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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 gas is the world’s fastest-growing fossil fuel, with consumption increasing from 113 trillion cubic

feet(Tcf) in 2010 to 185Tcf in 2040. While conventional natural gas streams from the earth relatively easily, uncon-

ventional gas finds are more difficult to develop and more costly to produce. Right now, there are six main types of

unconventional gas, including deep gas, gas-containing shale, coalbed methane(CBM), geopressurized zones, Arctic

and subsea hydrates, and tight gas. Tight gas refers to natural gas reservoirs locked in extraordinarily impermeable,

hard rocks(sandstone, siltstone or carbonate sedimentary rocks). In this study, we analyzed total 375 papers(2000-

2014) of tight gas by country, institu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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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전체 천연가스 소비량은 2010년 113Tcf에서 2040년 185Tcf로 예상되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화석연료이다.

전통 천연가스는 비교적 쉽게 개발되는 반면, 비전통 가스는 개발이 보다 더 어렵고 높은 생산비를 필요로 한다. 비

전통 가스는 심부가스, 셰일 가스, 석탄층 메탄가스(CBM), 지중 압력대, 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치밀 가스 등 6개의

주요 형태로 구성된다. 치밀 가스는 매우 치밀한 지층을 이루는 불투수성의 견고한 암석 중에 부존하는 천연가스로,

사암 혹은 석회암층에 포집된 천연가스이다. 이 연구에서는 치밀 가스 관련 375개 논문을 연도별 발표현황(2000-2014),

국가별 및 연구기관별 논문 수, 국제공동연구 등을 분석하여, 국내 관련 산업 및 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에 유용한

학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어 : 비전통 천연가스자원, 치밀 가스, 학술정보 분석, 사암, 전통 천연가스자원

1. 서 론

최근 세계 경제가 성장과 침체를 반복하고 있지만

향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13)에서 발표한 전망은 중국과 인

도 등 신흥개도국들이 세계 에너지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Fig. 1). 

IEA(2010)의 세계 에너지 전망은 1차 에너지 믹스

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33%에서 2035

년 28%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높은 석유가격, 산

업·발전분야에서의 탈석유 및 연료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정책, 수송부문에서 석유제품을 대체할 다른 연료

의 등장에 기인한 것이다. 

석탄에 대한 수요(IEA, 2010)는 2025년 전후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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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대체자원으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는 다른 화석

연료들에 비해 훨씬 큰데, 이는 천연가스가 보다 친환

경적이며 실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Fig. 2).

비전통 가스는 최근 기술의 발전과 개발의 경제성

확보로 생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 증가는 청정연

료 사용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 천연가스는 액화과

정에서 분진, 황, 질소 등이 제거되고 연소 시에 이산

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화석연료

중 가장 청정한 연료로 평가 받고 있다. 

IEA(2010)에 의하면 천연 가스는 적어도 향후 25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침체로 2009년 감소한 수요

는 2010년부터 장기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2008년 대비 2035년에는 그

수요가 더 높은 유일한 화석연료가 될 것으로 전망 된다.

세계적으로 석유·천연가스의 탐사 및 개발은 과거

육상과 천해인 대륙붕 지역과 같이 특수한 기술이 필

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최근에는 심해 또는 극지방과

같이 개발비용이 많이 들고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지

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conventional) 석

유·천연가스의 개발비용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보다

경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비전통(unconventional) 석

유·천연가스 자원의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다. 

석유 및 가스와 같은 탄화수소 자원은 크게 전통 자

원과 비전통 자원으로 구분된다. 전통자원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비전통 자원으로 구분되는 탄화수소의 정의

는 다양하다(Fig. 3). (1) 경제학자들은 비전통 자원을

정의할 때,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전통적인 개발과 생산

방법으로는 수익성이 좋지 않게 생산되는 탄화수소로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의 의미는 탄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기술발전에 따라 생산의 수익성

이 좋아지면 비전통 자원이 전통자원으로 분류되어 일

관성 측면에서 약점이 있다. (2) 석유물리학자는 비전

통 자원을 구분할 때, 탄화수소의 매장지가 일정 수준

의 투과율을 만족하지 못하면 비전통 자원으로 분류하

고 있다. (3) 지질학자들은 석유시스템의 고전적 모델

요소(원천, 이동, 저류지, 트렙, 봉인, 시점) 중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요소가 부족할 때 비전통 석유 시스템으

로 보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구분법을 종합하여 탄화수소 자원을

저류지와 탄화수소 자원 형태의 전통성에 따라 삼각도

Fig. 1. Energy Consumption i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India, 1990-2040(quadrillion Btu) (IEO 2013).

