량은 173bb(Mamdouh, 2012)이며,

캐나다는 오일샌드를 중심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세계 7위의 셰일가스 부존국가로 셰일가스 분지

는 Alberta주와 British주, Quebec주, Nova Scotia주,

New Brunswick주에 분포하고 있으나 자국 내 상업적

인 생산은 미미한 상태에 있다. 석유에 관련된 연구는

2000년부터 강세를 보여주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더

욱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가스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는 빈약하였으나 2012년에 와서 더욱 활발하였다. 학

술문헌분석에서 질적 수준이 높게 보여 줌은 캐나다에

부존되고 있는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오일(오일샌드와

치밀 오일)과 가스(치밀 가스, CBM 및 셰일가스)가

다른 국가들보다 풍부하게 부존 되어 있는 것과 연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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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국(오일)

한국의 연구현황에 대한 학술문헌 정보 분석에 의하

면 총체적인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발표 문헌 수는

1,983편중에서 12편이며 분야별로는 가스분야는 전무

하며, 비재래 오일 분야에서 총 1,581편 중 12편

(0.76%)을 보여주고 있다(Table 3). 한편 발표된 논문

들에 대한 피인용 수(CPP)는 4.917를 보여주고 있으

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지수는 0.981로

평균적인 피인용 수에 비하여 낮다. 이는 한국에 부존

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빈약함에 관련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가스하이드레이드는 동해

지역에 대한 해양물리탐사와 시추작업을 통해서 동해

심해지역에서 확인되었으며, 부존 면적을 이용한 자원

량은 약 6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기업인 한국

석유공사와 한국 가스공사는 해외 비재래 에너지자원

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 연구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한국석유공사는 캐나다 블팩 골드의 박층 오일 내

분포하는 비투멘 회수를 위해 SAGD와 E-SAGD 기술

개발 연구 및 비전통 탄산염 내에 분포하는 비투멘의

정량·정성적 평가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가

스공사는 사업성 수익모델 및 몽골의 환경개선을 위해

CBM 지질조사, 탐사 및 시추, CBM 생산정 확보를

위해 CBM 을 이용한 그린에너지 사업과 호주 Blue

Energy 및 GLNG 투자사업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개

발사업 등이 있다(Cho and Kim, 2013).

4.5. 기타 국가

4.5.1. 독일은 문헌 학술정보 분석에 의하면 비재래

오일분야에서는 전무한 반면에 가스 분야에서 402편중

에서 17편(4.23%)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발표된 논문

들에 대한 피인용 수는 2.765,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

가하는 수준지수는 1.16을 보여준다(Table 3). 이는 독

일 부존자원은 오일보다는 가스 분야의 자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가스 분야의 질적 수준은 평

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셰일 자원은

North Sea-German basin에서 230bcm이 부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20년에 걸쳐서 획득

된 수압파쇄 기술로 치밀 가스를 생산하고 있다. 

4.5.2. 호주는 문헌 학술정보 분석에 의하면 비재래

오일 분야에서는 전무한 반면에 가스 분야에서 402편

중에서 15편(3.73%)을 보여준다. 발표된 논문들에 대

한 피인용 수(CPP)는 4.067을,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

가하는 수준지수는 1.707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Table 3). 이는 가스 분야의 질적 수준은 평균 피

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호주는 셰일가

스가 전무한 반면에 2010년 말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매장량은 930bcm으로서 CBM 40%를 가행 할

수 있는 국가이며, 부존되어 있는 5bcm의 CBM량에

대한 LNG 플랜트를 구축 중에 있다. 2010년 호주 전

체 천연가스 생산 중에서 CBM의 비중을 20%대로 증

가시킬 예정에 있다. 

4.5.3. 영국은 비재래 오일 분야에서 총 1,581편 중

43편(2.72%), 가스 분야는 402편중에서 12편(2.99%)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일·가스의 발표된 논문들에 대

한 피인용 수는 각각 10.279, 4.417을,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수준지수는 각각 2.05와 1.853을 보

여준다(Table 3). 이는 오일·가스 분야의 질적 수준은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영국

정부가 셰일가스 개발을 위하여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

지 않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 있다. 

4.5.4. 에스토니아 비재래 오일 분야에서 총 1,581편

중 250편(15.81%), 가스 분야는 전무함을 보여주고 있

다. 한편 발표된 논문들에 대한 피인용 수는 4.676, 논

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오일분야의 수준지수는

0.933을 보여준다(Table 3). 이는 오일 분야의 질적 수

준은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낮음을 의미한다. 에스토

니아에 2.3억 톤의 오일 셰일이 매장되어 있는 것과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에스토니아의 북동쪽

에 위치한 쿠게르사이트 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오

일 생산을 통해 전력을 얻어 왔으나 환경문제로 인하

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 결 론

1. 학술문헌 정보 분석에 의하면 총체적인 비재래 오

일·가스 자원의 발표된 학술 문헌 수는 1,983편이며,

비재래 자원에 대한 연도별은 오일과 가스 문헌 수는

각각 1,581편과 402편이다. 한편 오일분야는 2001년이

72편으로 제일 적고, 2012년은 203편으로 제일 많은

반면에 가스분야는 2003년이 5편으로 제일 적고 2012

년이 128편으로 제일 많다. 

2. 비재래 오일·가스에 대한 저자 별 국가현황을

보면 오일과 가스분야는 각각 49개국과 26개국으로서

국가별로 보면 오일분야는 캐나다(450편), 에스토니아

(250편), 중국(183편) 및 미국(149편)이고, 가스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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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120편), 중국(48편), 캐나다(39편) 순을 보여준다.

한편 오일·가스의 학술문헌의 질적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각각 영국(2.05), 일본(3.357) 이다. 특히 미국

은 셰일가스, 중국은 CBM 및 캐나다는 오일 셰일 분

야에서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미국은 오일과 가스 부

문에서 각각 9개국과 20개국들과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오일부문에서만 캐나다

와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3. 미국은 총체적인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발표된 학

술문헌 수는 1,983편중에서 269편이며 분야별로는 가

스와 오일분야는 각각 29.85%와 9.42%를 보여주고

있다. 가스 분야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이 셰일 가스중심으로 개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중국은 총체적인 비재래 에너지자원의 발표된 학

술문헌 수는 1,983편중에서 231편이며 분야별로는 가

스와 오일분야는 각각 11.94%와 11.57%을 보여 주며,

특히 비재래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CBM 자원 분야

를 의미한다. 중국의 개발현황에 있어서 셰일가스 개

발에 있어서 부존 심도, 수자원 및 가스 수송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발이 쉬운

CBM자원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한국은 가스분야에서 전무하고 오일분야에서 12

편의 학술문헌을 발표하였으나 피인용 지수는 0.981을

보이므로 질적으로도 평균이하 이다. 자원 빈국인 우

리나라로서는 자원부존지역 확보도 중요하지만 비재래

에너지자원 개발연구를 위해서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가스분야)과 에스토니아와 캐나다(오

일분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와 차별화된 독특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6. 한국은 에너지 자원 부존이 빈약하므로 에너지 자

원 확보를 위하여 부존 매장량 확보와 자원 개발기술

에 치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비재래 에너지자원 개발

역사가 짧으므로 위협요인인 해외자원 투자위험 증가

와 석유수요 둔화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국가와의 경쟁

확보와 에너지 신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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