Fig. 2. One of the Many Benefits of Bountiful Unconventional Gas Sup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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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하면 Fig. 4 및 Fig. 5와 같다. (1) 저류지는

탄산염 저류소(carbonate reservoir) 또는 탄화수소를

함유한 암석의 다공성과 투과율이 높을 때 전통적 저

류층으로 구분한다. 반면 탄화수소를 함유한 기반구조

가 골절되거나 탄화수소의 근원암이 다공성과 투과율

이 낮을 때는 비전통 저류층으로 구분한다. (2) 탄화수

소는 기존의 석유나 가스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전통

탄화수소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전통 탄화수소로 구

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법에 따르면 저류지가 전통

적 구조를 가진 전통 탄화수소만이 전통자원이 되고,

나머지는 비전통 자원으로 구분된다. (3) 국제에너지기

구(IEA, 2010)는 오일셰일, 오일샌드 기반의 초중질유

와 비튜멘 등을 비전통 석유로 분류하였고, 비전통 가

스는 크게 셰일 가스, 치밀 가스, CBM(coalbed

methane)과 같은 3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가스의 원

천이 석탄, 사암, 셰일과 같은 불침투성의 암석에 의해

갇혀 있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천연가스자원은 Fig. 4 및 Fig. 5와 같이 상부(전통

가스)·하부(비전통 가스)로 구분한다. 전통 천연가스

자원(conventional natural gas resources)은 그림에서

상부로 가면서 유체투과도가 큰 가스전을 의미하며, 따

라서 개발이 쉽고 개발비용이 저렴한 반면, 상대적으

로 소규모임을 의미한다. 비전통(unconventional) 가스

의 경우 그림의 하부로 가면서 규모는 커지는 반면 가

스의 집적도가 낮아지고 유체투과도가 작아져서 개발

Fig. 3. Unconventional Gas Geology(Schematic) (F. Geny, 2010).

Fig. 4. Natural Gas Resources Triangle (Wood Mackenzie).

Fig. 5. Unconventional Gas Resource Triangle (B. Hughe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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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증가하며, 특수 기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전통 석유·천연가스의 생성과정은 유기

물이 오래 퇴적되어 근원암을 형성하고, 여기서 탄화

되어 숙성된 석유·천연가스가 지하수처럼 흘러 공극

이 많은 저류암에 집적된다. 이때 집적된 석유·천연

가스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불투과성의 덮개암이 상

부에 존재하면 트랩 (trap)을 형성하게 되어 향후 시추

에 의해 개발되는 순서를 따른다.

비전통 석유·천연가스 자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비용이 저렴한 비전통 천연가스의 생산이 최근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적으로 비전통 가

스자원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는

있지만 아직 직접적인 개발에 의해 상세한 분석이 전

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2010년 기

준 세계지역별 비전통 가스의 자원량 추정치는 석탄층

메탄가스(CBM)가 9,051Tcf, 셰일 가스 16,112Tcf, 치

밀 가스 7,406Tcf 등으로 총 32,560Tcf이다(Holditch

& Madani, 2010; Table 2).

전 세계적으로 회수 가능한 비전통 가스 자원량은

이보다 클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까지 자원량 선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확한 비전통 천연가

스 자원량의 산정은 지질학적 모델링과 시추공에 대한

생산특성 연구결과나 유사한 곳의 정보를 유추해서 평

가하여야 할 것이다. Clarke(2010)에 의하면 북미지역과

호주는 이미 개발이 시작되었고, 캐나다, 중국, 유럽,

아프리카 순으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전통 가스자원 중에서 치밀 가스

(tight gas) 자원에 대한 특징, 세계적인 분포, 국가별

개발현황, 관련기술 및 학술정보를 수집 분석하였다.

2. 치밀 가스(Tight gas) 기술

2.1. 개 요

치밀 가스(tight gas)는 미국에서 약 40년 전부터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치밀 가스

6.59 Tcf를 생산하는 등 북미지역에서 비전통 가스

(unconventional gas) 중 가장 많은 생산량을 차지하였

다(IEA, 2010). 치밀 가스는 근원암에서 생성된 가스

가 치밀한 사암 또는 탄산염암으로 1차 이동을 하였으

나 공극율이 매우 낮고, 투과율이 낮아 2차 이동을 못

한 채 근원암에 생성된 후 저류층으로 이동하지 못하

고 생성된 치밀한 저류층에 부존된 천연가스이다. 

치밀한 사암 저류층은 전통 석유나 가스 저류층처럼

고립된 층으로 나타나거나, 저류층이 셰일 가스층인 이

암층과 서로 어긋나게 겹쳐지며 나타난다. 퇴적층이 충

분한 깊이에 도달하면 셰일층에 함유된 유기물의 열분

해작용에 의해 많은 양의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때 이

암층은 셰일 가스층을 형성하고, 사암층으로 이동한 가

스는 낮은 공극률로 인해 이동하지 못하고 그대로 저

류되어 치밀 가스층을 이룬다(EIA, 2012). 치밀 가스

는 빠르게 침강하는 분지에 퇴적물이 약 1 km 깊이에

서 쌓여 속성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점토광물의 시멘트

물질이 공극을 채워 공극률이 10% 이하로 낮아져서

형성되거나 또는 저류층이 약 5 km 깊이 이상의 심부

에 매몰되면서 높은 압력에 의해 공극이 줄어들어 형

성된다. 

치밀 가스는 공극율과 유체투과도(0.1 md)가 매우 낮

은 저류층 중에 부존되어 있는 천연가스를 의미하며,

보통 자연균열, 박층의 사암 또는 백운석 등 석회질암

Table 1. The Caracteristics of Shale Gas and Tight Gas (M. Hall, 2011)

Shale Gas Tight Gas

Grain-size mostly mud substantially silt or fine sand

Porosity up to 60% up to 8%

TOC up to 10% up to 7%

Permeability up to 0.001mD up to 1mD

Source mostly self-sourced mostly extra-formation

Trap none facies & hydrodynamic

Gas substantially adsorbed almost all in pore space

Silica biogenic, crypto-crystalline detrital quartz

Brittleness From silica from carbonate cement

Major Plays

1.Barnett in Texas

2.Marcellus in eastern US

3.Duvernay in Alberta

1.Bakken of northern US

2.Montney of Albe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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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가스가 유동하여 생산하게 된다. 치밀 가스

저류층은 전통 가스 저류층과 달리 고압력이나 저압력

의 비정상적인 압력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치

밀 가스는 사암의 모래 입자가 아주 조밀하여 유체투

과도가 극히 작은 저류층으로 모래 입자 사이의 공극

에 가스가 부존되어 있는 반면에, 세일 가스는 가스가

셰일층의 유기질인 케로젠(kerogen)에 일부 흡착되어

있고 일부는 균열 및 공극에 자유가스(free gas) 형태

로 부존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Table 1).

비전통 가스는 지금까지 개발 및 생산되는 전통

(conventional) 천연가스 방식과는 다르게 생산되는 천

연가스로 부존 형태에 따라 셰일 가스(shale gas), 치밀

가스(tight gas),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s),

석탄층 메탄가스(coal bed methane, CBM), 지하 석

탄 가스화(underground coal gasification, UCG) 등의

가스자원을 총칭한 것이다(Fig. 3).

치밀 가스 플레이(play)에서는 생산성이 특별히 좋은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점을 ‘스위트 스폿

(sweet spot)’이라 부른다. 이는 치밀 가스 저류층에서

생산을 위한 최적의 장소이며 스위트 스폿을 결정해

주는 지질요인들은 아래와 같다(Son, 2008). - ①지하

의 압력이 높은 곳, ②저류층의 두께가 두꺼운 곳,

③치밀층준 내에서 특히 공극율, 투수율이 좋은 곳,

④상변화, 속성작용 등에 의하여 공극의 연결성이 잘

발달된 곳, ⑤균열대가 발달한 곳 등이다.

 전 세계 치밀 가스의 매장량은 약 7,406 Tcf로 추

정된다(US EIA, 2011). 북미와 남미지역 매장량이 약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구 소련, 아시아

와 태평양 등에 나머지가 분포하고 있다. 치밀 가스는

셰일 가스와 마찬가지로 수압파쇄기술 및 수평 시추기

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

다(Table 2). 

셰일·치밀 가스 저류층 개발은 일시에 연속적으로

천연가스를 대량 생산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추 및

수압파쇄 시 시추 공당 1,500만~1,900만 리터나 되는

다량의 물(우리나라의 50~60가구의 연간 생활용수량)

을 필요로 하여 대수층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오염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특히

수압파쇄 기법을 통해 분사하는 유체는 약 0.5% 정도

의 화학물질을 혼합하고 있어서, 이 물의 주입과 회수

시 환경오염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기술개발을 통해 천연가스 회수율을 높여가고 있지

만 전통가스 회수율 60~80%에 비해 셰일·치밀 가

스 대부분의 생산광구는 15% 미만을 보여주고 있으므

로, 최종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회수비율이 현 수준의 50%만 향상시키더라도 공당

30% 가량의 비용 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

며, 회수기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비전통 가스자원은 근원암이 저류암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광역에 걸쳐 고루 분포하므로 다

중 수평정 시공, 수압파쇄 등 특수기술을 적용하여 생

산한다. 비전통 가스는 존재 형태에 따라 구분하며, 그

중 치밀 가스는 쇄설성 혹은 탄산염 퇴적환경에서 주

로 발견되며, 치밀 가스 저류층(Tight gas reservoir)

은 통상 유체 투과도가 0.1 md 이하로 주로 가스를

배태하며, 주로 multi-layered 시스템으로 층별 두께가

얇아 구간별 수압파쇄를 통해 생산된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basin-centered

gas’ 또는 ‘continuous gas’라는 이름으로 최근 개발되

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연속적 형태로 부

Table 2. World Unconventional Natural Gas Reserves by Regions(Tcf) (US IEA, 2011)

Region
Tight Gas 

(Tcf)(%)

Shale Gas

 (Tcf)(%)

CBM

(Tcf)(%)

Total

(Tcf)(%)

N. America 1,371(18.5) 3,842(23.8) 3,017(33.3) 8,230(25.3)

Latin America 1,293(17.5) 2,117(13.1) 39(0.4) 3,449(10.6)

Western Europe 353(4.8) 510(3.2) 157(1.7) 1,020(3.1)

Central & Eastern Europe 78(1.1) 39(0.2) 118(1.3) 235(0.7)

Former Soviet Union 901(12.2) 627(3.9) 3,957(43.7) 5,485(16.8)

Middle East & N. Africa 823(11.1) 2,548(15.8) 0(0) 3,371(10.4)

Sub-Saharan Africa 784(10.6) 274(1.7) 39(0.4) 1,097(3.4)

Centrally planned Asia & China 353(4.8) 3,528(21.9) 1,215(13.4) 5,094(15.6)

Pacific(OECD) 705(9.5) 2,313(14.4) 470(5.2) 3,487(10.7)

Other Asia Pacific 549(7.4) 314(1.9) 0(0) 862(2.6)

South Asia 196(2.6) 0(0) 39(0.4) 235(0.7)

World Total 7,406(100) 16,112(100) 9,051(100) 32,56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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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분포하지만 그 경계가 불명확하며, 근원암에 근접

하여 나타나고, 탄화수소·물과 접촉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낮은 유체투과도로 회수율이 매우 낮고,

뚜렷한 ‘seal’이나 ‘trap’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이상적인

압력대가 나타난다. 매장량은 풍부하나 수압파쇄 등의

인공 자극법에 의해서만 개발이 가능한 단점이 있다. 

비전통 가스는 자원이 부존하는 지층의 특성이 기존

전통가스광구와 다를 뿐 생산된 가스의 구성성분은 메

탄 70~90%, 에탄 5%, 프로판·부탄 5~25%로 기존

천연가스와 차이가 없다.

2.2.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기술

광범위한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특징이 있는 치밀

가스 생산을 위해서 수직정 시추와 수압파쇄법이 이용

된다. 치밀 가스층은 다수의 셰일층과 함께 여러 저류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직정 시추를 이용하여 한 번

의 시추로 최대한 많은 저류층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계

획하고 있으며, 치밀 가스층의 측방 연장성이 좋은 경

우 수평정 시추를 하기도 한다. 

저류층 공극이 치밀하여 유체 투과도가 낮기 때문에

저류된 가스가 이동하여 지표로 생산 될 수 있도록 수

직정 시추 이후 수압파쇄법을 이용하여 지층에 인공적

인 균열을 가하여 회수율을 높이기도 한다. 수압파쇄

법 도입 이후 치밀 가스 생산의 경제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생산량이 급증했다. 

천연가스산업에서 전통 가스의 저류층을 개발하면서

발달하기 시작한 시추기술과 유정완결 기술은 유체투

과도가 작은 치밀한 암석의 저류층을 개발하는데 적용

되면서 더욱 발달하여 왔다. 특히 유정완결기술의 발

전, 그 중에서도 수압파쇄법의 발전이 치밀 가스의 개

발을 가능하게 하였다(Fig. 6).

이러한 유정완결 기술과 함께 발달한 시추기술, 즉

경사시추 또는 수평시추를 한 번에 여러 개 시추공을

굴진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치밀 가스보다 유체투과

도가 낮아 수압파쇄를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하는 셰일

가스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치밀 가스는 비전통 가스 중 생산이 가장 활발하여

2010년 전체 비전통 가스 공급량 중 약 50%를 차지

하였다.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나, 미국에서의 개

발 생산이 가장 활발하다. 미국의 치밀 가스 원시 매

장량은 1,200 Tcf로 2009년 미국 내 총 천연 가스 생

산량 중 치밀 가스 생산 비중은 28%에 이른다. 미국

외에 캐나다, 호주,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중국 등에

도 부존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비전통 천연가스 개발에서 가장 큰 이슈는 환

경문제로, 수압파쇄에 활용되는 유체 속에는 화학물질

(염산, 염화나트륨, 에틸렌글리콜 등 약 0.1~0.5% 함

유)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화학물질이 지하 대수

층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개발 시 전통가스 대비 많은 물(치밀 가스는 약 100배,

셰일 가스는 10,000배)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2.3. 치밀 가스 추정매장량

전 세계 치밀 가스의 매장량은 약 7,406 Tcf(209.9 Tcm)

로 추정된다. 북미와 남미지역의 매장량이 전체 매장

량의 약 36%(2,664 Tcf 또는 75.5 Tcm) 정도를 차지

Fig. 6. Main technology improvements to exploit (Questa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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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유럽과 구 소련이 18.1%(1,332 Tcf 또는 37.7 Tcm),

중동 및 북 아프리카 11.1%(823 Tcf 또는 23.3 Tcm),

아프리카 사하라이남에 10.6%(784 Tcf 또는 22.2 Tcm),

아시아와 태평양 등에 24.3%(1,803 Tcf 또는 51.1 Tcm)가

분포하고 있다(Table 2).

세계 기존 전통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러시아

(21.4%), 이란(15.9%), 카타르(12.0%) 등의 지역에 주

로 부존 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한 반

면, 세계 비전통 가스 분포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매장량은 Table 2 및 Fig. 7

과 같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구상의 전통 및 비전통 천연가스의 총량은

752 Tcm(26,536 Tcf)으로, 전통 천연가스의 세계 총 매장

량은 421 Tcm(14,856 Tcf)이고, 비전통 천연가스의 총 매

장량은 331 Tcm(11,680 Tcf)으로 전통 천연가스 매장량의

80% 수준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탐사와 기술의 발전으

로 그 양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Table 3, Fig. 8).

우리나라의 1년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약 1.5 Tcm

(52.9 Tcf)이고, 2012년 기준 세계 연간 천연가스 소비

량은 113 Tcf(약 3.2 Tcm)로 세계 천연가스 총 매장량

은 앞으로 약 235년간 사용 가능한 양이다.

Fig. 7. World Natural Gas Reserves by Countries (IEA 2012).

Table 3. World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Natural Gas Reserves by Groups(Tcm) (IEA, 2012)

Area or Group
Total(Tcm) Unconventional(Tcm)

Conventional Unconventional Tight Gas Shale Gas CBM

Europe/Eurasia 131 43 10 12 20

Middle East 125 12 8 4 -

Asia/Pacific 35 93 20 57 16

OECD America 45 77 12 56 9

Africa 37 37 7 30 -

Latin America 23 48 15 33 -

OECD Europe 24 21 3 16 2

World Total 421 331 76 208 47

Fig. 8. Distribution Map of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Gas Reserves by Countries (Tcm) (British Petrol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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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정보 분석

3.1. 개 요

‘치밀 가스(Tight gas)’ 관련 학술정보 분석은 미국

학술정보회사 Thomson Reuters의 ‘Web of Science’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 6월까

지 발표된 치밀 가스 관련 논문을 Topic 중 검색어

‘tight gas*’로 검색하였고, 분석방법은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 (KISTI)에서 개발한 ‘계량정보 분석 시스템

(KITAS)’을 이용하였다. 

치밀 가스 관련 문헌은 총 375건이 검색되었고, 총

26개 국가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미국

이 137편으로 양적 및 질적으로 모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기관으로는 ‘PetroChina’가 26편으로

최다였으며, 그 외의 연구기관으로 북미 ‘캘거리대학’

과 ‘택사스 오스틴 대학’의 논문이 피인용 수가 높았고,

국제협력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색된 논

문 총 375편 중 1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216편(58%)

이었다. 

3.2. 치밀 가스 관련 논문의 연도별 발표현황

치밀 가스 관련 논문은 총 375건이 검색되었고,

2003년 이전까지는 연간 10편미만으로 저조하였으나,

2004년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8년 다소 감소한 후

2009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0~2014년

기간 중 논문 게재 연평균 증가율은 19.3%이었다

(Fig. 9).

3.3. 치밀 가스 관련 논문의 국가별 분석

국가별 분류는 검색된 논문 총 375편의 교신저자

국적 분석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세계적으로 26개 국

가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들 국가 중 미국

이 137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전체 논문 중 36.5%를

점유하며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68편(18.1%), 캐나다는 54편(14.4%)의 논문을

게재하여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편(0.5%)의 논문을 게재하여 15위를 차지하였다

(Fig. 10).

3.4.치밀 가스 관련 국가별 논문 수준지수 및 국제

공동연구

국가별 논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특정 국가 발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로써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수준지수

(Index level)를 활용하였다. 수준지수가 1.0인 경우 특

정 국가가 발표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가 해당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미하며, 수준

지수가 1.0을 초과 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

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치밀 가스 관련 논문 총 375편의 평균 피인용 수준

지수는 3.93이며, 국가별 논문의 수준지수는 덴마크가

가장 높은 값(3.05)을 보여 논문의 피인용 관점에서 질

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이탈리아

(2.80), 태국(2.80), 한국(2.42), 뉴질랜드 (1.78), 스페인

(1.70), 스위스(1.65), 영국(1.34), 미국(1.25), 독일

(1.14), 말레이시아 (1.02)이며, 연구 활동이 활발한 주

요 국가 중 미국은 논문편수 137편, 수준지수 1.25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발

표한 논문 수준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 독일, 영국,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

가들의 논문수준은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Fig. 9. The Number of Annual Publications for Tight Gas

(2000-2014).
Fig. 10. The Number of Papers on tight Gas by the Maj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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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연구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나 수준지수는 0.64로 논문수준이 다소 떨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현황은 논문 저자 국적 분석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네트워크 현황을 조사하였다. 미국

은 16개국, 중국은 4개국, 캐나다는 7개국, 독일은 8개

국, 영국은 11개국, 프랑스와 호주는 각각 8개국, 9개

국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검색 논문 총 375편의 공동저자 국적을 중심으로

국제 공동연구 논문의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공동저

자 논문 155편 중 34편(22%), 중국은 74편의 논문

중 13편(18% 비중), 캐나다는 62편의 논문 중 19편

(31% 비중), 독일은 32편의 논문 중 10편(32%)으로

국제 공동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영국은 공동저자 논

문 25편 중 18편(75%), 호주는 25편의 논문 중 14편

(56%)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제 공동연

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5. 치밀 가스 관련 연구기관 분석

교신저자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172개

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들 연구기관 중 ‘PetroChina’(중국)가 26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전체 총 375편의 논문 중 6.93%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University of Calgary’는 25편(6.67%),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은 17편(4.53%)의 논문을 게재하

여 각각 2, 3위를 차지하였다(Fig. 12). 

주요 연구기관의 연도별 논문 수 추이를 보면, 2000

년대 중후반에는 캐나다 및 미국 중심 대학 주도로 이

루어졌으며, 2010년 이후에는 ‘PetroChina’,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 등 중국의 대학과 기업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기관

중 미국은 7개 기관, 중국과 캐나다는 3개 기관이며,

독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는 각 1개 기관이 포함된다

(Fig. 12).

주요 연구기관별 수준지수(Index level) 및 국제협력

강도(Strengt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분석 결

과는 Fig. 13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연구기관별 수

준지수는 ‘The University of Arizona’가 가장 높은

값(5.55)을 보이며, 분야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연구기관으로는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44, 미국), ‘RWTH Aachen University’(1.22, 독일),

‘Lawrence Berkeley Natl Lab’(1.12, 미국), ‘Colorado

School of Mines’(1.11, 미국)가 있다. 

전반적으로 논문 피인용 수로 본 수준지수는 독일

연구기관이 높고, 미국 연구기관은 평균 수준이며, 중

Fig. 11. The index of papers and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ight gas by the major countries.

Fig. 12. The Number of Papers on tight Gas by the Major

Institute.

Fig. 13. The index level of papers and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tight gas by the majo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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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연구기관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etroChina’

는 26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양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피인용 수로 본 논문의 수준지수

는 0.25로 평균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관별 국제협력강도는 국제협력 관계지수(Relation

Index of International Cooperation)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국제협력관계지수는 ‘‘특정 연구수행 주체(기관)

의 협력 대상 중 외국 소재 연구수행 주체의 비중’’을

의미하며, 이 값이 클수록 국제공동연구를 활발히 하

는, 즉 국제네트워크가 강하게 형성된 연구수행주체임

을 의미한다. 

공동저자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323개

기관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위 기관 중 ‘PetroChina(중국)’는 21개의 기관과 공

동연구를 수행했으며 이중 19% 비중인 4개의 외국 소

재 기관과 국제협력을 하였다. 

‘University of Calgary’는 23개의 기관과 공동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이중 35% 비중인 8개가 외국 소재

기관이었다.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은

8개 공동연구기관 중 2개의 외국기관(25%), ‘Texas

A&M University’는 11개 공동연구기관 중 5개의 외

국기관(45%)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China University of Petroleum’은 19개의 공동연

구기관 중 6개의 외국기관(32%), ‘University of

Tulsa(캐나다)’는 5개의 공동연구기관 중 4개의 외국기

관(80%)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북미 지역의 기

관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Table 4). 

4. 결 언

세계 기존 전통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러시아

(21.4%), 이란(15.9%), 카타르(12.0%) 등의 지역에 주

로 부존 되어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이 심한 반

면, 세계 비전통 천연가스 분포는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매장량은 비교적 풍부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지구상의 전통 및 비전통 천연가스의 총량은

752 Tcm(26,536 Tcf)으로, 전통 천연가스의 세계 총 매

장량은 421 Tcm(14,856 Tcf)이고, 비전통 천연가스의

총 매장량은 331 Tcm (11,680 Tcf)으로 전통 천연가스

매장량의 80% 수준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탐사와 기술

의 발전으로 그 양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

라의 1년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약 1.5 Tcm(52.9 Tcf)이

고, 2012년 기준 세계 연간 천연가스 소비량은

113 Tcf(약 3.2 Tcm)로 세계 천연가스 총 매장량은 앞

으로 200여 년(?)간 사용 가능한 양이다.

세계적으로 26개 국가에서 치밀 가스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치밀가스 관련

총 375편이 발간되었으며, 그 중 미국이 137편의 논문

을 게재하여 전체 논문 중 36.5%를 점유하며 가장 많

은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논문

편수 2편(2011년), 수준지수 2.42로 2010년 이후 연구

결과가 게재되면서 선진국에 비해 논문편수는 떨어지

지만 논문의 질적 수준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별 치밀 가스 연구동향은 ‘PetroChina’가

26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양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

Table 4. The index level of papers and the strengt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0n tight gas by the major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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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지만 피인용 수로 본 논문의 수준지수는 0.25로 평

균값 이하이다. 반면에 ‘The University of Arizona’

는 논문 게재 편수는 5편으로 많지 않지만 논문 수준

지수는 5.5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주

요기관은 다양한 기관과 공동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자국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제협력은 북

미 지역 기관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사

이 글(Review article)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이 수행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진흥기금과 복권기금 사업인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

용한 지원사업(ReSEAT Program)’의 일부이다. 심사과

정에서 미비점을 꼼꼼하게 지적, 보완하여 준 교열자

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

References

Baker Hughes (2010) Shale and Tight Gas Workshop,
North Africa Oil & Gas Summit, Vienna.

Dai Jinxing, Ni Yunyang, Wu Xiaoqi (2012) Tight gas in
China and its significance in exploration and exploi-
tation, Petrol. Explor. Develop., v.39, n.3, p.277-284.

Florence Geny (2010) Can Unconventional Gas be a
Game Changer in European Gas Markets?, A rec-
ognized independent centre of the University of
Oxford.

IEA (2012) ‘‘Golden Rules for a Golden Age of Gas’’,
WEO Special Report, 2012.

Ingrid Campbell (2009) Lakes Oil, An Overview Of Tight
Gas Resources in Australia, PESA News, p.95-100,
2009.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 (2010) ‘‘World Energy

Outlook’’, 2010.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With projections to

2040, DOE/EIA-0484(2013)/July 2013, Independent
Statistics & Analysis, U.S. Energy Informarion
Administration, 2013. 

Keith Moodhe, Vello A. Kuuskraa, Scott Stevens (2012)
APEC Unconventional Natural Gas Census, Evalu-
ating the Potential for Unconventional Gas Resources
to Incresse Gas Production and Contribute to
Reduced CO2 Emissions, Advanced Resources Inter-
national, INC, Arlington, VA USA.

K. Heffernan and F.M. Dawson (2010) An Overview of
Canada’s Natural Gas Resources, CSUG(Canadian
Society for Unconventional Gas), p.1-22.

Matt Hall (2011) Shale vs tight, Journal Agile, 
http://www.agilegeoscience.com/journal/2011/2/23/shale-

vs-tight.html 
Mrs Manoelle Lepoutre, Total, France (2008) Technical

challenges for tight & sour gas, 19th World Petroleum
Congress, Spain 2008 Forum 04: Unconventional
petroleum resources, World Petroleum Council, p.1-16,
2008.

Ruud Weijermars (2012) Jumps in Proved Unconven-
tional Gas Reserves Present Challenges to Reserves
Auditing, Alboran Energy Strategy Consultants and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Society of Petroleum
Engineers.

Son, B.K. (2008) Understanding Exploration, and Devel-
opment of Tight Gas Reservoirs, Korean Jour. of
Petro. Geol.

Vello Kuuskraa (2010) Unconventional Gas: An Export-
able North America Revolution?, ADVANCED
RESOURCES INTERNATIONAL, INC. Arington,
VA, Prepared for: The Changing Fundamentals of
Global Gas Markets: Europe as the Battleground?,
p.1-11, October 12, 2010.

Wayne Calder (2014) Pathway to shale gas development
in APEC: Australian shale gas, APEC Annual Con-
ference, March 2014.

2014년 9월 23일 원고접수, 2014년 10월 28일 1차수정,
2014년 10월 28일 게재승인


